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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paper, the application of hull structure design for the contracted vessels will be introduced with 3D CAD system, NAPA 

Steel. Through pilot test of this system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ts potential benefits have been found and adopted to ship 

structural design. Since adopting this program, the following items have been studied for an efficient ship design: Parametric 

modeling using the similar vessel, Interface development for the classification society’s program, Performance of 2D drawing and 

FE mesh extraction and Hull weight calculation. As future development plans, an interface for the relevant design and hull weight 

estimation system of hull part will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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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기본 구조설계의 2D CAD 시스템은 유사 실적선 

설계 데이터를 부분적 이용하여 계약선 설계를 진행하였고, 

각 업무 단계의 전산 데이터들을 별도의 수작업을 통해 

입력하였다. 설계 변경 시에는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정보 

수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 설계 개선 및 해석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간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최근의 선박을 주문하는 선주들은 호선 계약 시 

빠른 납기와 설계 기간 중에 설계 변경(선형, 구획 변경 등) 

및 구조 해석을 통한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구조설계 업무의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 구조설계 분야는 견적 및 설계 단계에서 중량 

추정 정도의 향상과, CSR-H, DLA, 피로해석 등의 증가하는 

구조해석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설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D 

CAD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Parametric 모델링 기능으로 

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업무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석을 위한 FE 모델 

생성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김성민, 신동목(2008)은 국내 주요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CAD 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7개의 조선소 

중 6개는 AVEVA사의 CAD 시스템(5곳은 TRIBON CAD 

시스템을, 나머지 1곳은 TRIBON의 차기 버전인 3D CAD 

커널 기반의 AVEVA-MARINE 도입)을, 1개 사는 

INTERGRAPH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체설계 및 

의장설계에 3D CAD 시스템을 실제 선박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본 구조설계용 3D CAD 시스템으로는 NAPA 

Steel, FORAN 및 TTM-ISD등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NAPA Steel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 동안 개발선 및 실제 

계약선 설계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장점 및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3D CAD 시스템 소개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2D CAD 시스템은 계약선 설계 시 

유사 실적선의 정보를 부분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였고, 

기본 구조설계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별도의 수작업을 

통해 만들었다. 
 

 
Fig. 1 2D와 3D CAD 시스템의 Procedure 비교 

 

하지만, 3D CAD 시스템은 각 담당자들이 나누어 만든 3D 

모델로부터 도면, 계산, FE 모델 생성 등 여러 구조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Fig. 1 참조). 

 

3. 3D CAD 장점 
3.1 직관적인 구조 이해 가능 

 

기존 2D CAD 시스템에서는 구조 관련 지식이 없는 타 

직능 설계자 및 신입사원들이 기본 구조 도면을 보며 정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도면에 표기된 기호를 이해해야 

하고, 또한 여러 도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Section, Elevation, 

Plan 부분들을 머리 속에서 3D로 구현해야 했지만, 이는 

초보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3D CAD 시스템은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도 3D 

모델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D 

모델의 형상은 모든 구조물이 실제 모습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고, 프로그램의 Clipping 기능을 

이용하여 보고자 하는 위치를 간편하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Fig. 2 참조). 
 

 

 
Fig.2 3D CAD 시스템의 모델 

 

3.2 Parametric 모델링 기능 
 

Parametric 모델링 기능은 3D CAD 시스템의 중요한 

장점들 중 하나로, 각 구조 객체들이 상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기본 구조설계용 3D 모델에 1개이상의 설계 변경 

사항을 입력하면, 설계 변경 사항 및 그와 연결된 구조 

부재들까지 자동으로 3D 모델에 반영되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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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Parametric 모델링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기본 계산용 3D 모델을 활용한 초기 기본 

구조설계용 3D 모델 생성이다. 견적 단계부터 만들어지는 

기본 계산용 3D 모델은 기본적인 선형, 구획 정보, 길이방향 

Frame 간격 등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Parametric 

모델링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 유사선 구조설계용 3D 모델에 새로 설계하고자 

하는 계약선의 기본 계산용 3D 모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60%정도 완료된 초기 기본 구조설계용 

3D 모델을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기능은 

컨테이너선의 복잡한 선수부 벤치 구조 및 선수미 

Knuckle구조를 갖는 원유 운반선의 Hold 구조를 자동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단,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 

조건들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선종 별로 기본 계산용 및 

기본 구조설계용 3D 모델에 공통적으로 입력된 객체들이 

동일한 이름들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 

계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다. 또한, 기본 

계산용 3D 모델에서 정의되지 않는 Non-Tight 구조 부재는 

기 정의된 주요 부재의 정보를 이용한 상대 참조로 위치 및 

형상이 정의되어야 한다.  
 

 
Fig.3 Parametric 모델링 기능을 통한 컨테이너선의 선형 변경 

 

두 번째 Parametric 모델링 목적은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한 

신속한 반영이다. 일반적으로 설계 기간에 선형과 주요 

부재의 위치 변경 및 Knuckle 위치 변동 등 여러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3D 모델에 입력만 

하면 해당 구조 부재들과, 그것과 상대 참조로 정의된 구조 

부재들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Fig. 3은 선형을 변경하였을 때, 

반영된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다. 
 

 

4. 3D CAD 시스템의 유의 사항 
4.1 선급 프로그램과의 Interface 

 

선급 프로그램과의 Interface 기능은 기본 구조설계용 3D 

모델로부터 구조 계산에 필요한 종부재 형상 및 Scantling 

정보들을 추출하여 선급 프로그램에 자동 입력해주는 

기능(Fig. 4)으로, 2D CAD 시스템에서 수작업 입력에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특히 KR, NK의 선급 

프로그램은 다른 선급 프로그램들과 달리, 3D 모델의 모든 

정보를 불러들일 수 있어, 사용자가 선급 프로그램에서 FE 

모델 작업도 가능하게 해준다(Fig. 5).  
 

  
Fig. 4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Nauticus(DNV) 및 Mars(BV) 

Section 데이터 

 
Fig. 5 3D CAD 시스템의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KR Hull 

Scan의 3D 모델 
 

단,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Interface 기능이 

그렇듯, 반드시 정보의 정확성을 확실히 체크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선급 프로그램의 Scantling 정보(위치, 보강재 

간격, 보강재 길이등)가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중복 

정의된 구조 부재가 없는지, 또한 3D 모델에 입력한 

Structure Type이 선급 프로그램에 맞는 Type으로 잘 

변환되었는지 담당자는 필히 확인해야 한다.  
 

 

4.2 도면 생성 
 

기존 기본 구조설계(2D CAD 시스템)에서의 도면 역할은 

매우 컸다. 모든 생산 활동의 기본이 되며, 구조설계에 대한 

최신 정보가 도면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계자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정확한 정보를 

도면에 반영하고 또한 각 도면의 정보가 일치되도록 하는 

작업을 해왔다.  

3D CAD 시스템의 도면 생성 기능은 이러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줄여 줄 수 있다. 만들고자 하는 Section 위치, Plan의 

A/B 값 및 Elevation의 Off C.L을 이용하여 도면 구조를 자동 

손쉽게 추출 할 수 있고, 특정한 3D 모델의 객체 이름만을 

가지고도 도면 그림을 간편하게 뽑을 수 있다. Fig. 6과 Fig. 

7은 3D 모델로부터 추출한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뽑은 각 도면들은 기존 2D CAD 시스템에서 가질 수 

있는 Plan, Elevation, Section 정보의 불일치 오류를 없애준다. 

또한 도면 생성 이후에 3D 모델이 수정되었다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히 수정된 사항을 도면에 

반영할 수 있다. 
 

 
Fig. 6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LNG선의 Elevation 및 Plan 

도면 

 
Fig. 7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LNG선의 외판 도면 

 

이러한 3D CAD의 도면 생성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ustomization 개발이 필수적이다. 

조선소에 맞는 양식이 해당 도면 파일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환경 설정이 필요하고, 도면에 표현되는 Annotation과 

구조부재에 대한 표기 기준 역시 조선소 표준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Opening 끝단과 인접 보강재 사이의 거리나 Face 

Plate등과 같이, 도면 가시성 향상을 위해 3D 모델의 배치와 

다르게 도면이 작성하는 부분 역시 조선소에 맞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4.3 FE 모델 추출 
 

2D CAD 시스템의 설계 환경에서 FE 모델 생성 작업 

시간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선주나 선급의 요구로 

추가적인 구조 해석 수행이 요구될 때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조선소에서는 자동 

Mesh 기능이 탑재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Property 및 형상 변경에 의한 Mesh 수정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3D CAD 시스템을 활용한 FE 모델은 Lumping이 

요구되는 Girder Sized Mesh부터 Plate thickness Sized 

Mesh까지 생성이 가능하며, 또한 특정 선급 및 CSR-H에서 

요구하는 Corrosion을 고려한 Net Thickness Based FE 모델 

역시 Scantling, 구획 및 수직 거리 정보를 이용한 자동 

계산을 통해 생성해 낼 수 있다. Fig. 8과 Fig. 9는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FE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Myeong-Jo 

Son등 2016 참조). 

일반적으로 FE 모델 생성시, 3D CAD 시스템은 Mesh에 

대한 기준을 설계자가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설계자의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FE 모델의 품질과 Mesh 수정을 위한 수작업의 양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선종 별 최적의 Mesh 생성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FE 모델 생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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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Parametric 모델링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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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용 3D 모델 생성이다. 견적 단계부터 만들어지는 

기본 계산용 3D 모델은 기본적인 선형, 구획 정보, 길이방향 

Frame 간격 등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Parametric 

모델링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 유사선 구조설계용 3D 모델에 새로 설계하고자 

하는 계약선의 기본 계산용 3D 모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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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Parametric 모델링 기능을 통한 컨테이너선의 선형 변경 

 

두 번째 Parametric 모델링 목적은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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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Nauticus(DNV) 및 Mars(BV) 

Section 데이터 

 
Fig. 5 3D CAD 시스템의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KR Hull 

Scan의 3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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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듯, 반드시 정보의 정확성을 확실히 체크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선급 프로그램의 Scantling 정보(위치, 보강재 

간격, 보강재 길이등)가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중복 

정의된 구조 부재가 없는지, 또한 3D 모델에 입력한 

Structure Type이 선급 프로그램에 맞는 Type으로 잘 

변환되었는지 담당자는 필히 확인해야 한다.  
 

 

4.2 도면 생성 
 

기존 기본 구조설계(2D CAD 시스템)에서의 도면 역할은 

매우 컸다. 모든 생산 활동의 기본이 되며, 구조설계에 대한 

최신 정보가 도면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계자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정확한 정보를 

도면에 반영하고 또한 각 도면의 정보가 일치되도록 하는 

작업을 해왔다.  

3D CAD 시스템의 도면 생성 기능은 이러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줄여 줄 수 있다. 만들고자 하는 Section 위치, Plan의 

A/B 값 및 Elevation의 Off C.L을 이용하여 도면 구조를 자동 

손쉽게 추출 할 수 있고, 특정한 3D 모델의 객체 이름만을 

가지고도 도면 그림을 간편하게 뽑을 수 있다. Fig. 6과 Fig. 

7은 3D 모델로부터 추출한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뽑은 각 도면들은 기존 2D CAD 시스템에서 가질 수 

있는 Plan, Elevation, Section 정보의 불일치 오류를 없애준다. 

또한 도면 생성 이후에 3D 모델이 수정되었다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히 수정된 사항을 도면에 

반영할 수 있다. 
 

 
Fig. 6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LNG선의 Elevation 및 Plan 

도면 

 
Fig. 7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LNG선의 외판 도면 

 

이러한 3D CAD의 도면 생성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ustomization 개발이 필수적이다. 

조선소에 맞는 양식이 해당 도면 파일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환경 설정이 필요하고, 도면에 표현되는 Annotation과 

구조부재에 대한 표기 기준 역시 조선소 표준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Opening 끝단과 인접 보강재 사이의 거리나 Face 

Plate등과 같이, 도면 가시성 향상을 위해 3D 모델의 배치와 

다르게 도면이 작성하는 부분 역시 조선소에 맞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4.3 FE 모델 추출 
 

2D CAD 시스템의 설계 환경에서 FE 모델 생성 작업 

시간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선주나 선급의 요구로 

추가적인 구조 해석 수행이 요구될 때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조선소에서는 자동 

Mesh 기능이 탑재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Property 및 형상 변경에 의한 Mesh 수정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3D CAD 시스템을 활용한 FE 모델은 Lumping이 

요구되는 Girder Sized Mesh부터 Plate thickness Sized 

Mesh까지 생성이 가능하며, 또한 특정 선급 및 CSR-H에서 

요구하는 Corrosion을 고려한 Net Thickness Based FE 모델 

역시 Scantling, 구획 및 수직 거리 정보를 이용한 자동 

계산을 통해 생성해 낼 수 있다. Fig. 8과 Fig. 9는 3D 

모델로부터 생성한 FE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Myeong-Jo 

Son등 2016 참조). 

일반적으로 FE 모델 생성시, 3D CAD 시스템은 Mesh에 

대한 기준을 설계자가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설계자의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FE 모델의 품질과 Mesh 수정을 위한 수작업의 양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선종 별 최적의 Mesh 생성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FE 모델 생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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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3D CAD로 생성된 전선 FE 모델 

 

 
Fig. 9 3D CAD로 생성된 Fine Mesh 모델 

 

4.4 선체 중량 추출 
 

기본 구조설계 단계에서의 선체 중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견적 선체 중량과의 비교를 통해 중량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후행부서에 전달할 수 있고, 고장력강 

비율과 같이 중량 관련 사양서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3D 모델로 추출하여 보다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3D CAD 시스템의 선체 중량 추출 기능은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는 인도되는 시점까지 계약선의 

중량 관리를 각 Block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미 3D 

모델에 Block Seam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 구조설계 

단계부터 Block별 중량 추출 기능을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개발 계획 
 

앞에서 언급하였듯 3D CAD 시스템은 기존 설계 

업무들을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여기에 추가로 조선소의 표준에 맞게 Customization 개발 및 

3D 모델의 정보들을 이용한 설계관련 기능을 개발한다면 

설계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본 절에서는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3D CAD 

시스템관련 개발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5.1 타 직능과의 Interface를 통한 설계 효율 향상 
 

당사에서는 기존 2D Machinery Arrangement(M/A) 도면을 

통한 엔진룸 구조 설계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기본 기장 

설계와 기본 구조설계의 3D 모델 정보를 공유를 통해, 아래 

Fig. 10과 같이, 각 3D 모델 안에서 상대방 정보를 보며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Fig. 10 기본 구조설계용 3D 모델 안에 Machinery 정보 입력 

 

5.2 견적 시스템 
  

3D CAD 시스템을 활용한 견적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Parametric 모델링을 이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견적 

중량은 기존 유사선 정보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Factor를 반영하여 예상 선체 중량을 도출하고, 만약 유사 

실적선이 없거나 변경 사항이 많은 경우, 담당자에 경험적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견적의 정확도가 낮아질 

우려가 크다.  

하지만 3D CAD의 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유사 

실적선 구조들을 견적선 선형에 넣어보고, 관련 구조를 3D 

모델에 간단하게 추가 입력해 봄으로서, 보다 정확한 견적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3D 모델로부터 구조물의 면적과 구조 접합 길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도장물량, 도장 공수, 용접 공수 

추정이 가능하다. 

 

5.3 3D 도면 활용   
 

 3D 모델은 구조설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타 직능 설계자 

및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들도 보다 쉽게 구조 배치 및 부재 

치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도면 대신 현재 기본 구조설계용 3D 모델을 후행 

설계 업무에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3D 모델을 간편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Viewer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로 할 

것이다.  

 

4. 결 론 
 

기존 기본 구조설계용 2D CAD 시스템을 3D CAD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경우, 유사 실적선을 활용한 3D 모델링 

작업 및 설계 변경(구획, 선형)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구조설계 데이터 추출(선급 프로그램 입력, 2차원 도면, FE 

모델, 중량 추정)등의 각 단계별 반복적 설계 정보 입력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기능개발을 통해 선각 견적 

정도 향상, 구조설계 공수 절감, 구조설계 공기 단축 및 설계 

오작 최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향후에는 타 

직능과의 3D 모델을 통한 정보 공유, 보다 정확한 견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3D CAD 시스템을 통해 선박 설계의 전체적인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보다 창조적인 제품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 및 생산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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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신 NAPA 관계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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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조건을 만족하는 선체 곡면의 필요성은 선형 설계자와 선형을 활용하는 이후 설계 작업자들의 설계 결과물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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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연속 조건을 만족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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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NG 벙커링 중에는 LNG 누출로 인한 많은 위험이 있고, 벙커링 작업이 복잡하여 LNG 사고에 대한 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 LNG 벙
커링에서는 LNG라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다루고 벙커링 절차상 작업자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많아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LNG 벙커링 작업 중의 휴먼에러를 고려한 LNG 벙커링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빈도수를 정량화하고 사
고시나리오를 통해 심각성을 도출하여 LNG 벙커링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한다. 휴먼에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기법과 FTA(Fault Tree Analysis)를 이용한 사고 빈도수와 심각성을 통해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LNG 벙커링 작업에서의 위험도를 산출하여 작업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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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국내 LNG 벙커링의 경우, LNG 벙커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6만 톤, 2025년 91만 톤으로 앞으로 국내에서
도 LNG 벙커링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안
전한 작업 절차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Kim, 2015).

LNG 벙커링은 LNG 라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다루고 벙커
링 절차상 작업자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많아 작업자의 실수 
즉,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LNG 벙커링
의 사고 종류로는 불완전한 Hose 연결, 배관 파열 및 선박의 데
미지로 인한 누출 사고 발생 시 화재, 폭발 등이 있어 사고가 일
어나게 되면 사고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휴먼에러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LNG 벙커링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DNV와 ABS에서는 LNG 벙커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안
전기술 및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진척을 이룬 상황이지만,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은 따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LNG 벙커링에 대한 수요가 적고, LNG 벙커링 
기지 확보도 안 되어 있으므로, 추후 LNG 벙커링에 대한 대비를 
위해 안정적인 LNG 공급방안으로 안전기술을 검토해야 하지만, 
휴먼에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파악하여 작업자의 안전한 LNG 벙
커링 작업 절차를 수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휴먼에러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은 주로 원자
력발전소, 가스발전소 등에서 많이 발전되었다. 단순 축약형 설
비에 따른 단위 직무용량의 증대, 첨단화된 계측제어 시스템의 
사용, 고도화된 디지털기술 및 첨단 제어설비의 도입 등과 같이 
기술이 변하고 복잡해지는 반면에, 작업자의 정보처리 능력은 기
계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대형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다. 이에 인간신뢰도분석(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과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을 통해 휴먼에러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LNG 벙커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먼에
러를 고려한 LNG 벙커링 정령적 평가를 수행한다. LNG 벙커링
에서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 종류를 분석하고 휴먼에러의 에러 확
률을 THERP(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기법
을 이용하여 장비의 고장률을 포함한 LNG 벙커링 위험성을 평가
한다.

THERP는 시스템에서 인간의 과오(Error)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인간 과오율의 예측법 등 5개의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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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다. THERP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 시스템
의 결함,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모든 인
간활동을 관찰하여 기본 과오율에 관련된 사항 또는 악영향을 미
칠 인간행위 및 활동을 식별하게 된다.

1.2 관련 연구 현황

 Bae(2014)는 부산신항에서의 LNG 벙커링 작업 시 일어나는 
대표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확률을 기반으로 산정된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여, 정성적,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
였다. DNV (2014)는 안전한 LNG 벙커링을 위한 전반적인 LNG 
벙커링 작업 절차에서 중요한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에 대한 실
패 트리를 작성하였고, 확률적 안전거리를 정하는 방법, 위험 식
별, 해석, 평가 등에 대해 정의하였다.

휴멘에러 측면에서 Lee(2010)은 사고와 고장의 인적요인으로 
인한 직간접 원인을 시스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규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분석모델을 개발하였고, Kim(2012)는 조선업종에서 사
용하는 인적요인의 정의와 분류방안을 알아보고, 인적오류를 예
방하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Kang(2013)은 국내 표준 원전
에서의 수동밸브와 계측/제어 기기 모두에 잠재적인 인적오류 가
능성을 고려 정량화하여 모델링 하였다. Kim(2016)은 Flash Gas 
Compressor System에서 발생하는 고장모드와 원인요소를 분류
하여 WOAD와 OREDA 데이터를 이용한 고장수목 분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휴먼에러를 정량화 할 수 있는 
THERP 기법 중 사고 전 휴먼에러에 대한 확률을 구하여, 기존의 
장비의 고장률과 결합하여 LNG 벙커링의 고장수목을 통한 사고 
빈도수와 DNV Phast를 이용한 심각성으로 LNG 벙커링의 위험
도를 정량화 한다.

1.3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우선적으로 LNG 벙커링 시 위험원을 파악하였고, 
사고 빈도수는 휴먼에러와 장비의 고장률로 인한 사고 빈도수를 
도출하였고, 사고 심각성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가정
하여 도출하여 최종 위험도를 구하였다.

Fig. 1 Process of Risk analysis

2. LNG 벙커링 사고 빈도수 분석

2.1 THERP 방법

HRA를 위해 THERP 방법이 최초로 사용된 이후 HRA를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분석적 방법 중 하나인 THERP 방법
은 인적오류 분석 절차나 모델을 제시하여 절차의 순서 혹은 모
델의 수식에 따라 입력을 결정함으로써 오류확률을 평가하는 방
법이다. THERP 방법은 사고 전 인적오류와 사고 후 인적오류로 
나누어지고, 사고 전 인적오류는 정기 시험이나 정비작업 또는 
연차보수 기간 중의 교정작업 등 모든 일상직무의 수행 중에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말한다. LNG 벙커링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 벙커링 전 단계, 벙커링 중인 단계, 벙커링 후 단계
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벙커링 전 단계를 벙커링 하기 전
에 시험/정비하는 단계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사고 전 인적오
류 분석 단계를 아래와 같다.

- Step 1: 인적오류사건 정의(Human Event Definition)
- Step 2: 선별분석(Screening Analysis)
- Step 3: 직무분석(Task Analysis)
- Step 4: 정량분석(Quantification Analysis)

Step 1인 인적오류사건의 정의는 계통의 운전이나 시스템 안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인적 직무를 파악해야 한
다. 아직 국내에서는 LNG 벙커링이 진행된 사례가 없고 정보를 
얻을 수 없어, DNV, ABS에서 진행했던 정성적 위험도 평가 자
료인 LNG 벙커링 HAZID, FMECA 등을 참고하였다. 

Step 2는 step 1에서 정의된 오류사건 중 상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오류사건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선별분석에는 정성적 선별, 
정량적 선별 분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tep 3은 상세 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과정이다. 분석 대상 직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
행특성인자(Performance Shaping Factors; PSFs)의 정보를 분
석하고 수집하며, 직무를 기본 단위작업으로 수준으로 세분화
(breakdown) 한다. 이 직무분석에서는 정량분석에 사용되는 
HRA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정보는 물론 그 이외에 시나리
오, 직무, 작업자, 작업환경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Step 4는 정량분석 과정으로서, 표준 방법에서 제시한 평가 
절차와 평가 규칙에 따라 해당 오류사건의 오류확률을 평가한다.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부분으로 구분해서 오류확률을 평가하는 
절차와 규칙이 제공되며, 사고 전 인적오류와 사고 후 인적오류 
분석에 따라 평가 절차가 달라진다. 복구실패 가능성 분석, 종속
성 분석, 불확실성 분석 등이 모두 정량분석 과정에 포함된다.

2.2 LNG 벙커링 절차 시 휴먼에러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Ship-To-Ship LNG 벙커링(이하 STS 

LNG 벙커링)으로 해상 위에서 두 선박간에 LNG를 이송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시작하기 전 기상상태와 해상상태와 근처 선박의 
교통량 등을 파악하고, 육상 기지의 허락을 통해 준비를 시작으
로 한다. 벙커링 절차로는 44개 정도의 작업 절차가 있으며 크게 
벙커링 전, 진행 중, 벙커링 후 3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별로 
Checklist가 있어 모든 상황을 다 확인 후에 다음 단계를 시작한
다. 이와 같이 벙커링 작업 절차가 까다롭지만 작업자의 부주의, 
실수 등과 같은 이유로 벙커링 작업 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DNV, ABS의 LNG 벙커링 관련 정성적 위험도 평가 자료를 토
대로 벙커링 작업 시 사고 위험과 휴먼에러 사고 종류를 정의하
였으며, 벙커링 절차를 기반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다. 벙커링 
절차는 최대한 단순화 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해 기본휴먼에러를 
나타내는 BHEP(Basic Human Error Probability)의 값을 THERP 
Handbook을 참고하여 각 직무에 대입하여 Table 1에 표현하였다.

No. Bunkering Task BHEP
1 ESD System Check 0.003
2 LNG Tank System Check 0.01
3 Mooring Equipment Check 0.1
4 Bunker Hose Check 0.01
5 Oil Bunker Check 0.01
6 Communication Check 0.1
7 Manuoveruing Check 0.01
8 Mooring Complete Check 0.01
9 Bunker Hose Connection 0.1
10 Manual Valve Open 0.01
11 Start Pump 0.01
12 System Working Check 0.001

Table 1 STS LNG bunkering Task & BHEP

분석된 내용을 통해 정량화 방법은 아래 식 (1)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HEP = HER * MDT                                   (1)
    *HEP(Human Error Probability): 인적오류 확률
    *HER(Human Error Rate): 인적오류 발생율
    *MDT(Mean Down Time due to Human Error): 인적오류

로 인해 기기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는 평균 시간

  ∑ ×  ×                       (2)
α: 1/8 ~ 8 사이의 값으로 절차서와 관리체계, 인간/기계 연

계(MMI)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상수
Pi: 인적오류 모드 I 발생확률, 본 분석에서는 누락오류만을 가정
Ri: 회복인자, 처음 발생된 인적오류 모드 I에 대한 다른 작업

자나 품질부서 등의 확인 또는 점건 오류 확률
T: 기기 상태 변경 조작 시간, 인적오류 발생 기준이 되는 시

험, 정비 또는 교정 작업 주기(시간, 월, 년)

여기서 T는 벙커링 작업 주기로 가정한다. 벙커링은 보통 1회

당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정비 및 준비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으로 가정한다. 새로운 시험, 정비, 또는 교정 작업이 시작되면 기
존 인적오류는 없어지기에 평균정지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   ×   

   (3)

m: 조작 사이의 확인 수
H: 확인 사이 시간
C: 주기적(일, 주, 월별 등) 점검 시 확인 실패확률

위의 식(3)을 통해 벙커링 전 작업의 HEP 값을 HER과 MDT
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아래 표 3에 도출된 값을 표현하였다.

Task HER MDT HEP
1 4.2123E-07 0.04909 1.2637E-07
2 4.2123E-07 0.04909 4.2123E-07
3 1.0531E-07 0.04909 1.0531E-06
4 1.0531E-07 0.04909 1.0531E-07
5 1.0531E-07 0.04909 1.0531E-07
6 1.0531E-07 0.04909 1.0531E-06
7 1.0531E-07 0.04909 1.0531E-07
8 1.0531E-07 0.04909 1.0531E-07
9 4.2123E-07 0.04909 4.2123E-06
10 8.4246E-07 0.04909 8.4246E-07
11 4.2123E-07 0.04909 4.2123E-07
12 4.2123E-07 0.04909 4.2123E-08

Table 2 STS LNG bunkering’s HER(Human Error Rate)1

2.3 LNG 벙커링 사고 빈도수

STS LNG 벙커링의 주요 절차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인적오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각 장비에 대한 고장사례를 DNV, ABS의 
위험도 평가 자료의 FMECA, HAZID 자료를 참고하였다.

먼저 휴먼에러와 장비에 대해 어떠한 고장모드들이 발생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각 절차에서 휴먼에러 및 장비로 발생하는 고
장모드는 Table 4와 같다. 가스나 액체의 누출이 발생했을 때 화
재나 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출(Leakage)로 분
류했으며, 유출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진 사례는 화재, 폭발 (Fire, 
Explosion)으로 분류하였다. 장비들에서 인적오류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고장모드는 유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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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함,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모든 인
간활동을 관찰하여 기본 과오율에 관련된 사항 또는 악영향을 미
칠 인간행위 및 활동을 식별하게 된다.

1.2 관련 연구 현황

 Bae(2014)는 부산신항에서의 LNG 벙커링 작업 시 일어나는 
대표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확률을 기반으로 산정된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여, 정성적,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
였다. DNV (2014)는 안전한 LNG 벙커링을 위한 전반적인 LNG 
벙커링 작업 절차에서 중요한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에 대한 실
패 트리를 작성하였고, 확률적 안전거리를 정하는 방법, 위험 식
별, 해석, 평가 등에 대해 정의하였다.

휴멘에러 측면에서 Lee(2010)은 사고와 고장의 인적요인으로 
인한 직간접 원인을 시스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규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분석모델을 개발하였고, Kim(2012)는 조선업종에서 사
용하는 인적요인의 정의와 분류방안을 알아보고, 인적오류를 예
방하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Kang(2013)은 국내 표준 원전
에서의 수동밸브와 계측/제어 기기 모두에 잠재적인 인적오류 가
능성을 고려 정량화하여 모델링 하였다. Kim(2016)은 Flash Gas 
Compressor System에서 발생하는 고장모드와 원인요소를 분류
하여 WOAD와 OREDA 데이터를 이용한 고장수목 분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휴먼에러를 정량화 할 수 있는 
THERP 기법 중 사고 전 휴먼에러에 대한 확률을 구하여, 기존의 
장비의 고장률과 결합하여 LNG 벙커링의 고장수목을 통한 사고 
빈도수와 DNV Phast를 이용한 심각성으로 LNG 벙커링의 위험
도를 정량화 한다.

1.3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우선적으로 LNG 벙커링 시 위험원을 파악하였고, 
사고 빈도수는 휴먼에러와 장비의 고장률로 인한 사고 빈도수를 
도출하였고, 사고 심각성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가정
하여 도출하여 최종 위험도를 구하였다.

Fig. 1 Process of Risk analysis

2. LNG 벙커링 사고 빈도수 분석

2.1 THERP 방법

HRA를 위해 THERP 방법이 최초로 사용된 이후 HRA를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분석적 방법 중 하나인 THERP 방법
은 인적오류 분석 절차나 모델을 제시하여 절차의 순서 혹은 모
델의 수식에 따라 입력을 결정함으로써 오류확률을 평가하는 방
법이다. THERP 방법은 사고 전 인적오류와 사고 후 인적오류로 
나누어지고, 사고 전 인적오류는 정기 시험이나 정비작업 또는 
연차보수 기간 중의 교정작업 등 모든 일상직무의 수행 중에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말한다. LNG 벙커링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 벙커링 전 단계, 벙커링 중인 단계, 벙커링 후 단계
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벙커링 전 단계를 벙커링 하기 전
에 시험/정비하는 단계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사고 전 인적오
류 분석 단계를 아래와 같다.

- Step 1: 인적오류사건 정의(Human Event Definition)
- Step 2: 선별분석(Screening Analysis)
- Step 3: 직무분석(Task Analysis)
- Step 4: 정량분석(Quantification Analysis)

Step 1인 인적오류사건의 정의는 계통의 운전이나 시스템 안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인적 직무를 파악해야 한
다. 아직 국내에서는 LNG 벙커링이 진행된 사례가 없고 정보를 
얻을 수 없어, DNV, ABS에서 진행했던 정성적 위험도 평가 자
료인 LNG 벙커링 HAZID, FMECA 등을 참고하였다. 

Step 2는 step 1에서 정의된 오류사건 중 상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오류사건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선별분석에는 정성적 선별, 
정량적 선별 분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tep 3은 상세 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과정이다. 분석 대상 직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
행특성인자(Performance Shaping Factors; PSFs)의 정보를 분
석하고 수집하며, 직무를 기본 단위작업으로 수준으로 세분화
(breakdown) 한다. 이 직무분석에서는 정량분석에 사용되는 
HRA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정보는 물론 그 이외에 시나리
오, 직무, 작업자, 작업환경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Step 4는 정량분석 과정으로서, 표준 방법에서 제시한 평가 
절차와 평가 규칙에 따라 해당 오류사건의 오류확률을 평가한다. 
진단오류와 수행오류 부분으로 구분해서 오류확률을 평가하는 
절차와 규칙이 제공되며, 사고 전 인적오류와 사고 후 인적오류 
분석에 따라 평가 절차가 달라진다. 복구실패 가능성 분석, 종속
성 분석, 불확실성 분석 등이 모두 정량분석 과정에 포함된다.

2.2 LNG 벙커링 절차 시 휴먼에러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Ship-To-Ship LNG 벙커링(이하 STS 

LNG 벙커링)으로 해상 위에서 두 선박간에 LNG를 이송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시작하기 전 기상상태와 해상상태와 근처 선박의 
교통량 등을 파악하고, 육상 기지의 허락을 통해 준비를 시작으
로 한다. 벙커링 절차로는 44개 정도의 작업 절차가 있으며 크게 
벙커링 전, 진행 중, 벙커링 후 3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별로 
Checklist가 있어 모든 상황을 다 확인 후에 다음 단계를 시작한
다. 이와 같이 벙커링 작업 절차가 까다롭지만 작업자의 부주의, 
실수 등과 같은 이유로 벙커링 작업 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DNV, ABS의 LNG 벙커링 관련 정성적 위험도 평가 자료를 토
대로 벙커링 작업 시 사고 위험과 휴먼에러 사고 종류를 정의하
였으며, 벙커링 절차를 기반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다. 벙커링 
절차는 최대한 단순화 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해 기본휴먼에러를 
나타내는 BHEP(Basic Human Error Probability)의 값을 THERP 
Handbook을 참고하여 각 직무에 대입하여 Table 1에 표현하였다.

No. Bunkering Task BHEP
1 ESD System Check 0.003
2 LNG Tank System Check 0.01
3 Mooring Equipment Check 0.1
4 Bunker Hose Check 0.01
5 Oil Bunker Check 0.01
6 Communication Check 0.1
7 Manuoveruing Check 0.01
8 Mooring Complete Check 0.01
9 Bunker Hose Connection 0.1
10 Manual Valve Open 0.01
11 Start Pump 0.01
12 System Working Check 0.001

Table 1 STS LNG bunkering Task & BHEP

분석된 내용을 통해 정량화 방법은 아래 식 (1)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HEP = HER * MDT                                   (1)
    *HEP(Human Error Probability): 인적오류 확률
    *HER(Human Error Rate): 인적오류 발생율
    *MDT(Mean Down Time due to Human Error): 인적오류

로 인해 기기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는 평균 시간

  ∑ ×  ×                       (2)
α: 1/8 ~ 8 사이의 값으로 절차서와 관리체계, 인간/기계 연

계(MMI)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상수
Pi: 인적오류 모드 I 발생확률, 본 분석에서는 누락오류만을 가정
Ri: 회복인자, 처음 발생된 인적오류 모드 I에 대한 다른 작업

자나 품질부서 등의 확인 또는 점건 오류 확률
T: 기기 상태 변경 조작 시간, 인적오류 발생 기준이 되는 시

험, 정비 또는 교정 작업 주기(시간, 월, 년)

여기서 T는 벙커링 작업 주기로 가정한다. 벙커링은 보통 1회

당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정비 및 준비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으로 가정한다. 새로운 시험, 정비, 또는 교정 작업이 시작되면 기
존 인적오류는 없어지기에 평균정지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   ×   

   (3)

m: 조작 사이의 확인 수
H: 확인 사이 시간
C: 주기적(일, 주, 월별 등) 점검 시 확인 실패확률

위의 식(3)을 통해 벙커링 전 작업의 HEP 값을 HER과 MDT
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아래 표 3에 도출된 값을 표현하였다.

Task HER MDT HEP
1 4.2123E-07 0.04909 1.2637E-07
2 4.2123E-07 0.04909 4.2123E-07
3 1.0531E-07 0.04909 1.0531E-06
4 1.0531E-07 0.04909 1.0531E-07
5 1.0531E-07 0.04909 1.0531E-07
6 1.0531E-07 0.04909 1.0531E-06
7 1.0531E-07 0.04909 1.0531E-07
8 1.0531E-07 0.04909 1.0531E-07
9 4.2123E-07 0.04909 4.2123E-06
10 8.4246E-07 0.04909 8.4246E-07
11 4.2123E-07 0.04909 4.2123E-07
12 4.2123E-07 0.04909 4.2123E-08

Table 2 STS LNG bunkering’s HER(Human Error Rate)1

2.3 LNG 벙커링 사고 빈도수

STS LNG 벙커링의 주요 절차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인적오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각 장비에 대한 고장사례를 DNV, ABS의 
위험도 평가 자료의 FMECA, HAZID 자료를 참고하였다.

먼저 휴먼에러와 장비에 대해 어떠한 고장모드들이 발생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각 절차에서 휴먼에러 및 장비로 발생하는 고
장모드는 Table 4와 같다. 가스나 액체의 누출이 발생했을 때 화
재나 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출(Leakage)로 분
류했으며, 유출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진 사례는 화재, 폭발 (Fire, 
Explosion)으로 분류하였다. 장비들에서 인적오류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고장모드는 유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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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Failure 
Mode Cause

Bunkering
Leakage

Equipment ESD valve failure
Human Control failure

Looseness
Fire/Explo
-sion

Equipment ESD valve failure
Human Control failure

Looseness

Table 4 STS LNG bunkering failure mode

본 연구에서는 고장수목분석을 이용하여 휴먼에러 및 장비의 
고장률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을 구현하였다. 인적원인요소가 기
본 사상이 되고 고장 모드는 인적요인 및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
여 발생했기 때문에 상위 노드로 표현하였다. 아래 그림 2와 같
이 STS LNG 벙커링 시 누출로 인한 사고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
여 고장수목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2 LNG leakage failure mechanism

아래 표는 LNG 벙커링 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인적오류 및 
장비 고장률을 기반으로 한 누출사고의 사고 빈도수를 다음과 같
이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재/폭발에 대한 사고 빈도수는 
DNV에서 점화확률은 펌프나 전기적인 결함으로 인해 스파크가 
일어나 점화원이 되는 확률을 곱하였다

Procedure Before bunkering operation
Probability of Leakage 1.68E-05

Probability of 
Fire/Explosion 2.37.E-07

Table 5 STS LNG bunkering of probability of accident

3. LNG 벙커링 사고 심각성 분석

사고 사고시나리오는 STS LNG 벙커링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

나는 Connection 부분에서 Leakage 및 Fire/Explosion이 발생한
다고 가정하여 심각성을 도출하였다. DNV의 자료를 토대로 파공
크기, 누출량, 바람속도 등 중간 값으로 사용하여 DNV Phast 
7.11을 통해 심각성을 도출한다. 여기서 파공크기와 누출시간, 
바람속도는 각각 88.15mm, 누출시간 90.44s, 풍속 14.07m/s 
이고, LNG tank의 물성치는 온도 –161도, 압력 3bar를 가지는 
LNG(메탄 0.9, 에탄 0.08, 프로판 0.02의 비율)로 하였다.

3.1 질식위험

LNG의 특성상 누출로 인해 LNG가 확산하게 되면, Methane으
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다. LNG 확산 시 질식 영향을 미치는 
피해 범위를 알 수 있다. 질식 심각성은 Fig. 3과 같이 거리에 따
른 가스 확산을 계산하여 누출발생 따른 인명의 피해범위를 도출
하였다. 식 (4)을 이용하여 질식 심각성의 피해를 계산할 수 있
다.

Fig. 3 Concentration vs distance for Dispersion

LNG 확산으로 인한 거리에 따른 심각성을 2차 다항식으로 보
간 하여 나타낸 아래 식 (4)에 대입하여 거리에 따른 심각성을 
구한다.

  
                        (4)

이때, 질식 심각성에 대한 심각성 정도는 누출사고로 인한 인
명측면에서의 손실로 아래 Table 6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산정
한다.

Concentration Effect Distance Cost
80% over death 0 ~ 7.82m 7,757,790
50% over fall down 7.82 ~ 17.37m 536,500
30% over headache 20.57 ~ 390.54n 53,650

Table 6 Person Value  (Unit: 1,000 won)

(10%: 100,000 ppm, OECD average cost)
3.2 화재 심각성

사고 피해영향 분석으로는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DNV-Phast 7.11로 해석하여 가장 심각한 피해를 선정하여 화재 
발생에 의한 인명측면에서의 피해를 측정하였다. 화재 시나리오
에서는 Jet fire 상황을 해석하여 거리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하였
다. 우선 Jet fire는 STS 벙커링 호스 부분 연결 실패로 인해 누
출된 LNG가 점화원을 만나 Jet fire가 발생되는 것을 가정한다. 

Fig. 4 Jet fire as distance

위에서 해석한 복사열량을 화재에 의한 피해 영향을 나타내는 
식(5)에 대입하여 복사열량에 따른 인명 피해 영향을 계산한다.

 ln
ln  ln×

      (5)

이러한 절차로 계산된 프로빗 수는 아래 식(6)을 이용하여 백
분율로 환산하였다.

   × 
  


     (6)

4. LNG 벙커링 위험도 평가 결과
다음 그림은 사고 빈도수와 사고 심각성에 대한 거리에 따른 

위험도이며, Fig. 5는 Leakage에 의한 질식 위험도이고, 최대 위
험도는 3,349.94이고 최소 0의 위험이 있다.

Fig. 5 Leakage risk as distance

Fig. 6은 누출된 LNG를 통해 점화원을 만나 화재가 일어난 위
험도이며, 위험도는 최대 7.9394E-10이고 최소 2.7380E-11의 
위험이 있다.

Fig. 6 Jet fire risk as distance

5. 결 론
이상의 휴먼에러를 고려한 LNG 벙커링 위험도 평가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LNG 벙커링 작업에서의 THERP 방법의 사고 전 인적오류를 
통하여 작업에서의 인적요인 종류와 휴먼에러 오류를 정량화 하
였다.

․ 정량적 평가의 결과로, LNG 벙커링 과정에서의 위험도를 산
정하였다.

․ 누출과 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도를 통해 거리에 따른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알 수 있었고, 위험도 범위를 알 수 있었다.

․ 점화원(안전 훈련, 점화원의 예방)의 관리로 점화 확률을 막
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는 LNG 벙커링 전체 시스템에 대해 THERP 방법의 사
고 후 휴먼에러를 모델에 추가하고 적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합리
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례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먼에러에 대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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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NG 벙커링 사고 심각성 분석

사고 사고시나리오는 STS LNG 벙커링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

나는 Connection 부분에서 Leakage 및 Fire/Explosion이 발생한
다고 가정하여 심각성을 도출하였다. DNV의 자료를 토대로 파공
크기, 누출량, 바람속도 등 중간 값으로 사용하여 DNV Phast 
7.11을 통해 심각성을 도출한다. 여기서 파공크기와 누출시간, 
바람속도는 각각 88.15mm, 누출시간 90.44s, 풍속 14.07m/s 
이고, LNG tank의 물성치는 온도 –161도, 압력 3bar를 가지는 
LNG(메탄 0.9, 에탄 0.08, 프로판 0.02의 비율)로 하였다.

3.1 질식위험

LNG의 특성상 누출로 인해 LNG가 확산하게 되면, Methane으
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다. LNG 확산 시 질식 영향을 미치는 
피해 범위를 알 수 있다. 질식 심각성은 Fig. 3과 같이 거리에 따
른 가스 확산을 계산하여 누출발생 따른 인명의 피해범위를 도출
하였다. 식 (4)을 이용하여 질식 심각성의 피해를 계산할 수 있
다.

Fig. 3 Concentration vs distance for Dispersion

LNG 확산으로 인한 거리에 따른 심각성을 2차 다항식으로 보
간 하여 나타낸 아래 식 (4)에 대입하여 거리에 따른 심각성을 
구한다.

  
                        (4)

이때, 질식 심각성에 대한 심각성 정도는 누출사고로 인한 인
명측면에서의 손실로 아래 Table 6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산정
한다.

Concentration Effect Distance Cost
80% over death 0 ~ 7.82m 7,757,790
50% over fall down 7.82 ~ 17.37m 536,500
30% over headache 20.57 ~ 390.54n 53,650

Table 6 Person Value  (Unit: 1,000 won)

(10%: 100,000 ppm, OECD average cost)
3.2 화재 심각성

사고 피해영향 분석으로는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DNV-Phast 7.11로 해석하여 가장 심각한 피해를 선정하여 화재 
발생에 의한 인명측면에서의 피해를 측정하였다. 화재 시나리오
에서는 Jet fire 상황을 해석하여 거리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하였
다. 우선 Jet fire는 STS 벙커링 호스 부분 연결 실패로 인해 누
출된 LNG가 점화원을 만나 Jet fire가 발생되는 것을 가정한다. 

Fig. 4 Jet fire as distance

위에서 해석한 복사열량을 화재에 의한 피해 영향을 나타내는 
식(5)에 대입하여 복사열량에 따른 인명 피해 영향을 계산한다.

 ln
ln  ln×

      (5)

이러한 절차로 계산된 프로빗 수는 아래 식(6)을 이용하여 백
분율로 환산하였다.

   × 
  


     (6)

4. LNG 벙커링 위험도 평가 결과
다음 그림은 사고 빈도수와 사고 심각성에 대한 거리에 따른 

위험도이며, Fig. 5는 Leakage에 의한 질식 위험도이고, 최대 위
험도는 3,349.94이고 최소 0의 위험이 있다.

Fig. 5 Leakage risk as distance

Fig. 6은 누출된 LNG를 통해 점화원을 만나 화재가 일어난 위
험도이며, 위험도는 최대 7.9394E-10이고 최소 2.7380E-11의 
위험이 있다.

Fig. 6 Jet fire risk as distance

5. 결 론
이상의 휴먼에러를 고려한 LNG 벙커링 위험도 평가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LNG 벙커링 작업에서의 THERP 방법의 사고 전 인적오류를 
통하여 작업에서의 인적요인 종류와 휴먼에러 오류를 정량화 하
였다.

․ 정량적 평가의 결과로, LNG 벙커링 과정에서의 위험도를 산
정하였다.

․ 누출과 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도를 통해 거리에 따른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알 수 있었고, 위험도 범위를 알 수 있었다.

․ 점화원(안전 훈련, 점화원의 예방)의 관리로 점화 확률을 막
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는 LNG 벙커링 전체 시스템에 대해 THERP 방법의 사
고 후 휴먼에러를 모델에 추가하고 적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합리
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례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먼에러에 대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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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Interim 자료를 이용한 응답기반 해상운송설계 방안 연구 
임대웅, 문중수, 심우승, 정보영(현대중공업) 

 

A study for response based design of ocean transportation using 

ERA-Interim 
D. U. Lim, J. S. Moon, W. S. Sim, B. Y. Jeong(Hyundai Heavy Industrie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해상운송 해석 방식에 따른 과대한 설계하중을 감소시키고 해상운송 해석 기술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응답기반 해상운송설계를 수행하였다. 해상운송 경로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상환경자료를 해석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 

지구 규모의 재분석 자료인 ECMWF Reanalysis Interim (ERA-I)을 적용하였으며, 설계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어도 

종합해양 기지의 관측자료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설계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계분석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해석방법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였다. 

 

Keywords: Design load(설계하중), ERA-Interim(ECMWF Reanalysis-Interim), Ocean transportation(해상운송),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Response based design(응답기반설계) 

 

1. 서 론 
 

해양플랜트의 특성상 구조물의 건조 및 제작 장소가 설치 

해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주요 건조 및 제작 

장소인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 설치 

해역으로 해양플랜트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운송경로 및 시기에 

해당하는 10년 재현주기의 유의파고와 주기에 대해서 파랑 

하중 해석(Wave load analysis)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서 

해상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거동 및 하중을 

계산할 수 있으며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방식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들이 있으며, 실제 해상운송에서 계측되는 응답은 10년 

재현주기의 파랑에 의한 설계보다 약 30%정도 작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albers, A. B., et al., 2001). 

기존의 해상운송 해석방법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해양구조물 또는 운송선은 설계파랑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안전성을 만족해야 한다. 2) 전 지구 바다를 

몇 개의 하위 해역으로 나눠서 10년 재현주기로 정의된 

설계파랑은 해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 3) 실제 

해상운송에서는 해상상태에 따라서 경로를 바꾸거나 피항할 

수 있으나, 설계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없다. 

2000년대 전후부터 기존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운송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설계방식이 연구되었다(Aalbers, 

A. B., et al., 2001; P. Lacey, D. et al., 2003). MARIN, Chevron, 

DNV 및 Dockwise 등의 JIP(Joint Industry Project)에서 

개발한 SafeTrans와 ExxonMobil이 개발한 TOWSIM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운송해역에 대한 

장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응답을 계산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장기응답을 통해서 계산된 N-year design load를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응답기반 설계는 weather routing, 피항 등 

실제 운송에 가까운 응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산과정이 복잡하며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해상환경 자료의 정확도 개선 및 계산기기의 

고성능화로 응답기반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지구 수치 재분석 자료인 ERA-I을 

기반으로 하여 10년 동안의 해상운송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으며, 극치분석(Extreme analysis)을 통해서 설계하중을 

산정하였다. 또한 기 수행된 공사자료와 비교를 통해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응답기반 해상운송 설계방안 
 

본 연구에 사용한 응답기반 해상운송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운송경로, 운송속도 및 출항시기 등 해상운송 

조건을 결정한다. 운송선의 시공간적 위치에 따른 해역 

환경자료는 ERA-I 통해서 계산한다. ERA-I은 전지구 해상에 

대해서 0.125。 x 0.125。 격자의 해상도 자료를 1979년 

부터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다. ERA-I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ecmwf.int/) 또는 Dee. D. P., et al. 

(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는 2005년부터 

2014년에 해당하는 ERA-I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상운송 시 

뮬레이션은 월별로 정의되며 6시간 간격으로 출항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7월 출항조건이라면 2005년 7월 1일 

0시에 출항하는 1개의 시뮬레이션이 있고, 다음으로 2005년 

7월 1일 6시에 출항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산한다. 따라서 

7월의 시뮬레이션 개수는 1240개 (10년 x 31일 x 4회/일)가 

된다. 각 시뮬레이션 마다 운송경로상의 6시간 간격의 

지점들에서 단기 응답(short-term response)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서 DNVGL의 3D 포텐셜 프로그램인 WADAM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계분석 

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한다. 통계분석에는 유의파고, 풍속의 

극한분포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weibull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POT(peak over threshold)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선택 하였다. 

응답기반 해상운송 설계에 대한 절차를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Fig. 1 Flow chart of response based transport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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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분석 자료인 ERA-I은 자료동화, 검증 

등 지속적으로 계산의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다. 전지구 

규모의 파랑과 풍속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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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Interim 자료를 이용한 응답기반 해상운송설계 방안 연구 
임대웅, 문중수, 심우승, 정보영(현대중공업) 

 

A study for response based design of ocean transportation using 

ERA-Interim 
D. U. Lim, J. S. Moon, W. S. Sim, B. Y. Jeong(Hyundai Heavy Industrie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해상운송 해석 방식에 따른 과대한 설계하중을 감소시키고 해상운송 해석 기술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응답기반 해상운송설계를 수행하였다. 해상운송 경로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상환경자료를 해석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 

지구 규모의 재분석 자료인 ECMWF Reanalysis Interim (ERA-I)을 적용하였으며, 설계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어도 

종합해양 기지의 관측자료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설계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계분석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해석방법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였다. 

 

Keywords: Design load(설계하중), ERA-Interim(ECMWF Reanalysis-Interim), Ocean transportation(해상운송),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Response based design(응답기반설계) 

 

1. 서 론 
 

해양플랜트의 특성상 구조물의 건조 및 제작 장소가 설치 

해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주요 건조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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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운송경로 및 시기에 

해당하는 10년 재현주기의 유의파고와 주기에 대해서 파랑 

하중 해석(Wave load analysis)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서 

해상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거동 및 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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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방식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들이 있으며, 실제 해상운송에서 계측되는 응답은 10년 

재현주기의 파랑에 의한 설계보다 약 30%정도 작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albers, A. B.,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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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t al., 2001; P. Lacey, D. et al., 2003). MARIN, Chevron, 

DNV 및 Dockwise 등의 JIP(Joint Industry Project)에서 

개발한 SafeTrans와 ExxonMobil이 개발한 TOWSIM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운송해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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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response based transport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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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분석 자료인 ERA-I은 자료동화, 검증 

등 지속적으로 계산의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다. 전지구 

규모의 파랑과 풍속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Stopa, J. E. and Cheung, K.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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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또한 한반도 주변의 해역에 대한 파랑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Kang, T.S., Park, J.J. & Eum, H.S., 2015). 

하지만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상세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풍속의 경우 수치자료를 10분 평균으로 

볼 것인지 한 시간 평균으로 볼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파주기도 첨두주기, 평균주기 등 통계치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분석자료는 태풍을 잘 구현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태풍과 같은 국지적인 현상을 표현하기에는 전지구 

규모의 수치모델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에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 

(http://www.khoa.go.kr/koofs)에서 제공하는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의 관측자료(유의파고, 유의파주기, 풍속, 

풍향)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 검증하였다. 

 

 

 
Fig. 2 Verifica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 at Ieodo 

 

 

 
Fig. 3 Verification of wind speed at Ieodo 

 

 
Fig. 4 Verification of wind direction at Ieodo 

 

이어도 관측자료와 비교 결과 ERA-I 자료가 태풍기간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해양대기청(NOAA) 

에서 제공하는 IBTrACS 자료를 사용하여 태풍기간 자료를 

제거하였다. 유의파고와 풍속의 경우 Normalized bias는 각각 

21.51%, 12.97%, RMSE는 각각 0.4m, 2m/s로 계산되었다. 

평균주기의 경우 Normalized bias와 RMSE는 각각 7.63%, 

1.04s로 계산되었다(Table 1). 

 

Table 1 A comparison of wind & wave between ERI-Interim 

and observed data (Ieodo, 2005.1 ~ 2014.12) 

 N-bias RMSE R 

Hs(Significant wave height) 21.51% 0.40m 0.90 

Ws(10min mean wind speed at 

10m height) 
12.97% 2.00m/s 0.87 

Tm(Mean wave period) 7.63% 1.04s 0.76 

N-bias: Normalized bias, RMSE: Root Mean Square Error 

R: Correlation coefficient 

 
Fig. 5 Towing route 

 

 
Fig. 6 Modeling 

 

설계하중 검토를 위해서 ERA-I을 이용하여 해상운송 

가속도를 계산하였다. 해상운송은 topside 2기를 울산에서 

중동으로 운송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태풍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태풍영향이 큰 7월에 출항하는 조건을 적용 

하였다. 운송조건에 따른 해상환경 계산결과를 기존의 

운송해역 자료와 비교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해상환경 

은 weibull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괄호()안의 값은 

시뮬레이션 기간 중 계산된 최대값을 의미한다. 

Adjusted extreme은 운송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대안적인 환경조건이다. 유의파고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존의 운송해역 자료에 비해서 작게 

추정되었고 adjusted extreme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Table 2 Comparison of wind & wave extremes between simulation and metocean report 

  

 10-year extremes (July) – 5kn Adjusted extremes (July) – 5kn 

Report 

(Cyclone) 

HHI - Cyclone 

(max) 

Report 

 (Non -Cyclone) 

HHI – Non cyclone 

(max) 
Report 

HHI – Non 

cyclone 

Significant wave 

height (m) 
9.0 

7.95 

(8.1) 
6.6 

5.65 

(6.61) 
6.1 3.59 

Wave peak  

period (s) 
12.5~13.2 

13.98 

(14.71) 
9.3~14.1 

12.95 

(14.71) 
8.9~13.5 12.2 

1-min mean wind 

speed (m/s) 
36 

29.00 

(30.04) 
24 

19.03 

(20.69) 
22 16.38 

Table 3 Comparison of acceleration extremes between simulation and WADAM 

  

WADAM(10 Yr Non-cyclone extremes) Simulation (Non-cyclone) Note 

 All wave heading  Heading control 
10 Yr max. of 

simulation 

10 Yr RP (weibull 

95% exceedance) 

10% risk level of 

voyage 
The results represent a 

relative acceleration to the  

case of WADAM - heading 

control 

Ax 1.14 1.00 0.70 0.66 0.61 

Ay 1.64 1.00 0.86 0.94 0.77 

Az 1.57 1.00 0.90 0.94 0.74 

 

다만 시뮬레이션의 최대값은 기존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풍속의 경우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기존자료에 

비해서 더 작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선 이어도 관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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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해역 자료와 비교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해상환경 

은 weibull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괄호()안의 값은 

시뮬레이션 기간 중 계산된 최대값을 의미한다. 

Adjusted extreme은 운송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대안적인 환경조건이다. 유의파고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존의 운송해역 자료에 비해서 작게 

추정되었고 adjusted extreme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Table 2 Comparison of wind & wave extremes between simulation and metocean report 

  

 10-year extremes (July) – 5kn Adjusted extremes (July) – 5kn 

Report 

(Cyclone) 

HHI - Cyclone 

(max) 

Report 

 (Non -Cyclone) 

HHI – Non cyclone 

(max) 
Report 

HHI – Non 

cyclone 

Significant wave 

height (m) 
9.0 

7.95 

(8.1) 
6.6 

5.65 

(6.61) 
6.1 3.59 

Wave peak  

period (s) 
12.5~13.2 

13.98 

(14.71) 
9.3~14.1 

12.95 

(14.71) 
8.9~13.5 12.2 

1-min mean wind 

speed (m/s) 
36 

29.00 

(30.04) 
24 

19.03 

(20.69) 
22 16.38 

Table 3 Comparison of acceleration extremes between simulation and WADAM 

  

WADAM(10 Yr Non-cyclone extremes) Simulation (Non-cyclone) Note 

 All wave heading  Heading control 
10 Yr max. of 

simulation 

10 Yr RP (weibull 

95% exceedance) 

10% risk level of 

voyage 
The results represent a 

relative acceleration to the  

case of WADAM - heading 

control 

Ax 1.14 1.00 0.70 0.66 0.61 

Ay 1.64 1.00 0.86 0.94 0.77 

Az 1.57 1.00 0.90 0.94 0.74 

 

다만 시뮬레이션의 최대값은 기존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풍속의 경우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기존자료에 

비해서 더 작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선 이어도 관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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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수치자료를 

관측값의 통계치(1분 평균 풍속)에 적용하는 데 따른 차이도 

일정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자료의 풍속을 한 시간 평균 풍속으로 가정하고 

보정계수를 곱하여 사용하였으나 만약 수치자료를 더 긴 

시간의 평균풍속으로 가정한다면 extremes에 대해서 차이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설계하중의 경우 x, y, z 방향의 가속도를 계산하였다. 

WADAM S/W를 이용한 계산에는 Table 2의 10-year extreme 

report(Non-cyclone) 파랑조건을 사용하였으며, 파랑의 

방향은 전 방향에서 같은 유의파고로 입사하는 조건 (all 

wave heading)과 입사방향에 따라서 유의파고를 달리하는 

조건 (heading control)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GL Noble 

Denton, 2013).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하중은 운송선의 

선수방향을 운송경로에 고정시켜서 수행하였으며 하중은 

3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였다. 1)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최대하중 (10 Yr max. of simulation), 2) weibull 분포 를 통해 

추정한 통계적 하중 (10 yr RP), 3) 전체 운송 시뮬레 이션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하중 (10% risk level of voyage)으로 

구분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설계하중은 WADAM의 heading 

control조건(1로 정함)을 기준으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었으며 상세한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에 대해서 기존의 설계파고 

기준의 설계방법이 아닌 응답기반의 설계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정립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운송해역의 

해상환경자료로는 전 지구 규모의 재분석 자료인 ERA-I을 

사용하였다. 재분석 자료의 설계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 기지의 관측자료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상운송의 주요 설계변수인 유의파고, 운동가속도에 

대해서 기존 방법과 비교를 수행하였고 유사한 결과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예인에 의한 운송구조물의 

거동변화, 태풍 또는 극한 상황 시 항로 변경 방안, 운용적 

측면(엔진 효율, 예인선 효율) 적용, 환경자료 불확실성의 

설계반영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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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for Optimum Design of Hydraulic System Based on 

Metamodeling Technique 
Ji-Sang Ha(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l Univ.), Myung-Il Rho(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and Research Institute of Marine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l Univ.), Ham 

Seung-Ho(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l Univ.), Sung-Jun Lee(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l Univ.) 

 
 

요 약 
Hydraulic system that is mounted on ships or offshore structures is required to optimize performance and arrangement 

simultaneously. It takes a lot of time to optimize because of various design variables and complicated dynamics model. In this 

study, metamodeling technique was used to formulate the hydraulic dynamic system and finally to optimize design variables. 

During the optimization, maximum pressure difference of hydraulic system and ejection speed of object used as objective 

functions, and the maximum acceleration of object, maximum pressure difference of hydraulic system and ejection speed of 

object used as constraints to optimize three design variables of the hydraulic system. Also, valve profile of hydraulic system is 

optimized to minimize maximum pressure difference of hydraulic system and maximum acceleration of object. Metamodeling 

technique is a method to calculate values such as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 in a short time. Radial Basis Functions were 

used in metamodeling and various forms of RBF were tested on this study. As a result, proposed metamodeling metho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to obtain optimized hydraulic system.  

Keywords: Optimum design, hydraulic system, meta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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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와 같은 가연성 가스를 대량으로 다루는 시스템에서는 사고 및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에 안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안
전성을 확보한다. 이에 초기 설계단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구 SIL(Safety Integrated Level)을 설정하고, 설계 대안이 이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전시스템의 종류 및 형태
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데이터, 정보, 경험들을 MBSE(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를 통해 체계화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자의 설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ywords : 해양플랜트 프로세스(Offshore process),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MBSE,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 안전설계(Safety design), 
안전시스템(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지식 모델링(Knowledge modeling), 안전 무결도(SIL, Safety Integrated 
Level)

1. 서 론

1.1 연구배경

해양플랜트의 설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1995년 이후 석유생산에 관련된 해양
플랜트에서의 사고는 한 해에 수백 건에 이르고 있으며, 수백 명
이 다치거나 몇몇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1). 특히 해상에서 해저 수천 미터 아래에 있는 
원유를 시추, 회수하여 정제, 송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해양플
랜트 공정의 경우 처리하는 가연성 기체 또는 원유의 양도 엄청
나게 많으므로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1988년의 Piper 
Alpha와 같이 165명이 죽고 막대한 자산피해를 남기는 대형 참

사로 이어 질 수 있다(M. E. Pate-Cornel, 1992). Piper Alpha 
사고의 경우 안전시스템과 관련 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
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안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았거나 작업자가 수동으로라도 작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사고 이후로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에서는 안전시스
템의 설치 및 개발에 더욱 신중을 가하여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
지는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의 
OLF (Oil Industry Association)의 경우는 'NORSOK STANDARD 
S-001'의 'Technical safety'에서 안전시스템에 대한 절차 및 요
구조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The Norwegian Oil Industry 
Association (OLF) and The Federation of Norwegia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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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ydraulic system that is mounted on ships or offshore structures is required to optimize performance and arrangement 

simultaneously. It takes a lot of time to optimize because of various design variables and complicated dynamics model. In this 

study, metamodeling technique was used to formulate the hydraulic dynamic system and finally to optimize design variables. 

During the optimization, maximum pressure difference of hydraulic system and ejection speed of object used as objective 

functions, and the maximum acceleration of object, maximum pressure difference of hydraulic system and ejection speed of 

object used as constraints to optimize three design variables of the hydraulic system. Also, valve profile of hydraulic system is 

optimized to minimize maximum pressure difference of hydraulic system and maximum acceleration of object. Metamodeling 

technique is a method to calculate values such as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 in a short time. Radial Basis Functions were 

used in metamodeling and various forms of RBF were tested on this study. As a result, proposed metamodeling metho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to obtain optimized hydraul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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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와 같은 가연성 가스를 대량으로 다루는 시스템에서는 사고 및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에 안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안
전성을 확보한다. 이에 초기 설계단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구 SIL(Safety Integrated Level)을 설정하고, 설계 대안이 이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전시스템의 종류 및 형태
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데이터, 정보, 경험들을 MBSE(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를 통해 체계화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자의 설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ywords : 해양플랜트 프로세스(Offshore process),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MBSE,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 안전설계(Safe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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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서 론

1.1 연구배경

해양플랜트의 설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1995년 이후 석유생산에 관련된 해양
플랜트에서의 사고는 한 해에 수백 건에 이르고 있으며, 수백 명
이 다치거나 몇몇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1). 특히 해상에서 해저 수천 미터 아래에 있는 
원유를 시추, 회수하여 정제, 송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해양플
랜트 공정의 경우 처리하는 가연성 기체 또는 원유의 양도 엄청
나게 많으므로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1988년의 Piper 
Alpha와 같이 165명이 죽고 막대한 자산피해를 남기는 대형 참

사로 이어 질 수 있다(M. E. Pate-Cornel, 1992). Piper Alpha 
사고의 경우 안전시스템과 관련 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
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안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았거나 작업자가 수동으로라도 작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사고 이후로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에서는 안전시스
템의 설치 및 개발에 더욱 신중을 가하여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
지는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의 
OLF (Oil Industry Association)의 경우는 'NORSOK STANDARD 
S-001'의 'Technical safety'에서 안전시스템에 대한 절차 및 요
구조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The Norwegian Oil Industry 
Association (OLF) and The Federation of Norwegian Indust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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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안전
설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안전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
우, 조선소에 속해있는 FSE(Functional safety engineer)가 신뢰
도 분석 중 하나인 SIL과 관련된 요구사항문서 검토, SIL 설계 검
증/확인이나 관련 보고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과 정보들을 
HSE 담당자와 프로세스 담당자, 선급, 선주 등과 긴밀하게 주고 
받아야하는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요소들 간
의 관계 및 요구조건도 늘어남에 따라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적
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
지 못하여 지식 및 정보교환이 어려워질 경우 이로 인한 설계 오
류, 항목 누락 및 중복 등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념이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Fig. 1
과 같은 전산 모델을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현황 파악, 변경 사항 업데이트,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해주는 MBSE 개념이 개발, 도입되어 정보의 중복, 전달 지
연, 누락 등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Fig. 1 Application concept of MBSE model

1.2 연구동향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분석이 선
행되며, 국, 내외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 있는데, 국외
의 경우 시스템의 최적설계를 위해 단순화된 신뢰도분석 기법을 
제시한 후, 이를 해양플랜트 계류시스템에 적용한 결과가 있었으
며(M. E. Mousav & P. Gardoni, 2014), 해양플랜트의 수명주기
를 연장시키기 위해 구조물의 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피로 신뢰도분석을 수행
한 연구가 있었다(A. Gholizada et al., 2012).

특히 안전시스템의 신뢰도분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외연구
로는 FTA (Fault Tree Analysis)를 이용하여 시스템 구성요소의 
고장률을 하위레벨로 정의한 후,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수행을 바탕으로 설계를 개선하여 신뢰도를 향상시
키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G. Dragffy, 1998).

국내에서 신뢰도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비행제어시스템을 설계
하여 신뢰도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수행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
도 향상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있었으며(Kim, S. S., 2011), 화재
소방 분야에서 Ethyl Benzene 공정의 화재/폭발 안전장치의 신
뢰도분석을 통해 해당시스템이 SIL 에 알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
인한 연구가 있었다(Ko, J. S., et al, 2006). 또한 LNG 
bunkering 시스템에 설치된 가스센서, 압력센서, 차단밸브 등을 
포함한 비상차단시스템의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여 고장률 및 고
장 간 평균시간을 도출한 연구가 있었다(Bae, J. H., et al, 
2014). 

MBSE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영민 외 1명(2012)이 복잡한 통
신 제어기능을 포함한 군사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해 전체 수명수기 중 개념설계에서 시스템 공학 기법을 기반으로 
개념설계 단계를 정의하고, SysML을 활용한 MBSE 방법론 적용
을 위해 전산지원도구인 CORE를 이용한 예가 있다. 최요철 외 2
명(2006)은 복잡하고 규모가 큰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해 안전기
준 요구사항 및 성능시험 요구사항 구축을 위해 그림 32와 같이 
요구사항을 수집, 분석 후 MBSE를 통해 성능 및 안전 기준 데이
터를 구축함. Moh Jaffar Aman(2015)은 의료공학에 MBSE를 적
용함으로써 그 범위와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기 개발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의료 기기 개발에 있어 MBSE의 활용
이 초기에 설계된 시스템 모델을 수정 및 보완 작업하는데에 편
리하다는 것을 보였다. 2016년부터 NASA는 소행성 Bennu를 탐
사하고 샘플을 채취해오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를 위해서 탐사선 개발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송수신 및 처리, 동
작 제어 등 수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SPOC (Science Processing and Operations Center)가 여러 관
련 기관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MBSE를 도입한 경
우가 있다(Daniel R et al., 2015).

1.3 연구목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의 분리공정에 설치되는 안전시스템
을 대상으로 신뢰도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안전설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데이터, 정보, 경험들을 MBSE 모델링을 
통해 체계화 하였으며, 관련 설계자들이 효과적인 안전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Fig. 2와 같이 먼저 신뢰도 분석에 대한 지식
을 정리하고 MBSE 모델링을 수행한 후 대상시스템의 안전시스
템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안전설계와 관련해서는 미리 정리된 신뢰도 분석에 대한 지식
을 바탕으로 설계지식을 정리하고 MBSE 모델링을 수행하여 대
상 시스템 적용하였다.

Fig. 2 Procedure of knowledge modeling with MBSE

신뢰도 분석에 대한 지식으로는 주로 안전시스템 개발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SIL 검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중심
으로 정리하였다. 지식 및 정보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구 
SIL을 설정하고, 설계 대안이 이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IL을 결정하는 요소인 PFD(The average Probability of Failure 
to perform its design function on Demand)를 계산한 후, 현재 
설계 안이 최소 요구 SIL을 만족하는 지를 판단하는 범위까지로 
설정하였다. 신뢰도 분석에 대한 정리된 지식은 Eclipse 환경 기
반 MBSE 모델링 툴인 ‘Papyrus’를 이용하여 안전시스템의 구성
에 따른 PFD 계산 방법과 관련 지식들을 블록정의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Usecase) 다이어그램 등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해양플랜트 첫 번째 분리공정에 설치되는 안전
시스템에 적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 시 MBSE 모델의 활용성 
검토하였다. 안전설계의 지식 정리, MBSE 모델링, 해양플랜트 
안전시스템 안전설계에 대한 연구도 신뢰도 분석 MBSE 모델의 
경우와 유사 한 절차로 수행하였으며, SIL과 경제성 2가지를 목
적함수로하는 다목적 최적화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설계를 수
행할 때 필요한 지식을 MBSE 모델링하여 해양플랜트 첫 번째 
분리공정에 설치되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활용하였다.

2. 신뢰도 분석 MBSE 모델링
2.1 신뢰도 분석 지식 정리

2.1.1 신뢰도 분석
신뢰도분석이란 특정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정해진 기능

을 일정 시간 동안 올바르게 수행할 확률로써 해당 시스템의 설
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MTTF이나 고장률로 나타내
거나,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PFD를 계산하여 SIL
로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 중, 전기, 전자, 원자력 플랜트, 철도 분야 등에서 널
리 적용되고 있는 SIL을 신뢰도 지표로 선정하였다. SIL이란 요
구되는 안전기능을 관련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분류한 것이며 Table 1과 같이 1에서 4의 

4수준으로 나타낸다.

SIL PFD(The average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4  ≤ 

3  ≤ 

2  ≤ 

1  ≤ 

Table 1 Definitions of SILs as demand mode from IEC 
61508

PFDAVG는 SIL로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의 요구 시 고장률을 나
타내는 값으로 식 (1)과 같이 계산된다(IEC, 2010).

    (1)

PFDAVG는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전체의 요구 시 평균 고장률
이며, 시스템을 이루는 장치인 PFDSE, PFDLS, PFDPE는 Fig. 3과 
같이 각각 센서 및 입력장치, 로직시스템, 출력 및 최종 차단장
치의 PFD 값을 의미한다. 

Fig. 3 Component structure (IEC, 1997).

시스템의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시나리오를 신뢰도 블록다이어
그램(RBD, Reliability Block Diagram)형태로 작성한 후, 장치의 
고장률, 수리시간, 보증시험 주기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IEC 
61508-6에서 제시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PFDAVG 값을 
도출하여 최종 SIL을 결정하였다. 

2.1.2 신뢰도 분석 관련 지식
신뢰도 분석과 관련된 지식은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표준

(Standard)’, ‘가이드라인’, ‘데이터’, ‘저서’, ‘인터넷 페이지’, ‘논
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 비교적 변화가 적거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신뢰도 분석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을 정리하였다. 

관련 표준으로는 미국에서 안전장치 및 제어 시스템의 고장 
감소를 위해 1996년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와 ISA(Instrument Society of America)에서 
SIS(Safety Instrumented System) 표준을 개발, 적용한 것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IEC 61508이 있는데 ‘IEC 6150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는 전기, 전자 혹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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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안전
설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안전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
우, 조선소에 속해있는 FSE(Functional safety engineer)가 신뢰
도 분석 중 하나인 SIL과 관련된 요구사항문서 검토, SIL 설계 검
증/확인이나 관련 보고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과 정보들을 
HSE 담당자와 프로세스 담당자, 선급, 선주 등과 긴밀하게 주고 
받아야하는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요소들 간
의 관계 및 요구조건도 늘어남에 따라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적
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
지 못하여 지식 및 정보교환이 어려워질 경우 이로 인한 설계 오
류, 항목 누락 및 중복 등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념이 적용되어 왔으며, 특히 Fig. 1
과 같은 전산 모델을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현황 파악, 변경 사항 업데이트,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해주는 MBSE 개념이 개발, 도입되어 정보의 중복, 전달 지
연, 누락 등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Fig. 1 Application concept of MBSE model

1.2 연구동향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분석이 선
행되며, 국, 내외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 있는데, 국외
의 경우 시스템의 최적설계를 위해 단순화된 신뢰도분석 기법을 
제시한 후, 이를 해양플랜트 계류시스템에 적용한 결과가 있었으
며(M. E. Mousav & P. Gardoni, 2014), 해양플랜트의 수명주기
를 연장시키기 위해 구조물의 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피로 신뢰도분석을 수행
한 연구가 있었다(A. Gholizada et al., 2012).

특히 안전시스템의 신뢰도분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외연구
로는 FTA (Fault Tree Analysis)를 이용하여 시스템 구성요소의 
고장률을 하위레벨로 정의한 후,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수행을 바탕으로 설계를 개선하여 신뢰도를 향상시
키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G. Dragffy, 1998).

국내에서 신뢰도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비행제어시스템을 설계
하여 신뢰도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수행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
도 향상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있었으며(Kim, S. S., 2011), 화재
소방 분야에서 Ethyl Benzene 공정의 화재/폭발 안전장치의 신
뢰도분석을 통해 해당시스템이 SIL 에 알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
인한 연구가 있었다(Ko, J. S., et al, 2006). 또한 LNG 
bunkering 시스템에 설치된 가스센서, 압력센서, 차단밸브 등을 
포함한 비상차단시스템의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여 고장률 및 고
장 간 평균시간을 도출한 연구가 있었다(Bae, J. H., et al, 
2014). 

MBSE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영민 외 1명(2012)이 복잡한 통
신 제어기능을 포함한 군사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해 전체 수명수기 중 개념설계에서 시스템 공학 기법을 기반으로 
개념설계 단계를 정의하고, SysML을 활용한 MBSE 방법론 적용
을 위해 전산지원도구인 CORE를 이용한 예가 있다. 최요철 외 2
명(2006)은 복잡하고 규모가 큰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해 안전기
준 요구사항 및 성능시험 요구사항 구축을 위해 그림 32와 같이 
요구사항을 수집, 분석 후 MBSE를 통해 성능 및 안전 기준 데이
터를 구축함. Moh Jaffar Aman(2015)은 의료공학에 MBSE를 적
용함으로써 그 범위와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기 개발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의료 기기 개발에 있어 MBSE의 활용
이 초기에 설계된 시스템 모델을 수정 및 보완 작업하는데에 편
리하다는 것을 보였다. 2016년부터 NASA는 소행성 Bennu를 탐
사하고 샘플을 채취해오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를 위해서 탐사선 개발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송수신 및 처리, 동
작 제어 등 수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SPOC (Science Processing and Operations Center)가 여러 관
련 기관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MBSE를 도입한 경
우가 있다(Daniel R et al., 2015).

1.3 연구목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의 분리공정에 설치되는 안전시스템
을 대상으로 신뢰도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안전설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데이터, 정보, 경험들을 MBSE 모델링을 
통해 체계화 하였으며, 관련 설계자들이 효과적인 안전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Fig. 2와 같이 먼저 신뢰도 분석에 대한 지식
을 정리하고 MBSE 모델링을 수행한 후 대상시스템의 안전시스
템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안전설계와 관련해서는 미리 정리된 신뢰도 분석에 대한 지식
을 바탕으로 설계지식을 정리하고 MBSE 모델링을 수행하여 대
상 시스템 적용하였다.

Fig. 2 Procedure of knowledge modeling with MBSE

신뢰도 분석에 대한 지식으로는 주로 안전시스템 개발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SIL 검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중심
으로 정리하였다. 지식 및 정보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구 
SIL을 설정하고, 설계 대안이 이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IL을 결정하는 요소인 PFD(The average Probability of Failure 
to perform its design function on Demand)를 계산한 후, 현재 
설계 안이 최소 요구 SIL을 만족하는 지를 판단하는 범위까지로 
설정하였다. 신뢰도 분석에 대한 정리된 지식은 Eclipse 환경 기
반 MBSE 모델링 툴인 ‘Papyrus’를 이용하여 안전시스템의 구성
에 따른 PFD 계산 방법과 관련 지식들을 블록정의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Usecase) 다이어그램 등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해양플랜트 첫 번째 분리공정에 설치되는 안전
시스템에 적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 시 MBSE 모델의 활용성 
검토하였다. 안전설계의 지식 정리, MBSE 모델링, 해양플랜트 
안전시스템 안전설계에 대한 연구도 신뢰도 분석 MBSE 모델의 
경우와 유사 한 절차로 수행하였으며, SIL과 경제성 2가지를 목
적함수로하는 다목적 최적화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설계를 수
행할 때 필요한 지식을 MBSE 모델링하여 해양플랜트 첫 번째 
분리공정에 설치되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활용하였다.

2. 신뢰도 분석 MBSE 모델링
2.1 신뢰도 분석 지식 정리

2.1.1 신뢰도 분석
신뢰도분석이란 특정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정해진 기능

을 일정 시간 동안 올바르게 수행할 확률로써 해당 시스템의 설
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MTTF이나 고장률로 나타내
거나,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PFD를 계산하여 SIL
로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 중, 전기, 전자, 원자력 플랜트, 철도 분야 등에서 널
리 적용되고 있는 SIL을 신뢰도 지표로 선정하였다. SIL이란 요
구되는 안전기능을 관련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분류한 것이며 Table 1과 같이 1에서 4의 

4수준으로 나타낸다.

SIL PFD(The average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4  ≤ 

3  ≤ 

2  ≤ 

1  ≤ 

Table 1 Definitions of SILs as demand mode from IEC 
61508

PFDAVG는 SIL로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의 요구 시 고장률을 나
타내는 값으로 식 (1)과 같이 계산된다(IEC, 2010).

    (1)

PFDAVG는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전체의 요구 시 평균 고장률
이며, 시스템을 이루는 장치인 PFDSE, PFDLS, PFDPE는 Fig. 3과 
같이 각각 센서 및 입력장치, 로직시스템, 출력 및 최종 차단장
치의 PFD 값을 의미한다. 

Fig. 3 Component structure (IEC, 1997).

시스템의 구성형태에 따른 고장시나리오를 신뢰도 블록다이어
그램(RBD, Reliability Block Diagram)형태로 작성한 후, 장치의 
고장률, 수리시간, 보증시험 주기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IEC 
61508-6에서 제시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PFDAVG 값을 
도출하여 최종 SIL을 결정하였다. 

2.1.2 신뢰도 분석 관련 지식
신뢰도 분석과 관련된 지식은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표준

(Standard)’, ‘가이드라인’, ‘데이터’, ‘저서’, ‘인터넷 페이지’, ‘논
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 비교적 변화가 적거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신뢰도 분석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을 정리하였다. 

관련 표준으로는 미국에서 안전장치 및 제어 시스템의 고장 
감소를 위해 1996년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와 ISA(Instrument Society of America)에서 
SIS(Safety Instrumented System) 표준을 개발, 적용한 것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IEC 61508이 있는데 ‘IEC 6150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는 전기, 전자 혹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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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안전 시스템에 폭넓게 적용되는 표준으로써 자동차(ISO 
26262), 철도(IEC 62279), 원자력(IEC 61513), 기계류(IEC 
62061), 프로세스(IEC 61511), 항공분야(DO178, DO-254), 의
료(IEC 62304) 분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산업에 적용 가능
한 기본적인 기능 안전 표준이 될 의도로 작성되었으며, 안전측
면에서의 시스템이 요구사항 및 SIL에 대한 개념 및 도출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IEC 61511: Functional safety - Safety instrumented 
systems for the process industry sector’는 프로세스 산업 분야
에서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표준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해양플랜트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분석 및 안전설계를 수행
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표준 문서로 볼 수 있다. IEC 61511에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설계, 설치, 유지/보수 등 수명주
기 전체에 걸친 고려요소 및 지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IEC 61508과 IEC 61511를 해양플랜트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070 Norwegian Oil and Gas Association 
Application of IEC 61508 and IEC 61511 in the Norwegian 
Petroleum Industry(Norsk Olje&gass, 2004)가 있어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시스템 설계자가 안전설계에 직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
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는 PFD 계산에 필요한 
요소인 구성 장치의 ‘고장률(Failure rate)’ 또는 ‘평균고장시간
(MTTF, Mean Time To Failure)’, ‘수리시간(MTTR, Mean Time 
To Repair)’이 있다. 안전시스템을 이루는 각종 장치들의 데이터
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여 정리한 데이터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NTNU, 2017) 해양플랜트에 사용되는 안전시스템에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OREDA 2015(SINTEF, 2015)’, ‘PDS 
data handbook’, ‘Safety Equipment Reliability Handbook 
(exida, 2015)’ 등이 있으며, 이들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PFD를 
계산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에 대한 정의나 기본적인 이론의 경우, 앞서 언
급한 표준, 가이드라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이거나 
원론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Risk-Based 
Reliability Analysis and Generic Principles for Risk Reduction’(

Michael T., 2006) 와 같이 ‘Reliability analysis’ 키워드를 포
함한 다양한 저서의 참조가 가능하므로 저서 측면에서는 키워드
만을 지식으로 정리하였다.       

‘인터넷 페이지’와 ‘논문’의 경우 신뢰도 분석과 관련하여 방대
한 양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앞서 언급한 지식들을 이해성과 목적
성에 맞게, 혹은 현재의 산업동향 및 시스템에 맞추어 개인의 의
견을 포함한 가공된 자료의 형태이므로 링크형태로 참고자료로
써 유용한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2.2 신뢰도 분석 MBSE 모델링

2.2.1 요구사항 분석
신뢰도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는 사용자가 대상 시스템이 자신

이 요구하는 신뢰도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설계자가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신뢰도를 만
족하는 설계 안을 도출 할 때 까지 설계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에 신뢰도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은 Fig. 4와 같
이 신뢰도에 해당하는 SIL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추후 신뢰도를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IL 도출을 위한 세부적인 신뢰도 지표인 PFD 값을 얻는 것이 
또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Fig. 4 Requirements diagram

2.2.2 기능 할당 및 거동 분석
시스템의 SIL과 PFD 값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사항이며, 이들

을 만족하기 위한 기능은 Fig. 5와 같이 ‘SIL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과 ‘PFD 계산 기능’에 할당된다. 

Fig. 5 Function allocation for reliability analysis model

할당된 기능을 바탕으로 Fig. 6과 같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
램을 작성하여 주체인 설계자, 사용자, 신뢰도 분석 모델에 대한 
개념정리와 기능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 Usecase diagram for reliability analysis model
 

PFD 계산과 SIL 평가 2개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요소
(Component)들을 할당하고 하위 세부 구성요소들을 Fig. 7과 같
이 블록정의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하였다. ‘SIL estimator’ 구성
요소는  IEC 61508 표준의 PFD 값에 따른 SIL 분류표와 PFD 계
산 기능을 구현하는 구성요소인 ‘PFD calculator’로부터 PFD 값
을 받아와서 SIL을 평가한다.  ‘PFD calculator’는 안전시스템을 
이루는 센서, 로직시스템, 차단시스템에 대한 PFD 값을 IEC 
61508을 참조하여 계산하며, 고장데이터는 OREDA, Exida, PDS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모델링 하였다.

Fig. 7 Block definition diagram – SIL estimation

Fig. 8은 IEC 61508과 61511 표준 간에 참고 및 관계를 블록
정의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한 것이며, 프로세스 산업에서는 해
당 2개의 표준을 바탕으로 SIL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림의 
파란색으로 표시한 IEC61508-5 표준에 주요 계산식들이 정의되
어 있어 SIL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참고문서가 된다.
 

Fig. 8 Block definition diagram – IEC standards for SIL 

신뢰도 분석의 절차 및 거동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그림 9
와 같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SIL 평가 및 PFD 계산은 먼저 대상 시스템을 선정한 후, 고장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신뢰도 블록 다이어그램을 모델링한다. 시스
템을 구성하는 장치들의 고장데이터를 OREDA, Exida, PDS에서 
찾는 것이 모두 완료되면 센서, 로직시스템, 차단시스템에 대한 
PFD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PFDAVG 값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PFDAVG 값과 SIL 분류표를 비교하여 SIL을 평가하는 절차를 가진
다.  

Fig. 9 Activity diagram for SIL estimation and PFD 
calculation

3. 안전설계 MBSE 모델링

3.1 안전설계 지식정리

3.1.1 안전설계 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의 최소 요구조건이 SIL

로 주어지고 설계안은 해당 SIL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의 안전설계는 요구되는 SIL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가장 
경제적인 설계 안을 찾는 것을 안전설계로 정의하였다.

먼저 설계자는 Fig. 9의 SIL 평가 및 PFD 계산 액티비티 다이
어그램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절차로 대상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를 먼저 도출한다. 각 고장시나리오 중에서 요구되는 SIL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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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안전 시스템에 폭넓게 적용되는 표준으로써 자동차(ISO 
26262), 철도(IEC 62279), 원자력(IEC 61513), 기계류(IEC 
62061), 프로세스(IEC 61511), 항공분야(DO178, DO-254), 의
료(IEC 62304) 분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산업에 적용 가능
한 기본적인 기능 안전 표준이 될 의도로 작성되었으며, 안전측
면에서의 시스템이 요구사항 및 SIL에 대한 개념 및 도출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IEC 61511: Functional safety - Safety instrumented 
systems for the process industry sector’는 프로세스 산업 분야
에서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표준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해양플랜트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분석 및 안전설계를 수행
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표준 문서로 볼 수 있다. IEC 61511에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설계, 설치, 유지/보수 등 수명주
기 전체에 걸친 고려요소 및 지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IEC 61508과 IEC 61511를 해양플랜트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070 Norwegian Oil and Gas Association 
Application of IEC 61508 and IEC 61511 in the Norwegian 
Petroleum Industry(Norsk Olje&gass, 2004)가 있어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시스템 설계자가 안전설계에 직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
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는 PFD 계산에 필요한 
요소인 구성 장치의 ‘고장률(Failure rate)’ 또는 ‘평균고장시간
(MTTF, Mean Time To Failure)’, ‘수리시간(MTTR, Mean Time 
To Repair)’이 있다. 안전시스템을 이루는 각종 장치들의 데이터
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여 정리한 데이터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NTNU, 2017) 해양플랜트에 사용되는 안전시스템에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OREDA 2015(SINTEF, 2015)’, ‘PDS 
data handbook’, ‘Safety Equipment Reliability Handbook 
(exida, 2015)’ 등이 있으며, 이들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PFD를 
계산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에 대한 정의나 기본적인 이론의 경우, 앞서 언
급한 표준, 가이드라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이거나 
원론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Risk-Based 
Reliability Analysis and Generic Principles for Risk Reduction’(

Michael T., 2006) 와 같이 ‘Reliability analysis’ 키워드를 포
함한 다양한 저서의 참조가 가능하므로 저서 측면에서는 키워드
만을 지식으로 정리하였다.       

‘인터넷 페이지’와 ‘논문’의 경우 신뢰도 분석과 관련하여 방대
한 양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앞서 언급한 지식들을 이해성과 목적
성에 맞게, 혹은 현재의 산업동향 및 시스템에 맞추어 개인의 의
견을 포함한 가공된 자료의 형태이므로 링크형태로 참고자료로
써 유용한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2.2 신뢰도 분석 MBSE 모델링

2.2.1 요구사항 분석
신뢰도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는 사용자가 대상 시스템이 자신

이 요구하는 신뢰도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설계자가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신뢰도를 만
족하는 설계 안을 도출 할 때 까지 설계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에 신뢰도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은 Fig. 4와 같
이 신뢰도에 해당하는 SIL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추후 신뢰도를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IL 도출을 위한 세부적인 신뢰도 지표인 PFD 값을 얻는 것이 
또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Fig. 4 Requirements diagram

2.2.2 기능 할당 및 거동 분석
시스템의 SIL과 PFD 값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사항이며, 이들

을 만족하기 위한 기능은 Fig. 5와 같이 ‘SIL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과 ‘PFD 계산 기능’에 할당된다. 

Fig. 5 Function allocation for reliability analysis model

할당된 기능을 바탕으로 Fig. 6과 같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
램을 작성하여 주체인 설계자, 사용자, 신뢰도 분석 모델에 대한 
개념정리와 기능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 Usecase diagram for reliability analysis model
 

PFD 계산과 SIL 평가 2개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요소
(Component)들을 할당하고 하위 세부 구성요소들을 Fig. 7과 같
이 블록정의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하였다. ‘SIL estimator’ 구성
요소는  IEC 61508 표준의 PFD 값에 따른 SIL 분류표와 PFD 계
산 기능을 구현하는 구성요소인 ‘PFD calculator’로부터 PFD 값
을 받아와서 SIL을 평가한다.  ‘PFD calculator’는 안전시스템을 
이루는 센서, 로직시스템, 차단시스템에 대한 PFD 값을 IEC 
61508을 참조하여 계산하며, 고장데이터는 OREDA, Exida, PDS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모델링 하였다.

Fig. 7 Block definition diagram – SIL estimation

Fig. 8은 IEC 61508과 61511 표준 간에 참고 및 관계를 블록
정의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한 것이며, 프로세스 산업에서는 해
당 2개의 표준을 바탕으로 SIL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림의 
파란색으로 표시한 IEC61508-5 표준에 주요 계산식들이 정의되
어 있어 SIL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참고문서가 된다.
 

Fig. 8 Block definition diagram – IEC standards for SIL 

신뢰도 분석의 절차 및 거동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그림 9
와 같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SIL 평가 및 PFD 계산은 먼저 대상 시스템을 선정한 후, 고장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신뢰도 블록 다이어그램을 모델링한다. 시스
템을 구성하는 장치들의 고장데이터를 OREDA, Exida, PDS에서 
찾는 것이 모두 완료되면 센서, 로직시스템, 차단시스템에 대한 
PFD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PFDAVG 값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PFDAVG 값과 SIL 분류표를 비교하여 SIL을 평가하는 절차를 가진
다.  

Fig. 9 Activity diagram for SIL estimation and PFD 
calculation

3. 안전설계 MBSE 모델링

3.1 안전설계 지식정리

3.1.1 안전설계 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의 최소 요구조건이 SIL

로 주어지고 설계안은 해당 SIL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의 안전설계는 요구되는 SIL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가장 
경제적인 설계 안을 찾는 것을 안전설계로 정의하였다.

먼저 설계자는 Fig. 9의 SIL 평가 및 PFD 계산 액티비티 다이
어그램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절차로 대상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를 먼저 도출한다. 각 고장시나리오 중에서 요구되는 SIL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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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경우, 과잉 설계되어 신뢰도가 필요이상으로 높은 
경우, SIL을 만족하지만 PFD 값에 여유가 있어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설계 변경을 검토한다. 설계 변
경은 안전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센서, 로직시스템, 차단
시스템 역할을 하는 각 장치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예비 
장치(Redundancy)를 추가하여 시스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신
뢰도와 비용을 조절 할 수 있다. 이때 설계자는 안전시스템을 이
루는 장치들에 대한 고장데이터와 가격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는 각 장치를 공급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실제 시스템을 
수년이상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작업자의 의견, 신뢰성 있는 고
장데이터 및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경험의 종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시스템의 신뢰도 측면에서 설계자는 구조가 직렬 
또는 병렬로 바뀌는 경우 신뢰도와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 지를 대략이나마 예상한 후 설계 변경을 수행하고 신뢰도와 
경제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안전시스템을 이루는 장치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
이 판매되고 있으며 각 장치에 대한 고장률 및 수리시간 등의 특
성 각각 다르므로 설계자가 일일이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여 설계변경에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 또한 시스템 구조를 변
경하고 재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반복적인 작업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치들의 고장데이터와 가격
정보를 DB화 한 후,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인 NSGA-II를 사용
하여 장치들과 시스템 구조를 자동으로 바꾸어 가면서 신뢰도와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계 안을 찾는 방법을 MBSE로 모델
링 하였다.

3.1.2 문제의 정식화
3.1.2.1 목적함수

2개의 목적함수 중 신뢰도를 나타내는 PFD는 식 (1)과 같이,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함수는 식 (2)와 같이 각각을 최소로 하
도록 정의하였다.

           (1)

     



  (2)

는 장치를 처음 구입하는 비용을 나타내며, 

는 식 (3)과 같이 장치의 MTTF를 바탕으로 수명기간을 25년 동
안의 교체비용으로 정의하였다.

 


× ×    (3)

 은 보증시험 비용으로 수명기간 동안 수행하는 시
험 횟수와 장치 1개당 시험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인 단위 테스
트 비용, 장치 수와의 곱으로 식 (4)와 같이 정의하였다.

 


×cos

×

(4)

은 보증시험수행으로 인한 생산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시스템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및 가치, 단위시간 
당 생산량, 시험시간을 곱하여 식 (5)와 같이 정의하였다.

   × 

×

(5)

3.1.2.2 설계변수 및 제한조건
안전시스템이 센서 및 입력장치, 로직시스템, 차단시스템 3가

지로 구분되므로 각 장치 별 예비 시스템의 수와 센서와 차단시
스템 장치 종류를 Fig. 10과 같이 설계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보증
시험주기를 추가로 하여 총 7개의 설계변수를 Table 2와 같이 설
정하였다.

Fig. 10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 Unit
Number of redundancy - sensor Number

Number of redundancy - logic system Number
Number of redundancy - final element Number

 Type of sensor Type
Type of logic system Type
Type of final element Type

Proof test interval Year

Table 2 Design variables and space

설계변수 중 센서와 차단시스템의 종류의 경우 장치들의 고장
데이터와 가격정보를 Table 3과 같이 DB화하여 그 DB 내에서 
선택하는 형태로써, 설계자가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해 
나가면 더욱 다양한 장치를 고려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Picture

Element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

Name
Smart 

pressure 
transmitter

Heavy 
duty 

industrial 
pressure 

transmitter

Triple 
range 

industrial 
pressure 

Transducer

P series
(Pressure 

safety 
Indicator)

Failure 
rate 3.50E-07 7.80E-07 7.60E-07 4.20E-07

MTTR 4 4 4 4
DC 0.92 0.92 0.77 0.69
Cost $1,875 $1,565 $1,485 $525

Table 3 Example of DB for sensors

제한조건은 PFD 값이 대상시스템에 요구되는 신뢰도 SIL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1.3 결과 분석
각 시나리오에 대한  최적화 결과는 Fig. 11과 같이 

Pareto-frontier 형태로 도출되며 Frontier 상에 있는 설계 대안은 
모두 같은 목적함수를 가지는 대안이므로 설계자가 안전시스템
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대안을 선택해서 쓰면 된다. Fig. 11의 
경우 설계자가 신뢰도와 비용을 같은 중요도로 고려하여 각 목적
함수에 0.5, 0.5 가중치를 주어 설계 대안을 고른 예이다.

Fig. 11 Optimum value (0.5:0.5 weight)

 본 연구에서는 요구 SIL을 만족하는 가장 저렴한 설계 대안
을 고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요구 SIL이 2

( ≤  )라고 가정할 때, Fig. 11의 경우, 모든 
대안이 SIL 2를 만족하므로 비용이 저렴한 가장 오른쪽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3.2 안전설계 MBSE 모델링

3.2.1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할당
안전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Fig. 12와 같이 신뢰도

인 SIL과 경제성 2가지로 표현하였으며, 요구사항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기능과 구성요소의 할당 관계를 모델링하였다.

Fig. 12 Requirements diagram for safety design

3.2.2 거동 분석
할당된 기능을 바탕으로 Fig. 13과 같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

램을 작성하였다. 신뢰도 엔지니어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과 안전설계자가 주도하는 설계에 대한 기
능에 관여하며, 안전설계자는 최적설계를 위한 목적함수인 신뢰
도와 경제성평가 기능, 설계기능 모두에 관여한다. 

Fig. 13 Usecase diagram for safety design system

안전설계의 대상이 되는 안전시스템의 물리적 구성을 쉽게 이
해하기 위해 Fig. 14와 같이 구성요소를 구조다이어그램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안전시스템의 주요 3가지 요소와, 예비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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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경우, 과잉 설계되어 신뢰도가 필요이상으로 높은 
경우, SIL을 만족하지만 PFD 값에 여유가 있어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설계 변경을 검토한다. 설계 변
경은 안전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센서, 로직시스템, 차단
시스템 역할을 하는 각 장치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예비 
장치(Redundancy)를 추가하여 시스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신
뢰도와 비용을 조절 할 수 있다. 이때 설계자는 안전시스템을 이
루는 장치들에 대한 고장데이터와 가격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는 각 장치를 공급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실제 시스템을 
수년이상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작업자의 의견, 신뢰성 있는 고
장데이터 및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및 경험의 종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시스템의 신뢰도 측면에서 설계자는 구조가 직렬 
또는 병렬로 바뀌는 경우 신뢰도와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 지를 대략이나마 예상한 후 설계 변경을 수행하고 신뢰도와 
경제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안전시스템을 이루는 장치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
이 판매되고 있으며 각 장치에 대한 고장률 및 수리시간 등의 특
성 각각 다르므로 설계자가 일일이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여 설계변경에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 또한 시스템 구조를 변
경하고 재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반복적인 작업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치들의 고장데이터와 가격
정보를 DB화 한 후,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인 NSGA-II를 사용
하여 장치들과 시스템 구조를 자동으로 바꾸어 가면서 신뢰도와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계 안을 찾는 방법을 MBSE로 모델
링 하였다.

3.1.2 문제의 정식화
3.1.2.1 목적함수

2개의 목적함수 중 신뢰도를 나타내는 PFD는 식 (1)과 같이,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함수는 식 (2)와 같이 각각을 최소로 하
도록 정의하였다.

           (1)

     



  (2)

는 장치를 처음 구입하는 비용을 나타내며, 

는 식 (3)과 같이 장치의 MTTF를 바탕으로 수명기간을 25년 동
안의 교체비용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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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보증시험 비용으로 수명기간 동안 수행하는 시
험 횟수와 장치 1개당 시험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인 단위 테스
트 비용, 장치 수와의 곱으로 식 (4)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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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증시험수행으로 인한 생산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시스템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및 가치, 단위시간 
당 생산량, 시험시간을 곱하여 식 (5)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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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1.2.2 설계변수 및 제한조건
안전시스템이 센서 및 입력장치, 로직시스템, 차단시스템 3가

지로 구분되므로 각 장치 별 예비 시스템의 수와 센서와 차단시
스템 장치 종류를 Fig. 10과 같이 설계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보증
시험주기를 추가로 하여 총 7개의 설계변수를 Table 2와 같이 설
정하였다.

Fig. 10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 Unit
Number of redundancy - sensor Number

Number of redundancy - logic system Number
Number of redundancy - final element Number

 Type of sensor Type
Type of logic system Type
Type of final element Type

Proof test interval Year

Table 2 Design variables and space

설계변수 중 센서와 차단시스템의 종류의 경우 장치들의 고장
데이터와 가격정보를 Table 3과 같이 DB화하여 그 DB 내에서 
선택하는 형태로써, 설계자가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해 
나가면 더욱 다양한 장치를 고려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Picture

Element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

Name
Smart 

pressure 
transmitter

Heavy 
duty 

industrial 
pressure 

transmitter

Triple 
range 

industrial 
pressure 

Transducer

P series
(Pressure 

safety 
Indicator)

Failure 
rate 3.50E-07 7.80E-07 7.60E-07 4.20E-07

MTTR 4 4 4 4
DC 0.92 0.92 0.77 0.69
Cost $1,875 $1,565 $1,485 $525

Table 3 Example of DB for sensors

제한조건은 PFD 값이 대상시스템에 요구되는 신뢰도 SIL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1.3 결과 분석
각 시나리오에 대한  최적화 결과는 Fig. 11과 같이 

Pareto-frontier 형태로 도출되며 Frontier 상에 있는 설계 대안은 
모두 같은 목적함수를 가지는 대안이므로 설계자가 안전시스템
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대안을 선택해서 쓰면 된다. Fig. 11의 
경우 설계자가 신뢰도와 비용을 같은 중요도로 고려하여 각 목적
함수에 0.5, 0.5 가중치를 주어 설계 대안을 고른 예이다.

Fig. 11 Optimum value (0.5:0.5 weight)

 본 연구에서는 요구 SIL을 만족하는 가장 저렴한 설계 대안
을 고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요구 SIL이 2

( ≤  )라고 가정할 때, Fig. 11의 경우, 모든 
대안이 SIL 2를 만족하므로 비용이 저렴한 가장 오른쪽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3.2 안전설계 MBSE 모델링

3.2.1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할당
안전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Fig. 12와 같이 신뢰도

인 SIL과 경제성 2가지로 표현하였으며, 요구사항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기능과 구성요소의 할당 관계를 모델링하였다.

Fig. 12 Requirements diagram for safety design

3.2.2 거동 분석
할당된 기능을 바탕으로 Fig. 13과 같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

램을 작성하였다. 신뢰도 엔지니어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과 안전설계자가 주도하는 설계에 대한 기
능에 관여하며, 안전설계자는 최적설계를 위한 목적함수인 신뢰
도와 경제성평가 기능, 설계기능 모두에 관여한다. 

Fig. 13 Usecase diagram for safety design system

안전설계의 대상이 되는 안전시스템의 물리적 구성을 쉽게 이
해하기 위해 Fig. 14와 같이 구성요소를 구조다이어그램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안전시스템의 주요 3가지 요소와, 예비 장치의 

31



개수가 그림에 녹색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설계 최적화에서 주
요 설계변수에 해당한다.

Fig. 14 General structure of safety system

앞선 신뢰도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최적설계를 수행하는 시스
템의 거동을 블록정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하면 Fig. 15와 같
다. 왼쪽의 PFD calculator를 포함한 파란색 블록이 신뢰도 목적
함수이며, 오른쪽의 Cost estimator를 포함한 보라색 블록이 경
제성 목적함수를 구하는 구성요소들이다. 이들은 녹색으로 표시
된 설계변수들과 회색으로 표시된 상수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위
한 목적함수를 계산하며, 왼쪽 상단의 Constraints는 요구 SIL범
위를 지정하는 제한조건이 된다. 해당 모델을 이용하면 최적화 
관점에서 목적함수로 구성되는 신뢰도와 경제성을 이루는 요소

들의 관계나 역할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4. 적용 예 - 첫 번째 분리공정 
안전시스템 설계
4.1 MBSE 적용 절차

첫 번째 분리공정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분석 및 안전
설계를 위해서 Fig. 16과 같은 절차로 MBSE 모델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어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그를 만족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할당하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을 정의하였
다. 두 번째로 기능과 주체 사이의 연관관계를 유스케이스 다이
어그램으로 모델링하여 시스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화인하여 신뢰도 분석을 위한 
업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 대상 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를 구조적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하고 SIL 평가 및 
PFD 계산 방법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적설계를 위한 
MBSE모델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5 Block definition diagram – Safety design optimization

Fig. 17 Simplified P&ID of ESD system for 1st separation 
system

Fig. 19 Example of RBD – Scenario ‘S-HP’

Fig. 16 Application procedure of MBSE model for safety design

4.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안전시스템은 Fig. 17의 P&ID 도
면과 같이 해양플랜트의 첫 번째 분리공정에 설치되는 
ESD(Emergency ShutDown) 시스템으로, 노르웨이 해의 Heidrun 
유전의 TLP 내의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Fig. 9의 SIL 평가절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따라 시스템에서 Fig. 17과 같이 9개의 
고장시나리오를 설정하고, RBD를 구성한 후 SIL을 평가하였다. 

해양플랜트 프로세스의 경우 Norsk olje&gass(2004)에서 제
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여 Fig. 18과 같이 첫 번째 분리공
정을 9개의 안전시스템에 대하여 정의하고 비상시 차단

(shutdown)되어야할 시스템과 방출(release)되어야 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모델링하였다. 

Fig. 18 9 failure scenarios of 1st separation module 

Fig. 19와 같은 각 시나리오 별 RBD를 바탕으로 그림 6의 SIL 
평가 및 PFD 계산 블록정의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SIL 평가를 
수행하여 Fig. 2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차적으로 설계 안에 대한 SIL 평가를 수행한 결과, 시나리오 
'S-Compressor'가 SIL 1로 낮게 나타났으며 'S-PSV'와 'S-LP'는 
SIL 3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3개의 시나리오 이외에는 모두 SIL
인 2로 도출되었는데 해양플랜트의 원유분리공정의 비상차단시
스템은 SIL이 최소한 2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SIL 1 인 
1개의 시스템, SIL 3인 2개의 시스템에 대한 설계 개선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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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가 그림에 녹색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설계 최적화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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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General structure of safe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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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variable Value Details
Sensor or input 0 No redundancy
Logic system 0 No redundancy
Final element or output 1 1 redundancy
Type of sensor 2 Pressure sensor 

(Piezoelectric)
Type of final element 3 Flow orifice
Proof test interval 1.39 1year 4months 20days

Table 4 Optimum alternative 

Fig. 21 Pareto-frontier of scenario ‘S-FO’

MBSE model Fig. 
Num. Purpose

Requirements 
diagram

4, 5, 
12

Requirements elicitation 
and function allocation

Usecase diagram 6, 13
Define and analyze 
concept of systems with 
actor

Block definition 
diagram - SIL 
estimation

7
Define PFD estimation with 
detail equation from IEC 
standards

Block definition 
diagram – IEC 
standards for SIL 

8
To recognize relation of 
IEC 61508 and 61511 
standards

Activity diagram 9
Define procedure of SIL 
estimation and PFD 
calculation

Block definition 
diagram - General 
structure of safety 
system

14
To show general structure 
of safety systems and 
components

Block definition 
diagram – Safety 
design optimization

15 To explain optimization 
method of safety system

Block definition 
diagram - failure 
scenarios of 1st 
separation module 

18 To assume failure 
scenarios for target system 

Table 5 Usage of MBSE model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0 Comparison of SIL and PFD as scenarios

4.2 안전 설계

Fig. 15 ‘안전설계 최적화 블록정의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첫 번째 분리공정에 대한 최적설계문제를 정의하고 최적화를 수
행하였다. 센서 종류는 3가지, 밸브 및 출력장치는 비상차단용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등으로 9개의 종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선택하는 개념으로 구현하였다(Metso Automation, 2005). 
각 장치들은 고장률, MTTR, 구입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최
적화 시 목적함수 계산에 사용되었다. 제한조건은 대상시스템이 
해양플랜트 원유분리공정에 대한 비상차단시스템인 것을 고려하
여 SIL 범위를 2로 설정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Norsk olje&gass, 2004).

 Fig. 21은 시나리오 ‘S-FO’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도출된 Pareto-frontier이며, 본 연구에서 해양플랜트 분리공정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예상되는 SIL 2를 만족하는 대안 중 비용이 
$2,750로 최소인 대안을 최종대안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때 설계
변수와 설계 안은 Table 4, Fig. 22와 같다.

Fig. 22 Optimum alternative for ‘S-FO’

4.3 MBSE 활용

첫 번째 분리공정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 MBSE 모델은 Table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석 다이어그램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능, 구성요소로 할당하는 과정

에서 요구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성요소를 개발하게 해준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
램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능 및 주체를 가시적인 아이
콘, 블록 등으로 표현하여 시스템을 기능 중심으로 각 주체들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준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경우는 신뢰도 분석 절차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됨으로
써 각 단계 별 수행해야할 업무와 그 순서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 블록정의 다이어그램의 경우 구성요소의 물리적
인 관계를 표현하거나, SIL 평가를 위한 식이나 최적설계를 위한  
변수들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등 목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었다.

또한 MBSE 모델의 주요 장점인 추적성을 활용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Fig. 23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블록인 센서의 고
장률이 변하게 되는 경우, 설계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설계 요소 
중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3의 
연관관계를 보면 고장률은 PFDSE 값에 변화를 주고, 이는 곧 
PFDAVE와 함께 결론적으로 SIL의 변화까지 야기하여 신뢰도에 
형향을 줄 수 있다. SIL은 최적설계 문제에서 제한조건과도 연관
이 있으므로 설계자는 이에 대한 확인까지도 수행해야한다.  또
한 비용 목적함수를 이루는 요소 중 교체비용이 달라짐에 따라 
비용함수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추적성을 바탕
으로 설계자는 설계변수나 제한조건, 시스템 환경, 요구사항 등
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된 항목들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어 변
경으로 인한 후속업무를 누락시키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Fig. 23 Application of MBSE model – Use traceability 

5. 결론
상기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Ÿ 신뢰도 분석 중 하나인 SIL을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 지식 및 
데이터를 MBSE로 모델링하여 체계화 하였다.

Ÿ 신뢰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다목적 최적화를 통해 안전
시스템에 대한 안전설계 방법을 MBSE로 모델링하였다.

Ÿ MBSE 모델의 활용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 해양플랜트 첫 

번째 분리공정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안전설계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범위로 선정한 신뢰도와 안전설계는 각각 SIL 평
가와 PFD 계산, 경제성과 신뢰도를 고려한 최적설계로 한정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에서의 MBSE의 기본적인 적용 방법 및 활용 가
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해양플랜트 안전시
스템의 경우 요구사항이 최소 수십 또는 수백 개에 달하는데 이
러한 많은 요구사항을 가진 복잡한 시스템에 대하여 MBSE를 적
용하여 MBSE의 추적성 및 가시화 장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식의 체계화 관점에서 표준 
이외의 다양한 관련문서나 서적, 인터넷 링크들을 연관시켜 모델
링 하여 관련 담당자 간에 공유한다면 서로간의 업무 흐름파악이
나 정보교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시스템의 물리적인 거동을 수식형태로 표현하는 파라
메트릭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수식 형태의 MBSE 모델을 
Eclipse에서 C/C++ 코드로 변환하여 활용한다면 모델을 최적화
에 응용하여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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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variable Value Details
Sensor or input 0 No redundancy
Logic system 0 No redundancy
Final element or output 1 1 redundancy
Type of sensor 2 Pressure sensor 

(Piezoelectric)
Type of final element 3 Flow orifice
Proof test interval 1.39 1year 4months 20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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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PFD estimation with 
detail equation from IEC 
standards

Block definition 
diagram – IEC 
standards for SIL 

8
To recognize relation of 
IEC 61508 and 61511 
standards

Activity diagram 9
Define procedure of SIL 
estimation and PFD 
calculation

Block definition 
diagram - General 
structure of safety 
system

14
To show general structure 
of safety systems and 
components

Block definition 
diagram – Safety 
design optimization

15 To explain optimization 
method of safety system

Block definition 
diagram - failure 
scenarios of 1st 
separation module 

18 To assume failure 
scenarios for target system 

Table 5 Usage of MBSE model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0 Comparison of SIL and PFD as scenarios

4.2 안전 설계

Fig. 15 ‘안전설계 최적화 블록정의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첫 번째 분리공정에 대한 최적설계문제를 정의하고 최적화를 수
행하였다. 센서 종류는 3가지, 밸브 및 출력장치는 비상차단용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등으로 9개의 종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선택하는 개념으로 구현하였다(Metso Automation, 2005). 
각 장치들은 고장률, MTTR, 구입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최
적화 시 목적함수 계산에 사용되었다. 제한조건은 대상시스템이 
해양플랜트 원유분리공정에 대한 비상차단시스템인 것을 고려하
여 SIL 범위를 2로 설정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Norsk olje&gass, 2004).

 Fig. 21은 시나리오 ‘S-FO’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도출된 Pareto-frontier이며, 본 연구에서 해양플랜트 분리공정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예상되는 SIL 2를 만족하는 대안 중 비용이 
$2,750로 최소인 대안을 최종대안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때 설계
변수와 설계 안은 Table 4, Fig. 22와 같다.

Fig. 22 Optimum alternative for ‘S-FO’

4.3 MBSE 활용

첫 번째 분리공정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 MBSE 모델은 Table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석 다이어그램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능, 구성요소로 할당하는 과정

에서 요구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성요소를 개발하게 해준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
램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능 및 주체를 가시적인 아이
콘, 블록 등으로 표현하여 시스템을 기능 중심으로 각 주체들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준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경우는 신뢰도 분석 절차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됨으로
써 각 단계 별 수행해야할 업무와 그 순서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 블록정의 다이어그램의 경우 구성요소의 물리적
인 관계를 표현하거나, SIL 평가를 위한 식이나 최적설계를 위한  
변수들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등 목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었다.

또한 MBSE 모델의 주요 장점인 추적성을 활용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Fig. 23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블록인 센서의 고
장률이 변하게 되는 경우, 설계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설계 요소 
중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3의 
연관관계를 보면 고장률은 PFDSE 값에 변화를 주고, 이는 곧 
PFDAVE와 함께 결론적으로 SIL의 변화까지 야기하여 신뢰도에 
형향을 줄 수 있다. SIL은 최적설계 문제에서 제한조건과도 연관
이 있으므로 설계자는 이에 대한 확인까지도 수행해야한다.  또
한 비용 목적함수를 이루는 요소 중 교체비용이 달라짐에 따라 
비용함수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추적성을 바탕
으로 설계자는 설계변수나 제한조건, 시스템 환경, 요구사항 등
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된 항목들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어 변
경으로 인한 후속업무를 누락시키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Fig. 23 Application of MBSE model – Use traceability 

5. 결론
상기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Ÿ 신뢰도 분석 중 하나인 SIL을 평가하는 방법과 관련 지식 및 
데이터를 MBSE로 모델링하여 체계화 하였다.

Ÿ 신뢰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다목적 최적화를 통해 안전
시스템에 대한 안전설계 방법을 MBSE로 모델링하였다.

Ÿ MBSE 모델의 활용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 해양플랜트 첫 

번째 분리공정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안전설계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범위로 선정한 신뢰도와 안전설계는 각각 SIL 평
가와 PFD 계산, 경제성과 신뢰도를 고려한 최적설계로 한정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에서의 MBSE의 기본적인 적용 방법 및 활용 가
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해양플랜트 안전시
스템의 경우 요구사항이 최소 수십 또는 수백 개에 달하는데 이
러한 많은 요구사항을 가진 복잡한 시스템에 대하여 MBSE를 적
용하여 MBSE의 추적성 및 가시화 장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식의 체계화 관점에서 표준 
이외의 다양한 관련문서나 서적, 인터넷 링크들을 연관시켜 모델
링 하여 관련 담당자 간에 공유한다면 서로간의 업무 흐름파악이
나 정보교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시스템의 물리적인 거동을 수식형태로 표현하는 파라
메트릭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수식 형태의 MBSE 모델을 
Eclipse에서 C/C++ 코드로 변환하여 활용한다면 모델을 최적화
에 응용하여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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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력기-파랑 상호작용을 고려한 DP 시뮬레이션 기법 
최진우(대우조선해양), 유영준(대우조선해양) 

 
 

요 약 

 
조선해양 분야의 주 고객인 해운, 해양 자원 개발 업계에서는 최근 운용비 절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DP Vessel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DP Vessel의 설계최적화 및 DP시스템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도 높은 DP성능 추정 기법 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DP성능추정의 주요 인자는 환경외력 및 유효추력 예측 정확도, 추력분배 알고리즘 효율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추력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법을 다루고자 한다.  

DP Vessel이 처한 환경에서 추력기 상호작용을 고려한 효율 계산이 유효추력 예측의 핵심 기술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추력기-선체 상호작용, 추력기-추력기 상호작용, 추력기-조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세가지 추력기 

상호작용을 고려한 DP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DP모형시험결과와 비교해보면 일부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수학 모형의 불확실성, 모형시험의 실험오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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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주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후 불규칙파에서의 추력기-파도 상호작용 모형시험을 통한 

연구를 지속하여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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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드릴쉽이나 해저 케이블 설치선, 풍력발전기 설치선과 

같은 특수선의 경우 선박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DP(Dynamic Positioning)성능을 예측하는 것은 초기 

설계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DP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크게 조류나 파도, 풍하중 등과 같은 외부 환경과 관련된 

인자와 특수 추진기(이하, Aziumuth thruster)와 선체간의 간섭, 

Azimuth thruster간의 간섭 등과 같이 상호간섭과 관련된 

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간섭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추진기와 선체와의 상호간섭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 선체하부에 Azimuth thruster가 

설치되어 작동하는 경우, Azimuth thruster의 후류는 선체 

하부를 지나면서 선체 쪽으로 편향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코안다효과 (Coanda Effect)로 잘 알려져 있다(Fig. 1). 

후류가 선저면에 편향되면 마찰저항이 증가되므로, 선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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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유효한 추력이 감소되어 결국 추력 손실로 

작용된다.  

  
Fig. 1 Coanda Effect (Dang,2004) 

 

Azimuth thruster의 후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왔고, Lababidy 등 (2004)은 단독상태로 

있는 Azimuth thruster를 대상으로 덕트 유무, 전진비에 따라 

Azimuth thruster 후류의 속도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PIV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Nienhuis(1992)는 

Azimuth thruster가 설치된 선박의 빌지 반경(Bilge Radius)과 

후류 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한 바 있으며 Cozijn 등(2010)은 

PIV 장비를 활용하여 바지(Barge) 하부에 설치된 Azimuth 

thruster의 후류장을 계측하고(Fig. 2),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Dang 등(2004)은 Azimuth thruster가 

설치된 선박의 선미 기울기와 추력감소계수(t)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Fig. 

2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Cozijn, 2010) 

 

한편, 반 잠수식 해양구조물(Semi-Submersible)에서도 

Azimuth thruster와 선체 간의 상호간섭효과로 인한 

추력손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Dang 등(2004)은 반 

잠수식 시추선의 pontoon에 설치되어 있는 Azimuth 

thrusrer의 후류가 반대쪽 pontoon과 부딪히면 실제 선체에 

부과되는 유효추력이 약 30%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Palm 등 (2010) 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Azimuth thruster의 프로펠러를 감싸고 있는 Duct를 하방으로 

3~7도 가량 회전(Tilt)시키거나, 프로펠러의 회전 축과 덕트를 

함께 하방으로 기울인(Tilting) 제품이 실제 장착되고 있다(Fig. 

3).  

 
Fig. 3 Thruster-hull interaction on pontoon (Dang, 2004) 

 

다음으로 Azimuth thrusters 상호간의 간섭효과로 의한 

추력손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zimuth thruster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후방에 있는 Azimuth thruster로 

유입되는 유속이 빠르므로, 후방 Azimuth thruster 내부의 

프로펠러에 부과되는 부하가 감소하게 되고, 프로펠러를 

둘러싸고 있는 덕트가 산출하는 추력도 감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후방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이 

감소된다. 또한 전방에 위치한 Azimuth thruster가 어떤 좌우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다면, 그 후류에 의해 후방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도 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Lehn(1980), Nienhuis(1992) 등은 다양한 시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Azimuth thruster 간의 거리로부터 추력 손실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Fig. 4).  

        

 
Fig. 4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Dang, 2004)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간섭효과 이외에도, 추진기-조류 

간 상호간섭효과 (Thruster-Current Interaction), 추진기-파도 

간 상호간섭효과 (Thruster-Wave Interaction)등도 있으며,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가 건조한 선박의 모선을 대상으로 

추진기-선체간 간섭효과와 추진기-추진기간 간섭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 손실에 대하여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Azimuth 

thruster 배치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근거리에 배치된 

추진기-추진기 간의 간섭효과에 대해서도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2.1 추진기-선체간 상호간섭효과 (Thruster-Hull Interaction) 

추진기-선체간 간섭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당사가 건조한 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의 모선(Mother Ship)을 대상선으로 

정의하였고, 기본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subject ship 

Item 주요치수 

LBP 126m 

B (Breath) 52m 

T (Draft) 4.4m 

CB 0.84 

 

 
Fig. 5 WTIV (SHI) 

본 선박에는 2개의 Azimuth thruster가 선미에만 부착되어 

있으며, 좌표계 정의는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Definition of coordinate system 

 

추진기-선체간 상호간섭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모형선을 제작하였고, 좌현의 Azimuth Thruster를  

전방위(360도) 회전 시키면서 Thrust를 계측하였으며, 동시에 

선체에 걸리는 힘(Resultant force)도 별도로 계측하였다.  

 
Fig. 7 Model ship 

 

한편, 수치해석은 상용소프트웨어인 STAR-CCM+을 

이용하였고, 해석과 관련된 내용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특히 프로펠러의 회전효과를 구현하고자 MRF(Moving 

Reference Frame)방법과 SM(Sliding Mesh)방법을 모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MRF 방법의 경우 

해석시간을 SM방법에 비하여 단축할 수 있으므로, 

실용적으로는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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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muth thruster의 후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왔고, Lababidy 등 (2004)은 단독상태로 

있는 Azimuth thruster를 대상으로 덕트 유무, 전진비에 따라 

Azimuth thruster 후류의 속도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PIV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Nienhuis(1992)는 

Azimuth thruster가 설치된 선박의 빌지 반경(Bilge Radius)과 

후류 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한 바 있으며 Cozijn 등(2010)은 

PIV 장비를 활용하여 바지(Barge) 하부에 설치된 Azimuth 

thruster의 후류장을 계측하고(Fig. 2),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Dang 등(2004)은 Azimuth thruster가 

설치된 선박의 선미 기울기와 추력감소계수(t)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Fig. 

2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Cozijn, 2010) 

 

한편, 반 잠수식 해양구조물(Semi-Submersible)에서도 

Azimuth thruster와 선체 간의 상호간섭효과로 인한 

추력손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Dang 등(2004)은 반 

잠수식 시추선의 pontoon에 설치되어 있는 Azimuth 

thrusrer의 후류가 반대쪽 pontoon과 부딪히면 실제 선체에 

부과되는 유효추력이 약 30%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Palm 등 (2010) 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Azimuth thruster의 프로펠러를 감싸고 있는 Duct를 하방으로 

3~7도 가량 회전(Tilt)시키거나, 프로펠러의 회전 축과 덕트를 

함께 하방으로 기울인(Tilting) 제품이 실제 장착되고 있다(Fig. 

3).  

 
Fig. 3 Thruster-hull interaction on pontoon (Dang, 2004) 

 

다음으로 Azimuth thrusters 상호간의 간섭효과로 의한 

추력손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zimuth thruster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후방에 있는 Azimuth thruster로 

유입되는 유속이 빠르므로, 후방 Azimuth thruster 내부의 

프로펠러에 부과되는 부하가 감소하게 되고, 프로펠러를 

둘러싸고 있는 덕트가 산출하는 추력도 감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후방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이 

감소된다. 또한 전방에 위치한 Azimuth thruster가 어떤 좌우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다면, 그 후류에 의해 후방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도 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Lehn(1980), Nienhuis(1992) 등은 다양한 시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Azimuth thruster 간의 거리로부터 추력 손실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Fig. 4).  

        

 
Fig. 4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Dang, 2004)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간섭효과 이외에도, 추진기-조류 

간 상호간섭효과 (Thruster-Current Interaction), 추진기-파도 

간 상호간섭효과 (Thruster-Wave Interaction)등도 있으며,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가 건조한 선박의 모선을 대상으로 

추진기-선체간 간섭효과와 추진기-추진기간 간섭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 손실에 대하여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Azimuth 

thruster 배치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근거리에 배치된 

추진기-추진기 간의 간섭효과에 대해서도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2.1 추진기-선체간 상호간섭효과 (Thruster-Hull Interaction) 

추진기-선체간 간섭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당사가 건조한 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의 모선(Mother Ship)을 대상선으로 

정의하였고, 기본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subject ship 

Item 주요치수 

LBP 126m 

B (Breath) 52m 

T (Draft) 4.4m 

CB 0.84 

 

 
Fig. 5 WTIV (SHI) 

본 선박에는 2개의 Azimuth thruster가 선미에만 부착되어 

있으며, 좌표계 정의는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Definition of coordinate system 

 

추진기-선체간 상호간섭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모형선을 제작하였고, 좌현의 Azimuth Thruster를  

전방위(360도) 회전 시키면서 Thrust를 계측하였으며, 동시에 

선체에 걸리는 힘(Resultant force)도 별도로 계측하였다.  

 
Fig. 7 Model ship 

 

한편, 수치해석은 상용소프트웨어인 STAR-CCM+을 

이용하였고, 해석과 관련된 내용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특히 프로펠러의 회전효과를 구현하고자 MRF(Moving 

Reference Frame)방법과 SM(Sliding Mesh)방법을 모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MRF 방법의 경우 

해석시간을 SM방법에 비하여 단축할 수 있으므로, 

실용적으로는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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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erical conditions for CFD simulations 

Code STAR-CCM+ 

 Governing Equation RANS 

Turbulence model Realizable K-e model 

Rotation of Propeller  MRF / SM 

Number of cells 2.9M 

Grid system Unstructured Grid (Trimmer) 

 

수치해석시 사용한 격자계는 Fig. 8에 도시하였다. 

  
Fig. 8 Grid system 

 

2.2 추진기-추진기간 상호간섭효과(Thruster-Thruster 

Interaction) 

2.1절에서 언급한 대상선의 좌현, 우현의 Azimuth 

thrusters를 모두 작동시키고 동시에 한 방향(우현 혹은 

좌현)으로 추력을 산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각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 선체에 걸리는 유효한 추력을 

계측함으로써 추진기간 상호간섭효과에 의한 추력 손실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한편,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진기-추진기간의 

상호간섭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렬(Tandem)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실제 

특수선에서 Azimuth thruster가 일렬로 배치된 상태에서 

운용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는 설치 공간상의 제약, 

유체역학적인 성능 등을 고려하여 Azimuth thruster를 

배치하는데, 이 때 Thruster간의 간섭효과로 인한 추력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설계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Dang 등(2004)는 Fig.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Azimuth 

thruster의 후류 유동은 제트(Jet) 유동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Fig. 9 Velocity distribution behind Azimuth thruster 

 

Fig. 9를 이용하면 전방 Azimuth thruster가 X/D=0, Y/D=0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후방 Azimuth 

thruster의 위치에 따라 전방 Azimuth thruster 후류의 영향도 

여부를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볼라드(Bollard)상태와 같이 전진비가 0에 가까운 경우, 

후방에 놓인 Azimuth thruster의 프로펠러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흡입효과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Y/D≥1인 경우 X, Y방향으로 무차원 거리가 각각 3D 이내인 

영역에서는 전방 Azimuth thruster의 후류가 후방 Azimuth 

thruster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추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X/D=0, Y/D=0의 

지점에 전방 Azimuth thruster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X/D=1,2,3와 Y/D=1,2,3에 후방 Azimuth thruster가 존재하는 

경우 후방 Azimuth thruster의 추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치해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단, Y/D=3 & X/D=1,2 인 

경우는 폭방향(Y)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종방향(X)의 

거리보다 크므로 상호간섭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ig. 10에는 수치해석을 위해 

사용한 격자계를 도시하였다. 

 
Fig. 10 Grid system for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3. 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 
3.1 추진기-선체간 상호간섭효과 (Thruster-Hull Interaction) 

 

 
Fig. 11 Thrust loss induced by the thruster-hull interaction 

 

Fig. 11에서 푸른색의 선은 Azimuth thruster에서 계측한 

추력을 나타내고, 붉은색 선은 선체에서 계측된 추력 

(Resultant thrust)를 나타낸다. Azimuth thruster에서 산출되는 

추력은 전방위각에 걸쳐 추력손실이 크지 않지만, 선체에서 

계측되는 유효한 추력의 경우, 특히, 90도에서 240도 

사이에서 손실이 최대 30%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좌현 Azimuth thruster의 

회전각도가 0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일 때를 

해석대상으로 정의하였다. MRF 방법과 SM 방법을 사용하여 

좌현 Azimuth thruster에서 산출하는 추력을 계산하고, 실제 

계측한 추력과 함께 Table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수치해석 방법 모두 

시험결과와 유사하게 추력을 예측하고 있으며, MRF 방법의 

경우 최대 8%, SM방법의 경우 최대 6%의 차이를 보인다. 

SM방법의 경우, 추력은 시간에 따라 섭동하고 있으므로, 

시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3 Thrust of Azimuth thruster on port side 

Angle 
M/T 

CFD 

MRF SM 

Fx1 Fx1 % Fx1 % 

0 -18.64N -18.00N 97 -17.51N 94 

90 -17.67N -17.76N 101 -17.91N 101 

135 -17.24N -18.00N 104 -18.18N 105 

180 -16.55N -17.92N 108 -17.55N 106 

225 -17.79N -19.00N 107 -18.32N 103 

270 -18.33N -18.65N 102 -18.77N 102 

 

다음으로 선체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추력(Resultant 

force)를 Fig. 12에 도시하였다. 

 
Fig. 12 Comparison of thrust loss induced by the Thruster-Hull 

Interaction based on M/T and CFD results 

 

선체-추진기 간 상호간섭에 의한 추력의 손실량은 Azimuth 

thruster의 회전각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90도, 135도, 

180도, 225도로 회전한 경우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시험과 수치해석의 결과로부터 선체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추력을 X, Y 방향으로 각각 분리하여 Fig. 13에 도시하였다. 

42



Table 2 Numerical conditions for CFD simulations 

Code STAR-CCM+ 

 Governing Equation RANS 

Turbulence model Realizable K-e model 

Rotation of Propeller  MRF / SM 

Number of cells 2.9M 

Grid system Unstructured Grid (Trimmer) 

 

수치해석시 사용한 격자계는 Fig. 8에 도시하였다. 

  
Fig. 8 Grid system 

 

2.2 추진기-추진기간 상호간섭효과(Thruster-Thruster 

Interaction) 

2.1절에서 언급한 대상선의 좌현, 우현의 Azimuth 

thrusters를 모두 작동시키고 동시에 한 방향(우현 혹은 

좌현)으로 추력을 산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각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 선체에 걸리는 유효한 추력을 

계측함으로써 추진기간 상호간섭효과에 의한 추력 손실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한편,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진기-추진기간의 

상호간섭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렬(Tandem)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실제 

특수선에서 Azimuth thruster가 일렬로 배치된 상태에서 

운용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는 설치 공간상의 제약, 

유체역학적인 성능 등을 고려하여 Azimuth thruster를 

배치하는데, 이 때 Thruster간의 간섭효과로 인한 추력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설계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Dang 등(2004)는 Fig.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Azimuth 

thruster의 후류 유동은 제트(Jet) 유동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Fig. 9 Velocity distribution behind Azimuth thruster 

 

Fig. 9를 이용하면 전방 Azimuth thruster가 X/D=0, Y/D=0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후방 Azimuth 

thruster의 위치에 따라 전방 Azimuth thruster 후류의 영향도 

여부를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볼라드(Bollard)상태와 같이 전진비가 0에 가까운 경우, 

후방에 놓인 Azimuth thruster의 프로펠러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흡입효과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Y/D≥1인 경우 X, Y방향으로 무차원 거리가 각각 3D 이내인 

영역에서는 전방 Azimuth thruster의 후류가 후방 Azimuth 

thruster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추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X/D=0, Y/D=0의 

지점에 전방 Azimuth thruster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X/D=1,2,3와 Y/D=1,2,3에 후방 Azimuth thruster가 존재하는 

경우 후방 Azimuth thruster의 추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치해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단, Y/D=3 & X/D=1,2 인 

경우는 폭방향(Y)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종방향(X)의 

거리보다 크므로 상호간섭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ig. 10에는 수치해석을 위해 

사용한 격자계를 도시하였다. 

 
Fig. 10 Grid system for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3. 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 
3.1 추진기-선체간 상호간섭효과 (Thruster-Hull Interaction) 

 

 
Fig. 11 Thrust loss induced by the thruster-hull interaction 

 

Fig. 11에서 푸른색의 선은 Azimuth thruster에서 계측한 

추력을 나타내고, 붉은색 선은 선체에서 계측된 추력 

(Resultant thrust)를 나타낸다. Azimuth thruster에서 산출되는 

추력은 전방위각에 걸쳐 추력손실이 크지 않지만, 선체에서 

계측되는 유효한 추력의 경우, 특히, 90도에서 240도 

사이에서 손실이 최대 30%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좌현 Azimuth thruster의 

회전각도가 0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일 때를 

해석대상으로 정의하였다. MRF 방법과 SM 방법을 사용하여 

좌현 Azimuth thruster에서 산출하는 추력을 계산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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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와 유사하게 추력을 예측하고 있으며, MRF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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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rust of Azimuth thruster on port side 

Angle 
M/T 

CFD 

MRF SM 

Fx1 Fx1 % Fx1 % 

0 -18.64N -18.00N 97 -17.51N 94 

90 -17.67N -17.76N 101 -17.91N 101 

135 -17.24N -18.00N 104 -18.18N 105 

180 -16.55N -17.92N 108 -17.55N 106 

225 -17.79N -19.00N 107 -18.32N 103 

270 -18.33N -18.65N 102 -18.77N 102 

 

다음으로 선체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추력(Resultant 

force)를 Fig. 12에 도시하였다. 

 
Fig. 12 Comparison of thrust loss induced by the Thruster-Hull 

Interaction based on M/T and CFD results 

 

선체-추진기 간 상호간섭에 의한 추력의 손실량은 Azimuth 

thruster의 회전각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90도, 135도, 

180도, 225도로 회전한 경우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시험과 수치해석의 결과로부터 선체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추력을 X, Y 방향으로 각각 분리하여 Fig. 13에 도시하였다. 

43



 
 (A) X direction force in azimuth angle 

 

 
(B) Y direction force in azimuth angle 

Fig. 13 Comparison of the resultant force in each direction 

 

Fig. 12와 Fig. 13으로부터 수치해석 결과가 시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zimuth thruster가 작동할 때 선체에 전달되는 유효한 

추력 (Total Resultant Force)을 표 4에 나타내었으며 

수치해석적 방법에 상관없이 최대 10%의 오차를 보였다. 

Table 4 Total resultant thrust on hull 

Angle 

(deg) 

M/T 
CFD 

MRF SM 

FTotal FTotal % FTotal % 

0 18.08N 17.66N 98 18.27N 101 

90 12.51N 13.73N 110 13.77N 110 

135 14.53N 13.98N 96 14.48N 100 

180 13.75N 14.26N 104 14.08N 102 

225 15.52N 16.76N 108 15.56N 100 

270 17.67N 18.43N 104 18.59N 105 

 

Thruster-Hull Interaction에 의한 추력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체의 하부와 Azimuth thruster 

후류간의 마찰 증가로 의해 실제 선체에 작용되는 추력이 

소실되기 때문이다. 특히, Azimuth thruster의 각도가 180도 일 

경우, 선수부를 향하여 흐르는 후류가 선저로 편향됨으로써 

추력이 손실되고 있음을 Fig.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ig. 14 Numerical simulation of thruster-hull interaction  

 

또한 Azimuth thruster의 각도가 90도 일 경우, 추력손실이 

30%정도 발생하는 이유는 Fig.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작동중인 좌현의 Azimuth thruster의 후류가 우현에 위치한 

스케그(Skeg)와 Azimuth thruster와 부딪히면서 저항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Fig. 15 Numerical simulation of thruster-hull interaction  

 

3.2 추진기-추진기 간 상호간섭효과(Thruster-Thruster 

Interac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선의 좌현과 우현의 Azimuth 

thrusters가 일렬로 배치되는 경우는 Azimuth thruster의 

회전각도가 각각 90도와 270도인 2가지 경우이며, 

수치해석은 회전각도가 90도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Fig. 

16에는 2개의 추진기가 같은 Azimuth angle을 가지고 

작동할 때 선체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추력을 X, Y방향으로 

분리하여 시험결과를 도시하였고, 90인 경우 수치해석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5에는 좌현과 우현에 위치한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과 선체에서 계측되는 

추력을 비교하였으며, 특히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된 선체에 

작용하는 유효한 추력(Resultant force)은 시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한다. 

 
 (A) X direction force in azimuth angle 

 
 (B) Y direction force in azimuth angle 

Fig. 16 Comparison of the resultant force in each direction 

 

Table 5 Comparison of the thrust of each Azimuth thruster and 

total resultant thrust on hull 

Ang. 

Azimuth Thruster Hull 

PORT STBD Total Force 

M/T 

(N) 

CFD (N) M/T 

(N) 

CFD (N) M/T 

(N) 

CFD (N) 

MRF SM MRF SM MRF SM 

90 
17.5 17.8 17.9 13.9 12.4 12.7 27.7 27.5 27.8 

100% 101.6% 102.4% 100% 88.9% 91.4% 100% 99.6% 100.6% 

 

또한 Table 5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현에 설치된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은 좌현의 Azimuth 

thruster가 산출하는 추력의 70~80% 정도이다. 이는 좌현의 

Azimuth thruster의 후류가 바로 우현의 Azimuth thruster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Fig. 17과 같이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17 Numerical simulation of thruster- thruster interaction  

 

다음으로 Table 6에는 선체의 영향은 제외하고 추진기 

간의 거리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하여 후방 Azimuth 

thruster의 추력을 전방 Azimuth thruster의 추력으로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었으며 프로펠러를 직접 회전시키는 

SM 방법의 결과이다. 

Table 6 Ratio of thrust based on rear and front of Azimuth thruster 

 (Thrust of front azimuth thruster: 100%) 

X  /  Y 1D 2D 3D 

1D 94.4% 100.0% X 

2D 89.9% 99.5% X 

3D 84.5% 98.9% 99.8% 

 

그 결과 폭방향(Y//D)이 1인 경우에는 전방 Azimuth 

thruster의 후방에 Azimuth thruster가 위치하게 되면 후방 

Azimuth thruster의 추력손실은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방 Azimuth thruster가 작동을 하면 유동장을 

흡입하게 되는데, 전/후방 Azimuth thruster의 간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앞 절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가속된 전방 

Azimuth thruster 후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Fig. 18에는 

대표적으로 Y/D=1이고 X/D=1 혹은 3일 때 속도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X/D= 3인 경우, 전방 Azimuth thruster의 후류가 

오히려 X/D=1인 경우일 때보다 후방 Azimuth thruster로 잘 

유입됨을 알 수 있다. 

 

44



 
 (A) X direction force in azimuth angle 

 

 
(B) Y direction force in azimuth angle 

Fig. 13 Comparison of the resultant force in eac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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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muth thruster의 추력손실은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방 Azimuth thruster가 작동을 하면 유동장을 

흡입하게 되는데, 전/후방 Azimuth thruster의 간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앞 절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가속된 전방 

Azimuth thruster 후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Fig. 18에는 

대표적으로 Y/D=1이고 X/D=1 혹은 3일 때 속도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X/D= 3인 경우, 전방 Azimuth thruster의 후류가 

오히려 X/D=1인 경우일 때보다 후방 Azimuth thruster로 잘 

유입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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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D=1, Y/D=1 

 
(B) X/D=3, Y/D=1 

Fig. 18 Comparison of velocity field affected by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체-추진기 간의 상호간섭효과 및 

추진기-추진기 간의 상호간섭효과에 의한 추력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WTIV를 대상으로 정의하고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실제 Azimuth 

thruster의 배치 시 활용하고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Azimuth thruster가 위치하는 경우를 산정하여 추진기-추진기 

간의 상호간섭효과를 수치해석적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본 대상선의 경우, 선체-추진기 간의 간섭효과로 

최대 30%의 추력손실이 발생한다. 

2. 수치해석의 결과는 모형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MRF 방법으로도 간섭효과로 인한 

추력손실이 근사하게 예측되므로 초기 설계단계에서 

활용도가 높다.  

3. Azimuth thruster간의 간격이 폭방향(Y)으로 1D 

떨어져 있는 경우, 길이방향(X)으로 3D 이내에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Azimuth thruster의 추력은 

최대 15%감소함을 확인하였고 폭방향(Y)으로 2D 

이상인 경우, 추력의 감소가 대략 1% 내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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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board Type 추진기 장착에 따른 저항특성 및 항주자세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동원(중소조선연구원), 조제형(중소조선연구원), 원준희(주)엘지엠)

An Experimental Study on Hull Resistance Characteristic and Attitude 
by an Outboard Type Propulsion

Jang Dong Won(Research Institute of Medium & Small Shipbuilding), Cho je huyung(Research Institute 
of Medium & Small Shipbuilding), Won jun hee(LGM co,. ltd)

요 약

소형고속선박(Planing hull)은 속도에 따른 운항 자세가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으며, 추진기의 형태가 다양하여 사용되는 추진
기에 따라 선체 저항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활주선의 저항 추정에 많이 사용되는 Savitsky System은 이러한 추진기
와 선저 스프레이 레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제선의 최종 마력 추정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선외기 또는 스턴드라이브와 같은 추진기를 사용하는 6m급 활주선, 12m급 활주선의 추지기 및 선저 부가물에 따른 저항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10, 1/15 비율의 모형을 제작하여 중소조선연구원의 회류수조에서 저항 및 항주자세 변화에 대
한 비교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비교 테스트 결과 선저 스프레이 유무에 따른 항주자세의 변화와 추진기 장착에 따른 저항특성 변
화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지만, 추진기 유무에 따른 항주자세는 변화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Keywords : Model Test(모형시험), 활주선(Planing Hull), 저항특성(Characteristic of Resistance), 유효마력Effective Horsepower), 항주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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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형선박의 속력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속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소형 선박이 고속화 됨에 따라 
기존 샤프트 프로펠러 방식에서 벗어나 소형선박에 적합한 추진
기형태인 선외기, 스턴드라이브 또는 워터젯트와 같은 고속에서 
높은 효율을 내는 추진기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들 소형선
박용 추진기는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용량를 개발하여 소형선
박 설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이게 하고 있으나 엔진의 성능과 
추진기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 되지 못하고 있다.

소형선박 설계자들은 소형선박용 추진기를 제작하는 제작사에 
엔진과 프로펠러 선정을 의지하게 되고, 추진기 제작사들은 위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높은 사양의 제품을 추천 하여도 공 학적 
탕당성을 확인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고속 선박의 저항성능 추정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Savitsky and Brown(1976)의 활주형 선박의 저항

추정방법을 2척의 소형선박의 모형선을 이용하여 선박의 선저 
스프레일 레일의 유무에 따른 저항 특성 변화와, 선외기 타입의 
추진기의 장착에 따른 저항 및 항주자세 변화를 2척의 모형선을 
이용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2. 모형시험 개요 및 대상 선박
우선적으로 소형선박의 선저 스프레이 레일의 유무에 따른 저

항 및 항주사세의 변화를 모형시험을 통행 비교하고, 소형선박용 
추진기, 특히 선외기 타입의 추진기 유무에 따른 저항특성 및 항
주자세 변화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 방법은 ITTC 
1978년 방법을 기반으로한 2차원 해석법을 적용하여 시험을 수
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선저 스프레이 유무에 따른 저항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12m급 고속 레저선박를 1/15 비율로 축소하여 저항 
및 항주자세 변화를 비교 시험하였고, 두 번째로 추진기 장착 유
무에 따른 저항 및 항주자세 특성 평가를 위해 6m급 소형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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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D=1, Y/D=1 

 
(B) X/D=3, Y/D=1 

Fig. 18 Comparison of velocity field affected by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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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ve energy can be useful in many ways. Flapping foil is one of the ways to generate thrust using wave 
energy against the wave motion. The thrust generated by a flapping foil depends on the foil shape and wave conditions, 
which have been proved by researchers in the past. However, a good estimation of the amount of thrust generated by a 
flapping foil in waves is still challenging for ocean engineers. In this paper, potential theory method is used to estimate 
the thrust generated by a flapping foil in waves and the results have been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1. Introduction 

1.1 A flapping foil placed horizontally in waves gives 
surprising results, it can generate thrust force using 
one of the most avail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world i.e. ocean surface waves. 

1.2 The journey of flapping foil started with Wu [4] 
who introduced the theory for extracting energy 
from surrounding flows by a two-dimensional 
hydrofoil oscillating through gravity waves in 
water. Later, several methods have been used to 
estimate the thrust generation by a flapping foil in  
ocean waves for marine propulsion (Isshiki et al. 
[2], Terao [3]). 

1.3 In the present paper, a symmetric foil is oscillating 
in waves, which is connected through a hawser line 
to a large diameter vertical cylinder and a multibody 
motion analysis were done to estimate the tension in 
the hawser line due to thrust generated by the 
flapping foil.  

2. Mathematical Modelling 

2.1 Equation of motion of a cylinder with a foil 

 
 
Fig. 1 Mathematical Model (Plan View) 

 

 
The motion of a cylinder and a foil in the horizontal 
plane using Eq. 1 [1] 

 

           ……………………… (1) 
Where, 
n = 1,2 (Cylinder, Foil) 
i, j = 1,2,3 (Surge, Sway, Yaw) 
 
1st order potential ( )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Cylinder and Foil is as follows; 
 

   ……………………… (2) 
 
Foil is connected to Cylinder by hawser. The 
distance between Cylinder and Foil and the tension 
of hawser(Thaw) were calculated by Eq. 3 [1] 
 

 
                               ……………………… (3) 

 Where, 
   Thaw: Horizontal tension of hawser 
   W: Weight per unit length of hawser 
   Lhaw: Length of hawser 
   E: Young’s modulus of hawser 
   A: Cross section area of hawser 
 

The function of time memory effect is calculated by 
Fourier transforming the hydrodynamic forc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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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 Damping coefficients 

      : Added mass of infinite frequency. 
 
       Coefficients were obtained from the hydrodynamic 

analysis using UOU in-house code. 

3. Experiments 

Table:01 Body_01 (Cylinder) 
 

Sl. No. Properties Full Scale(m) Model(1/100) (m)
1 Diameter 35 0.35
2 Height 20 0.2
3 Submerged Ht. 15 0.15   

 
Table:02 Body_02 (Foil) 

      
Sl. No. Properties Full Scale(m) Model(1/100) (m)

1 Thickness 1.2 0.012
2 Chord 20 0.2
3 Span 8 0.08  

 

4. Discussions 

4.1 A full scale multibody motion analysis was done 
for a symmetric foil attached to a large diameter 
cylinder with a hawser and the thrust generated by 
the foil due to flapping motion of it in waves were 
estimated using UOU in-house code.  
 

4.2 A 1/100 scaled models were tested in a 2D tank in 
regular waves of several frequencies and motions 
of the multibody were captured using vicon 
camera in widetank, UOU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numerical estimations. 

 
4.3 A good numerical estimation of it will be helpful 

to design the stationkeeping of th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using flapping f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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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팁 레이크 프로펠러와 레이크가 없는 프로펠러(KP505)의 성능 비교를 다루고 있다. KCS를 대상선으로 하여 모형시
험과 CFD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프로펠러 단독 상태일 때와 자항 상태일 때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레이크가 없는 프로펠러와 비
교하여 팁 레이크 프로펠러의 경우,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팁 보오텍스에 의한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레이
크가 없는 프로펠러와는 다르게 팁 레이크 프로펠러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크에 관한 설계변수를 결정하고 이를 프로펠러에 적용하여 팁 레이크 프로펠러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
계 변수가 적용된 프로펠러를 이용해 프로펠러 단독 효율과 자항 상태에서의 DHP를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
펠러 날개 끝의 레이크에 의한 팁 보오텍스의 감소와 프로펠러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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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valuate the maneuvering performance of a ship during actual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information about resistance, maneuverability etc. but also the information such as sea route and equipment status etc., 
comprehensive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basic method to simulate actual operation of a ship to predict diverse information related 
to actual maneuvering performance by using limited information. First, resistance and maneuverability was predicted from internal model 
test results and design data. Information such as sea route and state of the ship are acquired from AIS device with IMO number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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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유가로 인해 선박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연료소모량(Fuel Oil 

Consumption , FOC) 측면에서 평가하게 되면서, 더 높은 효율
성을 갖는 선박의 설계 요구가 선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최근 
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 에너지
효율지표(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EEOI), 에너
지효율관리계획(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의 적용에 관한 논의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ung, 2011). 특히, 선박의 건조 및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에너
지효율지수를 고려하여 선박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국제표준화기
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규정
이 갱신되기도 하였다 (ISO, 2015). 요점은 모형시험결과 및 시
운전결과를 근거로 계약서 및 요구 사양서에 명시된 선박의 최소 
요구 성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운항
하게 될 선박의 실제 성능의 추정값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설계단계에서 이상적인 운항조건을 전제

로 추정된 선박의 성능을 다양한 환경조건 및 운항조건을 고려하
여 건조된 선박의 성능을 검증하고 싶은 선주의 요구와 그간 실
선 성능의 추정과 검증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해 온 각 조선
소의 기술개발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Song et al., 
2005; Choi et al., 2011). 하지만, 제한된 조건에서 수행되는 시
운전이나 짧은 기간의 실선 계측만으로 장기간 운용되는 선박의 
성능을 추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선박의 조
종성능과 관련해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시한 표준조종시험의 
시뮬레이션, 모형시험, 시운전만을 통해 단편적인 성능지표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 나타나는 실제 선박의 
조종성능에 대해서는 검증하기 어려웠다 (Kim et al., 2001; Kim 
et al., 2011).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 다양한 환경조건의 영향을 
고려하고자, 바람, 조류, 파가 선박의 조종운동에 미치는 영향 추
정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Yoon and Rhee, 2001; Seo 
et al., 2011). 최근 환경 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박의 운항안
전성능을 수치화 하려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You et al., 
201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또한 제한된 조건에서 수행되는 모
형시험으로 검증되거나, 동적 특성을 분석했을 뿐 실제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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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율관리계획(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의 적용에 관한 논의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ung, 2011). 특히, 선박의 건조 및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에너
지효율지수를 고려하여 선박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국제표준화기
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규정
이 갱신되기도 하였다 (ISO, 2015). 요점은 모형시험결과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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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성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운항
하게 될 선박의 실제 성능의 추정값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설계단계에서 이상적인 운항조건을 전제

로 추정된 선박의 성능을 다양한 환경조건 및 운항조건을 고려하
여 건조된 선박의 성능을 검증하고 싶은 선주의 요구와 그간 실
선 성능의 추정과 검증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해 온 각 조선
소의 기술개발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Song et al., 
2005; Choi et al., 2011). 하지만, 제한된 조건에서 수행되는 시
운전이나 짧은 기간의 실선 계측만으로 장기간 운용되는 선박의 
성능을 추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선박의 조
종성능과 관련해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시한 표준조종시험의 
시뮬레이션, 모형시험, 시운전만을 통해 단편적인 성능지표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 나타나는 실제 선박의 
조종성능에 대해서는 검증하기 어려웠다 (Kim et al., 2001; Kim 
et al., 2011).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 다양한 환경조건의 영향을 
고려하고자, 바람, 조류, 파가 선박의 조종운동에 미치는 영향 추
정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Yoon and Rhee, 2001; Seo 
et al., 2011). 최근 환경 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박의 운항안
전성능을 수치화 하려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You et al., 
201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또한 제한된 조건에서 수행되는 모
형시험으로 검증되거나, 동적 특성을 분석했을 뿐 실제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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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조건과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성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
었다. 

실제 선박의 운항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저
항, 운동, 조종운동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  
경로와 운항 상태 등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선박을 건
조하는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모형시험과 수치계산을 통해 선박
의 저항, 운동, 조종운동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달
리,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선사에서는 선박의 운항 경로, 환경조
건, 운항 시 운항 상태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선박의 실선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조선소와 해운선사가 각각 취득할 수 있음
에도 일부 기밀로 취급되는 정보로 인해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선박의 운항관점에서 조종성능을 추정하거나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박의 운항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모형시험결과 및 설계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선박
자동식별장치(Auton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를 통해 실제 
선박의 경로, 속도, 선수각 등의 운항 정보를 고려하여 실제 선
박의 운항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대
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단축 추진 151K LNGC를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수행된 모형시험과 설계자료를 통해 
대상 선박의 저항 및 조종성능을 추정할 수 있었다. 설계흘수 및 
밸러스트 흘수 조건에서 수행된 IMO 표준 조종시험 항목의 자유
항주 모형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이용된 조종운동방정식 및 계수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ijima et al., 1990; Fujii, et al., 
1961; Fujii, et al., 1962). 실제로는 적재화물의 양과 밸러스트
수의 양에 따라 실제 운항 흘수는 밸러스트 흘수와 설계 흘수 사
이에서 운항하게 되는데, 흘수에 따른 조종성능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주요제원을 이용하여 유체력미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선박의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 대해서 획득한 
저항/자항 정보를 흘수에 따라 선형 보간 하였고, 유체력미계수
를 변경되는 흘수에 따라 새로 찾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흘수 변화에 따른 조종성능 변화를 시뮬레이션 시 고려할 수 있
다. 단,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환경하중에 대한 정보를 취득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하중이 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상 선박의 실제 운항 정보는 선박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받는 고유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일
정기간 동안 운항했던 기록을 획득하였다. 그 중에서 선박의 위
치, 시각, 속도, 선수각, 선박의 흘수 등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
용하였다. 획득한 정보를 검토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구간을 
선택하는데, 초기 위치에서 선박의 속도 및 선수각에 맞추어 선
박의 초기 분당회전수(Revolution Per Minute , RPM)를 추정하
였다.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한 위치를 시뮬레이션 시 추종
해야 하는 경로점으로 가정하였으며, 운항했던 선박의 속도를 명
령속도로 가정하였다. 경로점의 변화에 따라 선박의 진행 경로를 
수정하기 위하여 명령침로와 현재 침로의 차이, 선박의 선회각속
도를 입력으로 하는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타각을 결정하였다 
(Hasegawa and Kouzuki, 1987). 가정된 명령속도에 맞추어 선

박이 이동하기 위하여, 명령속도와 현재 속도를 비교한 뒤 주기
적으로 분당회전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형태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You et al., 2017).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선
택된 운항 구간의 최종위치까지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방법을 통해 선박의 모형시험 및 설계정보를 기반
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획득한 실제 운항 데이터를 고려
하여 조종운동을 모사할 수 있었다.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
된 선박의 위치, 속도, 선수각 등의 정보를 계산된 위치, 속도, 
선수각 등의 정보와 비교하여, 계산이 운항 데이터를 잘 추종했
는지  검토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실선운항정보가 없는 상
태에서도 선박의 실선운항을 조종성능 관점에서 모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실제 
운항성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후속연
구로써 환경하중을 고려하여, 추진 및 제어장치를 포함한 실제 
선박의 상태정보까지 비교 검증을 수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2. 대상선박 및 조종운동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단축 추진기를 갖는 151K LNGC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는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
서 대상 선박의 선체, 추진기, 타의 주요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LCG는 선체중앙부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를 가리킨
다. 대상선박의 조종운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은 조종운동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은 질량,  
는 질량관성모멘트를 의미한다.  는 각각 종 방향과 횡 
방향 속도를 가리키며, , 은 속도의 시간변화율을 의미한다. 
은 선박의  위치의 선체 중앙부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각
속도를, 은 각속도의 시간변화율을 가리킨다.  ,  , 은 각
각 선체에 작용하는 x 방향, y 방향 힘과 모멘트를 의미한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 of the hull, propeller and 
rudder of the 151K LNGC

Item Design Ballast
Type 151K CLASS LNGC

Length between perpediculars 
( ) [m] 277.2

Breadth ( ) [m] 43.4
Draft () [m] 12 9.4

Block coefficients ( ) [-] 0.75 0.73
  from midship [m] 1.00 2.75

Speed [knots] 18.4 19.0
Area of each rudder () [m2] 63.48

Aspect ratio [-] about 1.90
Diameter of propeller [m] 8.5

Pitch at 0.7R [m] 7.4

   
    

 

                                        (1) 

Fig.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다. ,  , 
  는 지구고정좌표계의 원점, 종방방, 횡방향 축계를 의미한다. 
는 설치된 타의 타각을 의미한다. 는 선박의 속도를 의미한
다. 는 선박의 지구고정좌표계에서의 선수각을 의미하며, 는 
편류각을 의미한다.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식 (2)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하첨자 H는 선체를 의미하며, P는 추진기, R
은 타를 가리킨다.

Fig. 1 Coordinate system

    

   

   

                                   (2)

식 (3)은 선체에 작용하는 동유체력을 정리한 것이다. 각 유체
력미계수는 경험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Kijima, et al., 
1990). 식 (4)는 추진기가 발생시키는 추력을, 식 (5)는 타가 발
생시키는 타력을 추정하는 식을 보여주고 있다. 타 직압력을 구
하기 위한 경험식은 대상 선박에 설치된 전가동타(Full spade 
rudder)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Fujii, et al., 1961; Fujii, et al., 
1962).  , 는 종방향, 횡방향의 부가질량을 의미한다. 
는 부가질량관성모멘트를 가리킨다. 는 Table 1에서 정
의한 LCG를 가리킨다. 는 해수의 밀도를 가리키며,′은 무차원
화된 값임을 의미한다.

식 (4)에서, 은 추력감소계수(Thrust reduction coefficient), 
는 각각의 초당회전수(Revolution Per Second, RPS), 는 
추력계수(Thrust coefficient)를 의미한다. 여기서 는 로 표
기된 전진비만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또한,   는 선박의 좌우

동요와 선수 동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유효반류계수를 의미한다. 
식 (5)에서  는 타에서 발생하는 직압력을 가리킨다. 과 
는 간섭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은 선체중앙부에서부터 타
가 떨어진 종 방향 거리를, 는 좌우동요에 따른 힘이 작용하
는 위치를 의미한다. 은 타의 면적, 은 타에 입사하는 유
체의 속도를 가리킨다.  은 양력계수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종횡비(Aspect ratio)인 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험식을 이용
하여 획득하였다 (Fujii, et al., 1961; Fujii, et al., 1962). 는 
설치된 타에 유체가 입사하는 받음각(Angle of attack)을 가리킨
다. 는 정류계수를, 는 Lever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통상 
이라고 가정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학모형을 이용하여 단
축 추진 151K LNGC 조종운동을 모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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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선박의 수학모형 검증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선박의 운항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된 수학모형을 통한 대상선박의 
조종운동 모사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설
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
준 조종시험을 각각 시뮬레이션 하였고, 계산된 결과와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두 세 가지 시험을 모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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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조건과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성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
었다. 

실제 선박의 운항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저
항, 운동, 조종운동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  
경로와 운항 상태 등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선박을 건
조하는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모형시험과 수치계산을 통해 선박
의 저항, 운동, 조종운동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달
리,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선사에서는 선박의 운항 경로, 환경조
건, 운항 시 운항 상태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선박의 실선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조선소와 해운선사가 각각 취득할 수 있음
에도 일부 기밀로 취급되는 정보로 인해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선박의 운항관점에서 조종성능을 추정하거나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박의 운항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모형시험결과 및 설계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선박
자동식별장치(Auton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를 통해 실제 
선박의 경로, 속도, 선수각 등의 운항 정보를 고려하여 실제 선
박의 운항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대
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단축 추진 151K LNGC를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수행된 모형시험과 설계자료를 통해 
대상 선박의 저항 및 조종성능을 추정할 수 있었다. 설계흘수 및 
밸러스트 흘수 조건에서 수행된 IMO 표준 조종시험 항목의 자유
항주 모형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이용된 조종운동방정식 및 계수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ijima et al., 1990; Fujii, et al., 
1961; Fujii, et al., 1962). 실제로는 적재화물의 양과 밸러스트
수의 양에 따라 실제 운항 흘수는 밸러스트 흘수와 설계 흘수 사
이에서 운항하게 되는데, 흘수에 따른 조종성능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주요제원을 이용하여 유체력미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선박의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 대해서 획득한 
저항/자항 정보를 흘수에 따라 선형 보간 하였고, 유체력미계수
를 변경되는 흘수에 따라 새로 찾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흘수 변화에 따른 조종성능 변화를 시뮬레이션 시 고려할 수 있
다. 단,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환경하중에 대한 정보를 취득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하중이 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상 선박의 실제 운항 정보는 선박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받는 고유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일
정기간 동안 운항했던 기록을 획득하였다. 그 중에서 선박의 위
치, 시각, 속도, 선수각, 선박의 흘수 등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
용하였다. 획득한 정보를 검토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구간을 
선택하는데, 초기 위치에서 선박의 속도 및 선수각에 맞추어 선
박의 초기 분당회전수(Revolution Per Minute , RPM)를 추정하
였다.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한 위치를 시뮬레이션 시 추종
해야 하는 경로점으로 가정하였으며, 운항했던 선박의 속도를 명
령속도로 가정하였다. 경로점의 변화에 따라 선박의 진행 경로를 
수정하기 위하여 명령침로와 현재 침로의 차이, 선박의 선회각속
도를 입력으로 하는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타각을 결정하였다 
(Hasegawa and Kouzuki, 1987). 가정된 명령속도에 맞추어 선

박이 이동하기 위하여, 명령속도와 현재 속도를 비교한 뒤 주기
적으로 분당회전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형태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You et al., 2017).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선
택된 운항 구간의 최종위치까지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방법을 통해 선박의 모형시험 및 설계정보를 기반
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획득한 실제 운항 데이터를 고려
하여 조종운동을 모사할 수 있었다.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
된 선박의 위치, 속도, 선수각 등의 정보를 계산된 위치, 속도, 
선수각 등의 정보와 비교하여, 계산이 운항 데이터를 잘 추종했
는지  검토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실선운항정보가 없는 상
태에서도 선박의 실선운항을 조종성능 관점에서 모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실제 
운항성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후속연
구로써 환경하중을 고려하여, 추진 및 제어장치를 포함한 실제 
선박의 상태정보까지 비교 검증을 수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2. 대상선박 및 조종운동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단축 추진기를 갖는 151K LNGC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는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
서 대상 선박의 선체, 추진기, 타의 주요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LCG는 선체중앙부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를 가리킨
다. 대상선박의 조종운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은 조종운동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은 질량,  
는 질량관성모멘트를 의미한다.  는 각각 종 방향과 횡 
방향 속도를 가리키며, , 은 속도의 시간변화율을 의미한다. 
은 선박의  위치의 선체 중앙부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각
속도를, 은 각속도의 시간변화율을 가리킨다.  ,  , 은 각
각 선체에 작용하는 x 방향, y 방향 힘과 모멘트를 의미한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 of the hull, propeller and 
rudder of the 151K LNGC

Item Design Ballast
Type 151K CLASS LNGC

Length between perpediculars 
( ) [m] 277.2

Breadth ( ) [m] 43.4
Draft () [m] 12 9.4

Block coefficients ( ) [-] 0.75 0.73
  from midship [m] 1.00 2.75

Speed [knots] 18.4 19.0
Area of each rudder () [m2] 63.48

Aspect ratio [-] about 1.90
Diameter of propeller [m] 8.5

Pitch at 0.7R [m] 7.4

   
    

 

                                        (1) 

Fig.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다. ,  , 
  는 지구고정좌표계의 원점, 종방방, 횡방향 축계를 의미한다. 
는 설치된 타의 타각을 의미한다. 는 선박의 속도를 의미한
다. 는 선박의 지구고정좌표계에서의 선수각을 의미하며, 는 
편류각을 의미한다.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식 (2)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하첨자 H는 선체를 의미하며, P는 추진기, R
은 타를 가리킨다.

Fig. 1 Coordinate system

    

   

   

                                   (2)

식 (3)은 선체에 작용하는 동유체력을 정리한 것이다. 각 유체
력미계수는 경험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Kijima, et al., 
1990). 식 (4)는 추진기가 발생시키는 추력을, 식 (5)는 타가 발
생시키는 타력을 추정하는 식을 보여주고 있다. 타 직압력을 구
하기 위한 경험식은 대상 선박에 설치된 전가동타(Full spade 
rudder)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Fujii, et al., 1961; Fujii, et al., 
1962).  , 는 종방향, 횡방향의 부가질량을 의미한다. 
는 부가질량관성모멘트를 가리킨다. 는 Table 1에서 정
의한 LCG를 가리킨다. 는 해수의 밀도를 가리키며,′은 무차원
화된 값임을 의미한다.

식 (4)에서, 은 추력감소계수(Thrust reduction coefficient), 
는 각각의 초당회전수(Revolution Per Second, RPS), 는 
추력계수(Thrust coefficient)를 의미한다. 여기서 는 로 표
기된 전진비만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또한,   는 선박의 좌우

동요와 선수 동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유효반류계수를 의미한다. 
식 (5)에서  는 타에서 발생하는 직압력을 가리킨다. 과 
는 간섭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은 선체중앙부에서부터 타
가 떨어진 종 방향 거리를, 는 좌우동요에 따른 힘이 작용하
는 위치를 의미한다. 은 타의 면적, 은 타에 입사하는 유
체의 속도를 가리킨다.  은 양력계수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종횡비(Aspect ratio)인 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험식을 이용
하여 획득하였다 (Fujii, et al., 1961; Fujii, et al., 1962). 는 
설치된 타에 유체가 입사하는 받음각(Angle of attack)을 가리킨
다. 는 정류계수를, 는 Lever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통상 
이라고 가정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학모형을 이용하여 단
축 추진 151K LNGC 조종운동을 모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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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선박의 수학모형 검증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선박의 운항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된 수학모형을 통한 대상선박의 
조종운동 모사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설
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
준 조종시험을 각각 시뮬레이션 하였고, 계산된 결과와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두 세 가지 시험을 모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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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각 35° 선회시험(Turning test), 10°/10° 지그재그시험
(Zigzag test), 20°/20° 지그재그시험이다. Fig.2, 3, 4에서는 대
상선박의 표준 조종시험을 계산한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를 각각 
도시하고 있다. Fig.2는 35° 선회시험에서 선박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사각형과 원은 각각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서 자유항
주 모형시험 시 계측된 선박 궤적을 가리킨다. 실선과 1점 쇄선
은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서 계산된 선박 궤적을 각각 가리
킨다. Fig.3과 Fig.4는 각각 10°/10° 지그재그시험과 20°/20° 지
그재그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선수각의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사각형과 원은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서 자유항주 모형시험 
시 계측된 선수각을 각각 가리킨다. 실선과 1점 쇄선은 계산된 
선수각과 선회각속도를 각각 가리킨다. Fig. 2, 3, 4를 살펴보면, 
밸러스트흘수에서 35°선회시험의 후반부와 20°/20° 지그재그시
험의 두 번째 정점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사용된 
수학모형으로 계산된 결과가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대체적
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대상선박의 조종운동을 시뮬
레이션 하는데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수학모형을 기준
으로 대상 선박의 조종운동에 관한 운항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
다.

Fig. 2 Trajectories for 35° turning tests of the LNGC with 
design and ballast draft

Fig. 3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and turn rate for 
10°/10° zigzag tests to port side of the LNGC with design 
and ballast draft

Fig.4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and turn rate for 
20°/20° zigzag tests to port side of the LNGC with design 
and ballast draft

4. AIS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축 추

진 151K LNGC의 조종운동에 관한 운항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자 하였다. Table 2에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상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IMO number)를 정적데이터에서 획득한 고유번호와 비
교하여 대상선박의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Leica Geosystems 
Inc., 2001). 대상 151K LNGC의 선명은 LNG IMO이며, 고유번
호는 9311581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에서는 2010년 11월 

22일 0시부터 2010년 12월 11일 9시 30분 사이의 데이터가 선
택적으로 이용되었다. 대상선박은 해당 기간에 대만 인근 해역에
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인도양을 거쳐 케이프타운으로 운
항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이용되는 정보는 동적데이터와 항해데이
터 중에 [●]표시를 한 일부데이터인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박의 위치, 시각, 속도, 선수각, 선박의 흘수 등의 정보이다. 
계산 시작위치와 종료위치에서 각각의 정보는 Table 3에서 보여
주고 있다. 단, 선박의 위치 정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극좌
표 정보를 평면상의 좌표계로 변환하여  의 형태로 표기
하였다 (Richardus and Adler, 1972).

Table 2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IS falls into several 
categories

TYPE DATA

Static data

- IMO number (where available)
- Call sign and name
- Length and beam
- Type of ship
- Location of position-fixing antenna on the ship

Dynamic 
data

- Ship’s position with accuracy indication and 
integrity status [●]
- Time in UTC [●]
- Course over ground [●]
- Speed over ground [●]
- Heading [●]
- Navigational status (e.q., “at anchor”, “not under 
command” manually entered)
- Rate of turn (where available)

Voyage 
related data

- Ship’s draft [●]
- Hazardous cargo (type)
- Destination and ETA (at master’s discretion)

Safety 
related 

message
- As needed

대상선박의 경우 서아프리카에서 천연가스를 적재한 후 미국
을 거쳐 아시아로 운반하며, 모든 천연가스를 하역한 후 아시아
에서 서아프리카로 이동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Fig.5는 선
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한 전체 데이터 중 시뮬레이션을 위해 
선택된 구간 내에서 선박이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천연가스를 하역한 상태로, 밸러스트 흘수에 가까운 상태로 아시
아에서 서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Fig. 5 Sea route of the LNGC from Asia to West Africa to 
load natural gas

Fig. 6은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한 정보를 고려하여 대상
선박의 실제 운항시나리오에 따른 조종운동을 모사하기 위한 계
산 과정을 순서도로 표시한 것이다. 먼저,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대상선박의 정보를 획득한다. 그중 모사하고자하는 구간을 정하
는데, 제일 첫 번째 시점의 정보를 초기값으로, 가장 마지막 시
점의 정보를 최종값으로 가정한다. 초기위치에서의 속도, 선수각 
등의 조건에 맞추어 조종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분당회전수를 
추정한다. 선박은 현재 위치에서 다음 경로점을 향해 조종운동을 
하는데, 만약 이전의 계산에서 추종하던 경로점을 지나쳤을 경우 
다음 위치를 경로점으로 변경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는 경로점을 유지한다. 경로점에 도달 유무는 기존의 충돌회피 
관련 연구에서 사용했던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Lee and 
Rhee, 2001; You and Rhee, 2016). 현재침로와 명령침로가 이
루는 차이, 선박의 선회각속도를 변수로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경
로유지 혹은 경로변경에 필요한 타각을 결정한다. 이전 계산 시
점의 선박의 흘수를 기준으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선박의 
흘수변화가 없을 경우 초기에 계산한 저항과 조종운동방정식의 
유체력미계수를 동일하게 이용하지만, 흘수 변경이 있다면 변경
된 흘수에 맞추어 새로운 저항값과 유체력미계수를 계산한다. 설
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의 저항/자항 시험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평균흘수에 따라 선형보간하며, 유체력미계수는 주요
제원을 입력으로 하는 경험식을 이용하여 다시 추정한다. 또한 
선박이 명령속도와 현재속도를 60초마다 비교하여, 더 빠른 속도
로 이동하고 있다면 분당회전수를 0.2씩 감소시키고, 더 늦은 속
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분당회전수를 0.2씩 증가시킨다 (You et 
al., 2017). 선택된 경로점, 타각, 저항, 유체력미계수, 분당회전
수 등을 반영하여, 조종운동방정식을 풀이하고 위치, 속도, 가속
도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된 선박의 위치가 최종 
경로점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여, 도달할 때까지 동일한 계산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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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각 35° 선회시험(Turning test), 10°/10° 지그재그시험
(Zigzag test), 20°/20° 지그재그시험이다. Fig.2, 3, 4에서는 대
상선박의 표준 조종시험을 계산한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를 각각 
도시하고 있다. Fig.2는 35° 선회시험에서 선박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사각형과 원은 각각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서 자유항
주 모형시험 시 계측된 선박 궤적을 가리킨다. 실선과 1점 쇄선
은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서 계산된 선박 궤적을 각각 가리
킨다. Fig.3과 Fig.4는 각각 10°/10° 지그재그시험과 20°/20° 지
그재그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선수각의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사각형과 원은 설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에서 자유항주 모형시험 
시 계측된 선수각을 각각 가리킨다. 실선과 1점 쇄선은 계산된 
선수각과 선회각속도를 각각 가리킨다. Fig. 2, 3, 4를 살펴보면, 
밸러스트흘수에서 35°선회시험의 후반부와 20°/20° 지그재그시
험의 두 번째 정점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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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2 Trajectories for 35° turning tests of the LNGC with 
design and ballast draft

Fig. 3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and turn rate for 
10°/10° zigzag tests to port side of the LNGC with design 
and ballast draft

Fig.4 Time histories of heading angle and turn rate for 
20°/20° zigzag tests to port side of the LNGC with design 
and ballast draft

4. AIS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축 추

진 151K LNGC의 조종운동에 관한 운항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자 하였다. Table 2에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상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IMO number)를 정적데이터에서 획득한 고유번호와 비
교하여 대상선박의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Leica Geosystems 
Inc., 2001). 대상 151K LNGC의 선명은 LNG IMO이며, 고유번
호는 9311581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에서는 2010년 11월 

22일 0시부터 2010년 12월 11일 9시 30분 사이의 데이터가 선
택적으로 이용되었다. 대상선박은 해당 기간에 대만 인근 해역에
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인도양을 거쳐 케이프타운으로 운
항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이용되는 정보는 동적데이터와 항해데이
터 중에 [●]표시를 한 일부데이터인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박의 위치, 시각, 속도, 선수각, 선박의 흘수 등의 정보이다. 
계산 시작위치와 종료위치에서 각각의 정보는 Table 3에서 보여
주고 있다. 단, 선박의 위치 정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극좌
표 정보를 평면상의 좌표계로 변환하여  의 형태로 표기
하였다 (Richardus and Adler, 1972).

Table 2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IS falls into several 
categories

TYPE DATA

Static data

- IMO number (where available)
- Call sign and name
- Length and beam
- Type of ship
- Location of position-fixing antenna on the ship

Dynamic 
data

- Ship’s position with accuracy indication and 
integrity status [●]
- Time in UTC [●]
- Course over ground [●]
- Speed over ground [●]
- Heading [●]
- Navigational status (e.q., “at anchor”, “not under 
command” manually entered)
- Rate of turn (where available)

Voyage 
related data

- Ship’s draft [●]
- Hazardous cargo (type)
- Destination and ETA (at master’s discretion)

Safety 
related 

message
- As needed

대상선박의 경우 서아프리카에서 천연가스를 적재한 후 미국
을 거쳐 아시아로 운반하며, 모든 천연가스를 하역한 후 아시아
에서 서아프리카로 이동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Fig.5는 선
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한 전체 데이터 중 시뮬레이션을 위해 
선택된 구간 내에서 선박이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천연가스를 하역한 상태로, 밸러스트 흘수에 가까운 상태로 아시
아에서 서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Fig. 5 Sea route of the LNGC from Asia to West Africa to 
load natural gas

Fig. 6은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획득한 정보를 고려하여 대상
선박의 실제 운항시나리오에 따른 조종운동을 모사하기 위한 계
산 과정을 순서도로 표시한 것이다. 먼저, 선박자동식별장치에서 
대상선박의 정보를 획득한다. 그중 모사하고자하는 구간을 정하
는데, 제일 첫 번째 시점의 정보를 초기값으로, 가장 마지막 시
점의 정보를 최종값으로 가정한다. 초기위치에서의 속도, 선수각 
등의 조건에 맞추어 조종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분당회전수를 
추정한다. 선박은 현재 위치에서 다음 경로점을 향해 조종운동을 
하는데, 만약 이전의 계산에서 추종하던 경로점을 지나쳤을 경우 
다음 위치를 경로점으로 변경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는 경로점을 유지한다. 경로점에 도달 유무는 기존의 충돌회피 
관련 연구에서 사용했던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Lee and 
Rhee, 2001; You and Rhee, 2016). 현재침로와 명령침로가 이
루는 차이, 선박의 선회각속도를 변수로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경
로유지 혹은 경로변경에 필요한 타각을 결정한다. 이전 계산 시
점의 선박의 흘수를 기준으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선박의 
흘수변화가 없을 경우 초기에 계산한 저항과 조종운동방정식의 
유체력미계수를 동일하게 이용하지만, 흘수 변경이 있다면 변경
된 흘수에 맞추어 새로운 저항값과 유체력미계수를 계산한다. 설
계흘수와 밸러스트흘수의 저항/자항 시험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평균흘수에 따라 선형보간하며, 유체력미계수는 주요
제원을 입력으로 하는 경험식을 이용하여 다시 추정한다. 또한 
선박이 명령속도와 현재속도를 60초마다 비교하여, 더 빠른 속도
로 이동하고 있다면 분당회전수를 0.2씩 감소시키고, 더 늦은 속
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분당회전수를 0.2씩 증가시킨다 (You et 
al., 2017). 선택된 경로점, 타각, 저항, 유체력미계수, 분당회전
수 등을 반영하여, 조종운동방정식을 풀이하고 위치, 속도, 가속
도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된 선박의 위치가 최종 
경로점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여, 도달할 때까지 동일한 계산을 
반복한다.

55



Fig.6 Flow chart of the simulation maneuvering behavior 
based on AIS data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박의 운항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모형시험결과 및 설계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선박
자동식별장치(Autonatic Identification System)을 통해 실제 선박
의 경로, 속도, 선수각 등의 운항 정보를 고려하여 실제 선박의 
운항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상선박의 모
형시험 및 설계정보를 이용하여 조종운동 모사에 사용된 수학모
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건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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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정보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된 대상선박의 실제 운항기
록을 잘 추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항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는 동안 분당회전수 및 타각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
은 정보를 이용하여 선박의 건조단계에서부터 선박의 설계정보 
및 탑재 장비에 따른 실제 운항성능 및 연료소모량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다만, 바람, 파도, 조류 등의 환경하중이 선박의 조종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운항상태를 정확하
게 모사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실제 운항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의 조종운동을 모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실제 운항성능
을 추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추후, 
환경조건 및 선체에 탑재된 장비의 운용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증해 나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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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제해사기
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산하의 해양환경
보전위원회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체하기 위해서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도입하면서 선박의 효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박의 효율만을 추구하
다 보니 반대급부로 해상환경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박
의 안정성 및 조종성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해서 2013년에 MEPC 선박의 조종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마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MEPC, 2013)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파랑 중 조종성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공동 프로젝트인 SHOPERA 
(Energy Efficient Safe SHip OPERAtion), 일본의 JASNAOE 주
도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SHOPERA 프로젝트에
서는 benchmark study를 통해서 탱커와 컨테이너 선형에 대한 
파랑 표류력 및 파랑 중 조종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파랑 중 조
종성능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SHOPERA, 2016).

파랑 중 자유항주실험을 하는 것은 파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
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에 대한 몇몇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Ueno et al. (2003)는 규칙파 중에서 VLCC 모델을 사용하여 선
회시험, 지그재그시험, 정지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 
Yasukawa & Nakayama (2009)는 S-175 컨테이너 선박에 대하
여 규칙파 및 불규칙파에서 선회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SHOPERA benchmark study에서 KVLCC2, DTC 선형
의 규칙파 및 불규칙파에서의 선회 시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수치기법을 사용하여 파랑 중 선박의 조종성능을 추정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Ottosson & Bystrom (1991)은 고
정된 부가 질량(added mass)과 감쇠계수(damping coefficient)
를 사용하여 조종운동을 계산하였으며, Fang et al. (2005)은 조
우주파수에 의존하는 선형유체력미계수를 반영하여 한 단계 발
전된 형태의 조종운동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
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둔 방법으로, 파에 의한 기억효
과 (memory effect)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Lee (1992)는 파랑
력에 의한 조종운동에 있어서의 기억효과의 중요도를 조사한바 
있으며, Bailey et al. (1997)는 컨볼루션 적분을 사용하여 파에 
의한 기억효과를 고려하였으며, Fossen (2005)은 이를 행렬형태
로 유도하고 상태공간에서의 표현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Hwang 
(2010)은 파에 의한 기억 효과를 포함하여, S-175 선박의 규칙
파 중에서의 선회성능을 계산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Skejic & Faltinsen (2008)은 시간평균 표류력을 정확하게 계산
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이론들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조종운동
에 따른 저주파수 운동과 입사파에 의한 고주파수 운동을 분리하
는 two-time scale 모델을 제시하였다. Lin et al. (2006)은 3차
원 랜킨 패널법을 기반으로 한 시간영역 비선형 운동해석 프로그
램인 LAMP(Large Amplitude Motion Program)를 조종운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확장한 바 있으며, Yen et al. (2010)은 Lin et 
al. (2006)의 연구를 확장하여 비선형 선박운동을 고려한 파랑 
중 조종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Seo & Kim (2011), Seo 
(2016)은 시간영역 랜킨패널법을 사용하여 파랑 중 조종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으며, S175 선형의 규칙파 중 선회시험을 수행
하여 실험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종운동방정식에 파랑 표류력을 외력항으로 
대입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파도에 의한 영향을 평가
하였다. 다만 파랑 표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파랑그린함수법 기
반의 AdFLOW와 랜킨패널법 기반의 SWA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전진속도, 파향 및 파장에 따른 파랑 표류력을 미리 계산
하여 시뮬레이션 상황에 맞는 값을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파랑 표류력 민감도 해석을 통해서 파랑 표류력이 선회 궤적 및 
선회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2. 배경이론

2.1 좌표계 및 조종 운동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조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이 공간에 고정된 O-XYZ 좌표계와 선박에 고정된 o-xyz 좌표
계를 사용하였다. 선박은 x축, y축 방향의 속도, u0, v0와 선수각 
속도 (yaw velocity), r0를 포함하고 있다. ψ0, β는 각각 선박의 
선수각 (heading angle), 표류각 (drift angle)을 의미하며, δ는 
타각 (rudder angle)을 의미한다. 파도는 X축에 대해서 χ의 각으
로 입사하며, 파도의 진폭과 파장은 각각 A, λ로 나타낸다. 

Fig. 1 Coordinate system

선박의 조종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3자유도 조종운동방정식
을 도입하였으며, 선체, 프로펠러, 타 및 파도에 의한 힘이 구분
된 모듈 형 타입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m, Izz는 선박의 질량 및 z축 회전관성 모멘트를 의미하
며, X, Y, N은 각각 surge, sway 방향 및 yaw 방향의 모멘트를 
나타낸다. 그리고 아래첨자 H, R, P는 각각 선체, 타 및 프로펠
러에 의한 힘을 의미하며, 아래첨자 W는 파랑 표류력을 나타낸
다. 

선체에 의한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타에 의한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cos

      cos

여기서 δ, xR은 타각, 타의 x축 방향 위치를 의미하며, tR, aH, xH
는 선체와 타의 상호작용에 의한 계수이다. FN은 타직압력을 의
미한다. 

프로펠러에 의한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tP, n, DP, KT는 각각 추력감소계수, 프로펠러의 초당 회
전수, 프로펠러 직경, 추력계수를 의미한다. 

선체, 프로펠러 및 타에 의한 유체력 미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서 필요한 각종 계수는 Yasukawa et al. (2006a, 2006b)에 나타
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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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제해사기
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산하의 해양환경
보전위원회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체하기 위해서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도입하면서 선박의 효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박의 효율만을 추구하
다 보니 반대급부로 해상환경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박
의 안정성 및 조종성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해서 2013년에 MEPC 선박의 조종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마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MEPC, 2013)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파랑 중 조종성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공동 프로젝트인 SHOPERA 
(Energy Efficient Safe SHip OPERAtion), 일본의 JASNAOE 주
도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SHOPERA 프로젝트에
서는 benchmark study를 통해서 탱커와 컨테이너 선형에 대한 
파랑 표류력 및 파랑 중 조종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파랑 중 조
종성능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SHOPERA, 2016).

파랑 중 자유항주실험을 하는 것은 파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
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에 대한 몇몇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Ueno et al. (2003)는 규칙파 중에서 VLCC 모델을 사용하여 선
회시험, 지그재그시험, 정지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 
Yasukawa & Nakayama (2009)는 S-175 컨테이너 선박에 대하
여 규칙파 및 불규칙파에서 선회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SHOPERA benchmark study에서 KVLCC2, DTC 선형
의 규칙파 및 불규칙파에서의 선회 시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수치기법을 사용하여 파랑 중 선박의 조종성능을 추정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Ottosson & Bystrom (1991)은 고
정된 부가 질량(added mass)과 감쇠계수(damping coefficient)
를 사용하여 조종운동을 계산하였으며, Fang et al. (2005)은 조
우주파수에 의존하는 선형유체력미계수를 반영하여 한 단계 발
전된 형태의 조종운동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
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둔 방법으로, 파에 의한 기억효
과 (memory effect)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Lee (1992)는 파랑
력에 의한 조종운동에 있어서의 기억효과의 중요도를 조사한바 
있으며, Bailey et al. (1997)는 컨볼루션 적분을 사용하여 파에 
의한 기억효과를 고려하였으며, Fossen (2005)은 이를 행렬형태
로 유도하고 상태공간에서의 표현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Hwang 
(2010)은 파에 의한 기억 효과를 포함하여, S-175 선박의 규칙
파 중에서의 선회성능을 계산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Skejic & Faltinsen (2008)은 시간평균 표류력을 정확하게 계산
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이론들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조종운동
에 따른 저주파수 운동과 입사파에 의한 고주파수 운동을 분리하
는 two-time scale 모델을 제시하였다. Lin et al. (2006)은 3차
원 랜킨 패널법을 기반으로 한 시간영역 비선형 운동해석 프로그
램인 LAMP(Large Amplitude Motion Program)를 조종운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확장한 바 있으며, Yen et al. (2010)은 Lin et 
al. (2006)의 연구를 확장하여 비선형 선박운동을 고려한 파랑 
중 조종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Seo & Kim (2011), Seo 
(2016)은 시간영역 랜킨패널법을 사용하여 파랑 중 조종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으며, S175 선형의 규칙파 중 선회시험을 수행
하여 실험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종운동방정식에 파랑 표류력을 외력항으로 
대입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파도에 의한 영향을 평가
하였다. 다만 파랑 표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파랑그린함수법 기
반의 AdFLOW와 랜킨패널법 기반의 SWA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전진속도, 파향 및 파장에 따른 파랑 표류력을 미리 계산
하여 시뮬레이션 상황에 맞는 값을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파랑 표류력 민감도 해석을 통해서 파랑 표류력이 선회 궤적 및 
선회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2. 배경이론

2.1 좌표계 및 조종 운동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조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이 공간에 고정된 O-XYZ 좌표계와 선박에 고정된 o-xyz 좌표
계를 사용하였다. 선박은 x축, y축 방향의 속도, u0, v0와 선수각 
속도 (yaw velocity), r0를 포함하고 있다. ψ0, β는 각각 선박의 
선수각 (heading angle), 표류각 (drift angle)을 의미하며, δ는 
타각 (rudder angle)을 의미한다. 파도는 X축에 대해서 χ의 각으
로 입사하며, 파도의 진폭과 파장은 각각 A, λ로 나타낸다. 

Fig. 1 Coordinate system

선박의 조종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3자유도 조종운동방정식
을 도입하였으며, 선체, 프로펠러, 타 및 파도에 의한 힘이 구분
된 모듈 형 타입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m, Izz는 선박의 질량 및 z축 회전관성 모멘트를 의미하
며, X, Y, N은 각각 surge, sway 방향 및 yaw 방향의 모멘트를 
나타낸다. 그리고 아래첨자 H, R, P는 각각 선체, 타 및 프로펠
러에 의한 힘을 의미하며, 아래첨자 W는 파랑 표류력을 나타낸
다. 

선체에 의한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타에 의한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cos

      cos

여기서 δ, xR은 타각, 타의 x축 방향 위치를 의미하며, tR, aH, xH
는 선체와 타의 상호작용에 의한 계수이다. FN은 타직압력을 의
미한다. 

프로펠러에 의한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tP, n, DP, KT는 각각 추력감소계수, 프로펠러의 초당 회
전수, 프로펠러 직경, 추력계수를 의미한다. 

선체, 프로펠러 및 타에 의한 유체력 미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서 필요한 각종 계수는 Yasukawa et al. (2006a, 2006b)에 나타
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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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랑 표류력 해석

본 연구에서 파랑 표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수
치해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에서 개발된 AdFLOW (Advanced analysis system for FLOating 
body in Waves using higher-order element method)이며, 두 번
째는 MIT에서 개발된 SWAN1 이다. 두 해석 프로그램간의 비교
는 다음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analysis programs
Item AdFLOW SWAN1

Analysis 
scheme

Wave Green function 
method Rankine panel method

Analysis 
domain Frequency domain Frequency domain

Forward 
speed

approximate method 
(Encounter wave 

frequency + m-term)
Double body 
approximation

Radiation 
condition

Automatically 
satisfied

Numerical damping 
zone

Development KRISO MIT

두 해석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진
속도의 반영에 대한 부분이다. AdFLOW의 경우 zero-speed 
Wave Green function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전진속도를 반영하
기 위해서 근사적인 방법인 조우주파수 및 m-term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 SWAN의 경우 랜킨패널법 기반의 프로그
램으로 double body 가정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전진속도를 반
영할 수 있다. 

파랑 표류력은 선박의 속도, 파의 방향 및 파장의 함수이며, 3
개의 변수에 대해서 파랑 표류력을 미리 계산하였으며, 조종 운
동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파랑 표류력을 추
출하여 적용하였다. 

3. 수치 해석 결과

3.1 계산 모델 및 수치 격자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에 사용하는 모델은 S175 선형이며, 주
요 제원은 아래의 Tabl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는 계산
에 사용된 패널 예제를 나타낸다. AdFLOW의 경우 파랑그린함수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체표면에만 패널을 분포시킨 반면, 
SWAN은 랜킨패널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체표면 뿐만 아니라 
자유표면에서 패널을 분포 시켰다. 자유표면의 크기는 입사파 파
장의 5배 정도로 분포 시켰으며, 방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
치소파구간은 자유표면 바깥쪽에 입사파 파장의 2배 구간에 존
재하도록 구성하였다. 

Table 2 Main dimensions of target ship
Item S175 containership

Length (m) 175.0
Breadth (m) 25.4
Draft (m) 9.5
Displacement volume (m3) 24,154
Transverse gyration (kxx/B) 0.338
Longitudinal gyration 
(kyy/B, kzz/L) 0.269

Propeller diameter (m) 6.507
Rudder area (m2) 32.46
Aspect ratio 1.83

  

Fig. 2 Examples of panel model 
(upper: AdFLOW, lower: SWAN)

3.2 파랑 표류력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랑 중 조종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선
박의 속도, 입사파의 방향 및 파장에 따른 파랑 표류력을 미리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선박이 선회하
는 경우 선박의 전진속도 뿐만 아니라 y방향 속도와 선회 각속도
가 존재한다. 파랑 표류력 또한 이러한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진속도만을 고려하였으며, 다른 
속도 성분은 0으로 두고 파랑 표류력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Table 3와 같이 계산 케이스를 설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y방
향 속도를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FX (12knots, AdFLOW)               (b) FY (12knots, AdFLOW)             (c) MZ (12knots, AdFLOW)

    

     (d) FX (12knots, SWAN)                  (e) FY (12knots, SWAN)                (f) MZ (12knots, SWAN)
Fig. 3 Wave drift force and moment: ship speed=12knots (upper: AdFLOW, lower: SWAN)

    

     (a) FX (8knots, AdFLOW)               (b) FY (8knots, AdFLOW)               (c) MZ (8knots, AdFLOW)

    

     (d) FX (8knots, SWAN)                   (e) FY (8knots, SWAN)                  (f) MZ (8knots, SWAN)
Fig. 4 Wave drift force and moment: ship speed=8knots (upper: AdFLOW, lower: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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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랑 표류력 해석

본 연구에서 파랑 표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수
치해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에서 개발된 AdFLOW (Advanced analysis system for FLOating 
body in Waves using higher-order element method)이며, 두 번
째는 MIT에서 개발된 SWAN1 이다. 두 해석 프로그램간의 비교
는 다음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analysis programs
Item AdFLOW SWAN1

Analysis 
scheme

Wave Green function 
method Rankine panel method

Analysis 
domain Frequency domain Frequency domain

Forward 
speed

approximate method 
(Encounter wave 

frequency + m-term)
Double body 
approximation

Radiation 
condition

Automatically 
satisfied

Numerical damping 
zone

Development KRISO MIT

두 해석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진
속도의 반영에 대한 부분이다. AdFLOW의 경우 zero-speed 
Wave Green function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전진속도를 반영하
기 위해서 근사적인 방법인 조우주파수 및 m-term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 SWAN의 경우 랜킨패널법 기반의 프로그
램으로 double body 가정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전진속도를 반
영할 수 있다. 

파랑 표류력은 선박의 속도, 파의 방향 및 파장의 함수이며, 3
개의 변수에 대해서 파랑 표류력을 미리 계산하였으며, 조종 운
동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파랑 표류력을 추
출하여 적용하였다. 

3. 수치 해석 결과

3.1 계산 모델 및 수치 격자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에 사용하는 모델은 S175 선형이며, 주
요 제원은 아래의 Tabl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는 계산
에 사용된 패널 예제를 나타낸다. AdFLOW의 경우 파랑그린함수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체표면에만 패널을 분포시킨 반면, 
SWAN은 랜킨패널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체표면 뿐만 아니라 
자유표면에서 패널을 분포 시켰다. 자유표면의 크기는 입사파 파
장의 5배 정도로 분포 시켰으며, 방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
치소파구간은 자유표면 바깥쪽에 입사파 파장의 2배 구간에 존
재하도록 구성하였다. 

Table 2 Main dimensions of target ship
Item S175 containership

Length (m) 175.0
Breadth (m) 25.4
Draft (m) 9.5
Displacement volume (m3) 24,154
Transverse gyration (kxx/B) 0.338
Longitudinal gyration 
(kyy/B, kzz/L) 0.269

Propeller diameter (m) 6.507
Rudder area (m2) 32.46
Aspect ratio 1.83

  

Fig. 2 Examples of panel model 
(upper: AdFLOW, lower: SWAN)

3.2 파랑 표류력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랑 중 조종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선
박의 속도, 입사파의 방향 및 파장에 따른 파랑 표류력을 미리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선박이 선회하
는 경우 선박의 전진속도 뿐만 아니라 y방향 속도와 선회 각속도
가 존재한다. 파랑 표류력 또한 이러한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진속도만을 고려하였으며, 다른 
속도 성분은 0으로 두고 파랑 표류력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Table 3와 같이 계산 케이스를 설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y방
향 속도를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FX (12knots, AdFLOW)               (b) FY (12knots, AdFLOW)             (c) MZ (12knots, AdFLOW)

    

     (d) FX (12knots, SWAN)                  (e) FY (12knots, SWAN)                (f) MZ (12knots, SWAN)
Fig. 3 Wave drift force and moment: ship speed=12knots (upper: AdFLOW, lower: SWAN)

    

     (a) FX (8knots, AdFLOW)               (b) FY (8knots, AdFLOW)               (c) MZ (8knots, AdFLOW)

    

     (d) FX (8knots, SWAN)                   (e) FY (8knots, SWAN)                  (f) MZ (8knots, SWAN)
Fig. 4 Wave drift force and moment: ship speed=8knots (upper: AdFLOW, lower: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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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X (6knots, AdFLOW)                 (b) FY (6knots, AdFLOW)               (c) MZ (6knots, AdFLOW)

    

          (d) FX (6knots, SWAN)                  (e) FY (6knots, SWAN)                  (f) MZ (6knots, SWAN)
Fig. 5 Wave drift force and mo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upper: AdFLOW, lower: SWAN)

        (a) FX (6knots, AdFLOW)                 (b) FY (6knots, AdFLOW)               (c) MZ (6knots, AdFLOW)

          (d) FX (6knots, SWAN)                  (e) FY (6knots, SWAN)                  (f) MZ (6knots, SWAN)
Fig. 6 Wave drift force and moment according to wave angle (upper: AdFLOW, lower: SWAN)

Table 3 Computation matrix for wave drift force
Item Calculation case

Ship speed (knots) 0, 2, 4, 6, 8, 10, 12

Wave angle (deg) 0,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Wave frequency (rad) AdFLOW: 0.3~1.42, interval 0.02
SWAN: 0.35~1.0, interval 0.05

Fig. 3, 4는 surge 방향, sway 방향 파랑 표류력 및 yaw 방향 
표류 모멘트 결과를 2차원 contour plot으로 표현한 그림이며, 
전진속도가 12노트, 8노트인 경우이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
면 전진속도가 빨라질수록 파랑 표류력의 크기는 커지며, 선수파 
부근에서 큰 파랑 표류력이 발생한다. 두 프로그램간의 계산 결
과를 비교하면, surge 방향의 파랑 표류력은 AdFLOW가 큰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sway 방향 파랑 표류력 및 yaw 방향 파랑 표
류 모멘트는 SWAN이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계
산 결과에서 절대적인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최고점이 나타나는 
위치나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6은 각각 입사파의 파장과 방향에 따른 파랑 표류력 
값을 xy plot으로 표현한 그림이며, 두 프로그램이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박이 선회하는 경우 선박
으로 입사하는 파의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며, Fig. 6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입사되는 파의 경향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다. 

3.3 파랑 중 선회궤적 비교

본 장에서는 대상선박에 대해서 규칙파 중에서의 선회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계산 결과를 모형시험 결과 (Yasukawa et 
al., 2006a, 2006b)와 비교하였다. 규칙파 중에서의 선회시험은 
선박이 좌현선회를 하며, 선박의 길이에 대한 파장의 비 (λ/L)가 
0.7, 1.0, 1.2인 파도가 선박의 정면 및 측면으로 입사하는 경우
를 고려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고는 3.5m이다. 규칙
파 중에서의 선박의 선회 성능을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Fig. 7과 같이 Ueno et al. (2003)에 의해 정의된 표류거리(drift 
distance, HD)와 표류각도 (drift angle, μD)를 도입하였다. 선박
이 선회를 하는 경우 초기 transient 구간이 지나고 정상선회를 
할 때 선회궤적이 밀려난 거리를 표류거리라고 정의하며, 표류각
도는 선회궤적이 파도의 방향 대비 밀려나는 각도를 의미한다. 

Fig. 8, 9는 각각 선박이 좌현선회를 할 때 파도가 선수쪽, 측
면쪽에서 입사하는 경우의 선회궤적을 비교한 것이며, 각각의 그
래프에는 실험결과와 SWAN 및 AdFLOW를 사용하여 계산한 파
랑 표류력을 적용한 경우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실험결과와 계산결과 모두 파도의 진행방향 뿐만 아니라 파
도의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선회궤적이 표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파장이 짧을수록 선회궤적이 표류하는 정도가 커
지는데, 이는 파장이 짧을수록 선박의 측면으로 작용하는 파랑 

표류력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계산결과와 실험결과
를 비교해 보면,  λ/L=0.7의 수치계산의 경우 선회를 하지 못하
고 표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측면 (χ
=270deg)에서 파가 입사되는 경우 파랑 표류력 및 모멘트가 선
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수치계산에서는 이
러한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 즉, 수치계산에서 사
용된 파랑 표류력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른 파장 영역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회궤적이 밀
려나는 방향과 같은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계산 
결과가 실험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계산 방법이 단
지 파랑 표류력만을 조종운동방정식에 도입한 단순한 방법이며, 
파랑 표류력 계산에서도 전진속도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치계산 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AdFLOW의 계
산 결과가 실험값과 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SWAN의 경우 선
박의 전진속도를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 이는 파가 선미쪽에서 입사되는 경우 SWAN에서 계산
된 yaw 방향 표류 모멘트 값이 AdFLOW에 비해서 과도하게 크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선회궤적이 바깥쪽으로 더 밀
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미쪽에서 오는 파에 
대한 파랑 표류력의 계산 정도 향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7 Definition of drift distance (HD) and angle (μD)

다음으로 입사파의 파장에 따른 선회 파라미터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선회 파라미터는 일반적인 선회시험에서 사용되는 전진
거리 (advance, AD)와 전술직경 (tactical diameter, TD), 그리고 
Fig. 7과 같이 Ueno et al. (2003)에 의해 정의된 표류 거리 
(drift distance, HD)와 표류 각도 (drift angle, μD)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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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X (6knots, AdFLOW)                 (b) FY (6knots, AdFLOW)               (c) MZ (6knots, AdFLOW)

    

          (d) FX (6knots, SWAN)                  (e) FY (6knots, SWAN)                  (f) MZ (6knots, SWAN)
Fig. 5 Wave drift force and mo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upper: AdFLOW, lower: SWAN)

        (a) FX (6knots, AdFLOW)                 (b) FY (6knots, AdFLOW)               (c) MZ (6knots, AdFLOW)

          (d) FX (6knots, SWAN)                  (e) FY (6knots, SWAN)                  (f) MZ (6knots, SWAN)
Fig. 6 Wave drift force and moment according to wave angle (upper: AdFLOW, lower: SWAN)

Table 3 Computation matrix for wave drift force
Item Calcul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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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frequency (rad) AdFLOW: 0.3~1.42, interval 0.02
SWAN: 0.35~1.0, interval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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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비교하면, surge 방향의 파랑 표류력은 AdFLOW가 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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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λ/L = 0.7

(b) λ/L = 1.0

(c) λ/L = 1.0
Fig. 8 Port turning trajectories in regular waves: χ=180deg

(a) λ/L = 0.7

(b) λ/L = 1.0

(c) λ/L = 1.0
Fig. 9 Port turning trajectories in regular waves: χ=90deg

(a) Advance

(b) Tactical diameter

(c) Drift distance

(d) Drift angle
Fig. 10 Turning parameters in waves: χ=180deg

Fig. 10, 11은 각각 선수파와 측면파에서의 선회 파라미터를 
비교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선수쪽에서 파도가 입사하는 경우 
전진거리와 전술직경이 파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측면
에서 파도가 입사하는 경우 전진거리와 전술직경이 파장에 관계
없이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측면에서 파도가 입사하는 
경우 초기에 측면파-선미파를 받게 되며, 파랑 표류력이 크지 않
은 영역이기 때문에 파장에 관계없이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표류거리와 표
류각도는 초기 입사되는 파의 방향과는 무관하며, 오직 입사파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표류거리는 파장이 짧아 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 Advance

(b) Tactical diameter

(c) Drift distance

(d) Drift angle
Fig. 11 Turning parameters in waves: χ=90deg

3.4 민감도 해석

본 장에서는 선회 조건에 따른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대상 변수는 초기속도 이며, 초기 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선회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초기속도가 줄어들수록 전진거리와 전술직경이 감소하고 
있으며, 표류거리와 각도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파랑 중 선회시험을 하는 경우 
파도를 생성시켜 놓고 프로펠러 회전수를 높인 후에 특정 시점에 
선회를 시작하게 되며, 따라서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파도에 의해서 선박의 속도가 원하는 속도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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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urning trajectories of initial speed sensitivity test: 
χ=180deg, λ/L = 1.0

Table 4 Variations of turning parameters for initial speed 
sensitivity study

Item Exp. u=u0 u=0.8u0 u=0.6u0

Advance/Lpp 2.26 2.69 2.38 2.03
Tactical 

diameter/Lpp 3.45 4.25 4.01 3.77

Angle (deg) - 43.61 43.61 43.61

Distance/Lpp - 1.08 1.08 1.08

다음으로 surge, sway방향 파랑 표류력 및 yaw 방향 파랑 표
류 모멘트의 값에 따른 선회 파라미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각
각의 파랑 표류력 및 파랑 표류 모멘트를 0.5배, 1.0배, 1.5배로 
변화시켜가면서, 선회 궤적 및 선회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Fig.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urge 방향 파랑 
표류력과 yaw 방향 파랑 표류 모멘트가 선회궤적을 많이 변화 
시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y방향 표류 모멘트는 선회궤적에 많
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은 선회 파라
미터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urge 방향 파랑 표류력이 전진거리, 전술 직경 및 표류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있지만 표류각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Yaw 방향 파랑 표류 모멘트는 선회궤적의 
형상, 즉 선회궤적을 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바꾸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전술직경과 표류각도에 큰 영
향을 끼치고 있다. Sway 방향 파랑 표류력은 표류각도에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감도 테스
트를 통해서 각 파랑 표류력 성분이 선회 파라미터에 어떤 영향
을 끼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치계산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분의 계산 정도가 향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
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 Surge-directional wave drift force

(b) Sway-directional wave drift force

(c) Yaw-directional wave drift moment
Fig. 13 Turning trajectories of wave drift force sensitivity 

test: χ=180deg, λ/L = 1.0

Fig. 14 Variations of turning parameters for wave drift 
force sensitivity tes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랑 표류력이 선박의 조종성능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서 조종운동방정식에 파
랑 표류력을 외력항으로 대입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
였다. 파랑 표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AdFLOW와 SWAN의 두  
지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민감도 해석을 통해서 파랑 표류력이 
선회 궤적 및 선회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조종운동방정식에 파랑 표류력을 외력항으로 추가하는 방법
을 통해서 선회 궤적 및 선회 파라미터를 추정하였으며, 이
러한 방법이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줄 수 있음을 확인
하였음. 

- 선회궤적이 파도의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한 방향으로 표류
하는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파랑 표류력이 선박의 속도 변
화 및 선회궤적 표류와 관련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 Surge 방향 파랑 표류력의 경우 표류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
며, yaw 방향 파랑 표류 모멘트의 경우 선회궤적의 모양 및 
표류각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수치계산의 정
도 향상을 위해서 각 요소들의 민감도 결과를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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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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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은 파랑 중 운항성능 해석기술의 중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항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최근 IMO에서 선박의 운항 안정성 기준 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파랑 중 선박의 조종성능을 
해석할 수 있는 수치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랑 중 조종성능 문제 해석에 파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여러 수치적, 실험적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파랑 중에서 선박의 조종성능 해석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해 기존의 정수 중 조종성능 해석에 이용되는 
Modular type 수학모델에 대해 외력으로 규칙파 및 불규칙파에 의한 표류력과 표류모멘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선체 
단독에 대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를 취득하기 위해 STAR-CCM+를 활용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는 포텐셜 기반의 3D 패널법이 적용된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력 직접적분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구축된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에 유효함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 방안을 적용하여 파랑 중 조종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Maneuverability in waves(파랑 중 조종성능), Mean wave drift force(평균 파표류력), Modular type model(모듈 형태 모델), Hydrodynamic 
derivatives(유체력 미계수), Virtual captive model test(가상구속모형시험) 
 

1. 서 론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인 MEPC에서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및 운항효율증대를 위해 

에너지 효율지수(EEDI: Efficiency Design Index for new ships) 

규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선박 설계 및 

건조사가 선박의 속도-동력 성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선박의 엔진출력 및 운항 속도 감소를 통해 EEDI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랑 중에서 선박의 

조종성능 유지를 위한 추력이 불충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황천 중을 운항하는 경우 

선박이 안정성을 잃고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은 

기존의 IMO Manoeuvrability Standards에 맞춰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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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은 파랑 중 운항성능 해석기술의 중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항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최근 IMO에서 선박의 운항 안정성 기준 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파랑 중 선박의 조종성능을 
해석할 수 있는 수치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랑 중 조종성능 문제 해석에 파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여러 수치적, 실험적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파랑 중에서 선박의 조종성능 해석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해 기존의 정수 중 조종성능 해석에 이용되는 
Modular type 수학모델에 대해 외력으로 규칙파 및 불규칙파에 의한 표류력과 표류모멘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선체 
단독에 대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를 취득하기 위해 STAR-CCM+를 활용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는 포텐셜 기반의 3D 패널법이 적용된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력 직접적분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구축된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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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s(유체력 미계수), Virtual captive model test(가상구속모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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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자유항주 모형시험을 통한 

불규칙파 중 조종운동 구현에 시설 및 기술적 제약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한 Direct 

Simulation은 설계단계에 적용함에 있어 실험적 방법에 비해 

신뢰성이 부족하며 많은 계산 자원이 요구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파랑 중 조종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석 

방안 및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공동 

프로젝트인 SHOPERA(Energy Efficient Safe Ship Operation) 

및 일본의 공동 R&D 프로젝트에서는 파랑 중 조종성능 

평가 방안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국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불규칙파 중 조종성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정수 중 

조종성능 해석에 이용되는 Modular type 수학 모델에 대해 

외력으로 파도에 의한 표류력과 표류모멘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선체 단독에 대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를 

취득하기 위해 STAR-CCM+를 활용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규칙파에 의한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는 

포텐셜 기반의 3D 패널법이 적용된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력 직접적분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구축한 파랑 

중 조종시뮬레이션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불규칙파 중 조종성능 

해석에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2. 파랑 중 조종운동 수학 모델 
 

2.1 파랑 중 조종운동 방정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방정식은 식(1)과 같이 기술되며 

이는 선박의 무게중심에 관한 Euler 강체 운동 방정식이다. 
선박의 조종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구고정좌표계 상에서 
정의된 3자유도 운동방정식을 도입하였으며, 

Yasukawa(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선체와 프로펠러, 타에 
의한 힘이 구분된 모듈 형태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아래첨자 
H, P, R은 각각 선체, 프로펠러, 타에 의한 유체동력학적 힘
을 의미하며, W는 시간평균 표류력을 나타낸다. 

 

'N'N'N'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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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적용 방안 
 
조종운동은 Surge, Sway, Yaw 속도 및 각속도에 따라 유

체동력학적 힘에 의해 운동하며 파에 의해 진동하는 내항운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운동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시간 t에서의 선박의 속도와 선회각을 사용하여 미리 계
산된 시간평균 표류력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파와 선박의 
조우각 및 조우주파수에 해당하는 값을 선형보간하여 얻도
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모델을 제안한다.  

 

3. 가상구속모형시험 
 

3.1 대상선형 
 
본 연구에서는 가상구속모형시험의 결과를 모형시험을 통

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값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SIMMAN 2008 및 SIMMAN 2014 Workshop proceeding에 
여러 기관의 추정 결과가 있는 KVLCC2를 대상 선형으로 선
택하였다.  
 

3.2 수치계산 결과 
 
사항 시험에 대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은 특정 사항각 에 

대해 일정한 예인속도 U 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사항각 범
위에서 CFD결과가 EFD결과를 잘 추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Table 1에서 CFD결과로 도출된 유체력 미계
수 값이 EFD결과 대비 오차율 8% 이내로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static drift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Yv  -0.2997 -0.2855 95.26 
'Yvvv  -0.8185 -0.8780 107.27 

'Nv  -0.1335 -0.1370 102.62 
'Nvvv  0.0917 0.09495 103.54 

 
순수 좌우동요 해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동일 조건에

서의 EFD는 수행되지 않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pure sway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my  - 0.2181 - 

 
순수 선수동요 시험 결과 CFD로 추정된 유체력 미계수는 

13%이내의 오차범위로 추정되었으나, 'Nrrr 의 경우 선수동

요에 따른 순수동요력에 비선형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
아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3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pure yaw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J zz  - 0.0109 - 
'm'Yr   -0.2436 -0.2630 7.98 

'Yrrr  -0.0160 -0.0166 3.88 
'Nr  -0.0439 -0.0382 12.98 
'Nrrr  0.0118 0.0041 65.51 

 
일정 편류각을 가진 원호 운동 시험으로부터 추정한 유체

력 미계수 값은 Table 4과 같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모형시험
은 수행되지 않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CMT with drif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Yvvr  - 0.389 - 
'Yvrr  - -0.371 - 
'Nvvr  - -0.314 - 

'Nvrr  - 0.105 - 

 

4. 정수 중 조종 운동 시뮬레이션 
 
가상 구속모형시험 중 선체 단독에 대해 가상 구속모형시

험을 수행하여 취득할 수 없었던 유체력 미계수 및 타, 프로
펠러 간섭계수는 Yasukawa(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시뮬
레이션에 이용하였다.  

 

4.1 선회 시험 결과 
 
35° 타각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과 같다. 이를 통

해 CFD를 통해 도출한 유체력 미계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형시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 구속모형시
험이 선박의 선회성능을 판단하는 데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 Calm water ±35° turning maneuver 
 

4.2 지그재그 시험 결과 
 
±10°/10° 및 ±20°/20° 지그재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2와 같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
사한 결과가 도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도출
한 유체력 미계수 및 구축한 시뮬레이션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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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압력 직접적분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구축한 파랑 

중 조종시뮬레이션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불규칙파 중 조종성능 

해석에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2. 파랑 중 조종운동 수학 모델 
 

2.1 파랑 중 조종운동 방정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방정식은 식(1)과 같이 기술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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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3자유도 운동방정식을 도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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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 R은 각각 선체, 프로펠러, 타에 의한 유체동력학적 힘
을 의미하며, W는 시간평균 표류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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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적용 방안 
 
조종운동은 Surge, Sway, Yaw 속도 및 각속도에 따라 유

체동력학적 힘에 의해 운동하며 파에 의해 진동하는 내항운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운동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시간 t에서의 선박의 속도와 선회각을 사용하여 미리 계
산된 시간평균 표류력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파와 선박의 
조우각 및 조우주파수에 해당하는 값을 선형보간하여 얻도
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모델을 제안한다.  

 

3. 가상구속모형시험 
 

3.1 대상선형 
 
본 연구에서는 가상구속모형시험의 결과를 모형시험을 통

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값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SIMMAN 2008 및 SIMMAN 2014 Workshop proceeding에 
여러 기관의 추정 결과가 있는 KVLCC2를 대상 선형으로 선
택하였다.  
 

3.2 수치계산 결과 
 
사항 시험에 대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은 특정 사항각 에 

대해 일정한 예인속도 U 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사항각 범
위에서 CFD결과가 EFD결과를 잘 추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Table 1에서 CFD결과로 도출된 유체력 미계
수 값이 EFD결과 대비 오차율 8% 이내로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static drift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Yv  -0.2997 -0.2855 95.26 
'Yvvv  -0.8185 -0.8780 107.27 

'Nv  -0.1335 -0.1370 102.62 
'Nvvv  0.0917 0.09495 103.54 

 
순수 좌우동요 해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동일 조건에

서의 EFD는 수행되지 않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pure sway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my  - 0.2181 - 

 
순수 선수동요 시험 결과 CFD로 추정된 유체력 미계수는 

13%이내의 오차범위로 추정되었으나, 'Nrrr 의 경우 선수동

요에 따른 순수동요력에 비선형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
아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3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pure yaw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J zz  - 0.0109 - 
'm'Yr   -0.2436 -0.2630 7.98 

'Yrrr  -0.0160 -0.0166 3.88 
'Nr  -0.0439 -0.0382 12.98 
'Nrrr  0.0118 0.0041 65.51 

 
일정 편류각을 가진 원호 운동 시험으로부터 추정한 유체

력 미계수 값은 Table 4과 같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모형시험
은 수행되지 않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CMT with drif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Yvvr  - 0.389 - 
'Yvrr  - -0.371 - 
'Nvvr  - -0.314 - 

'Nvrr  - 0.105 - 

 

4. 정수 중 조종 운동 시뮬레이션 
 
가상 구속모형시험 중 선체 단독에 대해 가상 구속모형시

험을 수행하여 취득할 수 없었던 유체력 미계수 및 타, 프로
펠러 간섭계수는 Yasukawa(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시뮬
레이션에 이용하였다.  

 

4.1 선회 시험 결과 
 
35° 타각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과 같다. 이를 통

해 CFD를 통해 도출한 유체력 미계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형시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 구속모형시
험이 선박의 선회성능을 판단하는 데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 Calm water ±35° turning maneuver 
 

4.2 지그재그 시험 결과 
 
±10°/10° 및 ±20°/20° 지그재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2와 같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
사한 결과가 도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도출
한 유체력 미계수 및 구축한 시뮬레이션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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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m water zig-zag maneuver 
 

5.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해석 
 

5.1 해석 방법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랑 중 조종운동 

방정식에서의 WWW N,Y,X 에 기인하는 표류력 및 표류모

멘트를 조종운동간 발생하는 선속 및 선회각의 변화에 따라 
고려하기 위해 선박의 전진속도와 입사파의 방향을 바꿔가
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조건에 대해 계산을 수행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에 의한 평균 표류력 및 표
류모멘트 해석에 3-D 패널법 기반의 상용 포텐셜 코드를 활
용하였다. 

 

5.2 평균 표류력 해석 결과 
 
선속이 0인 경우에 파입사각의 변화에 따른 각 방향으로 작용

하는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는 SHOPERA Benchmark 

test(SHOPERA, 2016)에 공개된 여러 참여 기관들의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특정 선속에서 파입사각
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는 공개된 모형시험 결과가 없어 별도의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 

 

 

Fig. 3 X-direction wave drift force, χ=30° 

 

Fig. 4 Y-direction wave drift force, χ=60° 

 

Fig. 5 Z-axis wave drift moment, χ=90° 
 
타 연구기관의 해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

석 결과가 신뢰성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될 Data base의 
일부를 검증할 수 있었다. 해당 Database는 시뮬레이션 모델 내에
서 QTF형태로 적용하였다. 

 

5.3 불규칙파에 의한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추정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파에 의한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를 적용

하기위해 다양한 주파수 영역 및 전진 속도, 파 입사각의 조건에서 
해석된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를 Short-term prediction기법을 
이용하였다. 불규칙파에 의한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계수 

irr
NW

irr
YW

irr
XW C,C,C 은 Short-term prediction 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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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G  는 다방향 파 분포 함수이며, S 는 파 스펙트

럼이다. 위와 같이 계수 값은 선박의 전진속도와 평균 파주기, 
파 입사각에 대한 함수로 정의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유항주 
모형시험과의 비교 검증을 위해 시험 조건과 동일한 조건인 
ITTC 스펙트럼과 2cos 함수가 각각 파 스펙트럼과 다방향 파 
분포 함수로 사용되었다. 

 

6. 파랑 중 조종 운동 시뮬레이션 
 
적용된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방안 및 정립된 모델을 이용하

여 파랑 중 선회 시험과 지그재그 시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
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된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추정 정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자유항주 모형
시험 결과는 Yasukawa et al.(2015)의 연구에서 공개된 1/110 
Scale의 모형선에 대한 결과이며, 시뮬레이션과 자유항주 모형시
험에 적용된 유의파고 조건은 Table 9와 같으며 이는 Sea state 6
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Table 5 Wave condition in the simulation and tank test 

 
Full scale 

(Simulation) 
Ship model 

(Free running test) 

3/1H  6.0 m 54.5 mm 

vT  9.46 s 0.902 s 

 

6.1 선회 시험 결과 
 
Fig. 22~24는 선회 시뮬레이션에 대해 비교한 궤적이다. 시뮬레

이션은 13knots, 10knots, 5knost의 세가지 초기 진입속도 조건에서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Fig. 6 Turning simulation in waves, 13knots approach speed 
 

 

Fig. 7 Turning simulation in waves, 10knots approach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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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m water zig-zag 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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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Z-axis wave drift moment, χ=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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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ave condition in the simulation and tank test 

 
Full scale 

(Simulation) 
Ship model 

(Free running test) 

3/1H  6.0 m 54.5 mm 

vT  9.46 s 0.902 s 

 

6.1 선회 시험 결과 
 
Fig. 22~24는 선회 시뮬레이션에 대해 비교한 궤적이다. 시뮬레

이션은 13knots, 10knots, 5knost의 세가지 초기 진입속도 조건에서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Fig. 6 Turning simulation in waves, 13knots approach speed 
 

 

Fig. 7 Turning simulation in waves, 10knots approach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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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urning simulation in waves, 5knots approach speed 
 

6.2 지그재그 시험 결과 
 
Fig. 25~27은 지그재그 시뮬레이션에 대해 선회각 변화를 비교

한 결과이다.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하게 세가지 초기 진입
속도 조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이때 
시뮬레이션 시간을 무차원화 한 후 자유항주 모형시험의 time 
scale로 차원화 하여 비교하였다. 

 

 

Fig. 9 Zig-zag simulation in waves, 13knots approach speed 
 

 

Fig. 10 Zig-zag simulation in waves, 10knots approach speed 
 

 

Fig. 11 Zig-zag simulation in waves, 5knots approach speed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에 대략적

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 
진입속도가 작아짐에 따라 추정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저속운항 시 발생하는 추력과 타력의 크기가 작아 불규칙파
에 의한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의 추정 정도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크게 기인함에 따라 발생한 오차라고 판단된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파에 의한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를 외력으로 적용하였
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포텐셜 기반으로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해석과 CFD 기반의 가상 구속모형시
험을 수행하였다.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해석 결과는 
SHOPERA Benchmark test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수
행한 해석 결과가 신뢰도 있는 범위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가상 구속모형시험 결과는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
하여 검증하였다. 불규칙파 중에서의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Short-term prediction 기법을 적용
하였다. 
구축된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의 조종성능 추정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KVLCC2 선박을 대상으로 정수 및 불
규칙파 중에서 선회 및 지그재그 시험을 수치 시뮬레이션 하
여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에 유효함을 확인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 방안
을 적용하여 파랑 중 조종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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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별 선박의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 도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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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tudy for the Evaluation of Linear and Non-linear Roll 

Damping of Ships in Frequency Domain 
Soonseok Song (Inha University), Sang-Hyun Kim (Inha University), Hyun-Jun Kim (Inha University),  

In-Tae Kim (Inha University), Dong-Yong Kim (Inha University) 

 
 

요 약 

 
파랑 중 선박의 거동을 예측 하는데 에는 전통적으로 Potential 기반의 여러 기법 들이 발전되어 왔다. 다른 운동모드의 

감쇠계수에 비해 횡동요 감쇠계수는 상대적인 크기가 매우 작고, 점성에 기인하는 성분이 크기 때문에 비점성 이론에 

기초하는 선형 감쇠계수만으로는 정확한 운동을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선형감쇠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실험적 방법으로는 다양한 주파수의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CFD를 이용한 강제횡동요 시험을 이용하여 

감쇠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기존 자유횡동요감쇠시험과 강제횡동요시험을 통해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해 횡동요 감쇠계수를 선형 및 비선형 성분으로 분리하고, 또한   

주파수에 따른 계수 값의 변화도 고찰 하였다.  

 

Keywords: Roll damping coefficient (횡동요 감쇠계수), Viscous damping (점성감쇠), Forced oscillation test (강제동요시험) 

 

1. 서 론 
 

선박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정확한 파랑중 

선박의 운동예측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선박의 운동예측을 

위해 선형 포텐셜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대부분의 운동모드의 경우, 점성에 기인하는 

성분의 크기가 압력에 기인하는 성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비점성 유동을 기반으로 하는 

포텐셜이론을 이용하여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운동예측을 준다. 하지만 횡동요의 경우, 조파감쇠력의 

크기가 작고 점성의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점성 

유동을 통해 유도된 횡동요 감쇠계수 만으로는 정확한 

운동을 예측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공진주기 근처의 

운동에서는 점성감쇠력이 횡동요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한 운동 예측을 위해서는 

점성감쇠계수 도출이 필요하다 (Salvesen, et al., 1970). 

전통적으로 점성감쇠계수는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 

되어 왔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강제횡동요시험 (forced 

oscillation test)와 자유횡동요감쇠시험(free roll decay test) 이 

있다. 

강제횡동요시험은 감쇠계수 뿐만 아니라 부가질량(혹은 

부가관성모멘트)를 계측 할 수 있으며 횡동요 뿐만 아니라 

모든 6자유도 운동에 대해서 실험이 가능하다. 실험대상을 

원하는 운동모드로 원하는 진폭과 주파수로 강제조화운동 

시킨 후 대상에 걸리는 유체력을 계측 하여 이를 동위상, 

반위상으로 나누어 부가질량력과 감쇠력을 계측하는 

원리이다. 이 실험방법은 횡동요 감쇠계수의 주파수 별 

변화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험에 많은 

제약이 있다. 첫째, 유체력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운동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둘째, 물체 

자체의 관성력, 복원력, 부가질량력과 감쇠력이 동시에 

계측되는데 그중 감쇠력의 상대적인 크기가 다른 유체력 

성분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관측장비의 오차범위에 따라서 

관측된 감쇠력이 부정확 할 수 있다  (Vugts, 1978). 이러한 

이유로 횡동요 감쇠계수 추정을 위한 강제동요시험에 관한 

연구는 Vugts (1978) 의 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자유횡동요감쇠시험은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험기법이다. 정수중 

대상모형을 초기경사각까지 횡경사 시킨 후 놓아준 뒤 

시간에 따른 횡경사각의 감쇠곡선을 통하여 각 주기에서의 

평균진폭과 주기 사이의 진폭감소를 계측하고 이를 

회귀분석하여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원리이다. 이 시험기법은, 시험이 간단하고 한 번의 실험으로 

비선형감쇠계수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험의 

특성상 물체의 고유주기에서의 감쇠계수만을 도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시험기법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하여 

횡동요 감쇠계수를 추정하려는 시도가 2010년대에 들어 

이루어져 왔다.  

Yang, et al. (2012), Irkal, et al. (2014) 및 Gu, et al. (2015)은 

CFD를 이용하여 자유횡동요감쇠시험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 들은 

실험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CFD를 이용하여 

자유횡동요감쇠시험을 대체한다면 모형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기존 

자유횡동요감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유주기에서의 횡동요 

감쇠계수 만을 도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Henning (2011), Bonfiglio , et al. (2012) 및 Yıldız (2016)는 

CFD를 이용하여 Vugts (1978)의 강제횡동요시험을 

구현하였다. 이들 연구의 주된 목적은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CFD를 통해 도출한 상하동요, 

좌우동요 및 횡동요의 부가질량 및 감쇠계수를 실험결과와 

비교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주파수별로 변화하는 횡동요 

감쇠계수에 대한 고찰은 있었지만 비선형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지는 않았으며 세 연구 모두 Vugts의 실험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강제횡동요시험을 

구현하고, 주파수 별로 계산된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의 

주파수 별 해석이 가능하고 완벽한 조화운동을 구현 할 수 

있으며, 대상물체에 걸리는 힘과 모멘트를 압력 및 

점성성분으로 나누어 해석 할 수  있다. 또 부가질량의 

점성성분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다. 

검증을 위하여 자유횡동요감쇠시험과 강제횡동요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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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별 선박의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 도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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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tudy for the Evaluation of Linear and Non-linear Roll 

Damping of Ships in Frequency Domain 
Soonseok Song (Inha University), Sang-Hyun Kim (Inha University), Hyun-Jun Kim (Inha University),  

In-Tae Kim (Inha University), Dong-Yong Kim (Inha University) 

 
 

요 약 

 
파랑 중 선박의 거동을 예측 하는데 에는 전통적으로 Potential 기반의 여러 기법 들이 발전되어 왔다. 다른 운동모드의 

감쇠계수에 비해 횡동요 감쇠계수는 상대적인 크기가 매우 작고, 점성에 기인하는 성분이 크기 때문에 비점성 이론에 

기초하는 선형 감쇠계수만으로는 정확한 운동을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선형감쇠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실험적 방법으로는 다양한 주파수의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CFD를 이용한 강제횡동요 시험을 이용하여 

감쇠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기존 자유횡동요감쇠시험과 강제횡동요시험을 통해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해 횡동요 감쇠계수를 선형 및 비선형 성분으로 분리하고, 또한   

주파수에 따른 계수 값의 변화도 고찰 하였다.  

 

Keywords: Roll damping coefficient (횡동요 감쇠계수), Viscous damping (점성감쇠), Forced oscillation test (강제동요시험) 

 

1. 서 론 
 

선박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정확한 파랑중 

선박의 운동예측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선박의 운동예측을 

위해 선형 포텐셜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대부분의 운동모드의 경우, 점성에 기인하는 

성분의 크기가 압력에 기인하는 성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비점성 유동을 기반으로 하는 

포텐셜이론을 이용하여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운동예측을 준다. 하지만 횡동요의 경우, 조파감쇠력의 

크기가 작고 점성의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점성 

유동을 통해 유도된 횡동요 감쇠계수 만으로는 정확한 

운동을 예측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공진주기 근처의 

운동에서는 점성감쇠력이 횡동요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한 운동 예측을 위해서는 

점성감쇠계수 도출이 필요하다 (Salvesen, et al., 1970). 

전통적으로 점성감쇠계수는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 

되어 왔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강제횡동요시험 (forced 

oscillation test)와 자유횡동요감쇠시험(free roll decay test) 이 

있다. 

강제횡동요시험은 감쇠계수 뿐만 아니라 부가질량(혹은 

부가관성모멘트)를 계측 할 수 있으며 횡동요 뿐만 아니라 

모든 6자유도 운동에 대해서 실험이 가능하다. 실험대상을 

원하는 운동모드로 원하는 진폭과 주파수로 강제조화운동 

시킨 후 대상에 걸리는 유체력을 계측 하여 이를 동위상, 

반위상으로 나누어 부가질량력과 감쇠력을 계측하는 

원리이다. 이 실험방법은 횡동요 감쇠계수의 주파수 별 

변화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험에 많은 

제약이 있다. 첫째, 유체력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운동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둘째, 물체 

자체의 관성력, 복원력, 부가질량력과 감쇠력이 동시에 

계측되는데 그중 감쇠력의 상대적인 크기가 다른 유체력 

성분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관측장비의 오차범위에 따라서 

관측된 감쇠력이 부정확 할 수 있다  (Vugts, 1978). 이러한 

이유로 횡동요 감쇠계수 추정을 위한 강제동요시험에 관한 

연구는 Vugts (1978) 의 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자유횡동요감쇠시험은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험기법이다. 정수중 

대상모형을 초기경사각까지 횡경사 시킨 후 놓아준 뒤 

시간에 따른 횡경사각의 감쇠곡선을 통하여 각 주기에서의 

평균진폭과 주기 사이의 진폭감소를 계측하고 이를 

회귀분석하여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원리이다. 이 시험기법은, 시험이 간단하고 한 번의 실험으로 

비선형감쇠계수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험의 

특성상 물체의 고유주기에서의 감쇠계수만을 도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시험기법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하여 

횡동요 감쇠계수를 추정하려는 시도가 2010년대에 들어 

이루어져 왔다.  

Yang, et al. (2012), Irkal, et al. (2014) 및 Gu, et al. (2015)은 

CFD를 이용하여 자유횡동요감쇠시험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 들은 

실험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CFD를 이용하여 

자유횡동요감쇠시험을 대체한다면 모형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기존 

자유횡동요감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유주기에서의 횡동요 

감쇠계수 만을 도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Henning (2011), Bonfiglio , et al. (2012) 및 Yıldız (2016)는 

CFD를 이용하여 Vugts (1978)의 강제횡동요시험을 

구현하였다. 이들 연구의 주된 목적은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CFD를 통해 도출한 상하동요, 

좌우동요 및 횡동요의 부가질량 및 감쇠계수를 실험결과와 

비교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주파수별로 변화하는 횡동요 

감쇠계수에 대한 고찰은 있었지만 비선형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지는 않았으며 세 연구 모두 Vugts의 실험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강제횡동요시험을 

구현하고, 주파수 별로 계산된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의 

주파수 별 해석이 가능하고 완벽한 조화운동을 구현 할 수 

있으며, 대상물체에 걸리는 힘과 모멘트를 압력 및 

점성성분으로 나누어 해석 할 수  있다. 또 부가질량의 

점성성분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다. 

검증을 위하여 자유횡동요감쇠시험과 강제횡동요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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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출된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와 비교되었고, 

주파수 별 선형 및 비선형 감쇠계수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었다. 

 

2. 배경이론 및 해석방법 
 

2.1 횡동요 방정식 

 

선형 및 이차 감쇠항을 포함하는 선체의 횡동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𝐼𝐼𝑥𝑥𝑥𝑥 + 𝐴𝐴44)�̈�𝜙 + 𝐵𝐵44𝑙𝑙�̇�𝜙 + 𝐵𝐵44𝑛𝑛𝑙𝑙
(2) |�̇�𝜙|�̇�𝜙 + 𝐶𝐶44𝜙𝜙 = 𝐹𝐹4    (1) 

 

여기서 �̈�𝜙, �̇�𝜙, 및 𝜙𝜙는 각각 횡동요의 각가속도, 각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며 𝐼𝐼𝑥𝑥𝑥𝑥  및 𝐴𝐴44 는 관성모멘트 및 

부가관성모멘트 이고 𝐵𝐵44𝑙𝑙및 𝐵𝐵44𝑛𝑛𝑙𝑙
(2) 는 선형 및 이차 횡동요 

감쇠계수 이다. 𝐶𝐶44 는 복원계수이고 우변의 𝐹𝐹4 는 횡동요 

강제모멘트이다. 복원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𝐶𝐶44 = 𝜌𝜌𝜌𝜌∇𝐺𝐺𝐺𝐺                                          (2) 

 

여기서 𝜌𝜌 , 𝜌𝜌  및 ∇ 는 물의 밀도, 중력가속도 및 

배수용적을 나타내며 𝐺𝐺𝐺𝐺 은 선체의 무게중심에서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를 나타낸다. 

식 (1)의 비선형 감쇠항은 다음과 같이 비선형 감쇠계수를 

사용하는 선형항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Journee, 2001). 

 

(𝐼𝐼𝑥𝑥𝑥𝑥 + 𝐴𝐴44)�̇�𝜙 + (𝐵𝐵44𝑙𝑙 + 𝐵𝐵44𝑛𝑛𝑙𝑙
(1) )�̇�𝜙 + 𝐶𝐶44𝜙𝜙 = 𝐹𝐹4    (3) 

 

𝐵𝐵44𝑛𝑛𝑙𝑙
(1) = 8

3π 𝜙𝜙𝑎𝑎𝜔𝜔𝐵𝐵44𝑛𝑛𝑙𝑙
(2)        (4) 

 

2.2 해석방법: 강제횡동요시험 

 

CFD를 이용하여 강제횡동요 시험을 구현을 위하여, 대상 

물체를 식 (5)와 같이 원하는 진폭 𝜙𝜙𝑎𝑎 와 각주파수 𝜔𝜔로 

조화운동 시킨 뒤 물체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모멘트에 

복원모멘트를 빼 주면 Fig. 1과 같이 Radiation 유체력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를 얻을 수 있다. 

 

𝜙𝜙 = 𝜙𝜙𝑎𝑎cos(𝜔𝜔𝜔𝜔)        (5) 

 
Fig.  1 Radiation hydrodynamic moment calculated 

 

계산된 Radiation 유체력의 진폭 및 위상을 이용하면 

부가질량계수 및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 할 수 있다. 

 

𝑅𝑅𝑎𝑎cos(𝜔𝜔𝜔𝜔 − 𝜀𝜀 ) = 𝑅𝑅𝑖𝑖𝑛𝑛cos(𝜔𝜔𝜔𝜔) + 𝑅𝑅𝑜𝑜𝑜𝑜𝑜𝑜sin(𝜔𝜔𝜔𝜔)    (6) 

 

𝑅𝑅𝑖𝑖𝑛𝑛 = 𝑅𝑅𝑎𝑎 cos(𝜀𝜀 ), 𝑅𝑅𝑜𝑜𝑜𝑜𝑜𝑜 = 𝑅𝑅𝑎𝑎 𝑠𝑠𝑠𝑠𝑠𝑠(𝜀𝜀)                (7) 

 

𝐴𝐴44 =
𝑅𝑅𝑖𝑖𝑖𝑖

𝜙𝜙𝑎𝑎𝜔𝜔2 , 𝐵𝐵44 =
𝑅𝑅𝑜𝑜𝑜𝑜𝑜𝑜
𝜙𝜙𝑎𝑎𝜔𝜔

       (8) 

 

𝐵𝐵44 = 𝐵𝐵44𝑙𝑙 + 𝐵𝐵44𝑛𝑛𝑙𝑙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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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계수는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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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𝛼𝛼, 𝛽𝛽는 각각 선형 회귀선의 절편과 기울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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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인 Star-CCM+ 가 사용되었다. 2차원 모델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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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수면 구현을 위해 VOF 법 (volume of fraction 

method) 을 이용하였다. Fig. 3에서 볼수 있듯이 반사파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조 양옆 벽에 경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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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 section of the model for validation case 1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model for validation case 1 

Item Dimension 

Length, 𝐿𝐿 1000mm 

Breadth, 𝐵𝐵 250mm 

Depth, 𝐷𝐷 160mm 

Draft, 𝑑𝑑 80mm 

Bilge radius, 𝑟𝑟 25 mm 

Displacement, Δ 19.73 kg 

𝐾𝐾𝐵𝐵  41.5mm 

25𝐵𝐵𝐵𝐵 65.1mm 

𝐾𝐾𝐾𝐾 77mm 

𝐾𝐾𝐵𝐵 29.6mm 

Critical damping coefficient, 𝐵𝐵𝑐𝑐𝑐𝑐  5.73 N·m·s 

 

 

Fig. 5 에서 붉은색 네모 점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들을 나타내고, 나머지 

점들과 실선들은 Kim, et al. (2015) 의 자유횡동요 감쇠시험의 

3종류의 피크값 들과 그 추세선들을 나타낸다. 횡동요 

감쇠계수들은 대상 모형의 임계감쇠계수에 대한 비율로 

무차원화 되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 들은 Kim, et al. (2015) 의 실험으로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의 추세선 들의 평균에 근접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5 Comparison of the damping coefficients for validation 

case 1 

 

 

 

3.2 검 증: 강제횡동요시험과 비교 

 

전 주파수영역에서의 횡동요 감쇠계수 추정법에 대한 

검증을 위해 Vugts (1978)가 강제횡동요시험을 이용해 

도출한 횡동요 감쇠계수와 비교되었다. Table 2는 검증을 

위해 모델링 된 단면의 제원을 나타낸다. 이 중 빌지 

반지름(bilge radious)의 경우, Vugts의 논문에는 2.5 mm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논문에 같이 표기되어 있는 흘수에 따른 

단면적계수 (area coefficient, 𝐴𝐴
𝐵𝐵𝐵𝐵 )의 값이 빌지 반지름 

12.5mm 일때의 값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빌지 반지름이 

2.5mm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오기라고 판단하였고 빌지 

반지름 12.5mm를 사용하였다.  

 

 

 
Fig.  6 Cross section of the model for validatio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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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model for validation case 2 

Item Dimension 

Length, 𝐿𝐿 4.19m 

Breadth, 𝐵𝐵 400mm 

Depth, 𝐷𝐷 400mm 

Draft, 𝑑𝑑 200mm 

Bilge radius, 𝑟𝑟 12.5 mm 

Displacement, Δ 335.2 kg 

𝐾𝐾𝐵𝐵  100mm 

𝐵𝐵𝐵𝐵 65.1mm 

𝐾𝐾𝐾𝐾 200mm 

𝐾𝐾𝐵𝐵 -33.33mm 

 

Fig. 7은 Vugts (1978)가 진폭 0.05, 0.10, 0.20 rad의 

진폭으로 수행한 강제횡동요시험을 통해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와 본 논문에서 CFD를 이용해 수치적으로 구현된 

강제횡동요시험을 통해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그림의 실선과 점선은 각각 Actual section fit 과 Lewis 

form 을 통한 등각사상(conformal mapping)을 이용하여 

계산된 포텐셜 감쇠계수를 나타낸다.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는 식 (12)와 같은 관계가 있는 2차원 감쇠계수로 

변환되어 표시되었고, 식 (13), (14)의 방법으로 무차원화 

되었다.  

 

 
Fig.  7 Comparison of the damping coefficients for validation 
case 2 

𝐵𝐵44𝑙𝑙 = ∫ 𝑏𝑏44𝑑𝑑𝑑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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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전체적 경향은 Vugts 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의 경향과 유사 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들이 Vugts의 결과보다 낮은 값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불일치의 원인은 첫째로,  CFD를 이용해 실험을 

재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치적 오차에 의한 결과 일 수 

있다. 둘째는, Vugts의 실험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 

인데, Vugts는 본인의 실험결과 중 횡동요 감쇠계수는 

강제횡동요 시험의 많은 실험적 제약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이는, 0.05 rad와 같은 낮은 

진폭의 조화운동을 통해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는 비교적 

비선형성이 작기 때문에 포텐셜이론을 통해 계산된 횡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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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는 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의 경향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3.3 해석결과: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 도출 

 

주파수 별로 변화하는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단면형상은, Vugts의 실험에 사용된 

단면을 다시 선정하여 3.2절에서 계산된 횡동요 감쇠계수를 

이용하였고, 2.3절에서 설명된 방법을 이용하여 주파수 및 

진폭별로 계산된 횡동요 감쇠계수를 선형 및 비선형(2차) 

성분으로 분리하였다. 

Fig. 8은 주파수별로 도출된 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의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등각사상을 이용해 계산된 횡동요 감쇠계수와 유사함을 

보였다. 하지만 무차원 주파수, 𝜔𝜔′가 0.5 이하, 1.25 이상의 

구간에서는 이론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Fig.  8 Linear roll damping coefficient vs frequency  

 

Fig. 9는 주파수 별로 도출된 비선형 (2차) 횡동요 

감쇠계수를 나타낸다. 그림에 따르면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는 주파수에 따라 변화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무차원 주파수, 𝜔𝜔′ 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는 감쇠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무차원 주파수, 

𝜔𝜔′  가 0.5 및 1.0 일때의 계수값은 다른 주파수에서의 

계수값들이 나타내는 추세에 벗어난 값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 

한다면, 기존의 자유횡동요 감쇠시험을 통해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여 선체의 횡동요 운동응답을 

예측하는 방법은 주파수에 따른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의 

변화를 고려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해 도출된 

선형 및 비선형 횡동요 감쇠계수를 이용하여 운동응답을 

예측한다면 보다 실험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Fig.  9 Quadratic roll damping coefficient vs frequency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변화에 따른 횡동요 감쇠계수의 

선형 및 비선형 성분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CFD를 

이용해 구현한 강제횡동요시험을 통해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는 기존의 자유횡동요감쇠시험과 강제횡동요시험을 

통해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와 비교 검증되었다.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존의 

시험법들과 달리, 주파수에 따른 선형 및 비선형 감쇠계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도출된 선형 감쇠계수는 

선형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계산된 횡동요 감쇠계수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과 그 값의 크기가 비슷함을 

보였다. 비선형 감쇠계수의 경우에도 주파수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며 그 값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자유횡동요 

감쇠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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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포텐셜 감쇠계수를 나타낸다.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는 식 (12)와 같은 관계가 있는 2차원 감쇠계수로 

변환되어 표시되었고, 식 (13), (14)의 방법으로 무차원화 

되었다.  

 

 
Fig.  7 Comparison of the damping coefficients for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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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며 그 값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자유횡동요 

감쇠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83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첫째, 보다 다양한 폭, 흘수비와 빌지킬(bilge keel)을 

가지고 있는 단면형상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여 횡동요 

감쇠계수를 도출하여 실험을 통해 도출된 감쇠계수와 비교 

할 필요가 있다.  

둘째, Ikeda (1978) 등이 제안한 비선형 감쇠계수 추정식과 

비교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Salvesen, et al. (1970)등의 스트립이론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횡동요 감쇠계수를 활용하여 선박의 

횡동요 운동응답을 예측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기존의 

방법으로 예측된 운동응답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주는지 

등에 대해 고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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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수 중 운항하는 선박은 흘수가 증가하는 스쿼트 현상이 발생한다. 이 스쿼트 현상은 천수 중 운항하는 선박의 조종성능이 변화하는 
큰 이유가 되는데, 수심이 얕아질수록, 사항각이 증가 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수심에 따른 조종성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사항각 변화가 KVLCC2 선형의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모형 시험에서 천수 효과
를 적용하려면 예인 수조에 천수바닥 등의 구조물이 추가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예인 수조에 구조물을 추가하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천수효과를 모형시험을 통해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수치 시뮬레
이션으로 구현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이용하여 천수 영역인 수심과 흘수의 비 1.5에 대하여 정적 사항각 시험(Static Drift Test)를 수행
하였고 사항각의 변화에 따른 침하량, 종경사, 선저면 압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Keywords : 스쿼트 현상(Squat), 가상 구속모형시험(Virtual Captive Model Test), KVLCC2(KVLCC2), 전산유체역학(CFD)

1. 서 론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선박의 흘수가 증가하고 있
고, 이에 따라 깊이가 제한되어 있는 항내 천수영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수영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선저와 해저면 사이의 유동의 변화에 따라 선체에 작용하
는 동유체력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선박의 흘수가 증가하는 
이른바 스쿼트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연안항로와 같은 천수영
역에서 주로 운항되는 선박은 제한된 수심에 의한 선박의 흘수 
증가 요소를 선박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Kim, et al., 2000).

선박의 스쿼트 현상에 관련된 연구는 과거 해외에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Tuck모델, Barrass모델, Eryuzlu모델 등 많은 추
정식이 제시되었다 (Beaulieu, 2012; Taylan, 2001). 또한 실선
에서 계측된 결과와 추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비교한 연
구가 있다. (Beaulieu, et al., 2009; Hewlett, et al.,2002), 

국내 연구로는 천수영역에서 Series60선형에 대한 저항, 트림, 
침하량을 계측한 실험적 연구와 (Kim, et al., 2000), 고속여객선
에 대하여 속도별 저항실험을 수행하여 천수영역에 의한 선박의 
저항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Kwon & Lee, 2004), 
전산 유체역학 해석, 모형시험, 경험식 등을 통하여 스쿼트 현상 
추정 방법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Yun et al. 2014). 

본 연구는 KVLCC2 선형의 수심에 따른 조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KVLCC2 선박의 수심에 따른 자세변화를 수치해석을 통해 추
정하기 위해 흘수 및 수심비 1.5에서 알몸선체 주변 유동 변화를 
분석하였고, 선박의 종경사와 침하량을 추정하여 모형시험 결과
와 비교하였다. 전산유체역학 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였고, 가상 구속모형시험은 자세 변화와 
자유수면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2. 천수영역 자세 추정 조건
2.1 대상 선형

KVLCC2(SIMMAN, 2008)를 대상 선형으로 선정하여 1:58 
scale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모형선의 주요 제원은 Table 1
에 나타나 있으며, 운항속도는 SIMMAN 2014에서 제시한 천수 
중 운항속도 실선기준 7knot의 속도에서 선체 단독 시험으로 수
행되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KVLCC2 model ship
Item Value

Scale ratio 58
LPP 5.5172 m

Breath 1 m
Draft 0.3586

Displacement 1.6023
Froude number 0.064

2.2 천수 영역

천수영역은 수심/흘수가 1.5보다 작은 영역이다. (PIANC, 
1992) 선박이 운항 중에 천수의 영향을 받아 자세가 변화하는 수
심의 변화에 따라 선체주변의 압력분포가 변화하고, 특히 선저면
의 압력 강하로 침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3 가상 구속모형시험 조건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RANS 기반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였으며, STAR-CCM+에서 제공하는 
DFBI(Dynamic Fluid Body Interaction) 및 중첩격자기법을 활용
하여 가상 구속모형시험 구한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천수역에
서의 자세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선체의 동적 자세변화와 
별로도 천수의 영향에 따른 선체의 자세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는
데 DFBI 기법만을 적용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은 운항조건에 따른 
경계조건을 지정할 수 없는 제약조건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체의 자세변화가 계산영역과 별도로 거동하
도록 Overset mesh 기법을 적용하였다. (Kim, et al., 2016) 

KVLCC2 선형의 격자와 계산 조건은 Fig.1 와 Table2과 같으
며, 경계 조건은 Table3와 같다. 선체 표면 및 공간 격자는 
Star-CCM+에서 제공하는 Trimmed mesh 와 Prism layer를 사용
하여 y+ = 40~70 범위를 만족시켰다. 생성된 전체 격자수는 
100~150만개이고 선체 주위와 자유수면 주위에 격자를 집중 시
켰다.

Fig. 1 Numerical grid employed for calculation

Table 2 Test condition
Types Conditions

Static drift test Drift angle( )
4°, 6°, 9°, 12°, 16°, 20°, 25°

Table 3 Boundary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Inlet Velocity inlet
Outlet Pressure outlet
Side Velocity inlet
Top Velocity inlet

KVLCC2 Wall
Bottom Wall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구속모형시험에 대한 계산 영역
선체 중심에서부터 선수부 방향으로 1.5 LPP, 선미부 방향으로 
2.0 LPP, 폭 방향으로 1.5 LPP로 지정하였다. 공기에 해당하는 
영역의 높이는 0.5 LPP 이다. (ITTC, 2011) 계산 영역의 바닥면
은 수심 / 흘수 비를 1.5를 맞추어 결정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
3.1 사항각 변화에 따른 자세 변화

Fig.2에서는 수심/흘수=1.5 조건에서 수행한 정적 사항각 수
치 계산에서 사항각 변화에 따른 침하량 변화와 종경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침하량 변화량은 흘수를 이용하여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었다. 

사항각이 4°에서 9°로 5° 변화 할 때 침하량/흘수의 변화량과 
종경사의 변화량은 각각 0.0024와 0.032° 로 나타났으나 20°에
서 25°로 동일하게 5° 증가하였을 경우 0.0071과 0.17°로 변화
량이 증가하였다.

가상 구속모형시험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좌표계에서 
침하량는 하방이 양의 방향이고, 종경사는  선수트림이 양의 방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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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수 중 운항하는 선박은 흘수가 증가하는 스쿼트 현상이 발생한다. 이 스쿼트 현상은 천수 중 운항하는 선박의 조종성능이 변화하는 
큰 이유가 되는데, 수심이 얕아질수록, 사항각이 증가 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수심에 따른 조종성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사항각 변화가 KVLCC2 선형의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모형 시험에서 천수 효과
를 적용하려면 예인 수조에 천수바닥 등의 구조물이 추가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예인 수조에 구조물을 추가하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천수효과를 모형시험을 통해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수치 시뮬레
이션으로 구현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이용하여 천수 영역인 수심과 흘수의 비 1.5에 대하여 정적 사항각 시험(Static Drift Test)를 수행
하였고 사항각의 변화에 따른 침하량, 종경사, 선저면 압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Keywords : 스쿼트 현상(Squat), 가상 구속모형시험(Virtual Captive Model Test), KVLCC2(KVLCC2), 전산유체역학(CFD)

1. 서 론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선박의 흘수가 증가하고 있
고, 이에 따라 깊이가 제한되어 있는 항내 천수영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수영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선저와 해저면 사이의 유동의 변화에 따라 선체에 작용하
는 동유체력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선박의 흘수가 증가하는 
이른바 스쿼트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연안항로와 같은 천수영
역에서 주로 운항되는 선박은 제한된 수심에 의한 선박의 흘수 
증가 요소를 선박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Kim, et al., 2000).

선박의 스쿼트 현상에 관련된 연구는 과거 해외에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Tuck모델, Barrass모델, Eryuzlu모델 등 많은 추
정식이 제시되었다 (Beaulieu, 2012; Taylan, 2001). 또한 실선
에서 계측된 결과와 추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비교한 연
구가 있다. (Beaulieu, et al., 2009; Hewlett, et al.,2002), 

국내 연구로는 천수영역에서 Series60선형에 대한 저항, 트림, 
침하량을 계측한 실험적 연구와 (Kim, et al., 2000), 고속여객선
에 대하여 속도별 저항실험을 수행하여 천수영역에 의한 선박의 
저항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Kwon & Lee, 2004), 
전산 유체역학 해석, 모형시험, 경험식 등을 통하여 스쿼트 현상 
추정 방법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Yun et al. 2014). 

본 연구는 KVLCC2 선형의 수심에 따른 조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KVLCC2 선박의 수심에 따른 자세변화를 수치해석을 통해 추
정하기 위해 흘수 및 수심비 1.5에서 알몸선체 주변 유동 변화를 
분석하였고, 선박의 종경사와 침하량을 추정하여 모형시험 결과
와 비교하였다. 전산유체역학 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였고, 가상 구속모형시험은 자세 변화와 
자유수면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2. 천수영역 자세 추정 조건
2.1 대상 선형

KVLCC2(SIMMAN, 2008)를 대상 선형으로 선정하여 1:58 
scale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모형선의 주요 제원은 Table 1
에 나타나 있으며, 운항속도는 SIMMAN 2014에서 제시한 천수 
중 운항속도 실선기준 7knot의 속도에서 선체 단독 시험으로 수
행되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KVLCC2 model ship
Item Value

Scale ratio 58
LPP 5.5172 m

Breath 1 m
Draft 0.3586

Displacement 1.6023
Froude number 0.064

2.2 천수 영역

천수영역은 수심/흘수가 1.5보다 작은 영역이다. (PIANC, 
1992) 선박이 운항 중에 천수의 영향을 받아 자세가 변화하는 수
심의 변화에 따라 선체주변의 압력분포가 변화하고, 특히 선저면
의 압력 강하로 침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3 가상 구속모형시험 조건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RANS 기반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였으며, STAR-CCM+에서 제공하는 
DFBI(Dynamic Fluid Body Interaction) 및 중첩격자기법을 활용
하여 가상 구속모형시험 구한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천수역에
서의 자세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선체의 동적 자세변화와 
별로도 천수의 영향에 따른 선체의 자세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는
데 DFBI 기법만을 적용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은 운항조건에 따른 
경계조건을 지정할 수 없는 제약조건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체의 자세변화가 계산영역과 별도로 거동하
도록 Overset mesh 기법을 적용하였다. (Kim, et al., 2016) 

KVLCC2 선형의 격자와 계산 조건은 Fig.1 와 Table2과 같으
며, 경계 조건은 Table3와 같다. 선체 표면 및 공간 격자는 
Star-CCM+에서 제공하는 Trimmed mesh 와 Prism layer를 사용
하여 y+ = 40~70 범위를 만족시켰다. 생성된 전체 격자수는 
100~150만개이고 선체 주위와 자유수면 주위에 격자를 집중 시
켰다.

Fig. 1 Numerical grid employed for calculation

Table 2 Test condition
Types Conditions

Static drift test Drift angle( )
4°, 6°, 9°, 12°, 16°, 20°, 25°

Table 3 Boundary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Inlet Velocity inlet
Outlet Pressure outlet
Side Velocity inlet
Top Velocity inlet

KVLCC2 Wall
Bottom Wall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구속모형시험에 대한 계산 영역
선체 중심에서부터 선수부 방향으로 1.5 LPP, 선미부 방향으로 
2.0 LPP, 폭 방향으로 1.5 LPP로 지정하였다. 공기에 해당하는 
영역의 높이는 0.5 LPP 이다. (ITTC, 2011) 계산 영역의 바닥면
은 수심 / 흘수 비를 1.5를 맞추어 결정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
3.1 사항각 변화에 따른 자세 변화

Fig.2에서는 수심/흘수=1.5 조건에서 수행한 정적 사항각 수
치 계산에서 사항각 변화에 따른 침하량 변화와 종경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침하량 변화량은 흘수를 이용하여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었다. 

사항각이 4°에서 9°로 5° 변화 할 때 침하량/흘수의 변화량과 
종경사의 변화량은 각각 0.0024와 0.032° 로 나타났으나 20°에
서 25°로 동일하게 5° 증가하였을 경우 0.0071과 0.17°로 변화
량이 증가하였다.

가상 구속모형시험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좌표계에서 
침하량는 하방이 양의 방향이고, 종경사는  선수트림이 양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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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다 .

Fig. 2 Bare hull static drift test results for sinkage

3.2 사항각 변화에 선저면 압력 변화

사항각 변화에 따른 선저면 압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 (1)으로 압력을 무차원화 하여 계측된 값을 비교하였다.

 

Pr  (1)

사학각에 따른 선저면 압력 변화는 Table 4, 5, 6, 7과 같다. 
사항각이 증가할수록 선저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선수 선미부 압력이 선체 중앙부에 비하여 더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 Pressure distribution of Drift angle 4°, 6°, 9° 


4°

6°

9°

Table 5 Pressure distribution of Drift angle 12°, 16° 


12°

16°

Table 6 Pressure distribution of Drift angle 20°


20°

Table 7 Pressure distribution of Drift angle 25°


25°

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선저면 중앙을 따
라 0.25L, 0.5L, 0.75L 지점에서 계측해 보았다.

Fig. 3 Pressure measure point

Table 8 Pressure of Bottom side
Drift angle Pressure ()

0.25L 0.5L 0.75L
4° -0.31 -0.24 -0.30
6° -0.36 -0.30 -0.37
9° -0.41 -0.33 -0.40
12° -0.46 -0.38 -0.46
16° -0.58 -0.52 -0.60
20° -0.81 -0.65 -0.66
25° -1.08 -0.86 -0.79

사항각이 4°에서 9°로 5° 변화 할 때 의 평균변화량은 약 
-0.1이고, 20°에서 25°로 동일하게 5° 증가하였을 경우 약 -0.2 
변화하였다. 특히 사항각이 커질수록 선수부 압력이 선미 압력에 
비하여 더 많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계산 결과 고찰

KVLCC2 선박의 천수 영역에서의 자세변화를 비교하기 위하
여 Fig.4에서 Yun et al, 2014.의 연구에서 공개된 KVLCC2 모형
실험 결과를 CFD 결과와 비교하였다. 

침하량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
서 수행된 계산은 Yun et al, 2014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와 근사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4 Comparison of Non-dimension Sinkage

Fig.5에서는 선저면 압력의 평균 값을 Yun et al.에서 CFD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산의 선저면 
압력 감소량이 Yun et al. 2014의 연구에서 수행된 계산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침하량이 증가된 것으
로 생각한다.  

Fig. 5 Non-dimension Comparison of Pressur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심에 따른 조종성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로 천수 중 사항각 변화가 KVLCC2의 자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였다. 

- 사항각이 증가할수록 침하량과 종경사 변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사항각이 커질수록 선저면 압력 하강이 더 급격하게 변화하
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침하량과 종경사 변화량
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구속모형시험으로 PMM 
test를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행한 수심에 따른 정적 편류각 
시험이외에도 순수 좌우동요 시험, 순수 선수동요 시험, 선수동
요 편류각 시험을 수행하여 조종 유체력 미계수를 구하고, 수심
에 따른 조종성능의 변화를 평가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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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are hull static drift test results for s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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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Non-dimension S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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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n-dimension Comparison of Pressure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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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큰 진폭의 비선형 파에 의한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충
격력과 갑판침수(Green water) 현상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
해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im, 2011). 

본 논문에서 수치해석은 범용 CF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으
며, 파랑중 해양구조물의 운동성능을 타당하게 추정하는 데 필요
한 수치 해석적 요소들의 민감도를 검토하고 이를 FPSO 운동해
석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 수치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비압축성 난류유동

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정식의 적분형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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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의 경계면을 가지는 검사체적(Control volume)
이며, 는 단위 법선벡터를 나타낸다. 는 유체밀도이며, 는 
각 좌표축 방향의 유체속도 성분 (  )을 나타낸다. 는 
점성과 난류에 의한 유효응력이며, 는 압력을 나타낸다. 그리
고 는 각 좌표축 방향에 대한 단위 질량당 체적력(Body-force)
을 나타낸다.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치기법으로 유한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본 과제의 수치해석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범용소프트웨어 STAR-CCM+(CD-adapco, 
2015)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

Fig. 1 Flow domain for wave propagation simulations

3.1 2차원 파 시뮬레이션

먼저, 해양구조물에 유입되는 파의 진행을 타당한 정확도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된 유동장의 설
명은 Fig.1에 나타내었다. 대상으로 하는 파는 파장()은 4m, 파
고( ) 0.16m인 Stokes 5th 파이다. 이 때, 유동장의 크기는 
  ,   ,    그리고 파의 감쇠를 유
도하는 영역의 크기   이다(Peric & Abdel-Maksoud, 
2016).

파 시뮬레이션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 해석적 요
소로 격자수, CFL 및 지배방정식 해석에서 inner iteration의 영
향을 검토하였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수치해석 조건
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 110개의 해석 조건을 가진다.

Fig. 2는 CFL=1에서 파장 및 파고당 격자수 Nx, Nz의 변화에
따른 파의 파정(Crest)과 파저(Through)에서 해석해와의 차이를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파진폭의 오차는 파장당 격자수가 80이상 파고당 격자수는 약 
20이상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difference at the crest

(b) difference at the trough
Fig. 2 Wave amplitude difference at CFL=0.1

Table 1. Numerical parameters in 2D wave simulation
No. of
test 

cases
Nx

(/△x)
Nz

(H/△z) CFL Inner 
Iteration

1 10 40 26

0.1
0.2
0.3
0.4
0.5

5, 10
2 10 55 35 5, 10
3 10 80 26 5, 10
4 5 94 15 10
5 5 94 30 10
6 10 100 16 5, 10
7 10 100 32 5, 10
8 15 120 19 5, 10, 20
9 15 140 22 5, 10, 20
10 20 160 26 5, 10, 20, 30

(a) Nx=80, Nz=26

(b) Nx=100, Nz=30

(c) Nx=120, Nz=19
Fig. 3 Comparison of wave profiles after 10 wave periods 

computed at CF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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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Grid size name Total No. 
of cells

Δt 
(CFL = 0.25)ΔhL ΔhH

0.4
100 14 Grid 1 1.58M 0.0055
75 21 Grid 2 3.19M 0.0074
86 24 Grid 3 4.25M 0.0064

0.5
109 14 Grid 1 1.87M 0.0037
82 21 Grid 2 3.58M 0.0050
93 24 Grid 3 4.82M 0.0043

0.6

151 14 Grid 1 2.46M 0.0025
97 18 Grid 2 3.20M 0.0035
113 21 Grid 3 4.44M 0.0030
130 24 Grid 4 7.10M 0.0026

0.7

111 14 Grid 1 2.46M 0.0026
75 19 Grid 2 3.56M 0.0038
83 21 Grid 3 4.44M 0.0035
175 22 Grid 4 7.20M 0.0020

w
(rad/s)

Height[m]
[proto/model]

Period[sec]
[proto/model]

Length[m]
[proto/model]

0.4 2 / 0.033 15.71 / 2.028 453.4 / 7.556

0.5 2 / 0.033 12.56 / 1.622 246.4 / 4.106
0.6 2 / 0.033 10.47 / 1.352 171.2 / 2.853
0.7 2 / 0.033 8.98 / 1.159 125.8 / 2.096

Fig. 3은 Nx=80, Nz=26, Nx=100, Nz=32 그리고 Nx=120, 
Nz=19의 세 가지 격자에서 파의 10주기 진행 후 파의 형상을 해
석해와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CFL=0.1조건이다. 모든 경우 해
석해와 매우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파고당 격자수 
Nz=19인 경우 파 형상에서 다소 불규칙한 국소진폭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파에 대한 격자수의 해상도가 낮아 자유수면에서 동
역학적 경계조건이 다소 만족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격자수가 증가할 경우 주어진 CFL 및 inner iteration조건
에서 해의 수렴성이 좋지 않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3.1 파랑중 FPSO 운동 해석
Fig. 4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FPSO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

며, Table 2는 주요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FPSO의 
운동해석의 결과는 다양한 파 진동수에서 전진동요(surge), 상하
동요(heave) 및 종동요(pitch)의 3자유도 운동을 포함하며 포텐
셜유동 해 및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Fig. 4 Perspective view of the hull surface of FPSO

Table 2. Main particulars of FPSO
 FPSO

Length 239 m
Breadth 45.82 m
Draught 15.8 m
Displacement 138260.3 m3
Waterplane area 9960.068 m2

Table 3. Wave conditions

Table 4. Numerical conditions for 3D simulations

Table 3은 각 파 조건을 그리고 Table 4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파장당 그리고 파고당 격자수를 CFL조건 0.25에 해당하는 계산
시간 간격과 함께 나타내고 있다. 

Fig. 5는 Table 3의 격자조건에서 구한 FPSO의 전진동요, 상
하동요 그리고 종동요의 진폭을 포텐셜유동 해석결과와 비교하
고 있다. 전진동요의 경우 파진동수 0.4에서 포텐셜유동 결과보
다 약간 진폭이 크고 종동요의 경우 본 수치해석 결과가 파진동
수 0.6에서 크게 나타다고 있지만, 계산된 모든 운동은 대체로 
포텐셜유동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격자간 본 
수치해석 결과들의 차이가 반드시 있지만 실제적으로 격자수가 
작은 조건에서도 만족스러운 운동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는 파의 기울기가 3배에서 10배 정도 적은 본 3차원 해석에서는 
앞서 2차원 해석의 높은 기울기의 파를 대상으로 얻은 격자수 및 
CFL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랑중 해양구조물의 운동성능을 타당하게 추

정하는 데 필요한 수치 해석적 요소들의 민감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2차원 파수조에서 해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격자수와 
CFL의 다양한 조건에서 본 수치해석 결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양구조물에 유입되는 파의 진행을 타당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 조건을 찾았다. 이러한 결과를 FPSO 
운동해석에 적용하여 포텐셜유동에서 얻은 운동응답과 잘 일치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5 Comparison of the motion R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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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Grid size name Total No. 
of cells

Δt 
(CFL = 0.25)ΔhL Δ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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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9 14 Grid 1 1.87M 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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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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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model]

Period[sec]
[proto/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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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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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체-몰수체 상호작용을 이용한 부유체
상하운동 저감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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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on the Reduction of Vertical Motion of Floating 
body using Floating-Submerged body Interaction

Min-Jae Shin(Inha University), WeonCheol Koo(Inha University), Sung-Jae Kim(Univ. of Ulsan),
Sanghwan Heo(Inha University), Eun-Hong Min(Inha University)

요 약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reduction of vertical motion of floating body using floating-submerged body interaction 
was performed in a two-dimensional wave channel. Two-degree-of-freedom system consisting of a floating and  a 
submerged body that only move vertically was modeled.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s of 
theoretical analysis of two-body interaction. The results showed a tendency to further reduce heave RAO of floating 
body as the dimension of submerged body increa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wo-body interaction on the vertical 
motion of the bodies, various incident wave conditions are applied for various connection line’s stiffness and 
dimension of a submerged body. Heave RAOs of floating and submerged bodi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single 
body. From the comparison study, we obtained an optimum condition of connection line and the dimension of 
submerged body for maximum heave reduction at the resonant period of single body.

Keywords : Two-body interaction(양물체 상호작용), Heave RAO(상하운동 응답), Vertical motion control(상하운동 제어), Floating body(부
유체), Submerged body(몰수체)

1. 서 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너울성 
파도 및 잦은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연안 침식과 침수 
등으로 연안 및 해안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
도 지리적 특성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관광, 
해양 레저와 해양 건축 등 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어 
연안 및 해양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안 및 해안 
환경에 설치하는 해양 구조물의 조건은, 구조물로 인한 해류 순
환을 방해하지 않아 해양 생태계 및 연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설치 후 이동 및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같은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유식 구조물이 적합하다. 하지

만 부유식 구조물은 해양환경요소인 바람과 파도 등에 의해 끊임
없이 동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구조물의 상하동요는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안전성 문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수직운
동 감쇠를 위한 감쇠판 또는 Heave plate를 부착하여 강제적인 
점성 감쇠를 증가시키거나 부유체의 부가질량을 증가시켜 구조
물의 고유진동수를 주요 외력 주파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
법 등이 있다. Koh et al. (2013)은 불투과성 감쇠판과 투과성 감
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에 대한 모형시험을 실시하여 계측한 결과
를 Cho (2011)의 감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의 수직운동을 고유함
수전개법을 사용하여 동유체력을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부유
체의 수직 공진 응답을 저감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몰수체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로는  
Eiichi et al. (2002)이 고유함수 전개법을 이용해 방사와 감쇠 포
텐셜을 표현하였고, 몰수판을 부착한 VLFS의 거동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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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처럼 목표 부유체의 운동을 저감시키
기 위하여 또 다른 물체를 연결하여 원래의 고유진동수를 변화시
켜 외력 고유진동수를 회피하는 방법이 여러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고층건물의 진동 감쇠를 위한 동조 질량 감쇠기가 대표적
이다. 동조 질량 감쇠기는 강철공의 형태로 바람에 의한 고층건
물의 진동을 흡수하여 고층건물의 균형을 잡아주고 진동을 억제
한다.

부유체의 상하동요를 제어할 수 있다면, 반대로 파력발전장치
에서는 두개의 부이(buoy)를 이용하여 다중 공진이 발생하도록 
조절하여 다양한 주파수가 섞여있는 불규칙 파랑 중에서 높은 효
율을 가질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다. 부유체와 몰수체(Two- 
body)로 구성된 대표적인 파력발전 장치는 Wavebob(Tarrant 
and Meskell, 2016)과 Power buoy(Ocean Power Technologies)
등이 있다. 두 장치 모두 내부 부이와 외부 부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대운동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Li et al., 2012; 
Weber et al. 2009). Mavrakos (2004)는 고유함수전개법을 이용
하여 중심이 같은 두 개의 원형 실린더 부이의 동유체력 해석하
여 부가질량과 방사감쇠계수를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목적 부유식 구조물의 상하동요를 분석하기 
위해 몰수체를 적용한 부유체 모델을 이차원 조파 수조에 설치하
고, 부유체 상하운동 감소의 주유 인자인 부유체 대비 몰수체 면
적과 연결체 강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각 입사파 조건에서 부유체
와 몰수체의 상하 운동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부유체 운동에 미치는 부유체-몰수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몰수체 면적비와 연결체 강성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2. 모형 실험

2.1 기초 이론 배경

본 연구는 이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몰수체를 이용하
여 부유체-몰수체 상호작용으로 부유체의 상하운동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만을 고려한 이자
유도계 운동방정식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자유도계에서 부유체와 
몰수체는 이상적인 스프링 강성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
으로 고려하였다. 그 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 , 는 각
각 상하운동방향 변위, 속도, 가속도이고, 는 물체 질량, 
는 부가질량, 는 조파감쇠 계수, 는 복원력 계수, 

는 물체에 미치는 외력이다(= 3, 9, = 3, 9).
식 (1)에서 부유체와 몰수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로 표
현하여 선형적으로 가정하였다. 식(1)에서 는 부유체와 몰
수체를 잇는 연결체의 스프링 강성이다. 아래첨자 3은 부유체의 
상하운동, 9는 몰수체의 상하운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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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이 선형적이라고 가정했
을 때, 조화 함수로 나타낸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 변위이
다. 식 (1)에서 부유체의 상하 변위가 최소가 되는 각 주파수()
를 쉽게 예측해 보기 위해, 몰수체의 상하 운동 복원력 계수는 
수선면적이 없으므로 0 이고, 방사감쇠와 몰수체에 작용하는 힘
이 매우 작으며, 따라서 부유체와 몰수체간의 연성된 유체정역학 
계수들을 무시할 만 하다고 가정하면 다음 식(3)과 같이 부유체
의 상하운동 변위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식 (3)에서 분자가 0일 때 부유체의 상하운동 변위가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각 주파수 조건을 식 (4)에 나타
내었다. 는 질량과 부가질량의 합이다.






                                          (4)

식(4)를 통해 특정 입사파 주파수에 대해 몰수체의 부가질량
이나 연결체의 스프링강성을 변화시킴에 따라 부유체의 상하운
동 변위를 최소로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입사파 주파수에서 부유체의 상
하운동응답을 제어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2.2 2차원 조파 수조 실험

본 연구는 연안 환경에 활용도가 높은 다목적 부유식 구조물
에 발생하는 상하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기술한 기초 
이론을 적용한 기초 실험 연구이다. 부유체의 상하동요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몰수체 면적비와 연결체 강성 조건을 산정
하고,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유체 동역학
적 기초 연구이기도 하다. 이차원 조파수조에서 각 입사파 조건
에서 부유체와 몰수체 각각의 상하 운동 변위를 측정하고 상호간
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길이 50 m, 폭 1 m, 높이 1.3 m의 전남대학교 여수캠
퍼스에 위치한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의 해안항만실험센터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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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체-몰수체 상호작용을 이용한 부유체
상하운동 저감에 대한 실험적 연구

신민재(인하대학교), 구원철(인하대학교), 김성재(울산대학교), 허상환(인하대학교), 민은홍(인하대학교)

Experimental Study on the Reduction of Vertical Motion of Floating 
body using Floating-Submerged body Interaction

Min-Jae Shin(Inha University), WeonCheol Koo(Inha University), Sung-Jae Kim(Univ. of Ulsan),
Sanghwan Heo(Inha University), Eun-Hong Min(Inha University)

요 약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reduction of vertical motion of floating body using floating-submerged body interaction 
was performed in a two-dimensional wave channel. Two-degree-of-freedom system consisting of a floating and  a 
submerged body that only move vertically was modeled.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s of 
theoretical analysis of two-body interaction. The results showed a tendency to further reduce heave RAO of floating 
body as the dimension of submerged body increa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wo-body interaction on the vertical 
motion of the bodies, various incident wave conditions are applied for various connection line’s stiffness and 
dimension of a submerged body. Heave RAOs of floating and submerged bodi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single 
body. From the comparison study, we obtained an optimum condition of connection line and the dimension of 
submerged body for maximum heave reduction at the resonant period of single body.

Keywords : Two-body interaction(양물체 상호작용), Heave RAO(상하운동 응답), Vertical motion control(상하운동 제어), Floating body(부
유체), Submerged body(몰수체)

1. 서 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너울성 
파도 및 잦은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연안 침식과 침수 
등으로 연안 및 해안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
도 지리적 특성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관광, 
해양 레저와 해양 건축 등 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어 
연안 및 해양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안 및 해안 
환경에 설치하는 해양 구조물의 조건은, 구조물로 인한 해류 순
환을 방해하지 않아 해양 생태계 및 연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설치 후 이동 및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같은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유식 구조물이 적합하다. 하지

만 부유식 구조물은 해양환경요소인 바람과 파도 등에 의해 끊임
없이 동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구조물의 상하동요는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안전성 문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수직운
동 감쇠를 위한 감쇠판 또는 Heave plate를 부착하여 강제적인 
점성 감쇠를 증가시키거나 부유체의 부가질량을 증가시켜 구조
물의 고유진동수를 주요 외력 주파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
법 등이 있다. Koh et al. (2013)은 불투과성 감쇠판과 투과성 감
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에 대한 모형시험을 실시하여 계측한 결과
를 Cho (2011)의 감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의 수직운동을 고유함
수전개법을 사용하여 동유체력을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부유
체의 수직 공진 응답을 저감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몰수체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로는  
Eiichi et al. (2002)이 고유함수 전개법을 이용해 방사와 감쇠 포
텐셜을 표현하였고, 몰수판을 부착한 VLFS의 거동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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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처럼 목표 부유체의 운동을 저감시키
기 위하여 또 다른 물체를 연결하여 원래의 고유진동수를 변화시
켜 외력 고유진동수를 회피하는 방법이 여러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 중 고층건물의 진동 감쇠를 위한 동조 질량 감쇠기가 대표적
이다. 동조 질량 감쇠기는 강철공의 형태로 바람에 의한 고층건
물의 진동을 흡수하여 고층건물의 균형을 잡아주고 진동을 억제
한다.

부유체의 상하동요를 제어할 수 있다면, 반대로 파력발전장치
에서는 두개의 부이(buoy)를 이용하여 다중 공진이 발생하도록 
조절하여 다양한 주파수가 섞여있는 불규칙 파랑 중에서 높은 효
율을 가질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다. 부유체와 몰수체(Two- 
body)로 구성된 대표적인 파력발전 장치는 Wavebob(Tarrant 
and Meskell, 2016)과 Power buoy(Ocean Power Technologies)
등이 있다. 두 장치 모두 내부 부이와 외부 부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대운동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Li et al., 2012; 
Weber et al. 2009). Mavrakos (2004)는 고유함수전개법을 이용
하여 중심이 같은 두 개의 원형 실린더 부이의 동유체력 해석하
여 부가질량과 방사감쇠계수를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목적 부유식 구조물의 상하동요를 분석하기 
위해 몰수체를 적용한 부유체 모델을 이차원 조파 수조에 설치하
고, 부유체 상하운동 감소의 주유 인자인 부유체 대비 몰수체 면
적과 연결체 강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각 입사파 조건에서 부유체
와 몰수체의 상하 운동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부유체 운동에 미치는 부유체-몰수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몰수체 면적비와 연결체 강성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2. 모형 실험

2.1 기초 이론 배경

본 연구는 이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몰수체를 이용하
여 부유체-몰수체 상호작용으로 부유체의 상하운동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만을 고려한 이자
유도계 운동방정식을 기초로 하였으며, 이자유도계에서 부유체와 
몰수체는 이상적인 스프링 강성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
으로 고려하였다. 그 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 , 는 각
각 상하운동방향 변위, 속도, 가속도이고, 는 물체 질량, 
는 부가질량, 는 조파감쇠 계수, 는 복원력 계수, 

는 물체에 미치는 외력이다(= 3, 9, = 3, 9).
식 (1)에서 부유체와 몰수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로 표
현하여 선형적으로 가정하였다. 식(1)에서 는 부유체와 몰
수체를 잇는 연결체의 스프링 강성이다. 아래첨자 3은 부유체의 
상하운동, 9는 몰수체의 상하운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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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이 선형적이라고 가정했
을 때, 조화 함수로 나타낸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 변위이
다. 식 (1)에서 부유체의 상하 변위가 최소가 되는 각 주파수()
를 쉽게 예측해 보기 위해, 몰수체의 상하 운동 복원력 계수는 
수선면적이 없으므로 0 이고, 방사감쇠와 몰수체에 작용하는 힘
이 매우 작으며, 따라서 부유체와 몰수체간의 연성된 유체정역학 
계수들을 무시할 만 하다고 가정하면 다음 식(3)과 같이 부유체
의 상하운동 변위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식 (3)에서 분자가 0일 때 부유체의 상하운동 변위가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각 주파수 조건을 식 (4)에 나타
내었다. 는 질량과 부가질량의 합이다.






                                          (4)

식(4)를 통해 특정 입사파 주파수에 대해 몰수체의 부가질량
이나 연결체의 스프링강성을 변화시킴에 따라 부유체의 상하운
동 변위를 최소로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입사파 주파수에서 부유체의 상
하운동응답을 제어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2.2 2차원 조파 수조 실험

본 연구는 연안 환경에 활용도가 높은 다목적 부유식 구조물
에 발생하는 상하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기술한 기초 
이론을 적용한 기초 실험 연구이다. 부유체의 상하동요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몰수체 면적비와 연결체 강성 조건을 산정
하고,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유체 동역학
적 기초 연구이기도 하다. 이차원 조파수조에서 각 입사파 조건
에서 부유체와 몰수체 각각의 상하 운동 변위를 측정하고 상호간
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길이 50 m, 폭 1 m, 높이 1.3 m의 전남대학교 여수캠
퍼스에 위치한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의 해안항만실험센터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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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experimental setup and model specification
     

         
Table 1 Main particulars of the two-body models

Item Dimension
Water depth (h) 0.8 m

Connection line length (LC) 0.15 m

Floating 
body

Draft (d) 0.12 m
Length (L) 0.6 m
Breadth (B) 0.98 m2

Mass 72 kg
Waterplane area (AF) 0.588 m2

Heave restoring coeff. 
(KF) 5.8 * 103 N/m

Submerged
body

Connection line 
stiffness
(Kadded)

0.5KF
1.0KF
2.0KF

Projected area of 
vertical direction (As)

0.5AF
1.0AF

Mass 17.64 kg

 조파수조를 이용 하였으며, 실험의 개요도는 Fig. 1과 같다. 본 
실험 장비는 Fig. 2에 나타 내었으며 피스톤 형태(Piston type)의 
조파기가 사용되었고, 입사파 주기는 0.6초~3.0초의 범위에서 2 
cm 균일 파고의 규칙파를 사용하였다. 파고는 용량식 파고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결체는 인장스프링을 사용하여 양 끝단
을 고리로 하여 부유체와 몰수체를 연결 하였고, 상하운동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부유체의 종동요(Pitch)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무게추 배치를 통해 부유체의 회전반경(Radius of 
gyration)을 최소한으로 작게 조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모델
의 구체적인 제원과 실제 형상을 Table 1과 Fig. 3에 각각 나타
내었으며, 부유체와 몰수체에 기둥(Rod)를 설치하여 상하운동만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제어하고 부유체의 표류를 방지하였다.

최적의 몰수체 면적과 연결체 강성을 산정하기 위해 각 주파
수별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두가지 다른 몰수체 면적을 사용하
여 진행하였다. Fig. 3(a)는 부유체 실제 모델의 사진이고, (b)는 
몰수체 면적이 부유체의 수선면적과 같을 때 (   )의

(a) 2D Wave channel

(b) Wave maker (Piston type)
      

(c) Wave 
height meter 

Fig 2. Experimental equipment

 모델이며, (c)는 몰수체의 면적이 부유체 수선면적의 0.5배일 
때 (   )를 나타낸다. 특히, 몰수체의 질량변화가 없
이 수직방향 면적이 부유체 수선면적의 0.5배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 몰수체의 형상을 사각 도넛형으로 만들고, 몰수체 두께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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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ating body

(b) Submerged body (   )

(c) Submerged body (   )
Fig. 3 Model of floating and submerged bodies

Fig. 4 Single buoy installed in 2D wave channel

Fig. 4는 단일부유체(Single)가 이차원 조파 수조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a) Model with   

(b) Model with   

Fig. 5 Floating and submerged body installed in 2D wave 
channel

Fig. 5는 각각의 몰수체 조건들에서 인장스프링을 이용하여 
부유체와 몰수체를 연결하고 이차원 조파수조 내에 모델을 설치
하여 실험 준비를 완료한 모습이다.

본 실험에서 부유체와 몰수체의 운동응답은 고속 카메라를 이
용한 비접촉식 이차원 운동계측방식인 색상인식 방식으로 피사
체의 상하운동 변위를 계측하였다. 색상인식 방식은 MATLAB 
code를 활용한 Red object tracking method를 응용하여 사용하
였고,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은 기준좌표계를 설정하여 이
를 기준으로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 변위를 계측하였다. 색
상인식 방식의 운동계측법을 흐름도로 Fig. 6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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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72 kg
Waterplane area (AF) 0.588 m2

Heave restoring coeff. 
(KF) 5.8 * 103 N/m

Submerged
body

Connection line 
stiffness
(Kadded)

0.5KF
1.0KF
2.0KF

Projected area of 
vertical direction (As)

0.5AF
1.0AF

Mass 17.64 kg

 조파수조를 이용 하였으며, 실험의 개요도는 Fig. 1과 같다. 본 
실험 장비는 Fig. 2에 나타 내었으며 피스톤 형태(Piston type)의 
조파기가 사용되었고, 입사파 주기는 0.6초~3.0초의 범위에서 2 
cm 균일 파고의 규칙파를 사용하였다. 파고는 용량식 파고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결체는 인장스프링을 사용하여 양 끝단
을 고리로 하여 부유체와 몰수체를 연결 하였고, 상하운동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부유체의 종동요(Pitch)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무게추 배치를 통해 부유체의 회전반경(Radius of 
gyration)을 최소한으로 작게 조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모델
의 구체적인 제원과 실제 형상을 Table 1과 Fig. 3에 각각 나타
내었으며, 부유체와 몰수체에 기둥(Rod)를 설치하여 상하운동만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제어하고 부유체의 표류를 방지하였다.

최적의 몰수체 면적과 연결체 강성을 산정하기 위해 각 주파
수별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두가지 다른 몰수체 면적을 사용하
여 진행하였다. Fig. 3(a)는 부유체 실제 모델의 사진이고, (b)는 
몰수체 면적이 부유체의 수선면적과 같을 때 (   )의

(a) 2D Wave channel

(b) Wave maker (Piston type)
      

(c) Wave 
height meter 

Fig 2. Experimental equipment

 모델이며, (c)는 몰수체의 면적이 부유체 수선면적의 0.5배일 
때 (   )를 나타낸다. 특히, 몰수체의 질량변화가 없
이 수직방향 면적이 부유체 수선면적의 0.5배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 몰수체의 형상을 사각 도넛형으로 만들고, 몰수체 두께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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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ating body

(b) Submerged body (   )

(c) Submerged body (   )
Fig. 3 Model of floating and submerged bodies

Fig. 4 Single buoy installed in 2D wave channel

Fig. 4는 단일부유체(Single)가 이차원 조파 수조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a) Model with   

(b) Model with   

Fig. 5 Floating and submerged body installed in 2D wave 
channel

Fig. 5는 각각의 몰수체 조건들에서 인장스프링을 이용하여 
부유체와 몰수체를 연결하고 이차원 조파수조 내에 모델을 설치
하여 실험 준비를 완료한 모습이다.

본 실험에서 부유체와 몰수체의 운동응답은 고속 카메라를 이
용한 비접촉식 이차원 운동계측방식인 색상인식 방식으로 피사
체의 상하운동 변위를 계측하였다. 색상인식 방식은 MATLAB 
code를 활용한 Red object tracking method를 응용하여 사용하
였고,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은 기준좌표계를 설정하여 이
를 기준으로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 변위를 계측하였다. 색
상인식 방식의 운동계측법을 흐름도로 Fig. 6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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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d object tracking method flow chart 

3. 실험 결과 및 해석
부유체에 몰수체를 연결체 강성으로 연결함에 따라 부유체의 

파랑중 운동응답이 변화하게 되며, 두가지 몰수체 면적 조건에서 
연결체 강성이 부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
결체 강성을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결체 강성은 
부유체 복원력 강성의 0.5배, 1.0배 그리고 2.0배 인 경우로 나
누어 실험하였고, 연결체의 길이(LC)는 0.15 m로 세 가지 경우 
모두 같게 하였다 (Table 1 참고).

Fig. 7은 실험을 통해 측정한 시계열 자료이다. (a)는 규칙 입
사파이고, (b)는 부유체의 수직운동 변위, (c)는 몰수체의 수직운
동 변위 그리고 (d)는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대 운동변위를 나타
낸다. 설치된 모델 전방 6.5 m와 2 m, 후방 1.5 m 에 용량식 파
고계를 설치하여, 부유체 주변의 수면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1번 파고계로 생성된 입사파의 조건을 
확인하였고, 1번과 2번 파고계에서 얻은 시계열 자료의 차이를 
확인하여 반사파의 영향이 없는 정상 상태의 변위 값을 사용하였
다.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단일 부유체(Single) 운동해석은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의 포텐셜 유동을 기반으로 한 경계
요소법과 파랑 그린 함수법을 활용한 ANSYS AQWA의 계산결과
로, 부유체의 방사문제(Radiation problem)와 산란문제
(Diffraction problem)를 해석하여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을 계산
하였다.

Fig. 8은 몰수체의 수직방향 면적이 부유체 수선면적의 1.0배
일 때 연결체 강성의 변화에 따른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을 비교
한 결과이다. 단일 부유체(Single, 몰수체가 연결되지 않은 부유
체)의 상하운동응답은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 모두 비교하였
다. 단일 부유체의 운동에 비해 몰수체가 연결된 부유체의 상하
운동은 공진주기가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9는 실험을 통해 계측된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대 상하운
동응답 결과이다. 이 결과는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얻어 부유체와 
몰수체의 위상차가 고려되어 있다. 

Fig. 8에서 단일부유체의 공진 주기에서 수치해석 결과와 달
리 실험결과는 Peak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 Incident Wave

(b) Floating body heave displacement

(c) Submerged body heave displacement

(d) Relative heave displacement b/w two bodies
Fig. 7 Time series of respective measurement values

단일부유체의 각진 모서리 형상으로 인한 점성 감쇠의 영향이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일부유체의 공진주기(≈ )에서 몰수체 연결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부유체 상하운동응답은 약 87% 정도 감소하였다. 또, 
≈ 일 때 연결체 강성이 부유체 복원력의 1.0배이거나
(  ) 2.0배(  )인 경우에서 부유체 
상하운동응답이 단일 부유체보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몰수체의 영향으로 부유체의 공진주기가 장주기로 이동하여 나
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결체 강성이 클수록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결체 
강성이 상대적으로 강해짐에 따라 몰수체의 상호 운동이 부유체
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져 결과적으로 부유체의 운동이 전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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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heave RAO of floating body at 
  

Fig. 9 Comparison of relative heave RAO b/w floating and 
submerged body at   

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지배적이게 된다.
Fig. 9를 Fig. 8와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상대적으로 입사파 

파장이 짧은 단파영역에서 부유체-몰수체 상대운동(Fig. 9)이 작
음에도 부유체 운동(Fig. 8)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몰수체로 인해 전체 부유체의 부가질량이 증가하
여 부유체의 고유주기가 장파로 이동하여 단파영역에서 상하운
동응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입사파 파장이 부유체 폭의 4.7~7배 (≈∼ )인 
구간에서는 상대 운동이 크게 나타나고(Fig. 9) 이때 부유체 운동
은(Fig. 8) 단일 부유체 대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이 구간에서의 부유체 운동 감소의 주된 영향은 부유체-몰수
체의 상대운동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구
간에서 연결체 강성이 작을수록 상대운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입사파가 장파 영역인  ≥  에서는 
부유체-몰수체 상대 상하운동응답(Fig. 9)이 작으며 부유체의 운
동이(Fig. 8) 단일 부유체의 운동과 거의 동일하다.

Fig. 10 Comparison of heave RAO of floating body at 
  

Fig. 11 Comparison of heave RAO of floating body at 
  

  입사파가 단파인 경우(≈∼)도 부유체와 몰수체
가 같은 위상각을 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10는 몰수체 수직방향 면적이 부유체 수선 면적의 0.5배
일 때의 부유체 상하운동응답을 비교한 결과이고 Fig. 11는 같은 
조건에서 부유체-몰수체간 상대 상하운동응답 결과이다.

앞선 비교결과와 유사하게, Fig. 10과 Fig. 11에서 단파 영역
인 ≈∼에서는 부유체의 부가질량 증가로 인한 공
진주기 변화로 인해 부유체 상하운동이 감소하였고,  단일부유체 
공진주기인 ≈∼   에서 부유체 운동이 감소한 것
은 부유체-몰수체 상대운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사
파 조건이  ≥ 에서는 부유체와 몰수체가 상대운동 없이 
같은 위상으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에서, 연결체의 강성이 작을 때(  ) 단
일부유체 공진주기(≈)에서 단일부유체 대비 부유체 
상하운동응답이 약 87%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몰수
체 연결로 인해 부유체의 공진주기가 장주기로 이동하였으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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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d object tracking method flow chart 

3. 실험 결과 및 해석
부유체에 몰수체를 연결체 강성으로 연결함에 따라 부유체의 

파랑중 운동응답이 변화하게 되며, 두가지 몰수체 면적 조건에서 
연결체 강성이 부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
결체 강성을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결체 강성은 
부유체 복원력 강성의 0.5배, 1.0배 그리고 2.0배 인 경우로 나
누어 실험하였고, 연결체의 길이(LC)는 0.15 m로 세 가지 경우 
모두 같게 하였다 (Table 1 참고).

Fig. 7은 실험을 통해 측정한 시계열 자료이다. (a)는 규칙 입
사파이고, (b)는 부유체의 수직운동 변위, (c)는 몰수체의 수직운
동 변위 그리고 (d)는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대 운동변위를 나타
낸다. 설치된 모델 전방 6.5 m와 2 m, 후방 1.5 m 에 용량식 파
고계를 설치하여, 부유체 주변의 수면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1번 파고계로 생성된 입사파의 조건을 
확인하였고, 1번과 2번 파고계에서 얻은 시계열 자료의 차이를 
확인하여 반사파의 영향이 없는 정상 상태의 변위 값을 사용하였
다.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단일 부유체(Single) 운동해석은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의 포텐셜 유동을 기반으로 한 경계
요소법과 파랑 그린 함수법을 활용한 ANSYS AQWA의 계산결과
로, 부유체의 방사문제(Radiation problem)와 산란문제
(Diffraction problem)를 해석하여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을 계산
하였다.

Fig. 8은 몰수체의 수직방향 면적이 부유체 수선면적의 1.0배
일 때 연결체 강성의 변화에 따른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을 비교
한 결과이다. 단일 부유체(Single, 몰수체가 연결되지 않은 부유
체)의 상하운동응답은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 모두 비교하였
다. 단일 부유체의 운동에 비해 몰수체가 연결된 부유체의 상하
운동은 공진주기가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9는 실험을 통해 계측된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대 상하운
동응답 결과이다. 이 결과는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얻어 부유체와 
몰수체의 위상차가 고려되어 있다. 

Fig. 8에서 단일부유체의 공진 주기에서 수치해석 결과와 달
리 실험결과는 Peak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 Incident Wave

(b) Floating body heave displacement

(c) Submerged body heave displacement

(d) Relative heave displacement b/w two bodies
Fig. 7 Time series of respective measurement values

단일부유체의 각진 모서리 형상으로 인한 점성 감쇠의 영향이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일부유체의 공진주기(≈ )에서 몰수체 연결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부유체 상하운동응답은 약 87% 정도 감소하였다. 또, 
≈ 일 때 연결체 강성이 부유체 복원력의 1.0배이거나
(  ) 2.0배(  )인 경우에서 부유체 
상하운동응답이 단일 부유체보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몰수체의 영향으로 부유체의 공진주기가 장주기로 이동하여 나
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결체 강성이 클수록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결체 
강성이 상대적으로 강해짐에 따라 몰수체의 상호 운동이 부유체
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져 결과적으로 부유체의 운동이 전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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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heave RAO of floating body at 
  

Fig. 9 Comparison of relative heave RAO b/w floating and 
submerged body at   

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지배적이게 된다.
Fig. 9를 Fig. 8와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상대적으로 입사파 

파장이 짧은 단파영역에서 부유체-몰수체 상대운동(Fig. 9)이 작
음에도 부유체 운동(Fig. 8)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몰수체로 인해 전체 부유체의 부가질량이 증가하
여 부유체의 고유주기가 장파로 이동하여 단파영역에서 상하운
동응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입사파 파장이 부유체 폭의 4.7~7배 (≈∼ )인 
구간에서는 상대 운동이 크게 나타나고(Fig. 9) 이때 부유체 운동
은(Fig. 8) 단일 부유체 대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이 구간에서의 부유체 운동 감소의 주된 영향은 부유체-몰수
체의 상대운동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구
간에서 연결체 강성이 작을수록 상대운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입사파가 장파 영역인  ≥  에서는 
부유체-몰수체 상대 상하운동응답(Fig. 9)이 작으며 부유체의 운
동이(Fig. 8) 단일 부유체의 운동과 거의 동일하다.

Fig. 10 Comparison of heave RAO of floating body at 
  

Fig. 11 Comparison of heave RAO of floating body at 
  

  입사파가 단파인 경우(≈∼)도 부유체와 몰수체
가 같은 위상각을 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10는 몰수체 수직방향 면적이 부유체 수선 면적의 0.5배
일 때의 부유체 상하운동응답을 비교한 결과이고 Fig. 11는 같은 
조건에서 부유체-몰수체간 상대 상하운동응답 결과이다.

앞선 비교결과와 유사하게, Fig. 10과 Fig. 11에서 단파 영역
인 ≈∼에서는 부유체의 부가질량 증가로 인한 공
진주기 변화로 인해 부유체 상하운동이 감소하였고,  단일부유체 
공진주기인 ≈∼   에서 부유체 운동이 감소한 것
은 부유체-몰수체 상대운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사
파 조건이  ≥ 에서는 부유체와 몰수체가 상대운동 없이 
같은 위상으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에서, 연결체의 강성이 작을 때(  ) 단
일부유체 공진주기(≈)에서 단일부유체 대비 부유체 
상하운동응답이 약 87%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몰수
체 연결로 인해 부유체의 공진주기가 장주기로 이동하였으나, 장

99



- 7 -

파영역에서 단일 부유체에 비해 상하운동이 크지 않았다. 이는 
몰수체 형상이 사각 도넛형 모양으로 설계되어 몰수체 면적에 비
해 항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몰수체 두께가 증가하
여 수직 방향 Rod와의 간섭이 증가하여 부유체 운동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에서 단파영역에서 연결체 강성이 부유체 복원력의 
1.0배와 2.0배에서 부유체 운동응답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유체 
부가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연결체 강성이 일정크기 이상이면 
부유체의 공진주기로 부터 멀어져 부유체-몰수체 상호작용의 영
향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식 (4)를 참고하여 보면, 몰수체 면적이 
작을수록 연결체 강성 변화가 부유체-몰수체 상호작용에 의한 
공진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Fig. 10의   인 구간에서 부유체 운동과 Fig. 11의 
상대운동을 비교해 보면 연결체 강성이 증가할 수 록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이 증가하여 1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에서 ≈,   일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입사파 
파장에서, 연결체 강성이 작을 때 (  ) 상대운동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결체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몰수체
의 거동에 대한 부유체의 영향이 증가하여, 부유체-몰수체의 상
호작용이 줄어들어 부유체의 거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단파 영역에서 몰수체의 면적비에 관계없이 부유체 운동은 연
결체의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결체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 부유체의 상하
운동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 

일 때   인 몰수체 면적 조건에서 부유체의 상하운
동이 최대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몰수체 면적이 
  에서 최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연결체 강성이 
상대적으로 클 때는   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로 부터 몰수체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상하
운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사파 파장
이 단파일 때 몰수체와 부유체의 상대운동이 크지 않아도 부유체
의 상하운동을 상당히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몰수체의 면적과 연결체 강성을 조절함에 따라 목표 입사파 주기
에서 부유체의 상하운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다목적 부유식 구조물에 발생하는 상하동요를 제어

하기 위하여 몰수체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상하운동을 저감시키
기 위한 유체 동역학적 기초 연구로서, 부유체와 몰수체의 운동 
원리를 적용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부유체의 상
하 운동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차원 조파 수조에서 두 가지 몰수체의 면적(  

와    )과 세 가지 연결체 강성(  , 

   그리고   )에 대하여 각 입사파 
조건에 따른,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을 계측하여 각 조건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연결체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유체-몰수
체 상호작용에 의한 연성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작아져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이 단파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유체
의 부가질량 증가로 인해 입사파가 단파일 때에 부유체-몰수체 
상대운동 크기와 무관하게 부유체 상하운동 감쇠가 일어났다. 따
라서, 부유체-몰수체의 상대운동 크기가 반드시 부유체 운동저감
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특정 입사파 조건에서는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몰수체의 면적이 부유체 수선면적의 0.5배이고, 연결체 강성
이 부유체 상하 복원력강성의 0.5배일 때  단일부유체의 공진주
기 부근에서 단일부유체 상하운동응답에 비해 부유체의 상하운
동응답이 약 87%까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연결체 강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  와 
  )에는 몰수체의 부가질량이 클수록
(   ) 부유체 운동이 약 30%정도 더 감소되었다. 따
라서, 연결체 강성이 강한 경우에 몰수체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
이 부유체 운동 감쇠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부유체-몰수체의 이자유도계 시스템에 몰수체 
면적과 연결체 강성의 영향 파악을 통해, 부유체 운동 저감을 위
한 최적의 조건을 산정할 수 있었고, 목표 입사파 주기에서 부유
체 상하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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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영역에서 단일 부유체에 비해 상하운동이 크지 않았다. 이는 
몰수체 형상이 사각 도넛형 모양으로 설계되어 몰수체 면적에 비
해 항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몰수체 두께가 증가하
여 수직 방향 Rod와의 간섭이 증가하여 부유체 운동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에서 단파영역에서 연결체 강성이 부유체 복원력의 
1.0배와 2.0배에서 부유체 운동응답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유체 
부가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연결체 강성이 일정크기 이상이면 
부유체의 공진주기로 부터 멀어져 부유체-몰수체 상호작용의 영
향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식 (4)를 참고하여 보면, 몰수체 면적이 
작을수록 연결체 강성 변화가 부유체-몰수체 상호작용에 의한 
공진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Fig. 10의   인 구간에서 부유체 운동과 Fig. 11의 
상대운동을 비교해 보면 연결체 강성이 증가할 수 록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이 증가하여 1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에서 ≈,   일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입사파 
파장에서, 연결체 강성이 작을 때 (  ) 상대운동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결체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몰수체
의 거동에 대한 부유체의 영향이 증가하여, 부유체-몰수체의 상
호작용이 줄어들어 부유체의 거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단파 영역에서 몰수체의 면적비에 관계없이 부유체 운동은 연
결체의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결체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 부유체의 상하
운동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 

일 때   인 몰수체 면적 조건에서 부유체의 상하운
동이 최대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몰수체 면적이 
  에서 최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연결체 강성이 
상대적으로 클 때는   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로 부터 몰수체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상하
운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사파 파장
이 단파일 때 몰수체와 부유체의 상대운동이 크지 않아도 부유체
의 상하운동을 상당히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몰수체의 면적과 연결체 강성을 조절함에 따라 목표 입사파 주기
에서 부유체의 상하운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다목적 부유식 구조물에 발생하는 상하동요를 제어

하기 위하여 몰수체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상하운동을 저감시키
기 위한 유체 동역학적 기초 연구로서, 부유체와 몰수체의 운동 
원리를 적용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부유체의 상
하 운동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차원 조파 수조에서 두 가지 몰수체의 면적(  

와    )과 세 가지 연결체 강성(  , 

   그리고   )에 대하여 각 입사파 
조건에 따른,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하운동을 계측하여 각 조건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연결체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유체-몰수
체 상호작용에 의한 연성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작아져 부유체의 
상하운동응답이 단파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유체
의 부가질량 증가로 인해 입사파가 단파일 때에 부유체-몰수체 
상대운동 크기와 무관하게 부유체 상하운동 감쇠가 일어났다. 따
라서, 부유체-몰수체의 상대운동 크기가 반드시 부유체 운동저감
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특정 입사파 조건에서는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몰수체의 면적이 부유체 수선면적의 0.5배이고, 연결체 강성
이 부유체 상하 복원력강성의 0.5배일 때  단일부유체의 공진주
기 부근에서 단일부유체 상하운동응답에 비해 부유체의 상하운
동응답이 약 87%까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연결체 강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  와 
  )에는 몰수체의 부가질량이 클수록
(   ) 부유체 운동이 약 30%정도 더 감소되었다. 따
라서, 연결체 강성이 강한 경우에 몰수체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
이 부유체 운동 감쇠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부유체-몰수체의 이자유도계 시스템에 몰수체 
면적과 연결체 강성의 영향 파악을 통해, 부유체 운동 저감을 위
한 최적의 조건을 산정할 수 있었고, 목표 입사파 주기에서 부유
체 상하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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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FOWT) become the most 
feasible solution for deeper sea water. A moored FOWT in a sea is 
subjected to second-order wave forces as well as to linear wave forces.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s of second-order difference-frequency 
excitation forces acting on a 5MW wind turbine supported by a semi-
submersible platform and three catenary mooring lines. FAST code, 
which was developed by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was used to modeling aerodynamics, hydrodynamic forces, 
mooring restoring force, flexible of blade and tower, and control. 
Hydrodynamic coefficients for radiation added mass and damping, 
hydrostatic forces, first-order and second-order wave excitation forces 
are obtained from UOU in-house codes.  
The semisubmersible FOWT model was built with a 1/80 scale ratio 
tested in various sea states, including rotating rotor effect with wind in 
the Ocean Engineering Wide Tank of the University of Ulsan(UOU). 
The results of the model test were compared with the numerical 
simulation. It shows that second-order wave loads have significant 
effect to the wind turbine responses around surge and pitch natural 
frequencies.  
 
KEY WORDS:  Model test; 2nd-order wave load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OC4 semi-submersible  
 
NOMENCLATURE 
ρ mass density of water kg/m3 
g                     gravity constant m/s2 
W.L.  Water Line  
ζ𝑟𝑟𝑟𝑟𝑟𝑟  relative wave elevation  m 

�⃗�𝑛 0  outward pointing normal vector -  
dl     element of the water line contour    m 
S wetted surface of the hull  m2 
dS  surface element of the wetted hull   m2 
φ velocity potential  m2/s 
𝐹𝐹 2 second-order wave forces  kN 
M  mass matrix of the body  t, tm, tm2 
t  time s 
X 6 component vector with positions of origin point 

Ẍ second time derivative of vector X m⋅s−2, rad.s−2 
Ω  angular motion vector  rad 
ωj j-th wave frequency  rad/s 
 
INTRODUCTION 
 
A large number of offshore wind farms with fixed foundations have 
been installed in Europe, China, and Japan with relatively state-of-the-
art techniques. However the installation of floating wind farms in deep 
water is encouraged because of the stronger and steadier winds and the 
economic potential. Compared with a fixed foundation;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may sustain more complicated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ing stochastic winds and waves. It 
needs the simulation tools which have capability for modeling the fully 
coupled aero-servo-elastic- hydro response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Most tools include first order hydrodynamic loads; however, a 
semisubmersible platform which is moored by a catenary mooring 
system has large effect of second-order hydrodynamic loads. At the 
difference-frequencies of the incident wave components, FOWT 
system responses are able to large oscillations around natural frequency 

 

of the system. To study the second-order effect to a semisubmersibl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the semisubmersible of the Offshore 
Code Comparison Collaboration Continuation (OC4) project, which 
operated under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Wind Task 30, was 
built in 1/80 scaled ratio for model test in UOU (Shin et al, 2013). The 
computer program FAST has developed by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was used to simulation full complex wind 
turbine system, including second-order hydrodynamics (Duarte & 
Sarmeto, 2014) . This paper shows the comparison of the FOWT 
responses in several irregular waves between model test and simulation.  
 
 
NUMERICAL SIMULATION  
 
UOU in-house codes including radiation and diffraction solvers are 
used for generating the hydrodynamic added-mass, radiation wave 
damping and first and second order wave-excitation loads. All these 
hydrodynamics coefficients was generated in the WAMIT format to 
input the FAST code.  
Based on Pinkster, the second-order wave loads can be split up to 
following components: 
 
𝐹𝐹 2 =  − 1

2 𝜌𝜌𝜌𝜌 ∫ ζ(1)𝑟𝑟𝑟𝑟𝑟𝑟
2 . �⃗�𝑛 0. 𝑑𝑑𝑑𝑑 ⃗⃗ ⃗⃗    𝑊𝑊𝑊𝑊                                  (I) 

            + 12 𝜌𝜌∬ ∇𝜑𝜑(1)..𝑆𝑆 ∇𝜑𝜑(1). �⃗�𝑛 0𝑑𝑑𝑑𝑑                          (II)  

            +∬ 𝜌𝜌𝑋𝑋(1). ∇
𝜕𝜕𝜕𝜕(1)

𝜕𝜕𝜕𝜕𝑆𝑆 . �⃗�𝑛 0𝑑𝑑𝑑𝑑                               (III)    
+         Ω ⃗⃗  ⃗ × 𝑀𝑀. 𝑋𝑋1̈                                            (IV)  
− 𝜌𝜌∬ 𝜕𝜕𝜕𝜕(2)

𝜕𝜕𝜕𝜕 . �⃗�𝑛 0𝑑𝑑𝑑𝑑                                          (V)   
 
                                    
Subscript (1) denotes the first order and (2) denotes of the second order 
quantity. As can be seen that components I to IV are quadratic 
contributions of the first-order solution, they can be fully determined 
from the first-order solution. The fifth component relates to the second-
order velocity potential was ignore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MODEL PROPERTIES 
 
The scaled model test of OC4 semi-submersible platform was carried 
out at the Ocean Engineering Wide Tank, UOU which has 30 m in 
length, 20 m in width and 2.5 m in water depth (Fig. 1). 
 

 
Fig. 1 Ocean Engineering Wide Tank, UOU 
 
Table 1 shows properties of the OC4 semi-submersible. All of the 

properties were scaled down due to the limit of water depth. KG test 
was performed in order to check the scaled-down platform properties 
(Table 2). Properties of mooring lines are shown in table 3.  
Table 1 OC4 semi-submersible properties 

Description Unit Prototype Model(1:80) 

Water depth m 200 2.5 

Turbine power MW 5 - 

Rotor mass kg 110,000 0.215 

Hub mass kg 56,780 0.111 

Blade mass kg 17,740 0.035 

Nacelle mass kg 240,000 0.469 

Tower height m 77.6 0.97 

Tower mass kg 249,718 0.488 

Tower top diameter m 3.87 0.048 

Tower base diameter m 6.5 0.081 

Platform length m 32 0.4 

Base column diameter m 24 0.3 

Upper column diameter m 12 0.15 

Main column diameter m 6.5 0.081 

Platform mass kg 13,473,000 26.314 
 
Table 2  

Description Unit Full scale Target 
(1:80) Measured Difference 

Platform 
mass kg 13,473E3 26.31 25.78 -2.031 % 

Roll inertia kg∙m2 6.827E9 2.083 2.01 -3.505 % 

Pitch 
inertia kg∙m2 6.827E9 2.083 2.01 -3.505 % 

KG m 6.54 0.082 0.083 1.529 % 

 
Table 3 Mooring line properties  

Description Unit Prototype Model 

Number of mooring lines - 3 3 

Depth to fairleads below SWL m 14 0.175 

Un-stretched length m 835.5 10.444 

Mooring line diameter m 0.0766 0.001 

Equivalent mass density kg/m 113.35 0.0177 

Equivalent weight in water N/m 108.63 0.017 

Equivalent extensional stiffness N 753.6E6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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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FOWT) become the most 
feasible solution for deeper sea water. A moored FOWT in a sea is 
subjected to second-order wave forces as well as to linear wave forces.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s of second-order difference-frequency 
excitation forces acting on a 5MW wind turbine supported by a semi-
submersible platform and three catenary mooring lines. FAST code, 
which was developed by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was used to modeling aerodynamics, hydrodynamic forces, 
mooring restoring force, flexible of blade and tower, and control. 
Hydrodynamic coefficients for radiation added mass and damping, 
hydrostatic forces, first-order and second-order wave excitation forces 
are obtained from UOU in-house codes.  
The semisubmersible FOWT model was built with a 1/80 scale ratio 
tested in various sea states, including rotating rotor effect with wind in 
the Ocean Engineering Wide Tank of the University of Ulsan(UOU). 
The results of the model test were compared with the numerical 
simulation. It shows that second-order wave loads have significant 
effect to the wind turbine responses around surge and pitch natural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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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 large number of offshore wind farms with fixed foundations have 
been installed in Europe, China, and Japan with relatively state-of-the-
art techniques. However the installation of floating wind farms in deep 
water is encouraged because of the stronger and steadier winds and the 
economic potential. Compared with a fixed foundation;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may sustain more complicated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ing stochastic winds and waves. It 
needs the simulation tools which have capability for modeling the fully 
coupled aero-servo-elastic- hydro response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Most tools include first order hydrodynamic loads; however, a 
semisubmersible platform which is moored by a catenary mooring 
system has large effect of second-order hydrodynamic loads. At the 
difference-frequencies of the incident wave components, FOWT 
system responses are able to large oscillations around natural frequency 

 

of the system. To study the second-order effect to a semisubmersibl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the semisubmersible of the Offshore 
Code Comparison Collaboration Continuation (OC4) project, which 
operated under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Wind Task 30, was 
built in 1/80 scaled ratio for model test in UOU (Shin et al, 2013). The 
computer program FAST has developed by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was used to simulation full complex wind 
turbine system, including second-order hydrodynamics (Duarte & 
Sarmeto, 2014) . This paper shows the comparison of the FOWT 
responses in several irregular waves between model test and simulation.  
 
 
NUMERICAL SIMULATION  
 
UOU in-house codes including radiation and diffraction solvers are 
used for generating the hydrodynamic added-mass, radiation wave 
damping and first and second order wave-excitation loads. All these 
hydrodynamics coefficients was generated in the WAMIT format to 
input the FAST code.  
Based on Pinkster, the second-order wave loads can be split up to 
following components: 
 
𝐹𝐹 2 =  − 1

2 𝜌𝜌𝜌𝜌 ∫ ζ(1)𝑟𝑟𝑟𝑟𝑟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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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t (1) denotes the first order and (2) denotes of the second order 
quantity. As can be seen that components I to IV are quadratic 
contributions of the first-order solution, they can be fully determined 
from the first-order solution. The fifth component relates to the second-
order velocity potential was ignore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MODEL PROPERTIES 
 
The scaled model test of OC4 semi-submersible platform was carried 
out at the Ocean Engineering Wide Tank, UOU which has 30 m in 
length, 20 m in width and 2.5 m in water depth (Fig. 1). 
 

 
Fig. 1 Ocean Engineering Wide Tank, UOU 
 
Table 1 shows properties of the OC4 semi-submersible. All of the 

properties were scaled down due to the limit of water depth. KG test 
was performed in order to check the scaled-down platform properties 
(Table 2). Properties of mooring lines are shown in table 3.  
Table 1 OC4 semi-submersible properties 

Description Unit Prototype Model(1:80) 

Water depth m 200 2.5 

Turbine power MW 5 - 

Rotor mass kg 110,000 0.215 

Hub mass kg 56,780 0.111 

Blade mass kg 17,740 0.035 

Nacelle mass kg 240,000 0.469 

Tower height m 77.6 0.97 

Tower mass kg 249,718 0.488 

Tower top diameter m 3.87 0.048 

Tower base diameter m 6.5 0.081 

Platform length m 32 0.4 

Base column diameter m 24 0.3 

Upper column diameter m 12 0.15 

Main column diameter m 6.5 0.081 

Platform mass kg 13,473,000 26.314 
 
Table 2  

Description Unit Full scale Target 
(1:80) Measured Difference 

Platform 
mass kg 13,473E3 26.31 25.78 -2.031 % 

Roll inertia kg∙m2 6.827E9 2.083 2.01 -3.505 % 

Pitch 
inertia kg∙m2 6.827E9 2.083 2.01 -3.505 % 

KG m 6.54 0.082 0.083 1.529 % 

 
Table 3 Mooring line properties  

Description Unit Prototype Model 

Number of mooring lines - 3 3 

Depth to fairleads below SWL m 14 0.175 

Un-stretched length m 835.5 10.444 

Mooring line diameter m 0.0766 0.001 

Equivalent mass density kg/m 113.35 0.0177 

Equivalent weight in water N/m 108.63 0.017 

Equivalent extensional stiffness N 753.6E6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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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P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추정
오진안(울산대), 이진태(울산대), 박인규(울산대)

An Estimation of Wave Loads on the FLP for LSRU
Jin-An Oh(University of Ulsan), Jin-Tae Lee(University of Ulsan), 

In-Kyu Park(University of Ulsan)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FLP(Floatable Legged Platform)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FLP는 새로운 형태의 액화천연
가스 저장 그리고 재기화 설비이다. FLP는 액화천연가스를 필요로 하지만 기반설비가 부족한 작은 도시의 해안가에 위치한다. 
FLP는 caisson(ballast tank), legs, topside,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FLP에는 파랑, 바람 그리고 조류, 3가지의 환경하중이 작용한다. 그 중 파랑하중이 가장 크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FLP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경험식과 수치해석을 사용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
랑하중 계산을 위해 제안된 많은 방법 중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추정을 위해 제안된 Goda의 방법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수치해석의 방법으로는 경계적분법(BIM)을 사용 하였다. 제안한 방법들의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Keywords : Wave loads(파랑하중), FLP, BIM(경계적분법), Goda’s formular(Goda의 식)

1. 서 론
요즘 액화천연가스는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

만 기반설비가 부족한 작은 도시에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은 도시의 해안가에 위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 FLP(Floatable Legged 
Platform)에 대해 소개하고 FLP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의 추정 방
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FLP는 caisson(ballast tank), legs 그리고 top-side의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General arrangement of proposed FLP

Caisson은 ballast를 위한 직사각형 박스형태의 몰수체이다. 
Top-side는 액화천연가스 저장설비, 재기화 설비 그리고 기계실
로 구성되어 있다. Leg는 caisson과 top-side를 연결하는 직사
각형의 수직 기둥이다. FLP의 caisson이 약 15m 해저에 잠겨 있
어 자유표면 위의 윤곽선 모양이 잠수식 또는 중력식 구조물의 
형태처럼 보인다.

FLP에는 파랑, 바람, 그리고 조류의 3가지 환경하중이 작용하
고 있고, 그중 파랑하중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파라하중의 추정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나머지 환경하중의 
추정에 대해선 추후 고려하기로 한다.

FLP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을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택
하였다. 경험식에 의한 방법과 수치해석법에 의한 방법이다. 

먼저 파랑하중 추정을 위해 제안된 많은 경험식들[1] 중 
Goda[3]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Goda[3]가 제안한 방법
은 수직 caisson 또는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을 추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어서 파랑하중 추정을 위한 수치해석법은 2-d BIM, 3-d 
HOBEM, 그리고 CFD 등이 고려되었다. 그중 잘 알려진 2-d 
BIM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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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ymbol Numbers
Significant wave height (m)  9.0
Modal wave period (sec)  14.0

Equivalent regular wave period (sec) T 14.0
Water depth (m) d 15.0

Table 1 Design wave conditions 

2. 파랑하중의 추정
FLP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설비이고 설치 실적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Table 1에 보인바와 같이 가혹한 환경조건을 설정하여 파
랑하중을 추정하였다.[4]

Caisson은 큰 구조물로 diffraction theory가 적용 되어야 한
다. 반면 leg는 가느다란 형태의 구조물로 Morison 방정식을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1 Leg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부재의 법선방향 유체의 속도와 가속도 변화를 무시할 수 있

을 만큼 부재의 단면적이 충분히 작다면 파랑하중은 Morison 방
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Morison 방정식은 가속도에 비례하는 관성항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력항의 합으로 표현되고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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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 = fluid particle velocity(m/s)


 = fluid particle acceleration()
V = cross sectional area()
A = diameter or typical cross-sectional dimension(m)
ρ = mass density of fluid()
 = drag coefficient
 = inertia coefficient

2.2 Caisson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2.2.1 경험식(Goda’s formular)

Goda는 제안한 파랑하중 추정식은 Fig. 2에 보인바와 같이 
수직방파제(caisson)를 설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3].

설계파고, 는 주어진 파랑조건 하의 가장 높은 파고이다. 
는 1.8 또는  보다 작고, 이는 파고 한계이다. 는 설
비의 설치 위치가 아니라 설비에서 심해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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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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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deep water wave length
tan  = mean gradient of sea bottom
 = offshore water depth at a distanc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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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aisson front wall

Fig. 2 Vertical breakwater and pressure for Goda’s 
formular

수직벽의 전면에 작용하는 파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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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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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파압이 작용하는 높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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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파압식에 의하여 총파압과 caisson 하단에 관한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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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총양압력과 caisson의 하단에 관한 모멘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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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고 여기서 B 는 caisson 저면의 폭이다.

2.2.2 수치해석
본 논문에서는 경계적분법 기반의 상용 프로그램  WAMIT을 

사용하였다. WMIT은 동수압, 하중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을 추정
하는 것이다. 유체의 흐름은 이상유체 포텐셜이라고 가정한다. 
자유표면과 물체 경계조건은 선형이다.[6] 

직교좌표계(x, y, z)는 Fig. 3과 같이 정의 되고, z 축은 위쪽
을 양의 방향으로 한다. 물체는 물체좌표계에 의해 정의 되고, 
입사파는 전좌표계에 의해 정의된다.

Fig. 3 Definition the global coordinates(X, Y, Z), body 
coordinates(x, y, z), and wave-heading angle β

Velocity potential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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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the frequency of the regular incident wave in the 

linear analysis
 = time

Green의 정리를 사용하여 velocity potential을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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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Green function at the point   

 = 1 to 6, six degree of freedom

Radiation potential()과 scattering potential()는 식(20)
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Diffraction에 대해서는 더 간소화된 
적분 방정식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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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Diffraction potential
 = 


    = Incident wave 

potential

수식의 오른쪽 편을 더 간소화 하고, 입사파를 해에 포함 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갖지만, 물체에 의한 산란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입사파의 지배적인 역할로 인해 일부 정확성이 손실 
될 수 있다.

Diffraction potential을 얻으면 다음과 같은 선형화된 비정상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물체 표면의 압력을 추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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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모멘트는 물체 표면의 압력을 적분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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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ymbo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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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regular wave period (sec) 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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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Air Gun 내충격 응답해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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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Gab Lee, Jae-Seok Lee, Ji-Hoon Park, and Tae-Young Jung(KMOU, Marine Safety Technology)

요 약

수중폭발 내충격 응답에 폭약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환경 파괴 등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폭약 대체 
에너지원으로 Air Gun 충격 시스템(shock system)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r Gun 충격파의 특성과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한 Air Gun 충격 실험 결과와 내충격 응답 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의 고도 정밀 M&S 
시스템을 이용하여 Air Gun의 폭발 메카니즘과 특성을 분석하고 충격파의 특성과 거동을 Air Gun 충격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
여 Air Gun의 충격 실험을 대체할 내충격 응답해석 기법을 검증하고자 한다.

Keywords : 수중폭발 내충격 응답(Underwater Explosion Shock Response),  폭약 대체 에너지원(Explosive Alternative Energy Source), Air 
Gun 충격 시스템(Shock System),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법(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analysis technology), 고도 정밀 M&S 시스템
(Highly advanced M&S System), 검증(Verification)

빙 충돌 해석법에 의한 빙해 선박의 안전운항속도 추정
노인식(충남대), 임승재(충남대), 류재원(충남대), 김성찬(인하공전)

Safe Speed Assessment for Arctic Vessel by Ice-Ship Collision 
Analysis

In Sik Nho, Seung Jae Lim, Jae Won Ry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ng Chan Kim (Inha Technical College)

요 약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손상은 주로 빙 두께, 밀집도 등 해역의 빙 환경에 비하여 선체의 강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속도로 항주할 때 발생한다. 캐나다, 러시아 등 북극해를 끼고 있는 빙해연안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자국의 동계 물류 문제 때문
에 오랜 빙해역 운항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경험적인 안전속도 결정 방법을 확립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이러한 경험과 D/B 축적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선박의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 운항
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인다. 즉 정밀 비선형 유한요소법에 기반하는 해석적 기
술을 바탕으로 빙 충돌 시 선체의 안전성 및 손상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극지 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속도(Safe Speed) 예측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빙 충돌 시 빙-선체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빙 하중은 빙의 재료적 특성과 빙-선체 충돌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빙해선박의 안전속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
을 고찰하고 여러 가지 빙 충돌 시나리오에 대하여 실제 선박의 빙 충돌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속도를 결정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Keywords : Safe Speed(안전속도), Ice collision simulation(빙 충돌 시뮬레이션), Sea ice(해빙), Strain rate effect(변형도 속도 효과), 
LS-DYNA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의 얼음 해빙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북극해에는 2년 이상의 다년빙이
의 비율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8년 들어 다년빙
이 30%미만으로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기간과 수역이 증가하고 있다. 북극항
로는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간의 교역 시 기존의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남방항로보다 약 7000km의 운항거리와 10일의 운항일
수를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북극에는 전 세계 석유, 가스 매장
량의 20~25%가 묻혀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막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상 후퇴의 영향으로 북극해 항로의 활
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북극해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두꺼운 얼음으로 덮혀있다. 얼음과 빙해역이라는 극한 환경
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하고 물자 보급 및 수송을 원활하게 진행
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플랜트기술, 항행정보 기술의 발전이 필요
한 상황이다.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바다위에 떠다니는 해빙과의 충돌상황이다. 극지를 
운항하는 선박은 기본적으로 내빙설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과도
한 선속을 유지하다 해빙과의 충돌로 인해 손상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는 기상과 빙상(ice condition)을  고려한 운항 안전속도(Safe 
Speed)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속도는 계절적 지역적 빙상에 
따르는 선박의 추진 성능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선박의 
구조적강도 특성 역시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빙 충돌 시나리오에 따라 빙과 선체의 상호작용과 구조적 안전성
과 손상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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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속을 유지하다 해빙과의 충돌로 인해 손상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는 기상과 빙상(ice condition)을  고려한 운항 안전속도(Safe 
Speed)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속도는 계절적 지역적 빙상에 
따르는 선박의 추진 성능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선박의 
구조적강도 특성 역시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빙 충돌 시나리오에 따라 빙과 선체의 상호작용과 구조적 안전성
과 손상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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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지만 겨울철에 바다가 
얼지 않아 원천적으로 실선 시험이나 현장 계측 연구를 진행하기
에는 근본적인 환경적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빙해역 국
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험과 database에 바탕을 둔 접근 방법
을 우리가 그대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는 선박의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해석적 방법이 최선이라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선종
(ice class), 규모 등 운항 선박의 특성과 해역의 빙상 환경을 고
려하여 빙 충돌 시 선체의 안전성 및 손상 가능성을 평가함으로
써 빙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 속도(Safe Speed) 예측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인 빙-선체 충돌 해석의 
표준 절차를 개발하여 선박의 안전 속도를 예측 및 평가하는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안전 속도
극지방을 운항하는 선박의 손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는 빙해역의 상태(빙 두께, 빙 강도, 빙 집적도)이다. 
두 번째는 선박의 구조특성(선체 형상, 선체 구조배열)이다. 마지
막으로 운항조건(속도, 조종성능)이다. 이 요인들 중 가장 큰 요
인은 선박의 운항속도이다. 빙해역에서 선박이 손상되는 사례는 
대부분 과도한 운항속도를 유지하여 운항하다 해빙과의 충돌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빙해역의 항해
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해속도(safe speed)
를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전속도의 개념은 Fig.1에 잘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attainable speed는 선박의 쇄빙성능과 엔진 power에 따라 결정
되는 운항 가능한  최대 선속으로 빙 저항 성능으로부터 결정된
다. 여기에 빙 충돌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제한조
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항해 속도를 
critical state curves라고 하며 critical state curves가 attainable 
speed 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채색된 영역이 안전속도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안정운항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해빙의 두께, 빙의 강도, 해류 기온, 풍속 등 기상자료와 함께 
선박의 쇄빙 성능을 감안하여 결정해야하는데 선체구조의 안전
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Fig.1 Sketch of safe speed diagram (Dolny et al, 2013)

3. 빙 충돌 해석에 의한 안전속도 추정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선수부 측면에 해빙이 충돌하는 과정을 

상용 비선형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정밀하
게 해석하고 선체 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안전 속도를 결
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3.1 빙-선체 충돌 시나리오

빙해역에서는 항행하는 선박은 선속, 조류와 바람에 의한 해
빙의 움직임, 빙의 형상에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매우 다양한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조류나 바람에 
의한 영향은 무시하였고,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로를 항해하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빙 충돌 상황으로서 산재하는 빙반(ice floe)
들이 선수 측면(shoulder)에 충돌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여러 가지 형상과 크기의 빙반을 다룰 예정이나 여기서는 2 종류
의 직사각형 형상 빙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선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사용하였고 선속을 1노트부터 5노
트의 속도까지 1노트씩 증가시키면서 5 가지의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3.2 빙의 재료 특성치

빙하중은 기본적으로 빙과 구조물이 충돌할 때 발생되는 상호
작용에 기인하므로 빙의 강도 및 파괴특성에 크게 좌우된다. 빙
의 재료특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하게 변화한다. 대체로 
낮은 변형도 속도에서는 연성거동, 높은 변형도 속도에서는 취성
거동을 보이는 변형도 속도 의존적 특성은 빙의 전형적인 재료 
특성이다. 

LS-DYN에는 여러 가지 재료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구
성방정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빙의 재료특성은 현재 
상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료 모델로는 구현하기가 어
려운 매우 복잡한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빙의 독특한 재료특성
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빙의 거동을 기본적으로 단순한 탄소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빙해역의 수로에서 만나는 평탄한 빙반은 대
부분 해수가 결빙된 1년생 빙이므로 먼저 Table 1에 해빙의 기본
적인 물성치를 정리하였다. 빙의 항복조건으로는 인장과 압축 시 
다른 항복응력을 적용할 수 있는 Drucker–Prager 조건을 적용하
였다. Drucker-Prager 항복조건은 Fig.2와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항복면이 원뿔 형상으로 나타나며,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으로부터 얻어지는 마찰각()과 cohesion(d)등 두 개의 변
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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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modulus 

Density 

Poisson’s ratio 

Cohesion value 

Angle of friction ∘

Failure surface shape parameter 

Dilation angle ∘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ea ice

Table 2 Parameters for Drucker-Prager yield condition

Fig.2 Linear Drucker-Prager material model 
(meridional plane)

Fig.3 yield surface of Drucker-Prager mater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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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판의 파괴거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Drucker-Prager 항복조
건과 함께 LS-DYNA의 ADD-EROSION 기능을 적용하였다. 
ADD-EROSION에서는 응력, 압력, 변형도를 파괴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변형도를 파괴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하나의 빙 요소가 파괴 변형도에 이르면 파괴되어 소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해서 해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SAFE ICE report vol.II (Kujala et al. 2007)을 
참고하여 Drucker-Prager 항복조건에 사용된 계수를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파괴변형도를 0.007806로 두고 해석하였다. 

3.3 구조해석 모델링

대상선인 아라온호의 선수구조를 모델링하였다. 해석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빙 충돌이 이루어지는 선수부를 중심으로 일부만
을 고려하였다. 해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빙반이 충돌하는 
위치는 다른 부위에 비해 작은 요소로 분할하였다. 선체 구조 재
료는 경화현상을 무시하고 항복응력 285MPa 의 탄성-완전소성
(elastic perfect plastic)재료로 간주하였다. 

선체에 충돌하는 빙반은 폭 5m, 길이 10m, 두께 1m 와 폭 
10m, 길이 20m, 두께 1m인 2 종류의 직육면체 형상을 고려하였
으며 Fig.4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선수 shoulder와 충돌하여 파
괴되는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작은 요소로 분할하여 해석 정
도를 높이고 해석시간을 단축시켰다. 빙반을 둘러싸고 있는 해수
의 효과는 막대한 계산시간이 필요한 유탄성 해석법 보다는 현실
적 대안으로서 빙판의 아랫면에 비선형 스프링을 배치하여  부력
효과를 구현하고, 각 빙반 형상에 대한 부가수 질량을 간이식으
로 계산하여 고려하는 간편한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Nho 
et al, 2016). 선수부 모델의 후면에 일정한 전진속도를 강제적으
로 유지하였으며, Fig.5에서 선수부 측면과 빙반이 충돌하는 시
나리오에 대한 모델링을 보였다. 이때 빙반은 별다른 경계조건 
없이 자유롭게 부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Fig.4 FE modeling of 2 ice floes

Fig.5 Modeling of ship – ice flo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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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지만 겨울철에 바다가 
얼지 않아 원천적으로 실선 시험이나 현장 계측 연구를 진행하기
에는 근본적인 환경적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빙해역 국
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험과 database에 바탕을 둔 접근 방법
을 우리가 그대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는 선박의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해석적 방법이 최선이라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선종
(ice class), 규모 등 운항 선박의 특성과 해역의 빙상 환경을 고
려하여 빙 충돌 시 선체의 안전성 및 손상 가능성을 평가함으로
써 빙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 속도(Safe Speed) 예측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인 빙-선체 충돌 해석의 
표준 절차를 개발하여 선박의 안전 속도를 예측 및 평가하는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안전 속도
극지방을 운항하는 선박의 손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는 빙해역의 상태(빙 두께, 빙 강도, 빙 집적도)이다. 
두 번째는 선박의 구조특성(선체 형상, 선체 구조배열)이다. 마지
막으로 운항조건(속도, 조종성능)이다. 이 요인들 중 가장 큰 요
인은 선박의 운항속도이다. 빙해역에서 선박이 손상되는 사례는 
대부분 과도한 운항속도를 유지하여 운항하다 해빙과의 충돌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빙해역의 항해
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해속도(safe speed)
를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전속도의 개념은 Fig.1에 잘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attainable speed는 선박의 쇄빙성능과 엔진 power에 따라 결정
되는 운항 가능한  최대 선속으로 빙 저항 성능으로부터 결정된
다. 여기에 빙 충돌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제한조
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항해 속도를 
critical state curves라고 하며 critical state curves가 attainable 
speed 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채색된 영역이 안전속도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안정운항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해빙의 두께, 빙의 강도, 해류 기온, 풍속 등 기상자료와 함께 
선박의 쇄빙 성능을 감안하여 결정해야하는데 선체구조의 안전
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Fig.1 Sketch of safe speed diagram (Dolny et al, 2013)

3. 빙 충돌 해석에 의한 안전속도 추정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선수부 측면에 해빙이 충돌하는 과정을 

상용 비선형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정밀하
게 해석하고 선체 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안전 속도를 결
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3.1 빙-선체 충돌 시나리오

빙해역에서는 항행하는 선박은 선속, 조류와 바람에 의한 해
빙의 움직임, 빙의 형상에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매우 다양한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조류나 바람에 
의한 영향은 무시하였고,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로를 항해하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빙 충돌 상황으로서 산재하는 빙반(ice floe)
들이 선수 측면(shoulder)에 충돌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여러 가지 형상과 크기의 빙반을 다룰 예정이나 여기서는 2 종류
의 직사각형 형상 빙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선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사용하였고 선속을 1노트부터 5노
트의 속도까지 1노트씩 증가시키면서 5 가지의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3.2 빙의 재료 특성치

빙하중은 기본적으로 빙과 구조물이 충돌할 때 발생되는 상호
작용에 기인하므로 빙의 강도 및 파괴특성에 크게 좌우된다. 빙
의 재료특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하게 변화한다. 대체로 
낮은 변형도 속도에서는 연성거동, 높은 변형도 속도에서는 취성
거동을 보이는 변형도 속도 의존적 특성은 빙의 전형적인 재료 
특성이다. 

LS-DYN에는 여러 가지 재료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구
성방정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빙의 재료특성은 현재 
상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료 모델로는 구현하기가 어
려운 매우 복잡한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빙의 독특한 재료특성
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빙의 거동을 기본적으로 단순한 탄소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빙해역의 수로에서 만나는 평탄한 빙반은 대
부분 해수가 결빙된 1년생 빙이므로 먼저 Table 1에 해빙의 기본
적인 물성치를 정리하였다. 빙의 항복조건으로는 인장과 압축 시 
다른 항복응력을 적용할 수 있는 Drucker–Prager 조건을 적용하
였다. Drucker-Prager 항복조건은 Fig.2와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항복면이 원뿔 형상으로 나타나며,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으로부터 얻어지는 마찰각()과 cohesion(d)등 두 개의 변
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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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modulus 

Density 

Poisson’s ratio 

Cohesion value 

Angle of friction ∘

Failure surface shape parameter 

Dilation angle ∘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ea ice

Table 2 Parameters for Drucker-Prager yield condition

Fig.2 Linear Drucker-Prager material model 
(meridional plane)

Fig.3 yield surface of Drucker-Prager mater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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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판의 파괴거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Drucker-Prager 항복조
건과 함께 LS-DYNA의 ADD-EROSION 기능을 적용하였다. 
ADD-EROSION에서는 응력, 압력, 변형도를 파괴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변형도를 파괴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하나의 빙 요소가 파괴 변형도에 이르면 파괴되어 소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해서 해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SAFE ICE report vol.II (Kujala et al. 2007)을 
참고하여 Drucker-Prager 항복조건에 사용된 계수를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파괴변형도를 0.007806로 두고 해석하였다. 

3.3 구조해석 모델링

대상선인 아라온호의 선수구조를 모델링하였다. 해석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빙 충돌이 이루어지는 선수부를 중심으로 일부만
을 고려하였다. 해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빙반이 충돌하는 
위치는 다른 부위에 비해 작은 요소로 분할하였다. 선체 구조 재
료는 경화현상을 무시하고 항복응력 285MPa 의 탄성-완전소성
(elastic perfect plastic)재료로 간주하였다. 

선체에 충돌하는 빙반은 폭 5m, 길이 10m, 두께 1m 와 폭 
10m, 길이 20m, 두께 1m인 2 종류의 직육면체 형상을 고려하였
으며 Fig.4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선수 shoulder와 충돌하여 파
괴되는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작은 요소로 분할하여 해석 정
도를 높이고 해석시간을 단축시켰다. 빙반을 둘러싸고 있는 해수
의 효과는 막대한 계산시간이 필요한 유탄성 해석법 보다는 현실
적 대안으로서 빙판의 아랫면에 비선형 스프링을 배치하여  부력
효과를 구현하고, 각 빙반 형상에 대한 부가수 질량을 간이식으
로 계산하여 고려하는 간편한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Nho 
et al, 2016). 선수부 모델의 후면에 일정한 전진속도를 강제적으
로 유지하였으며, Fig.5에서 선수부 측면과 빙반이 충돌하는 시
나리오에 대한 모델링을 보였다. 이때 빙반은 별다른 경계조건 
없이 자유롭게 부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Fig.4 FE modeling of 2 ice floes

Fig.5 Modeling of ship – ice flo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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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빙 충돌 해석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선박의 선수부 구조물이 1~5노
트의 속도로 바다위에 표류중인 두께 1m인 2 종류의 직사각형 
빙반(ice floe)에 충돌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먼저 Fig.6과 7에서는 충돌 하중의 시계열을 보였다. 먼저 
case 1 빙반(5m x 10m x 1m)과 충돌 하중인 Fig.8을 살펴보면 
최대 2 MN에 가까운 값을 보이지만 대체로 불규칙한 분포의 값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2 빙반(10m x 20m x 
1m)과의 충돌 하중 시계열인 Fig.10에서는 1노트에서 5노트까지 
충돌하중이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Case 1에 비하여 체적이 
4배정도 큰 만큼 충돌하중도 이에 따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의 분포형상은 역시 매우 불규칙적이다. 

Fig.6 Time history of ice collision force (case 1)

Fig.7 Time history of ice collision force (case 2)

지속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부 빙 충
돌 지점의 최대 응력 발생 순간의 전체적인 응력분포의 예를 보
였다. Fig.8은 5m x 10m x 1m 크기의 빙반(case 1)과 충돌한 
결과이며, Fig.9는 10m x 20m x 1m 크기의 빙반(case 2)과 충
돌한 결과이다.

Fig.10과 11에서는 앞서 표시한 지점들에서의 유효응력 시계
열을 각 빙반의 크기 별로 나타내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응력의 분포가 속도마다 각기 다른 시간에 일정한 응력을 나
타내고 각각 응력의 피크치가 속도에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충돌 속도와 빙반의 크기에 따라 빙반의 움직임과 파
괴거동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돌, 접촉하는 부위가 
다르게 나타나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5m x 10m x 1m크기의 빙반(case 1)과 충돌한 경우, 유효응
력의 최대치는 약 210MPa로 선체 재료인 연강의 항복응력보다 
작아 모든 속도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m x 20m 
x 1m크기의 빙반(case 2)과 충돌한 경우의 유효응력 최대값은 
약 190MPa로 역시 선체 재료의 항복응력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빙의 파괴거동을 순수한 해석적 기법에 바탕을 둔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
움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이 해석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빙의 복합적인 파괴거동을 구현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모델을 현장 시험결과와 상응시키는  
시도와 다양한 충돌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좀 더 현
실성 있는 결과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ig.8 Effective stresses distribution in ship hull due to the 
collision of ice floe (case 1, collision velocity 4 knots)

Fig.9 Effective stresses distribution in ship hull due to the 
collision of ice floe (case 2, collision velocity 5 knots)

Fig.10 Time histories of effective stresses in ship structure 
(case 1)

Fig.11 Time histories of effective stresses in ship structure 
(case 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속도(Safe 

Speed)를 예측하기 위하여 상용 코드 (LS-DYNA)에 의한 비선형 
유한요소법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다양
한 빙상과 선속에서 선체의 빙 충돌 응력과 충돌 하중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선체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
로 안전 운항속도를 평가한다. 

선박의 속도, 얼음의 크기를 변경하면서 총 10 가지의 해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유효응력이 선체 재료의 항복응력보
다 낮은 값이 나타나 이 정도 크기의 빙반이 산재하는 해역에서 
5노트 이내의 속도는 선체에 구조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속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의 극지 분야 연구 현황으로 판단할 때, 극지 운항 
경험과 자료 의존성이 덜한 정밀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법에 기
반한 안전속도 추정법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
러나 빙의 파괴거동을 순수한 해석적 기법에 바탕을 둔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여러 가지 어

려움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좀 더 현실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사

업인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시스템 개발” 과제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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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빙 충돌 해석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선박의 선수부 구조물이 1~5노
트의 속도로 바다위에 표류중인 두께 1m인 2 종류의 직사각형 
빙반(ice floe)에 충돌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먼저 Fig.6과 7에서는 충돌 하중의 시계열을 보였다. 먼저 
case 1 빙반(5m x 10m x 1m)과 충돌 하중인 Fig.8을 살펴보면 
최대 2 MN에 가까운 값을 보이지만 대체로 불규칙한 분포의 값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2 빙반(10m x 20m x 
1m)과의 충돌 하중 시계열인 Fig.10에서는 1노트에서 5노트까지 
충돌하중이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Case 1에 비하여 체적이 
4배정도 큰 만큼 충돌하중도 이에 따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의 분포형상은 역시 매우 불규칙적이다. 

Fig.6 Time history of ice collision force (case 1)

Fig.7 Time history of ice collision force (case 2)

지속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부 빙 충
돌 지점의 최대 응력 발생 순간의 전체적인 응력분포의 예를 보
였다. Fig.8은 5m x 10m x 1m 크기의 빙반(case 1)과 충돌한 
결과이며, Fig.9는 10m x 20m x 1m 크기의 빙반(case 2)과 충
돌한 결과이다.

Fig.10과 11에서는 앞서 표시한 지점들에서의 유효응력 시계
열을 각 빙반의 크기 별로 나타내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응력의 분포가 속도마다 각기 다른 시간에 일정한 응력을 나
타내고 각각 응력의 피크치가 속도에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충돌 속도와 빙반의 크기에 따라 빙반의 움직임과 파
괴거동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돌, 접촉하는 부위가 
다르게 나타나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5m x 10m x 1m크기의 빙반(case 1)과 충돌한 경우, 유효응
력의 최대치는 약 210MPa로 선체 재료인 연강의 항복응력보다 
작아 모든 속도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m x 20m 
x 1m크기의 빙반(case 2)과 충돌한 경우의 유효응력 최대값은 
약 190MPa로 역시 선체 재료의 항복응력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빙의 파괴거동을 순수한 해석적 기법에 바탕을 둔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
움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이 해석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빙의 복합적인 파괴거동을 구현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모델을 현장 시험결과와 상응시키는  
시도와 다양한 충돌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좀 더 현
실성 있는 결과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ig.8 Effective stresses distribution in ship hull due to the 
collision of ice floe (case 1, collision velocity 4 knots)

Fig.9 Effective stresses distribution in ship hull due to the 
collision of ice floe (case 2, collision velocity 5 knots)

Fig.10 Time histories of effective stresses in ship structure 
(case 1)

Fig.11 Time histories of effective stresses in ship structure 
(case 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속도(Safe 

Speed)를 예측하기 위하여 상용 코드 (LS-DYNA)에 의한 비선형 
유한요소법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다양
한 빙상과 선속에서 선체의 빙 충돌 응력과 충돌 하중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선체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
로 안전 운항속도를 평가한다. 

선박의 속도, 얼음의 크기를 변경하면서 총 10 가지의 해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유효응력이 선체 재료의 항복응력보
다 낮은 값이 나타나 이 정도 크기의 빙반이 산재하는 해역에서 
5노트 이내의 속도는 선체에 구조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속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의 극지 분야 연구 현황으로 판단할 때, 극지 운항 
경험과 자료 의존성이 덜한 정밀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법에 기
반한 안전속도 추정법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
러나 빙의 파괴거동을 순수한 해석적 기법에 바탕을 둔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여러 가지 어

려움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좀 더 현실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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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aters of the Arctic, almost all of the engineering operations are subjected to the impact of ice accumulation. Ice floes 

seriously impact on the safety of offshore structures and vessels. Especially, the process of icebreaking and the ice resistance of 

icebreaking cargo vessels have been deeply concerned. In ad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ropeller and crushed ice has 

been recognized as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traction performance of ships. In order to evaluate the new structure designs 

of offshore structures or vessels, physical model testing or numerical evaluation was required. In recent, there are some research 

activities handled the ice breakup by treat crushed ice as discrete-continuum material using the discrete element method (DEM). 

In the present study, a series of bending tests of ice beam was simulated using a Moving Particle Semi-Implicit (MPS) method. A 

point load was acting at the middle point of the ice beam which was simply supported or fixed at both ends. And the ice beam will 

be broken when the point load was large enough. When the fracture occurs, the connections between two particles at different 

sides of the crevasses in ice will be broken by setting the value of kernel function for each other to zero. And this process will be 

implemented only when the stress value between two particles exceeds the reference value. Finally, the simulation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and conclusions from other researcher’s paper for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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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case of working for the construction of blocks of any ship in a floating dry dock, there may exist deflection in the pontoon deck of the floating 

dock due to the ballast loading and the self weight of the ship and the floating dock. This paper is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system 

and the GUI program to show the real time variation of the deflections at even-spaced positions by several pressure gages and the calculated 

inclination of the floating dock. The measured and calculated data produced by this developed system could be used to prepare the protection 

plan on site like ballast adjustment to ensure the safety of working during the floating dock operation.  
 

Keywords : Floating dry dock(부유식 건조 도크), Pressure gage(압력게이지), Heel angle(정적 횡방향 기울기), Trim(종방향 기울기), AD converting 

board(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보드) 

 

1. 서 론 

부유식 건조 도크는 손상을 입은 선박이나 낡은 선박의 수

리를 위해, 그리고 건조한 지 어느 정도 지난 선박의 중간검사

나 정기검사 시 입거검사를 위해, 또는 중소형선의 건조를 위

해 사용한다(Shan et. al, 2009). 이 도크를 사용하며 선박의 하

부 구조를 물 밖으로 드러내어 수리 또는 건조를 할 수 있는 

이점과 육상의 대형 도크를 이용할 때 보다 도크 회전율이 매

우 높아진다는 등의 유리한 점이 있다. 압력게이지를 사용하여 

변형량을 측정한 경우의 장점은 우선 부유식 도크 상에서 작

업 중인 선체의 변형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정도관리나 생

산성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제적인 각 선급 

들이 부유식 도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

식 도크 위에서 선체블록 조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

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부유식 도크의 종방향과 

횡방향의 변형량과 정적 변형각을 감시하라는 필수사항에 대

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

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압력게이지를 선박과 같은 길이방향과 

폭방향으로 일정간격으로 사용하여 국부적인 변형량까지도 실

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게 한 점과 발라스트양을 조정하는 컴

퓨터 시스템과 연결하여 상호 계측값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 점이 타 시스템과 구별되는 점이다.  

부유식 건조도크의 구조는 Fig. 1에 보인 대로 폰툰 갑판과 

날개모양과 유사한 두개의 발라스트 탱크를 갑판 양 끝단에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Fig. 2에서는 실제 산업체에서 

사용중인 부유식 건조 도크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

인 부유식 도크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두개의 날개구조와 발

라스트 탱크로 쓰이는 두 날개구조를 연결하는 폰툰 갑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상도크와는 다르게 이와 같은 부유식 도크에

서는 선체블록 또는 수리선 전체를 작업하는 중에 변형에 의

한 건조구조물의 정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얼마만한 부유식 도크의 변형과 경사각이 발생하는

지 모니터링해 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된다.

 

2. 수식 작성의 예 
 

 

Fig. 1 Conceptual configuration of a floating dock 

 

부유식 도크의 선체변형과 정적인 횡방향 또는 종방향 

각변형량은 선급에서 정한 규정(DNV, 2012)을 따라야 한다. 

선급 규정에서는 종방향 선체거더 굽힘응력의 한계치를 근

거로 하여 종방향 변형량 한계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많은 연구자들이 부유식 도크의 변형을 모니터링하기 위

한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Fig. 2 A floating dock in operation in a ship yard 

 

부유식 도크의 기하학적인 조정법에 관해서는 Xie et al. 

(2006)과 Han et al. (2009)이 연구를 하였으며, Smith et al. 

(2009)은 LabView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 통제와 현실 재

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유식 도크를 실시간 관찰하면

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Zhi(2010)은 부유식 도크

에서 블록을 조립할 때 설계도의 계획과 실제 작업효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Chen과 Wu(2007)은 도크가 물에 

잠길 때 발생하는 부유식 도크 변형과 인공지능적인 통제개

념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실적은 부유식 도크를 

사용한 생산작업에 있어 안전과 정도 관리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변형계산의 정도와 

실적용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부유식 도크의 실시간 변형 정도를 정확히 모니터링 하게 

된다면 발라스트 양을 조절해가면서 선체블록 또는 탑재된 

선박의 작업 정도를 실시간으로 개선해 갈 수 있게 된다. 또

한, 종 방향이나 횡 방향으로 집중되는 처짐 정도를 완화하

여 작업중인 선체블록 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느 특정부

위의 응력집중 정도를 해소하여 용접작업 후 잔류변형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는 육상 건조 도크에서 작업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선체블록 조립과정의 정도 저해 요인으로써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생산과정이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118



압력게이지를 이용한 부유식 도크의 변형 계측시스템 개발  

김영복1† 

1경남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IT공학과 

 

Development of the Deflection Measuring System by Pressure Gage for a 

Floating Dock 

 

Youngbok Kim1† 

1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Ocean and IT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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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유식 건조 도크는 손상을 입은 선박이나 낡은 선박의 수

리를 위해, 그리고 건조한 지 어느 정도 지난 선박의 중간검사

나 정기검사 시 입거검사를 위해, 또는 중소형선의 건조를 위

해 사용한다(Shan et. al, 2009). 이 도크를 사용하며 선박의 하

부 구조를 물 밖으로 드러내어 수리 또는 건조를 할 수 있는 

이점과 육상의 대형 도크를 이용할 때 보다 도크 회전율이 매

우 높아진다는 등의 유리한 점이 있다. 압력게이지를 사용하여 

변형량을 측정한 경우의 장점은 우선 부유식 도크 상에서 작

업 중인 선체의 변형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정도관리나 생

산성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제적인 각 선급 

들이 부유식 도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

식 도크 위에서 선체블록 조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

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부유식 도크의 종방향과 

횡방향의 변형량과 정적 변형각을 감시하라는 필수사항에 대

응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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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할 수 있다. 이는 육상 건조 도크에서 작업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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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스템 구성 
 

Fig. 3은 계측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센서

는 모두 전압변환기형의 압력게이지를 사용하였으며, 좌우

현에 15개씩 30개의 센서를 좌우현 Wing wall 하부의 

Pontoon deck 밑바닥 지점에 일정간격으로 부착하고, 또한 

횡 방향으로도 선미와 선수 쪽의 pontoon deck 하부를 따라 

통로가 있으며, 그 통로의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선수선

미에 9개의 센서를 붙이도록 했다. 센서는 총 48개가 되며 

이와 같이 많은 센서를 부착하는 이유는 보통의 부유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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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14~15m 간격, 횡 방향으로는 6~7m 간격으로 변형을 

정밀하게 측정해 내기 위해서이다. 이 센서들에 물을 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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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에 물을 채워 연결하는 시스템은 이미 Yang and 

Notodirdjo (2011)이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지만 각 센서 위

치에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센서의 초기값 설정으로

부터 센서들의 정기적인 상태점검과 유지보수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였다.  

센서에 연결된 계측시스템은 Fig. 4와 같이 AD board와 GUI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센서에서 측정된 전압으로 된 

신호크기는 AD board를 거쳐 PC의 실시간 변형 상태감시 

프로그램에 연결될 때는 각 센서의 길이변형크기/전압크기로 

표현되는 이득을(gain) 값을 곱하여 실 길이변형 값과 각 변형 

값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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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ment of the deflection at any sensor position 

 

Fig. 5에 표기한 기호 중 는 어느 센서의 초기 설정 값이고, 는 

그 위치에서의 계측 값이다. 계측하고자 하는 값은  이며, 이때 

센서의 위치를 로 하고  기준선에서 도크의 바닥선과의 차이를 

(이 값은 선수선미 끝단에 위치한 두 센서의 값 차이에서 비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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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Fig. 5에서 보듯이 hogging condition에서는 양의 값으로, 

sagging condition에서는 음의 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측정된 변형량

을 기준으로 식 (2)와 (3)에서와 같이 Trim과 Heel 앵글 값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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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종 방향과 횡 방향의 마지막 센서와 처음 

센서의 값 차이이고,  는 부유식 도크의 형폭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리고 첨자 중에 port와  starboard, 그리고 stern과 stem은 각각 좌

현과 우현, 그리고 선미와 선수를 의미한다. 

 

3. 프로그램 구성 

3.1 변형량 측정 프로그램 
 
센서의 배치는 부유식 도크 두개의 Wing tank를 따라 Pontoon 

하부 바닥에 길이방향으로 각각 15개의 센서를 배치하였으며, 횡 

방향으로는 pontoon 하부 바닥에 횡 방향 통로를 따라 선미와 선수 

통로를 따라 9개씩의 센서를 배치하였다. 이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각 센서 위치에서의  변형량을 식 (1), 트림과 정적 횡방향 

처짐(Heel) 앵글은 식 (2)와 (3)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이때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DNV GL Floating Docks 규칙에  명시된 도크 관련 

규정과,  CCS 선급규정에 명시된 부유식 도크의  변형량 기준치인 

0.5%, Trim 앵글 값의 한계치는 각도로 환산하여 1.0°, Heel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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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ging condition에서는 음의 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측정된 변형량

을 기준으로 식 (2)와 (3)에서와 같이 Trim과 Heel 앵글 값을 계산할 

수 있다. 

 
(2) 

 (3) 

 

여기서 와  는 각각 종 방향과 횡 방향의 마지막 센서와 처음 

센서의 값 차이이고,  는 부유식 도크의 형폭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리고 첨자 중에 port와  starboard, 그리고 stern과 stem은 각각 좌

현과 우현, 그리고 선미와 선수를 의미한다. 

 

3. 프로그램 구성 

3.1 변형량 측정 프로그램 
 
센서의 배치는 부유식 도크 두개의 Wing tank를 따라 Pontoon 

하부 바닥에 길이방향으로 각각 15개의 센서를 배치하였으며, 횡 

방향으로는 pontoon 하부 바닥에 횡 방향 통로를 따라 선미와 선수 

통로를 따라 9개씩의 센서를 배치하였다. 이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각 센서 위치에서의  변형량을 식 (1), 트림과 정적 횡방향 

처짐(Heel) 앵글은 식 (2)와 (3)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이때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DNV GL Floating Docks 규칙에  명시된 도크 관련 

규정과,  CCS 선급규정에 명시된 부유식 도크의  변형량 기준치인 

0.5%, Trim 앵글 값의 한계치는 각도로 환산하여 1.0°, Heel 앵글 

(Elevation)  

(Top view) 

Sensors at four  

corners 

Sensor at any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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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한계치인 2.0° 와 비교하여, 이들 값의 80%에 도달했을 때와 

95% 이상이 되었을 때는 두 단계로 나누어, GUI 프로그램 상에서 

그 값이 나타난 위치에서 표시된 값을 주황색(80%~95%)과 

빨간색(95%이상)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경고음과 함께 깜빡이며 

화면상에 보이게 하였다. 계측된 값의 정도를 검증하는 동시에 

화물의 적재상태를 나타내는 Loading computer와의 상호 비교를 

위해서 변형량 측정값 중 최대값과 Trim, Heel 값을 AD board의 

D/A기능을 이용하여 RS232 포트를 통해 Loading computer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3.2 화면 구성 
 
프로그램은 Visual C++ 2013 version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화

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3가지 다른 화면이 PC 모니

터 상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화면은 1) Set-up 화면, 2) calibration 화면, 

3) Deflection measuring 화면 등 세 개의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각의 화면은 Fig. 6에 보이고 있다. 
 

 

(a) Set-up window 

 
(b) Calibration window 

 

(c) Deflection measuring window 

Fig. 6 Windows of the GUI program 

 

첫 번째 화면에서 센서의 위치와 부유식 도크의 주요 치수들을 입력

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화면에서는 각 센서들의 초기값, 그리고  게

이지에서 계측되는 값과 실제 값과의 환산계수를 입력하고 실제 신호가 

어떻게 계측되는 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보정된 값은 컴

퓨터에 관리자에 의해 보관되도록 하였다. 계측된 실시간 정보는 매분 단

위로 평균된 값을 실제 화면에 보이게 하는 동시에 시간정보와 함께 PC

에 보관하도록 하여 감시시스템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4. 적용 예 

 

본 시스템은 85,000 ton 부유식 도크에 탑재되어 시험적으로 실선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탑재될 예정이다. 설계조건은 외부 온도가 

40℃ (해수온도는 32℃)이고 Sea State 2에 해당하며, 이때의 유의

파고는 0.5m이다. 이러한 기상조건은 방파제 안에 설치되어 안전하

게 계류되므로 매우 평온한 기상상태로 여겨진다. 설계명세서에 의

하면 공급전원은 220V로 되어 있고, PC와 계측시스템의 공급전원으

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floating dock 

Items Dimensions Unit 

Overall length 320  m 

Breadth 90 m 

Max. scantling draft 20.5 m 

Pontoon 
width 90 m 

height 4.5 m 

Wing tank width 2.5 m 

height 23.5 m 

Sensor 

interval 

Longitudinal 21.5 m 

Transverse 11.0 m 

Max. deflection 1.5  m 

Max. trim 0.4 deg. 

Max. heel 0.8 deg. 

전원 장치에서의 AC voltage는 정상상태시 +6/-10%, 천이상태에
서 +/-20%로 설정되어 있다. 부유식 도크의 주요 치수는 Table 1과 
같다. 
상기 Table 1에서 보면 변형량은 길이의 약 1.4%, 최대 횡 방향 

트림 각은 1.0° 보다 작은 0.4°, 종 방향은 2.0° 보다 작은 0.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주와 의논해 볼 여지가 있는 제한치로 보인다. 물

론 DNV 규정이 모든 경우를 대변할 수 는 없지만 특별히 Table 1에

서와 같이 선급 기준치 보다 작은 값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종 방향 센서들은 Wing tank의 안쪽 wall을 따라 Pontoon bottom

에 설치했으며, 도크의 길이 방향으로는 도크 선미로부터 9.5m 떨어

뜨린 후 21.5m 간격으로 선수방향으로 부착하였다.  폭방향으로는 

도크의 횡방향 끝단인 외판에서 1m 떨어뜨린 후 11 m 간격으로, 좌

현으로부터 우현쪽으로 순서적으로 압력게이지를 넘버링하면서 부

착하였다. 길이방향으로 센서 위치마다 파이프를 설치하고 상부로 

10m를 일정하게 올려서 파이프간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연결 파이프

를 상부에 설치하였다. 폭 방향으로는 센서가 설치된 통로에의 바닥

에서부터 3.0m 높이로 수직한 파이프를 설치하고 길이방향과 동일

하게 상부를 파이프로 연결하여 서로 통하게 하였다 (Fig. 3 참조). 도

크의 사양서에 따르면 파이프를 통제하기 위해 각 파이프의 센서부

에는 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원격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컨트롤룸 안

에서 자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원격제어 밸브

가 설치되어야 할 곳은 센서부를 포함하여, 범람과 배수 시스템, 빌

지와 스트립핑 시스템, 밸러스트와 통풍시스템 등 자동조절기능이 

필요한 부분의 파이프에 설치토록 되어 있다.  

중앙통제실에는 도크의 밸러스트 적재와 화물 하중에 따른 변형

량의 결과를 작업 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Loading 

computer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변형계측시스템에서 보내오는 

결과와 실시간 비교 검증될 예정이다.  밸러스트 탱크는 Pontoon에 

40개, Wing wall 에 4개 있으며, 그 외에 Slop tank 8개, Fresh water 

tank 2개, Fuel oil tank 1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 부유식 도크는 Tug에 의해 대양을 가로질러 운송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대양에서도 계측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며, 항해구역에서의 기상

상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체검토 후 도크 운행팀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운항조건의 검토

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자료를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적으로 설치할 도크의 계측 항목에는 선체 거더의 굽힘으로 

인한 변형량을 계측값과 계산 값을 같이 적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크의 선체거더 굽힘 강성인 , 즉 Young’s 

modulus와 단면 이차모멘트 값을 입력시켜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된 값은 Loading computer에서 최소한 계측 당시의 화물 적재와 

밸러스트 탱크를 채운 정도에 따른 종방향 굽힘모멘트 값을 받아 와

야 한다. 이에 따른 계산은 양단지지보 상태로 보고 가장 단순한 포

물선 모양의 모멘트 분포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  

 

여기서  는 Loading computer에서 전송 받은 값으로 적재 

상태에 따른 굽힘 모멘트이고, 는 도크의 전체 길이이며, 는 앞

서 입력한 굽힘 강성이다. 은 선체종강도 이론에 따라 계산된 중

앙부의 도크 최대 굽힘모멘트에 의한 처짐이고, 이는 도크 중앙의 센

서로부터 계측된 후 도크 중앙부의 변형량은 다음 식 (5)와 같이 계

산된다. 

 

                                 (5) 

 

이 식(5)에 의해 계측되는 값과 상기의 식 (4)에 의해 계산된 값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이 값은 또한 Loading computer 상에서도 계산

될 수 있으므로 삼자 비교도 가능하다. 이때 과 

은 식 (1)에 따라  좌현과 우현에서 계측된 길이 방

향 중앙부의 변형량이다. CCS 규정에 따른 최대 허용 굽힘 변형량

은  이고 사양서에는 최대 처짐이 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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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한계치인 2.0° 와 비교하여, 이들 값의 80%에 도달했을 때와 

95% 이상이 되었을 때는 두 단계로 나누어, GUI 프로그램 상에서 

그 값이 나타난 위치에서 표시된 값을 주황색(80%~95%)과 

빨간색(95%이상)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경고음과 함께 깜빡이며 

화면상에 보이게 하였다. 계측된 값의 정도를 검증하는 동시에 

화물의 적재상태를 나타내는 Loading computer와의 상호 비교를 

위해서 변형량 측정값 중 최대값과 Trim, Heel 값을 AD board의 

D/A기능을 이용하여 RS232 포트를 통해 Loading computer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3.2 화면 구성 
 
프로그램은 Visual C++ 2013 version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화

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3가지 다른 화면이 PC 모니

터 상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화면은 1) Set-up 화면, 2) calibration 화면, 

3) Deflection measuring 화면 등 세 개의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각의 화면은 Fig. 6에 보이고 있다. 
 

 

(a) Set-up window 

 
(b) Calibration window 

 

(c) Deflection measuring window 

Fig. 6 Windows of the GUI program 

 

첫 번째 화면에서 센서의 위치와 부유식 도크의 주요 치수들을 입력

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화면에서는 각 센서들의 초기값, 그리고  게

이지에서 계측되는 값과 실제 값과의 환산계수를 입력하고 실제 신호가 

어떻게 계측되는 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보정된 값은 컴

퓨터에 관리자에 의해 보관되도록 하였다. 계측된 실시간 정보는 매분 단

위로 평균된 값을 실제 화면에 보이게 하는 동시에 시간정보와 함께 PC

에 보관하도록 하여 감시시스템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4. 적용 예 

 

본 시스템은 85,000 ton 부유식 도크에 탑재되어 시험적으로 실선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탑재될 예정이다. 설계조건은 외부 온도가 

40℃ (해수온도는 32℃)이고 Sea State 2에 해당하며, 이때의 유의

파고는 0.5m이다. 이러한 기상조건은 방파제 안에 설치되어 안전하

게 계류되므로 매우 평온한 기상상태로 여겨진다. 설계명세서에 의

하면 공급전원은 220V로 되어 있고, PC와 계측시스템의 공급전원으

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floating dock 

Items Dimensions Unit 

Overall length 320  m 

Breadth 90 m 

Max. scantling draft 20.5 m 

Pontoon 
width 90 m 

height 4.5 m 

Wing tank width 2.5 m 

height 23.5 m 

Sensor 

interval 

Longitudinal 21.5 m 

Transverse 11.0 m 

Max. deflection 1.5  m 

Max. trim 0.4 deg. 

Max. heel 0.8 deg. 

전원 장치에서의 AC voltage는 정상상태시 +6/-10%, 천이상태에
서 +/-20%로 설정되어 있다. 부유식 도크의 주요 치수는 Table 1과 
같다. 
상기 Table 1에서 보면 변형량은 길이의 약 1.4%, 최대 횡 방향 

트림 각은 1.0° 보다 작은 0.4°, 종 방향은 2.0° 보다 작은 0.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주와 의논해 볼 여지가 있는 제한치로 보인다. 물

론 DNV 규정이 모든 경우를 대변할 수 는 없지만 특별히 Table 1에

서와 같이 선급 기준치 보다 작은 값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종 방향 센서들은 Wing tank의 안쪽 wall을 따라 Pontoon bottom

에 설치했으며, 도크의 길이 방향으로는 도크 선미로부터 9.5m 떨어

뜨린 후 21.5m 간격으로 선수방향으로 부착하였다.  폭방향으로는 

도크의 횡방향 끝단인 외판에서 1m 떨어뜨린 후 11 m 간격으로, 좌

현으로부터 우현쪽으로 순서적으로 압력게이지를 넘버링하면서 부

착하였다. 길이방향으로 센서 위치마다 파이프를 설치하고 상부로 

10m를 일정하게 올려서 파이프간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연결 파이프

를 상부에 설치하였다. 폭 방향으로는 센서가 설치된 통로에의 바닥

에서부터 3.0m 높이로 수직한 파이프를 설치하고 길이방향과 동일

하게 상부를 파이프로 연결하여 서로 통하게 하였다 (Fig. 3 참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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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는 Loading computer에서 전송 받은 값으로 적재 

상태에 따른 굽힘 모멘트이고, 는 도크의 전체 길이이며, 는 앞

서 입력한 굽힘 강성이다. 은 선체종강도 이론에 따라 계산된 중

앙부의 도크 최대 굽힘모멘트에 의한 처짐이고, 이는 도크 중앙의 센

서로부터 계측된 후 도크 중앙부의 변형량은 다음 식 (5)와 같이 계

산된다. 

 

                                 (5) 

 

이 식(5)에 의해 계측되는 값과 상기의 식 (4)에 의해 계산된 값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이 값은 또한 Loading computer 상에서도 계산

될 수 있으므로 삼자 비교도 가능하다. 이때 과 

은 식 (1)에 따라  좌현과 우현에서 계측된 길이 방

향 중앙부의 변형량이다. CCS 규정에 따른 최대 허용 굽힘 변형량

은  이고 사양서에는 최대 처짐이 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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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였으므로 적합하다 하겠다. 

AD  board는 처음 연구할 때와 같이 PEX-1202 48 채널짜리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Fig. 7에 보였다. 

 

 
(a) PEX-1202 AD board 

 
(b) Cable connector 

Fig. 7 AD board PEX-1202 with 48 channels and the cable 

connector 

 

 
Fig. 8  A panel for connection of the sensor lines to the 48 channel 

cable of the AD board 

 

Fig. 7의 연결단자를  도크에서 계측시스템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는 연결 판넬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센서에서 나온 선들과 

AD board 에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단자 간 연결을 위한 판넬을 제

작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 판넬을 설계한 것을 Fig.8에 보인다. 

 

5. 결 론 

 

부유식 건조 도크는 손상을 입은 선박이나 낡은 선박을 

수리할 때 또는 기존 선박의 입거검사 시 선박의 선체 바닥

면의 부식이나 손상정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그 외에도 중소형선을 신조할 때도 단독 도크가 필

요한 경우 이와 같은 부유식 건조 도크를 사용하게 된다. 이 

건조도크를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은 육상도크를 사용할 때 

보다 도크 회전율이 높고 건조공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크 위에서 블록간 용접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는 도크의 변형상태를 실시간 관리하고 한계값 이하로 통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유식도크의 실시간 변형을 압력게이지를 사

용하여 계측하도록 개발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다. 본 연

구를 통해 검증된 방법으로 실시간 도크의 변형상태를 계측 

및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용 연구를 위해 85,000 ton 

부유식 도크에 설치하여 시험 계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추후 정리되는 대로 다시 논문을 통해 보고할 예

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의 연구년 후원금을 받아 연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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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과 지지대가 함께 설치된 LNG 운반선 배관시스템의 

구조 안전성 해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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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afety Analysis of LNG Carrier Piping System With 

Expansion Joint and Support 
Ha Won Lee(INHA University), Sung Chan Kim(INHA Technical College), Sung Gun Park(DSME), Jang Hyun Lee(INHA 

University) 

 
 

요 약 

 
고온 저온에서 운전되는 LNG 운반선 및 해양플랜트에서는 열변형에 의한 배관 사고를 예방하고 설계 변경부위를 

선정하기 위해 배관시스템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LNG운반선에 신축이음과 지지대가 설치된 

배관시스템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선박 선체의 종 굽힘으로부터 배관에 전달되는 변위 하중, 선체의 열변형에 의한 강제 

변위 하중, 유체의 관내 압력, 온도, 배관지지 조건에 따른 구속 하중 등 다중 하중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배관시스템을 해석하는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다중 하중의 조합을 통해 설계 조건 별로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해석을 통하여 

변위 및 응력, 그리고 안전성을 제시하였다. 배관 해석에 특화된 CAESAR-I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 Pipeline, Thermal stress, Piping stress, CAESAR-II, Support, Expansion joint 

 

1. 서 론 
 

LNG 운반선이나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는 주로 고온, 

저온, 고압의 액체 또는 기체 형태의 가스를 운반 또는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된 설비로는 배관, 밸브, 

지지대, 신축이음장치가 사용된다.(Park & Yoon, 2013)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주요하게 발생하는 하중은 배관 

내부의 압력 및 자중, 지진하중, 등의 지속 응력(Sustained 

stress)와 배관 내부의 흐르는 기체의 온도 차로 생기는 열 

응력(Expansion stress)이 있으며, LNG 운반선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하중은 선체 운동에 의한 굽힘 변형, 액체 화물의 

운동에 의한 가속도, 화물의 온도 차에 의한 열변형, 배관 

내부의 압력 및 자중 등이 있다.(Yoon, 2003) 

LNG 선박 배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하중들에 대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SME B31.3 Process Piping 

규격에 따라 허용 응력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배관해석 전용 S/W 인 CAESAR-II를 

이용하여 배관 시스템 해석을 하였다. (Park & Yoon, 2013) 

본 연구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의 배관 시스템이 아닌 

LNG 운반선의 배관 시스템의 구조 안전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석유화학 플랜트의 배관 시스템 해석시에 

사용되는 하중 조건과는 다른 선체 운동에 의한 굽힘 변형, 

액체 화물의 운동에 의한 가속도, 바람 하중, 화물의 온도 

차에 의한 열변형, 배관 내부의 압력 및 자중을 고려하였고, 

배관 시스템의 각 부재로 배관, 밸브, 지지대, 신축이음장치, 

플랜지의 요소도 함께 모델링하여 해석에 반영하였으며, 

배관해석 용 S/W 인 CAESAR-II를 사용하여 배관시스템의 

응력 및 지지점에서 반력 등을 구하여 배관 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2. 배관 시스템 응력 해석 
 

LNG 운반선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부에 

사용가스의 압력, 온도 차, 배관의 자중 및 선체 변형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배관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LNG 

운반선의 배관시스템 전 과정 중 Liquid Dome 주변 

배관시스템 과정을 선택하여 모델링하였으며 배관 해석 

대상 모델링은 Fig. 1 SIO Drawing을 참고하여 모델링 하였다. 

배관 해석은 배관 해석에 특화된 CAESAR-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석하였고 ASME B31.3 Process Piping 규격에 

따라 허용 응력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배관시스템의 응력은 작용하는 하중형태에 따라 1차 

응력(Primary stress), 2차 응력(Secondary stress), 허용 

응력(Allowable stress)로 구분된다. 첫번째 1차 응력은 

배관시스템 내부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에 

의해서 유발되는 굽힘 응력(Bending stress), 전단  

응력(Torsional stress) 등을 말한다. 두번째 2차 응력은 

배관을 흐르는 유체의 온도에 의해서 배관시스템은 보통 

열팽창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은 설사 재료의 

항복강도를 넘었어도 응력이완 현상에 의해 스스로 안전한 

응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력은 1차 

응력과 다르게 허용 응력범위와 비교하여 안전성을 

판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허용 응력은 어떤 재료가 각 

온도상태에 따라 1차 응력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하며, ASME code에서 값이 주어져 있다. 또한 

배관에서 응력방향에 따라 배관 길이방향 응력(Longitudinal 

stress, LS ), 원주방향 응력(Circumferential stress, CS ), 

반지름방향 응력(Radial stress, rS ) 및 전단 응력(Torsional 

stress, SS ) 등으로 구분된다. 

 

배관 길이방향 응력(Longitudinal stress, LS )은 다음 

세가지 응력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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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stress( bS )는 온도, 배관의 자중, 보온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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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은 Moment, Z 는 Section modulus, l 은 

Stress intensification factor, ol 는 Out of plane stress 

intensification factor 

 

Direct longitudinal stress( dlS )은 배관 무게, 온도에 따른 

응력이다. 

 

a
dl

FS
A

                                                        (3) 

 

여기서, A는 배관 단면적, aF 는 축 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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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온 저온에서 운전되는 LNG 운반선 및 해양플랜트에서는 열변형에 의한 배관 사고를 예방하고 설계 변경부위를 

선정하기 위해 배관시스템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LNG운반선에 신축이음과 지지대가 설치된 

배관시스템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선박 선체의 종 굽힘으로부터 배관에 전달되는 변위 하중, 선체의 열변형에 의한 강제 

변위 하중, 유체의 관내 압력, 온도, 배관지지 조건에 따른 구속 하중 등 다중 하중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배관시스템을 해석하는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다중 하중의 조합을 통해 설계 조건 별로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해석을 통하여 

변위 및 응력, 그리고 안전성을 제시하였다. 배관 해석에 특화된 CAESAR-I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 Pipeline, Thermal stress, Piping stress, CAESAR-II, Support, Expansion joint 

 

1. 서 론 
 

LNG 운반선이나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는 주로 고온, 

저온, 고압의 액체 또는 기체 형태의 가스를 운반 또는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된 설비로는 배관, 밸브, 

지지대, 신축이음장치가 사용된다.(Park & Yoon, 2013)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주요하게 발생하는 하중은 배관 

내부의 압력 및 자중, 지진하중, 등의 지속 응력(Sustained 

stress)와 배관 내부의 흐르는 기체의 온도 차로 생기는 열 

응력(Expansion stress)이 있으며, LNG 운반선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하중은 선체 운동에 의한 굽힘 변형, 액체 화물의 

운동에 의한 가속도, 화물의 온도 차에 의한 열변형, 배관 

내부의 압력 및 자중 등이 있다.(Yoon, 2003) 

LNG 선박 배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하중들에 대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SME B31.3 Process Piping 

규격에 따라 허용 응력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배관해석 전용 S/W 인 CAESAR-II를 

이용하여 배관 시스템 해석을 하였다. (Park & Yoon, 2013) 

본 연구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의 배관 시스템이 아닌 

LNG 운반선의 배관 시스템의 구조 안전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석유화학 플랜트의 배관 시스템 해석시에 

사용되는 하중 조건과는 다른 선체 운동에 의한 굽힘 변형, 

액체 화물의 운동에 의한 가속도, 바람 하중, 화물의 온도 

차에 의한 열변형, 배관 내부의 압력 및 자중을 고려하였고, 

배관 시스템의 각 부재로 배관, 밸브, 지지대, 신축이음장치, 

플랜지의 요소도 함께 모델링하여 해석에 반영하였으며, 

배관해석 용 S/W 인 CAESAR-II를 사용하여 배관시스템의 

응력 및 지지점에서 반력 등을 구하여 배관 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2. 배관 시스템 응력 해석 
 

LNG 운반선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부에 

사용가스의 압력, 온도 차, 배관의 자중 및 선체 변형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배관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LNG 

운반선의 배관시스템 전 과정 중 Liquid Dome 주변 

배관시스템 과정을 선택하여 모델링하였으며 배관 해석 

대상 모델링은 Fig. 1 SIO Drawing을 참고하여 모델링 하였다. 

배관 해석은 배관 해석에 특화된 CAESAR-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석하였고 ASME B31.3 Process Piping 규격에 

따라 허용 응력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배관시스템의 응력은 작용하는 하중형태에 따라 1차 

응력(Primary stress), 2차 응력(Secondary stress), 허용 

응력(Allowable stress)로 구분된다. 첫번째 1차 응력은 

배관시스템 내부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에 

의해서 유발되는 굽힘 응력(Bending stress), 전단  

응력(Torsional stress) 등을 말한다. 두번째 2차 응력은 

배관을 흐르는 유체의 온도에 의해서 배관시스템은 보통 

열팽창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은 설사 재료의 

항복강도를 넘었어도 응력이완 현상에 의해 스스로 안전한 

응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력은 1차 

응력과 다르게 허용 응력범위와 비교하여 안전성을 

판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허용 응력은 어떤 재료가 각 

온도상태에 따라 1차 응력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하며, ASME code에서 값이 주어져 있다. 또한 

배관에서 응력방향에 따라 배관 길이방향 응력(Longitudinal 

stress, LS ), 원주방향 응력(Circumferential stress, CS ), 

반지름방향 응력(Radial stress, rS ) 및 전단 응력(Torsional 

stress, SS ) 등으로 구분된다. 

 

배관 길이방향 응력(Longitudinal stress, LS )은 다음 

세가지 응력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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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stress( bS )는 온도, 배관의 자중, 보온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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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은 Moment, Z 는 Section modulus, l 은 

Stress intensification factor, ol 는 Out of plane stress 

intensification factor 

 

Direct longitudinal stress( dlS )은 배관 무게, 온도에 따른 

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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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배관 단면적, aF 는 축 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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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stress( pS )는 내압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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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는 내압, r 은 배관의 반경, t 는 배관의 

두께이다. 

 

Torsional stress( tS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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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은 Bending stress, Z 는 단면계수이다. 

 

 
Fig. 1 ISO drawing of Liquid main 

 

2.1 배관 시스템 정보 

 

LNG 운반선 갑판상에 Liquid dome 주변부의 배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본 정보인 배관 구성 요소를 

각각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지점 마다 지지대,  

굴곡부와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배관 재질인 A312 TP316L강의 기계적 물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열 하중에 의한 열 응력(Thermal stress), 내압에 의한 후프 

응력(Hoop stress), 자중 및 선체 변위에 의한 응력을 

평가하였으며, 각 응력을 조합하여 등가응력을 평가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and operating condition of the piping 

system 

No. Diameter[mm] Thickness[mm] Material 

Pipeline 1 219.075 8.178 

A312 

TP316L 

Pipeline 2 355.600 

9.525 

Pipeline 3 406.400 

Pipeline 4 457.200 

Pipeline 5 508.000 

Pipeline 6 558.800 

Pipeline 7 609.600 

Pipeline 8 711.200 

 

Table 2 Components of the system 

No. of Support No. of Elbows No. of Expansion Joint 

114 81 16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 Density[kg/m³] 
Poisson’s 

ratio 

Elastic 

Modulus 

A312 

TP316L 
8,027 0.292 1.95E+005 

 

 

2.2 배관 시스템 모델링 

 

 배관 시스템의 응력 해석을 위해 배관 해석 전용 솔버인 

CAESAR-II를 사용하였고, Fig. 2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과 해석 기준을 위해 ASME B31.3 Process Piping 

코드와 ASME B16.5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 코드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배관 시스템은 LNG 운반선 갑판에 

적용되는 배관 시스템 중 일부 분이며 실제 형상과 유사한 

모사를 위해 리듀서를 적용하였다. 신축이음은 구속 

방향성을 고려하여 강성을 고정으로 적용하였다. 전체 

모델링에서 선체 변형에 대한 해석을 위한 지점은 총 

114개의 지지대를 형성 하였으며 Tee, Elbow지점에서 

응력을 평가하였다.  

 

 
Fig. 2 Modeled piping system in CAESAR-II software 

 
Fig. 3 Modeled piping system in CAESAR-II sotfware 

 

2.3 배관 시스템 하중 조건 

 

배관 시스템의 운전 조건으로는 총 3가지 

Cease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4에 정리하였다. 내부 온도 -163°C, 

-193°C, +80°C 및 내부압력 4bar, 10bar 조건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 Temperature and pressure diagrams 

No Temperatuer[°C] Pressure[bar] 

Case 1 -163 10 

Case 2 -193 10 

Case 3 +80 4 

 

Table 5 Combined load Condition for Piping analysis 

L1 W+D1+D3+T1+P1 OPE 

L2 W+D1+D3+T2+P2 OPE 

L3 W+D1+D3+T3+P3 OPE 

L4 W+P1 SUS 

L5 W+P2 SUS 

L6 W+P3 SUS 

L7 L1-L4 EXP 

L8 L2-L5 EXP 

L9 L3-L6 EXP 

 

2.4 최대 허용응력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허용응력(Allowable 

stress)을 먼저 파악해야 하며, 허용응력은 재료, 온도, 적용 

규격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압력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은 발생하는 위치, 분포형태 응력을 

발생시키는 하중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신회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발생하는 응력에 따라 다른 허용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MSE B31.3 Cpde에 의해서, 열 변위에 의한 

허용응력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25A c h SLS f S S                                 (6) 

 

여기서, AS 는 변위에 의한 허용응력 범위, f 는 응력범위 감소 

계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1로 가정하였다. 

 

3. 해석 결과 
 배관 시스템 응력해석 결과는 각 하중 조건에 따라 분류 

하였다. 각 하중 조건으로는 선체 변형에 의한   

지지대(Support)에 대한 변형을 확인하 였고, 배관,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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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stress( pS )는 내압에 의해 발생한다. 

 

p
P rS

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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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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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은 Bending stress, Z 는 단면계수이다. 

 

 
Fig. 1 ISO drawing of Liquid main 

 

2.1 배관 시스템 정보 

 

LNG 운반선 갑판상에 Liquid dome 주변부의 배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본 정보인 배관 구성 요소를 

각각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지점 마다 지지대,  

굴곡부와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배관 재질인 A312 TP316L강의 기계적 물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열 하중에 의한 열 응력(Thermal stress), 내압에 의한 후프 

응력(Hoop stress), 자중 및 선체 변위에 의한 응력을 

평가하였으며, 각 응력을 조합하여 등가응력을 평가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and operating condition of the piping 

system 

No. Diameter[mm] Thickness[mm] Material 

Pipeline 1 219.075 8.178 

A312 

TP316L 

Pipeline 2 355.600 

9.525 

Pipeline 3 406.400 

Pipeline 4 457.200 

Pipeline 5 508.000 

Pipeline 6 558.800 

Pipeline 7 609.600 

Pipeline 8 711.200 

 

Table 2 Components of the system 

No. of Support No. of Elbows No. of Expansion Joint 

114 81 16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 Density[kg/m³] 
Poisson’s 

ratio 

Elastic 

Modulus 

A312 

TP316L 
8,027 0.292 1.95E+005 

 

 

2.2 배관 시스템 모델링 

 

 배관 시스템의 응력 해석을 위해 배관 해석 전용 솔버인 

CAESAR-II를 사용하였고, Fig. 2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과 해석 기준을 위해 ASME B31.3 Process Piping 

코드와 ASME B16.5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 코드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배관 시스템은 LNG 운반선 갑판에 

적용되는 배관 시스템 중 일부 분이며 실제 형상과 유사한 

모사를 위해 리듀서를 적용하였다. 신축이음은 구속 

방향성을 고려하여 강성을 고정으로 적용하였다. 전체 

모델링에서 선체 변형에 대한 해석을 위한 지점은 총 

114개의 지지대를 형성 하였으며 Tee, Elbow지점에서 

응력을 평가하였다.  

 

 
Fig. 2 Modeled piping system in CAESAR-II software 

 
Fig. 3 Modeled piping system in CAESAR-II sotfware 

 

2.3 배관 시스템 하중 조건 

 

배관 시스템의 운전 조건으로는 총 3가지 

Cease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4에 정리하였다. 내부 온도 -163°C, 

-193°C, +80°C 및 내부압력 4bar, 10bar 조건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 Temperature and pressure diagrams 

No Temperatuer[°C] Pressure[bar] 

Case 1 -163 10 

Case 2 -193 10 

Case 3 +80 4 

 

Table 5 Combined load Condition for Piping analysis 

L1 W+D1+D3+T1+P1 OPE 

L2 W+D1+D3+T2+P2 OPE 

L3 W+D1+D3+T3+P3 OPE 

L4 W+P1 SUS 

L5 W+P2 SUS 

L6 W+P3 SUS 

L7 L1-L4 EXP 

L8 L2-L5 EXP 

L9 L3-L6 EXP 

 

2.4 최대 허용응력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허용응력(Allowable 

stress)을 먼저 파악해야 하며, 허용응력은 재료, 온도, 적용 

규격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압력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은 발생하는 위치, 분포형태 응력을 

발생시키는 하중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신회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발생하는 응력에 따라 다른 허용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MSE B31.3 Cpde에 의해서, 열 변위에 의한 

허용응력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25A c h SLS f S S                                 (6) 

 

여기서, AS 는 변위에 의한 허용응력 범위, f 는 응력범위 감소 

계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1로 가정하였다. 

 

3. 해석 결과 
 배관 시스템 응력해석 결과는 각 하중 조건에 따라 분류 

하였다. 각 하중 조건으로는 선체 변형에 의한   

지지대(Support)에 대한 변형을 확인하 였고, 배관,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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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신축이음, 등의 자중으로 인한 지속 하중에 의한 조건, 

배관 시스템 운전 조건에 의한 열 하중에 의한 조건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3.1 지속 하중에 의한 해석 결과 

배관 시스템의 지속하중 해석 결과로는 Fig. 4, 5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T형 배관, 90° 밴드 부분에서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5 Combined load condition에서 

지속하중에 해당하는 L4~L6에 해당하는 Load cases에 대한 

해석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Fig. 4 Maximum stress of LNG pipeline 

 

 
Fig. 5 Maximum stress of LNG pipeline 

 

Table 6 Maximum stress result of LNG pipeline 

No Load cases 
Stress 

type 

Code 

Stress[MPa] 

Allowable 

Stress[MPa] 

L4 W+P1 SUS 47.6 115.1 

L5 W+P2 SUS 45.9 115.1 

L6 W+P3 SUS 26.8 115.1 

3.2 열 응력에 의한 해석 결과 

 

 배관 시스템 열응력 해석 결과로는 Fig. 6, 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90° 밴드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5 Combined load condition에서 열하중에 

해당하는 L7~L6에 해당하는 Load cases에 대한 해석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Fig. 6 Maximum stress of LNG pipeline 

 

 
Fig. 7Maximum stress of LNG pipeline 

 

Table 7Maximum Thermal stress result of LNG pipeline 

No Load cases 
Stress 

type 

Code 

Stress[MPa] 

Allowable 

Stress[MPa] 

L7 L1-L4 EXP 206.3 273.2 

L8 L2-L5 EXP 162.9 274.6 

L9 L3-L6 EXP 61.4 274.8 

 

4. 결 론 
 

 LNG 운반선 갑판상에 설치된 배관시스템을 대상으로 배관 

모델링을 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배관시스템의 요소인 

파이프, 지지대, 밸브, 신축이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ASME 규격에 따라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NG 

운반선 배관시스템의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속하중, 

열하중 및 선체 변형의 다중 하중을 고려한 Combined load 

Condition을 제시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통하여 

배관시스템의 구조 안전성 평가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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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of Limit Velocity for the Ballistic Armor Materials  

by Analytical Approach 
Yun-ho Shin(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Jung-hoon Chung(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요 약 

 
Naval ship structure design is gradually rigorous to save more crew members and to perform the given mission continuously 

after the threat hit. Among the various design threats such as an anti-ship missile, a shell, a rocket and so on, ballistic protection 

design is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design procedure, because the limited warfare was mainly broke out and the gu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weapon by hostiles. However, the ballistic experiment for establishing the database of the latest hull 

structure materials is rarely accomplished. In this paper, the ballistic armor performance test data for the latest ship structure 

materials such as AH36 steel, EH36 steel, AL5083 aluminum, AL5086 aluminum and FRP (Fiber Reinforced Plastic) by a 

representative threat, 7.62 x 3.9mm ball round, are examined and then an estimation method of ballistic armor performance by 

Tate and Alekseevskii penetration algorithm is proposed. The limit velocity which is defined as V50 velocity is measured based on 

MIL-STD-662F and the estimation results by the algorithm are compared with the ballistic test data for the latest naval ship 

structural materials. 

 

 

Keywords: Ballistic Protection(방탄), Ballistic Analysis(탄도 해석), Armor Design for Ship Structure(선체에 대한 방탄설계), Ship Survivability(함정 

생존성), Vulnerability(취약성)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is a part of the projects that ar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Project No.: NK206G).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잠수함 압력선체 최적 설계 
조윤식† 

국방과학연구소

Optimal Design of Submarine Pressure Hull using Genetic Algorithm 
Yoon-Sik Cho†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In this paper, a genetic algorithm is utilized in the optimal design of submarine pressure hull instead of an expert experiences. The 
pressure hull design procedure in genetic algorithm is presented, and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s are given based on the ultimate 
strength formular of pressure hull. Optimal values are convergent within short generations in genetic algorithm for pressure hull model.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a genetic algorithm gives good performance in the design optimization of pressure hull.

Keywords : Pressure hull(압력선체), 최적설계(Optimal design), Genetic algorithm(유전알고리즘),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1. 서 론

잠수함 압력선체(Pressure hull)는 잠수함의 운영과 생존을 위
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심해의 외부압력을 받으며 요구강도
를 충족시켜야 하고 최소중량을 유지하며 대기압 상태의 밀폐된 
최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잠수함의 선체구조 중에서 압력선
체가 가중 중요한 부분이며, 압력선체 경우에 구조강도계산 측면
에서 외부압력에 대한 내압강도가 주된 고려대상이다.

잠수함의 압력선체는 보통 원환보강 원통형 또는 원추형 셸 
구조(Ring-stiffened cylindrical/conical shell structure)와 끝막이 
격벽(End bulkhead)으로서 반구형 또는 타원형 셸 구조(Hemi- 
spherical/tori-spherical shell structure)로써 구성된다. 압력선체 
설계는 붕괴심도(Collapse depth)에서의 외부수압에 의해 압력
선체 구조부재에 발생될 수 있는 붕괴양식(Failure mode)에 따라 
구조강도 계산 및 예측을 통해 수행된다.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 보유하고 있는 기술선진 국
가들은 이러한 압력선체 붕괴양식에 따른 압력선체 강도계산 방
법을 독자적으로 정립하여 압력선체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설계규정 및 절차 연구가 수행되었고(Cho, 2006), 최근
에 잠수함 설계와 건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잠수함 설계·건조 기
준서를 개발하여 제정하였다ROKN, 2016). 

압력선체 구조부재 설계변수는 외판(Shell) 두께, 원환늑골
(Ring frame) 간격, 원환늑골 웨브 및 플랜지 크기, 대형늑골
(King frame) 웨브 및 플랜지 크기 등이며, 설계변수들을 다양하
게 변화시키며 요구되는 강도를 충족시키도록 구조부재의 크기

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수함 압력선체 설계를 위해 설계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압력선체 붕괴양식에 따른 강도
계산식의 이해와 적용방법을 숙지하고, 과거 설계자료와 초기 설
계 시작점을 선택하기 위한 지침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설계방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설계점을 탐색하는 방식이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설계
변수 선택의 폭이 넓어 설계자의 경험이 많이 매우 중요하며 설
계 완성도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선체 구조설계를 위해 최근에 제정된 함정 
설계·건조 기준서에 따라 압력선체 최종강도 계산식을 사용하여 
강도계산을 수행하며, 최적의 압력선체 설계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 방법으로서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 방법으로 많이 사
용되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적용한다. 압력선체 
설계를 위해 유전알고리즘의 유전자를 압력선체 설계에 적합하
도록 적용하고 그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압력선체 강도계산
잠수함 압력선체는 높은 외부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주로 원

통형 외판(Shell)과, 이를 지지하는 원환늑골(Ring Frame) 및 대
형늑골(King Frame) 등의 구조부재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부
재의 배치 및 크기에 따라 압력선체는 외판 항복(Shell yielding), 
외판 비대칭/축대칭 좌굴(Shell axisymmetric/lobar buckling), 전
체좌굴(General instability), 보강 원환늑골 좌굴(Ring frame 
tripping), 끝막이 격벽 좌굴(Shell buckling of end bulkhead) 등
으로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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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aval ship structure design is gradually rigorous to save more crew members and to perform the given mission continuously 

after the threat hit. Among the various design threats such as an anti-ship missile, a shell, a rocket and so on, ballistic protection 

design is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design procedure, because the limited warfare was mainly broke out and the gu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weapon by hostiles. However, the ballistic experiment for establishing the database of the latest hull 

structure materials is rarely accomplished. In this paper, the ballistic armor performance test data for the latest ship structure 

materials such as AH36 steel, EH36 steel, AL5083 aluminum, AL5086 aluminum and FRP (Fiber Reinforced Plastic) by a 

representative threat, 7.62 x 3.9mm ball round, are examined and then an estimation method of ballistic armor performance by 

Tate and Alekseevskii penetration algorithm is proposed. The limit velocity which is defined as V50 velocity is measured based on 

MIL-STD-662F and the estimation results by the algorithm are compared with the ballistic test data for the latest naval ship 

structur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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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잠수함 압력선체 최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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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Optimal Design of Submarine Pressure Hull using Genetic Algorithm 
Yoon-Sik Cho†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In this paper, a genetic algorithm is utilized in the optimal design of submarine pressure hull instead of an expert experiences. The 
pressure hull design procedure in genetic algorithm is presented, and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s are given based on the ultimate 
strength formular of pressure hull. Optimal values are convergent within short generations in genetic algorithm for pressure hull model.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a genetic algorithm gives good performance in the design optimization of pressure hull.

Keywords : Pressure hull(압력선체), 최적설계(Optimal design), Genetic algorithm(유전알고리즘),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1. 서 론

잠수함 압력선체(Pressure hull)는 잠수함의 운영과 생존을 위
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심해의 외부압력을 받으며 요구강도
를 충족시켜야 하고 최소중량을 유지하며 대기압 상태의 밀폐된 
최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잠수함의 선체구조 중에서 압력선
체가 가중 중요한 부분이며, 압력선체 경우에 구조강도계산 측면
에서 외부압력에 대한 내압강도가 주된 고려대상이다.

잠수함의 압력선체는 보통 원환보강 원통형 또는 원추형 셸 
구조(Ring-stiffened cylindrical/conical shell structure)와 끝막이 
격벽(End bulkhead)으로서 반구형 또는 타원형 셸 구조(Hemi- 
spherical/tori-spherical shell structure)로써 구성된다. 압력선체 
설계는 붕괴심도(Collapse depth)에서의 외부수압에 의해 압력
선체 구조부재에 발생될 수 있는 붕괴양식(Failure mode)에 따라 
구조강도 계산 및 예측을 통해 수행된다.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 보유하고 있는 기술선진 국
가들은 이러한 압력선체 붕괴양식에 따른 압력선체 강도계산 방
법을 독자적으로 정립하여 압력선체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설계규정 및 절차 연구가 수행되었고(Cho, 2006), 최근
에 잠수함 설계와 건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잠수함 설계·건조 기
준서를 개발하여 제정하였다ROKN, 2016). 

압력선체 구조부재 설계변수는 외판(Shell) 두께, 원환늑골
(Ring frame) 간격, 원환늑골 웨브 및 플랜지 크기, 대형늑골
(King frame) 웨브 및 플랜지 크기 등이며, 설계변수들을 다양하
게 변화시키며 요구되는 강도를 충족시키도록 구조부재의 크기

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수함 압력선체 설계를 위해 설계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압력선체 붕괴양식에 따른 강도
계산식의 이해와 적용방법을 숙지하고, 과거 설계자료와 초기 설
계 시작점을 선택하기 위한 지침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설계방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설계점을 탐색하는 방식이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설계
변수 선택의 폭이 넓어 설계자의 경험이 많이 매우 중요하며 설
계 완성도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선체 구조설계를 위해 최근에 제정된 함정 
설계·건조 기준서에 따라 압력선체 최종강도 계산식을 사용하여 
강도계산을 수행하며, 최적의 압력선체 설계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 방법으로서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 방법으로 많이 사
용되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적용한다. 압력선체 
설계를 위해 유전알고리즘의 유전자를 압력선체 설계에 적합하
도록 적용하고 그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압력선체 강도계산
잠수함 압력선체는 높은 외부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주로 원

통형 외판(Shell)과, 이를 지지하는 원환늑골(Ring Frame) 및 대
형늑골(King Frame) 등의 구조부재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부
재의 배치 및 크기에 따라 압력선체는 외판 항복(Shell yielding), 
외판 비대칭/축대칭 좌굴(Shell axisymmetric/lobar buckling), 전
체좌굴(General instability), 보강 원환늑골 좌굴(Ring frame 
tripping), 끝막이 격벽 좌굴(Shell buckling of end bulkhead) 등
으로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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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판 응력 계산
 
외부수압을 받는 압력선체 외판의 강도계산은 Fig. 1과 같이 

외판을 지지하는 원환늑골 사이에 있는 외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 

Fig. 1 Pressure Hull Diagram

균일한 외부압력을 받는 외판의 처짐 식은 원통 길이방향 압
축과 굽힘으로 발생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Pulos & Salerno, 1961)





 






 



 
    

  (1)

여기서, w는 외판의 처짐, x는 외판중앙으로부터의 거리, D는 외
판 강성, p는 외부 압력, R은 원통 반경, E는 재료탄성계수, h는 
외판두께, ν는 재료 포아송비이다. 위 식으로부터 외판 처짐량을 
구하고 외판 중앙부(ⓐ, ⓑ) 및 늑골 인접부(ⓒ, ⓓ)에 발생하는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의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조합으로 응력을 
계산한다.

2.2 외판 좌굴강도 계산

원환늑골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판 좌굴은 비대칭 좌굴모드
(Lobar mode)와 축대칭 좌굴모드(Axisymmetric mode)로 구분하
고, 재료의 탄소성 영역을 고려하여 강도계산을 수행한다. 

외판 비대칭 좌굴에 대한 탄소성영역에서의 좌굴압력은 다음
과 같이 구한다(Thomas E. Reynolds, 1960).


  



 



  





  





  (2)

여기서, picr은 임계탄소성좌굴압력, pcrel은 탄성좌굴압력, νp는 
재료의 소성 포아송비, Et는 tangent modulus, Es는 secant 
modulus, Φ는 원통 반경 R, 외판 두께 h, 늑골사이 외판 길이 L
로 주어지는 값이다. 압력선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
기처짐과 용접 잔류응력 등의 초기결함(Initial imperfection)의 영

향을 고려한 감쇄계수 γ를 도입하여 최종적인 외판 좌굴압력
(pcrexp)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exp   ․ (3)

외판 축대칭 좌굴에 대한 탄소성영역에서의 좌굴압력은 다음
과 같이 구한다(Myron E. Lunchick, 1961).


   

 
 







 

 


 

 
 




 (4)

여기서, α와 C는 재료의 응력상태에 따라 재료의 secant 
modulus와 tangent modulus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 최종적인 
외판 축대칭 좌굴압력은 외판 비대칭 좌굴과 마찬가지로 감쇄계
수를 도입하여 식(3)으로 구한다.

2.3 전체좌굴 강도 계산
 
압력선체 한 개의 구획 전체가 붕괴하는 전체좌굴 압력 pgn은 

다음 식으로 구하게 된다.


     

 
  (5)

 
여기서, pfr은 원환늑골이 담당하는 좌굴압력, pM은 외판이 담당
하는 좌굴압력, pD는 대형늑골이 담당하는 좌굴압력, pB는 구획
의 양단 경계에 있는 격벽이 담당하는 좌굴압력이고, n은 원주방
향 좌굴모드의 파장 수이다. 전체좌굴 압력은 구획의 경계조건에 
따라 식(5)를 변형시켜 구하게 되며, 이때 각각의 구획 길이에 따
라 좌굴식의 변수 값을 구하여 좌굴압력 계산식에 적용한다.

전체좌굴에서의 강도계산 평가는 전체좌굴 모드에 따라 원주
방향에서 원환늑골에 발생하는 굽힘응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
는 진원도(Out-of-roundness) 크기를 다음 식으로 산출하여 검
토한다. 

 




  


  



   (6)

여기서, wo는 허용 진원도 크기, σy는 재료의 항복응력, σbasic은 
원환늑골 플랜지 끝단에서 발생하는 원주방향 응력,  efr은 원환
늑골 단면 중립축에서 플랜지 끝단까지의 거리,  Rc는 원통 중심
에서 원환늑골 단면 중립축까지의 거리, p는 작용하는 외부압력 
n은 좌굴 파수이다. 원환늑골에서 최대 허용되는 진원도 크기는 
보통 원통 반경의 0.3~0.4%로 적용한다. 

2.4 원환늑골 좌굴강도 계산
 
압력선체 원환늑골의 강도계산은 원환늑골의 국부좌굴(Ring 

frame tripping)로 인해 외판에 접하는 원환늑골 웨브 끝 부분
(Fig. 1의 ③)에 발생하는 응력을 산출하여 수행한다(Kennard 
E.H. 1966). 응력계산 시에 원환늑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결함으로서 원환늑골 웨브의 경사각(Pretilting angle)으로 발생하
는 응력 σbw, 플랜지와 웨브 중심 간의 편차(Eccentricity of 
flange)로 발생하는 응력 σbw,uex, 웨브 위치의 편차(Out of plane)
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응력 σbw,uop을 고려하여 원환늑골 응력을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

           ′ (7)
           ′

여기서, σr  σΦ은 각각 반경방향 및 원주방향 응력이고, σ r, σΦ은 
각각 원환늑골이 압력을 받을 때 반경방향 응력 및 원주방향 굽
힘 응력이다.

원환늑골 좌굴에서의 강도계산 평가는 원환늑골 국부좌굴로 
인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경사각(allowable pretilting angle)을 계산
하여 검토한다. 원환늑골 초기결함 중에서 경사각 θ만을 고려하
여 산출한 응력을 식(7)으로 구하고, 이 응력은 항복응력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최대응력을 항복으로 했을 때 최대 경사각 θ를 구
한다. 

2.5 끝막이 격벽 좌굴강도 계산
 
압력선체 끝막이 격벽(End bulkhead)의 좌굴압력 계산은 구

형 외판(Spherical shell)에 대한 국부적인 좌굴을 고려하여 수행
한다. 국부 곡률반경 Rlo의 구형 외판에 대한 탄소성좌굴 압력 
picr 은 다음 식과 같다.


   







(8)

여기서, th는 외판 두께이다. 최종적인 끝막이 격벽의 좌굴압력은 
외판 좌굴과 마찬가지로 감쇄계수를 도입하여 식(3)으로 구한다.

끝막이 격벽좌굴에서의 강도계산 평가는 좌굴압력과, 다음 식
으로 결정되는 허용 구형도(Out-of-sphericity) 크기 △f를 검토
하여 수행한다.

∆  



 


 


 (9)

여기서, Rnom은 구형 외판의 공칭 반경이고, c는 다음 식과 같다.

    (10)

3. 압력선체 최적화를 위한 정식화
본 연구에서 압력선체 최적화를 위해 부피에 대한 중량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하여 외판 두께, 원환늑골의 간격, 
원환늑골의 크기(웨브 높이 및 두께, 플랜지 폭 및 두께), 대형늑
골의 크기(웨브 높이 및 두께, 플랜지 폭 및 두께)를 설계변수로 
사용하였다. 

        (11)
           (X1=h, X2=Lf, X3=hw, X4=tw, X5=bf, X6=tf,      

X7=hwk,  X8=twk,  X9=bfk,  X10=tfk )
Subject to :  σshell   ≦ σallowable   for shell yielding

           pcr_lobar    ≧ pcr_allowable   for lobar buckling
           pcr_axisym  ≧ pcr_allowable   for axisym. buckling
           wo       ≧ wallowable for general instability
           θ        ≧ θallowable for frame tripping

여기서,
  f(X) :  압력선체 체적 V(X)에 대한

   중량 W(X) 비
          σshell    :  외판 응력
          σallowable :  허용 응력
          pcr_lobar :  외판 비대칭좌굴 압력
          pcr_axisym :  외판 축대칭좌굴 압력
          pcr_allowable :  허용 좌굴 압력
          wo      :  진원도 크기
          wallowable :  허용 진원도 
          θallowable :  허용 늑골 최대경사각
     
압력선체 설계변수로 사용되는 부재치수는 생산가능한 제품의 

규격을 고려하여 경계제약조건으로 식(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설계영역은 상황에 따라 변화시켜 새로운 부재치수를 탐색
할 수 있다.

       XiL  ≦  Xi  ≦  XiU,  i = 1 ~ 10            (12)
 
유전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무제약 최적화(Unconstrained 

optimization) 기법이나, 식(11)과 (12)로 정식화된 문제는 제약 
최적화 문제이다. 정식화된 문제에 유전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
해서 벌점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무제약 최적화 문제로 
변환하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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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판 응력 계산
 
외부수압을 받는 압력선체 외판의 강도계산은 Fig. 1과 같이 

외판을 지지하는 원환늑골 사이에 있는 외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 

Fig. 1 Pressure Hull Diagram

균일한 외부압력을 받는 외판의 처짐 식은 원통 길이방향 압
축과 굽힘으로 발생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Pulos & Salerno, 1961)





 






 



 
    

  (1)

여기서, w는 외판의 처짐, x는 외판중앙으로부터의 거리, D는 외
판 강성, p는 외부 압력, R은 원통 반경, E는 재료탄성계수, h는 
외판두께, ν는 재료 포아송비이다. 위 식으로부터 외판 처짐량을 
구하고 외판 중앙부(ⓐ, ⓑ) 및 늑골 인접부(ⓒ, ⓓ)에 발생하는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의 막응력과 굽힘응력의 조합으로 응력을 
계산한다.

2.2 외판 좌굴강도 계산

원환늑골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판 좌굴은 비대칭 좌굴모드
(Lobar mode)와 축대칭 좌굴모드(Axisymmetric mode)로 구분하
고, 재료의 탄소성 영역을 고려하여 강도계산을 수행한다. 

외판 비대칭 좌굴에 대한 탄소성영역에서의 좌굴압력은 다음
과 같이 구한다(Thomas E. Reynolds, 1960).


  



 



  





  





  (2)

여기서, picr은 임계탄소성좌굴압력, pcrel은 탄성좌굴압력, νp는 
재료의 소성 포아송비, Et는 tangent modulus, Es는 secant 
modulus, Φ는 원통 반경 R, 외판 두께 h, 늑골사이 외판 길이 L
로 주어지는 값이다. 압력선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
기처짐과 용접 잔류응력 등의 초기결함(Initial imperfection)의 영

향을 고려한 감쇄계수 γ를 도입하여 최종적인 외판 좌굴압력
(pcrexp)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exp   ․ (3)

외판 축대칭 좌굴에 대한 탄소성영역에서의 좌굴압력은 다음
과 같이 구한다(Myron E. Lunchick, 1961).


   

 
 







 

 


 

 
 




 (4)

여기서, α와 C는 재료의 응력상태에 따라 재료의 secant 
modulus와 tangent modulus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 최종적인 
외판 축대칭 좌굴압력은 외판 비대칭 좌굴과 마찬가지로 감쇄계
수를 도입하여 식(3)으로 구한다.

2.3 전체좌굴 강도 계산
 
압력선체 한 개의 구획 전체가 붕괴하는 전체좌굴 압력 pgn은 

다음 식으로 구하게 된다.


     

 
  (5)

 
여기서, pfr은 원환늑골이 담당하는 좌굴압력, pM은 외판이 담당
하는 좌굴압력, pD는 대형늑골이 담당하는 좌굴압력, pB는 구획
의 양단 경계에 있는 격벽이 담당하는 좌굴압력이고, n은 원주방
향 좌굴모드의 파장 수이다. 전체좌굴 압력은 구획의 경계조건에 
따라 식(5)를 변형시켜 구하게 되며, 이때 각각의 구획 길이에 따
라 좌굴식의 변수 값을 구하여 좌굴압력 계산식에 적용한다.

전체좌굴에서의 강도계산 평가는 전체좌굴 모드에 따라 원주
방향에서 원환늑골에 발생하는 굽힘응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
는 진원도(Out-of-roundness) 크기를 다음 식으로 산출하여 검
토한다. 

 




  


  



   (6)

여기서, wo는 허용 진원도 크기, σy는 재료의 항복응력, σbasic은 
원환늑골 플랜지 끝단에서 발생하는 원주방향 응력,  efr은 원환
늑골 단면 중립축에서 플랜지 끝단까지의 거리,  Rc는 원통 중심
에서 원환늑골 단면 중립축까지의 거리, p는 작용하는 외부압력 
n은 좌굴 파수이다. 원환늑골에서 최대 허용되는 진원도 크기는 
보통 원통 반경의 0.3~0.4%로 적용한다. 

2.4 원환늑골 좌굴강도 계산
 
압력선체 원환늑골의 강도계산은 원환늑골의 국부좌굴(Ring 

frame tripping)로 인해 외판에 접하는 원환늑골 웨브 끝 부분
(Fig. 1의 ③)에 발생하는 응력을 산출하여 수행한다(Kennard 
E.H. 1966). 응력계산 시에 원환늑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결함으로서 원환늑골 웨브의 경사각(Pretilting angle)으로 발생하
는 응력 σbw, 플랜지와 웨브 중심 간의 편차(Eccentricity of 
flange)로 발생하는 응력 σbw,uex, 웨브 위치의 편차(Out of plane)
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응력 σbw,uop을 고려하여 원환늑골 응력을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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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여기서, σr  σΦ은 각각 반경방향 및 원주방향 응력이고, σ r, σΦ은 
각각 원환늑골이 압력을 받을 때 반경방향 응력 및 원주방향 굽
힘 응력이다.

원환늑골 좌굴에서의 강도계산 평가는 원환늑골 국부좌굴로 
인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경사각(allowable pretilting angle)을 계산
하여 검토한다. 원환늑골 초기결함 중에서 경사각 θ만을 고려하
여 산출한 응력을 식(7)으로 구하고, 이 응력은 항복응력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최대응력을 항복으로 했을 때 최대 경사각 θ를 구
한다. 

2.5 끝막이 격벽 좌굴강도 계산
 
압력선체 끝막이 격벽(End bulkhead)의 좌굴압력 계산은 구

형 외판(Spherical shell)에 대한 국부적인 좌굴을 고려하여 수행
한다. 국부 곡률반경 Rlo의 구형 외판에 대한 탄소성좌굴 압력 
picr 은 다음 식과 같다.


   







(8)

여기서, th는 외판 두께이다. 최종적인 끝막이 격벽의 좌굴압력은 
외판 좌굴과 마찬가지로 감쇄계수를 도입하여 식(3)으로 구한다.

끝막이 격벽좌굴에서의 강도계산 평가는 좌굴압력과, 다음 식
으로 결정되는 허용 구형도(Out-of-sphericity) 크기 △f를 검토
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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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nom은 구형 외판의 공칭 반경이고, c는 다음 식과 같다.

    (10)

3. 압력선체 최적화를 위한 정식화
본 연구에서 압력선체 최적화를 위해 부피에 대한 중량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하여 외판 두께, 원환늑골의 간격, 
원환늑골의 크기(웨브 높이 및 두께, 플랜지 폭 및 두께), 대형늑
골의 크기(웨브 높이 및 두께, 플랜지 폭 및 두께)를 설계변수로 
사용하였다. 

        (11)
           (X1=h, X2=Lf, X3=hw, X4=tw, X5=bf, X6=tf,      

X7=hwk,  X8=twk,  X9=bfk,  X10=tfk )
Subject to :  σshell   ≦ σallowable   for shell yielding

           pcr_lobar    ≧ pcr_allowable   for lobar buckling
           pcr_axisym  ≧ pcr_allowable   for axisym. buckling
           wo       ≧ wallowable for general instability
           θ        ≧ θallowable for frame tripping

여기서,
  f(X) :  압력선체 체적 V(X)에 대한

   중량 W(X) 비
          σshell    :  외판 응력
          σallowable :  허용 응력
          pcr_lobar :  외판 비대칭좌굴 압력
          pcr_axisym :  외판 축대칭좌굴 압력
          pcr_allowable :  허용 좌굴 압력
          wo      :  진원도 크기
          wallowable :  허용 진원도 
          θallowable :  허용 늑골 최대경사각
     
압력선체 설계변수로 사용되는 부재치수는 생산가능한 제품의 

규격을 고려하여 경계제약조건으로 식(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설계영역은 상황에 따라 변화시켜 새로운 부재치수를 탐색
할 수 있다.

       XiL  ≦  Xi  ≦  XiU,  i = 1 ~ 10            (12)
 
유전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무제약 최적화(Unconstrained 

optimization) 기법이나, 식(11)과 (12)로 정식화된 문제는 제약 
최적화 문제이다. 정식화된 문제에 유전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
해서 벌점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무제약 최적화 문제로 
변환하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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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X)는 목적함수, ε는 상수, P(X)는 벌점함수(penalty 
function)이다.

최적화 문제에서 요구되는 강도가 허용 강도보다 작은 경우는 
목적함수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요구되는 강도가 허용 강도보다 
큰 경우에는 최소화 문제에서 벌점함수의 벌점을 목적함수에 추
가하게 되며 목적함수가 높은 값을 갖게 된다. 최소화 문제에서 
벌점이 추가되면 목적함수를 근거로 평가하는 유전알고리즘의 
적합도(Fitness)는 반대로 낮은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적합도가 
낮은 개체는 새로운 개체의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
하고 다음 세대에서 생존 확률이 감소하므로 해의 개선은 제약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4. 최적화 기법과 유전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은 전역 최적화와 국부 최적화로 크게 나뉠 수 있
으며, 국부 최적화는 전역 최적화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를 도출할 수 있지만 초기 시작점에 따라 전역 최적해(global 
optimum)가 아닌 국부 최적해(local optimum)에 도달할 가능성
이 있다. 반면에 전역 최적화는 초기 시작점에 관계없이 올바른 
전역 최적 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역 최
적화 기법으로 적용하며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은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이론인 자연선택과 적
자생존 원리를 이용하여 진화와 도태 원리를 구현한 알고리즘으
로서 최근에 공학 분야에 다양하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 휴리스
틱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하나의 해를 운용하여 이웃한 해를 탐색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유전 알고리즘은 다수의 개체로 구성된 
해 집단을 구성하여 해를 탐색하는 조합최적화 기법이다. 기존의 
최적화 기법들은 경사도 벡터를 이용하여 경사도가 급하거나 다
수의 국부 최적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안정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유전 알고리즘은 경사도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함수
의 값만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최적 해를 탐색함으로써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의 세대(generation)는 특정한 순간의 해의 집단
을 의미하며 세대는 개체(individual)들의 집합, 즉 개체군
(population)으로 구성되며, 각 개체의 수를 개체군의 크기
(population size)라고 한다. 각 개체들은 해를 도출하기 위한 유
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복수개의 유전자(gene) 집합인 염색체
(chromosome)로 구성되며,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있는 자리를 
유전자좌(locus)라 한다. 유전자좌는 염색체의 각 위치에 어떠한 
유전 정보가 결정되어 일반적으로 이진법의 문자열(string)로 표

현된다. 각 개체들의 목적함수와 구속조건의 위반 정도에 따라 
개체들의 적합도(fitness)가 부여되며, 적합도가 높은 개체일수록 
다음 세대를 구성하는데 참여할 확률을 높게 하여 세대가 지날수
록 전체 집단이 더 좋은 방향으로 탐색하게 된다. 초기에 선정된 
개체들의 적합도가 우수한 개체들을 선택하여 다음 세대를 구성
하기 위한 부모(parents)가 되어 교배(crossover)를 통해 부모의 
유전자를 자손(offspring)에게 물려주며 일부 자손의 유전자는 돌
연변이(mutation)를 통해 생성된다.

일반적인 유전알고리즘의 구현은 초기 세대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작위로 초기 세대가 구성되고 그 세대의 적합도를 
계산하여 우수하지 못한 개체는 도태시키고 최고의 적합도로 진
화할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을 선택(selection)하게 된다. 이렇게 
선택된 개체들이 부모가 되어 교배(crossover)를 통해 자손에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주게 되고 일부 자손은 돌연변이(mutation)
를 통해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최고의 적합도
를 보전하기 위해 엘리트 보전법(elitism)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
렇게 생성된 자손들이 다음 세대를 구성하는 개체가 되어 다시 
적합도를 계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자손은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적합도는 진화하게 된다. 각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교배, 돌연변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효과적인 유전자 알고리즘
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흐름도는 
Fig.1과 같다.

Fig. 1 Simple genetic algorithm(SGA)

본 연구에서는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한 압력선체 설계에서의 
최적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단순 유전알고리즘을 적용
하였으며, 유전알고리즘에 엘리트 개체를 선별하여 다음 세대에 
좋은 개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엘리트 보존법을 적용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설계 변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
므로 각 설계 변수의 선택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유
전알고리즘에 사용하는 이진스트링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따
라서 길어진 이진스트링을 효율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도록 일점 
교배보다 탐색성능이 우수한 균일 교배법을 도입하였다. 

5. 압력선체 최적화
5.1 압력선체 최적화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대상으로 Fig. 2와 같이 원통형 압력선

체 1개의 구획을 선정하였으며, 대상구획 양단에는 대형늑골이 
인접한 구획과 경계를 이루며 지지하고 있다. 압력선체 반경(R)
은 5,000mm, 구획길이(LD)는 20,000mm, 인접한 구획 길이(LD,L, 
LD,R)는 각각 15,000mm로 고정하였다. 압력선체에 적용한 재료
는 고항복강으로서 HY-100 강을 적용하였고, 항복강도는 
686MPa, 탄성계수(E)는 206GPa이다.

Fig. 2 Pressure hull geometry

대상으로 하는 압력선체 구획에 대한 최적화는 압력선체 강도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외판 두께, 원환늑골의 간격, 원환늑골의 
크기(웨브 높이 및 두께, 플랜지 폭 및 두께), 대형늑골의 크기
(웨브 높이 및 두께, 플랜지 폭 및 두께)에 대해 수행되었다.

Fig. 3 Convergence of fitness values(min. weight/volume ratio)

Fig. 3은 외부압력에 대한 단위길이당 부피에 대한 중량비의 
수렴곡선으로서 유전알고리즘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안정성 

있게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각각의 공칭압력(Pn, 
Nominal pressure)에 따라 최적함수 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Table 1은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외부압력(Pn)에 대해 도
출된 압력선체 부재들의 최적 치수이고, Fig. 4는 외부압력의 변
화에 따라 최적함수값의 변화, Fig. 5는 압력의 변화에 따른 외
판 두께-원환늑골 간격 비(h/Lf)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는 압
력선체 설계전문가가 동일한 압력선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치수
를 도출한 결과이다.  Fig. 6은 외부압력의 변화에 따라 최적함
수값의 변화, Fig. 7은 압력의 변화에 따른 외판 두께-원환늑골 
간격 비(h/Lf)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과 2에서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한 압력선체 설계결과
는 전문가 설계결과와 비교하여 도출된 치수는 약간 다르지만, 
그림 4와 6의 최적값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계된 부
재치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유전알고리즘은 설계변수 10개를 변화시키며 도출한 결과이
지만, 전문가 결과는 원환늑골 간격과 대형늑골의 변수를 고정시
키고 나머지 변수를 변화시키며 최적값을 도출한 결과이다.

Table 1과 2에서 원환늑골의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두께가 증
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Fig. 5와 7에서 원환늑골의 간격에 대
한 외판 두께 비는 하중 압력(Pn)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Table 1 Optimal structural member size of pressure hull by 
GA
              Pn(MPa)
 Item(mm) 3.0 3.5 4.0 4.5 5.0
Shell thickness h 30 35 40 48 51

Spacing Lf 430 520 560 590 640
Ring 
frame 

Web hw x tw 268x20.5 242x22 264x24 264x25 270x26
Flange bf x tf 240x19 126x66 230x39 166x56 186x63

King 
frame 

Web hw x tw 890x36 840x20 820x50 900x21 800x40
Flange bf x tf 520x64 380x86 520x70 500x92 600x84

Fitness value, F(X) 
(Weight/Volume ratio) 0.17331 0.19451 0.21687 0.23813 0.25624

Fig. 4 Fitness values F(X) at Pn, by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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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X)는 목적함수, ε는 상수, P(X)는 벌점함수(penalty 
function)이다.

최적화 문제에서 요구되는 강도가 허용 강도보다 작은 경우는 
목적함수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요구되는 강도가 허용 강도보다 
큰 경우에는 최소화 문제에서 벌점함수의 벌점을 목적함수에 추
가하게 되며 목적함수가 높은 값을 갖게 된다. 최소화 문제에서 
벌점이 추가되면 목적함수를 근거로 평가하는 유전알고리즘의 
적합도(Fitness)는 반대로 낮은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적합도가 
낮은 개체는 새로운 개체의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
하고 다음 세대에서 생존 확률이 감소하므로 해의 개선은 제약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4. 최적화 기법과 유전 알고리즘

최적화 기법은 전역 최적화와 국부 최적화로 크게 나뉠 수 있
으며, 국부 최적화는 전역 최적화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를 도출할 수 있지만 초기 시작점에 따라 전역 최적해(global 
optimum)가 아닌 국부 최적해(local optimum)에 도달할 가능성
이 있다. 반면에 전역 최적화는 초기 시작점에 관계없이 올바른 
전역 최적 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역 최
적화 기법으로 적용하며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은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이론인 자연선택과 적
자생존 원리를 이용하여 진화와 도태 원리를 구현한 알고리즘으
로서 최근에 공학 분야에 다양하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 휴리스
틱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하나의 해를 운용하여 이웃한 해를 탐색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유전 알고리즘은 다수의 개체로 구성된 
해 집단을 구성하여 해를 탐색하는 조합최적화 기법이다. 기존의 
최적화 기법들은 경사도 벡터를 이용하여 경사도가 급하거나 다
수의 국부 최적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안정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유전 알고리즘은 경사도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함수
의 값만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최적 해를 탐색함으로써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의 세대(generation)는 특정한 순간의 해의 집단
을 의미하며 세대는 개체(individual)들의 집합, 즉 개체군
(population)으로 구성되며, 각 개체의 수를 개체군의 크기
(population size)라고 한다. 각 개체들은 해를 도출하기 위한 유
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복수개의 유전자(gene) 집합인 염색체
(chromosome)로 구성되며,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있는 자리를 
유전자좌(locus)라 한다. 유전자좌는 염색체의 각 위치에 어떠한 
유전 정보가 결정되어 일반적으로 이진법의 문자열(string)로 표

현된다. 각 개체들의 목적함수와 구속조건의 위반 정도에 따라 
개체들의 적합도(fitness)가 부여되며, 적합도가 높은 개체일수록 
다음 세대를 구성하는데 참여할 확률을 높게 하여 세대가 지날수
록 전체 집단이 더 좋은 방향으로 탐색하게 된다. 초기에 선정된 
개체들의 적합도가 우수한 개체들을 선택하여 다음 세대를 구성
하기 위한 부모(parents)가 되어 교배(crossover)를 통해 부모의 
유전자를 자손(offspring)에게 물려주며 일부 자손의 유전자는 돌
연변이(mutation)를 통해 생성된다.

일반적인 유전알고리즘의 구현은 초기 세대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작위로 초기 세대가 구성되고 그 세대의 적합도를 
계산하여 우수하지 못한 개체는 도태시키고 최고의 적합도로 진
화할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을 선택(selection)하게 된다. 이렇게 
선택된 개체들이 부모가 되어 교배(crossover)를 통해 자손에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주게 되고 일부 자손은 돌연변이(mutation)
를 통해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최고의 적합도
를 보전하기 위해 엘리트 보전법(elitism)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
렇게 생성된 자손들이 다음 세대를 구성하는 개체가 되어 다시 
적합도를 계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자손은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적합도는 진화하게 된다. 각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교배, 돌연변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효과적인 유전자 알고리즘
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흐름도는 
Fig.1과 같다.

Fig. 1 Simple genetic algorithm(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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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vergence of fitness values(min. weight/volum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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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볼 수 있다.

Table 1 Optimal structural member size of pressure hull by 
GA
              Pn(MPa)
 Item(mm) 3.0 3.5 4.0 4.5 5.0
Shell thickness h 30 35 40 48 51

Spacing Lf 430 520 560 590 640
Ring 
frame 

Web hw x tw 268x20.5 242x22 264x24 264x25 270x26
Flange bf x tf 240x19 126x66 230x39 166x56 186x63

King 
frame 

Web hw x tw 890x36 840x20 820x50 900x21 800x40
Flange bf x tf 520x64 380x86 520x70 500x92 600x84

Fitness value, F(X) 
(Weight/Volume ratio) 0.17331 0.19451 0.21687 0.23813 0.25624

Fig. 4 Fitness values F(X) at Pn, by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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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ickness/Spacing (h/Lf) at Pn, by GA

Table 2 Optimal structural member size of pressure hull by 
expert
              Pn(MPa)
 Item(mm) 3.0 3.5 4.0 4.5 5.0
Shell thickness h 28 31 34 37 41

Spacing Lf 380 390 400 410 420
Ring 
frame 

Web hw x tw 254x20.0 265x21.5270x22.5270x23.5270x24.5
Flange bf x tf 180x30 180x30 200x31 230x32 250x34

King 
frame 

Web hw x tw 750x36 850x36 900x45 900x50 900x50
Flange bf x tf 500x90 550x90 600x90 600x100600x100

Fitness value, F(X) 
(Weight/Volume ratio) 0.18082 0.19354 0.21115 0.22975 0.24948

Fig. 6 Fitness values F(X) at Pn, by expert

Fig. 7 Thickness/Spacing (h/Lf) at Pn, by expert

5.2 유전알고리즘에 의한 압력선체 설계분석
 
그림 8은 유전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원환늑골 간격 크기에 따

라 최적 함수의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하중 압력(Pn)이 
증가할수록 최적함수 값은 증가하지만, 원환늑골의 간격이 변화
하더라도 최적 함수값 즉 중량-부피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Fitness values F(X) acc. to ring frame spacing

그림 9는 압력(Pn) 4.5 MPa일 때 원환늑골 간격에 따라 각 
부재의 단면적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외판 및 원환늑골
의 단면적은 원환늑골 간격이 커짐에 따라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 Sectional area acc. to ring frame spacing

그림 10은 원환늑골 간격 크기에 따라 외판과 원환늑골의 단
면적-늑골간격 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하중이 증가할수록 
단면적은 증가하지만 원환늑골의 간격이 변화하더라도 외판과 
원환늑골의 전체 단면적(A_tot)-늑골간격(Lf) 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10 A_tot / Lf acc. to ring frame spacing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부수압을 받는 압력선체에 대해 최근 제정된 

설계·건조기준서의 압력선체 최종강도계산식을 사용하고 유전알
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설
계를 수행한 결과, 유전알고리즘은 단순히 최적함수 값과 확률적
인 크기만을 비교하여 압력선체 최적값을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압력선체 설계와 같이 해가 설계변수에 따라 다양한 곡면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역 최적화 기법으로 유전알고리즘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압
력선체 최적설계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중이 증가할수록 외판 두께 및 원환늑골 간격은 증가하
며, 외판 두께-원환늑골 간격 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 하중이 증가할수록 중량-부피 비는 증가하며, 동일한 하중
이 작용할 때 원환늑골 간격에 따라 중량-부피 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3) 동일한 하중이 작용할 때 원환늑골 간격이 증가할수록 외
판과 원환늑골의 두께 및 크기가 증가하여 단면적은 증가
하지만, 전체단면적-늑골간격 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압력선체 설계 시에 최적화 방안으로 
유전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부재 크기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는 유전인자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보다 작은 집단을 이용하여 연산시간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전역 최적해를 찾는 방법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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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정을 고려한 원통형 실린더의 압축좌굴 해석
노인식(충남대), 류재원(충남대), 임승재(충남대), 조상래(울산대), 조윤식(국방과학연구소)

Buckling Analysis of Circular Cylinders with Initial Imperfection
I.S. Nho, J.W. Ryu, S.J. R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J. Cho (University of Ulsan) and Y.S. Cho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잠수체의 내압 선체 구조는 주로 원통형, 구형 또는 원뿔 모양의 축대칭 압력용기 구조로 제작되어 심해의 고압을 견딜 수 있
게 설계된다. 정수압에 의한 압축좌굴이 주 고려 대상이며 이에 따른 각종 설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축대칭 박판 쉘 
구조의 압축 좌굴은 용접 등으로 발생되는 기하학적 초기 부정(initial imperfection)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론적 추
정치는 대체로 실제 좌굴압력 보다 훨씬 큰 값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해석결
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수압 하에서 원통형 실린더의 좌굴거통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기법들을 검토하였다. 초기
부정을 가진 여러 가지 알루미늄제 원통 실린더에 대하여 기존의 좌굴압력 추정공식, 고유치해석에 의한 임계압력 추정법 그리고 
초기 부정 크기에 따른 붕과 거동을 비선형 유한요소해석법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 수치해석 결과들을 압
력챔버에서의 좌굴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Buckling analysis(좌굴해석), Circular cylinder(원통형실린더), Initial imperfection(초기부정), Nonlinear FEA (비선형유한요소해석)

1. 서 론
잠수체의 내압 선체 구조는 정수압에 의한 압축좌굴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이에 따른 각종 설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심해
에서 임계상태의 외압을 받는 내압선체 및 외부 장비가 수중 폭발 
등에 기안하는 하중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면 구조 안정성에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잠수함에 부착되는 추가적인 장비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외장 장비들 역시 높은 수압과 
UNDEX로 인한 충격 압력 파에 노출 되어 있기에 임계 하중에 도
달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급속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 붕괴 과정을 내파(內破, implosion)라고 한다. 내파로 인
한 급속 붕괴는 매우 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충격 압력파(pulse)
의 형태로 방출한다. 잠수함에 부착된 부가 장비가 붕괴되면서 내
파가 발생한다면 바로 근접해 있는 잠수함 본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압력 선체의 급속 붕
괴 시 발생되는 충격파의 크기, 지속시간 등에 대한 추정은 쉽지 
않은 주제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내파문제의 해석을 위해서는 정수
압에 의한 압력선체의 급격한 불안정 붕괴가 시작되는 임계압력의 

추정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압을 받는 얇은 원통실린더의 압축 붕

괴 거동 추정을 위한 다양한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몇 가지 예제에 
대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알루미늄 튜브 시편의 좌굴 
실험 결과를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평가 하였다. 

2. 원통 실린더의 붕괴거동 해석

2.1 개요

정수압을 받는 원통형 실린더의 붕괴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해석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해석의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압력 챔버에서 알루미늄으
로 제작된 3 종류의 원통 실린더 모델에 정수압을 가하여 좌굴시험
을 병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Cho et al, 2016).

먼저 고유치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임계 좌굴하중을 구하였다. 
이 방법은 통상적인 탄성 좌굴 거동을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대
부분의 축대칭 형상 압력용기에서는 용접 변형과 같은 기하학적 초
기부정(initial imperfection)에 의해 임계하중이 매우 민감하게 저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계 시 안전측의 결과를 주는 하나의 상
한 기준치로는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 정확한 좌굴압력으로 판단하
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더 정밀한 좌굴 거동을 추정하기 위해서 비선형 탄
소성 대변형 구조 해석 방법을 이용한다. 해석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린더 초기부정의 형상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지만 초기부정의 전반적인 크기는 제작된 실험 모형에 대한 사
전 계측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
작사양서에 제시된 최소 제작 공차를 감안할 수 있다. 또한 실린더
의 붕괴거동은 작용하는 정수압이 임계치에 가까워질 때, 최저차 
고유좌굴 모드 형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구한 고유좌굴 모드 형상에 적절한 계
수를 곱하여 초기부정의 형상을 가정함으로써 수치해석 모델의 기
하학적 형상을 완성한다. 증분형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으로는 불안
정한 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해를 제공할 수 있는 Riks의 
호장증분법(Arc length method)을 사용하였다. 

2.2 정수압 붕괴 실험 

압력챔버에서 정수압에 의한 붕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3개
의 시험 모델(C1A, C1A, C1A)을 제작하였다. 알루미늄 합금 
AL6061-T6로 제작된 원통 실린더의 양쪽은 15mm 씩 여유를 두고 
마개로 막아 시험 중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험 모델들의 치수를 다시 정밀하게 계측하고 그 결과들의 평
균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Cho et al, 2016). 특히, 측정된 외
경 가 설계 공칭 값에 비해 상당한 오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1 Collapse pressure estimation process

또한 재료시험용 시편을 제작하여 정밀한 응력-변형도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Fig.4와 같은 소성경화곡선
(Plastic hardening curve)를 도출하여 이후의 정밀 해석 과정에 적
용하였다. 

실험 모델들의 붕괴 실험 결과는 제3장의 Table 4에 수치해석법 
등 다른 해석 결과들과 비교하여 함께 정리하였다.

Fig. 2 Pressure chamber test set-up

Fig.3  Shape & particulars of test model

Table 1 Dimension of cylinders
         Model
 Scantling C1A C2A C3A

t (mm) 0.69 (0.7)* 0.71 (0.7)* 0.72 (0.7)*
L (mm) 120 145 170
 (mm) 47.3 47.4 47.6

 ( )* : Nominal values,  : Outside diameter

Table 2 Material characteristics of AL6061-T6 
Material constants Values
Young’s Modulus  E 68.9 GPa
Poisson's ratio  ν 0.3

Density  ρ 2,700 kg/

Yield strength   298.6 MPa
Tensile strength   329.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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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ling Analysis of Circular Cylinders with Initial Im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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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Cho (University of Ulsan) and Y.S. Cho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잠수체의 내압 선체 구조는 주로 원통형, 구형 또는 원뿔 모양의 축대칭 압력용기 구조로 제작되어 심해의 고압을 견딜 수 있
게 설계된다. 정수압에 의한 압축좌굴이 주 고려 대상이며 이에 따른 각종 설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축대칭 박판 쉘 
구조의 압축 좌굴은 용접 등으로 발생되는 기하학적 초기 부정(initial imperfection)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론적 추
정치는 대체로 실제 좌굴압력 보다 훨씬 큰 값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해석결
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수압 하에서 원통형 실린더의 좌굴거통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기법들을 검토하였다. 초기
부정을 가진 여러 가지 알루미늄제 원통 실린더에 대하여 기존의 좌굴압력 추정공식, 고유치해석에 의한 임계압력 추정법 그리고 
초기 부정 크기에 따른 붕과 거동을 비선형 유한요소해석법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 수치해석 결과들을 압
력챔버에서의 좌굴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Buckling analysis(좌굴해석), Circular cylinder(원통형실린더), Initial imperfection(초기부정), Nonlinear FEA (비선형유한요소해석)

1. 서 론
잠수체의 내압 선체 구조는 정수압에 의한 압축좌굴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이에 따른 각종 설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심해
에서 임계상태의 외압을 받는 내압선체 및 외부 장비가 수중 폭발 
등에 기안하는 하중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면 구조 안정성에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잠수함에 부착되는 추가적인 장비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외장 장비들 역시 높은 수압과 
UNDEX로 인한 충격 압력 파에 노출 되어 있기에 임계 하중에 도
달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급속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 붕괴 과정을 내파(內破, implosion)라고 한다. 내파로 인
한 급속 붕괴는 매우 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충격 압력파(pulse)
의 형태로 방출한다. 잠수함에 부착된 부가 장비가 붕괴되면서 내
파가 발생한다면 바로 근접해 있는 잠수함 본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압력 선체의 급속 붕
괴 시 발생되는 충격파의 크기, 지속시간 등에 대한 추정은 쉽지 
않은 주제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내파문제의 해석을 위해서는 정수
압에 의한 압력선체의 급격한 불안정 붕괴가 시작되는 임계압력의 

추정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압을 받는 얇은 원통실린더의 압축 붕

괴 거동 추정을 위한 다양한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몇 가지 예제에 
대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알루미늄 튜브 시편의 좌굴 
실험 결과를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평가 하였다. 

2. 원통 실린더의 붕괴거동 해석

2.1 개요

정수압을 받는 원통형 실린더의 붕괴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해석기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해석의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압력 챔버에서 알루미늄으
로 제작된 3 종류의 원통 실린더 모델에 정수압을 가하여 좌굴시험
을 병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Cho et al, 2016).

먼저 고유치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임계 좌굴하중을 구하였다. 
이 방법은 통상적인 탄성 좌굴 거동을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대
부분의 축대칭 형상 압력용기에서는 용접 변형과 같은 기하학적 초
기부정(initial imperfection)에 의해 임계하중이 매우 민감하게 저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계 시 안전측의 결과를 주는 하나의 상
한 기준치로는 간주될 수 있으나 실제 정확한 좌굴압력으로 판단하
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더 정밀한 좌굴 거동을 추정하기 위해서 비선형 탄
소성 대변형 구조 해석 방법을 이용한다. 해석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린더 초기부정의 형상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지만 초기부정의 전반적인 크기는 제작된 실험 모형에 대한 사
전 계측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
작사양서에 제시된 최소 제작 공차를 감안할 수 있다. 또한 실린더
의 붕괴거동은 작용하는 정수압이 임계치에 가까워질 때, 최저차 
고유좌굴 모드 형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구한 고유좌굴 모드 형상에 적절한 계
수를 곱하여 초기부정의 형상을 가정함으로써 수치해석 모델의 기
하학적 형상을 완성한다. 증분형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으로는 불안
정한 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해를 제공할 수 있는 Riks의 
호장증분법(Arc length method)을 사용하였다. 

2.2 정수압 붕괴 실험 

압력챔버에서 정수압에 의한 붕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3개
의 시험 모델(C1A, C1A, C1A)을 제작하였다. 알루미늄 합금 
AL6061-T6로 제작된 원통 실린더의 양쪽은 15mm 씩 여유를 두고 
마개로 막아 시험 중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험 모델들의 치수를 다시 정밀하게 계측하고 그 결과들의 평
균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Cho et al, 2016). 특히, 측정된 외
경 가 설계 공칭 값에 비해 상당한 오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1 Collapse pressure estimation process

또한 재료시험용 시편을 제작하여 정밀한 응력-변형도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Fig.4와 같은 소성경화곡선
(Plastic hardening curve)를 도출하여 이후의 정밀 해석 과정에 적
용하였다. 

실험 모델들의 붕괴 실험 결과는 제3장의 Table 4에 수치해석법 
등 다른 해석 결과들과 비교하여 함께 정리하였다.

Fig. 2 Pressure chamber test set-up

Fig.3  Shape & particulars of test model

Table 1 Dimension of cylinders
         Model
 Scantling C1A C2A C3A

t (mm) 0.69 (0.7)* 0.71 (0.7)* 0.72 (0.7)*
L (mm) 120 145 170
 (mm) 47.3 47.4 47.6

 ( )* : Nominal values,  : Outside diameter

Table 2 Material characteristics of AL6061-T6 
Material constants Values
Young’s Modulus  E 68.9 GPa
Poisson's ratio  ν 0.3

Density  ρ 2,700 kg/

Yield strength   298.6 MPa
Tensile strength   329.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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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Hardening data for AL6061-T6

2.3 붕괴압력의 간이 추정식 

정밀한 수치해석에 앞서 초기 단계에 탄성 좌굴 압력을 간단하
게 추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von Mises와  
Windenburg & Trilling의 간이 설계식을 이용하여 좌굴 모드에 따른 
탄성좌굴 압력을 추정하였다. 

두 가지 간이 좌굴 공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Table.4에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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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von Mises’ buckling pressure
 : Windenburg and Trilling‘s buckling pressure
 : Wall thickness of circular cylindrical shell
 : Young’s Modulus
 : Poisson’s ratio
  : Length of cylinder
 : Radius of cylinder
≥  : Number of Lobe

3. 붕괴 과정의 수치해석
원통 실린더의 붕괴 거동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유

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유치 해석법에 의해 고
유 좌굴 모드와 이에 대응되는 고유치로서 좌굴 압력을 계산하였
다. 또한 정밀한 압력-변형 거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Riks의 호장법
에 기반한 증분형 비선형 탄소성 대변형 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

3.1 유한요소 해석 모델

실제 실험 모델은 Fig.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양단에 방수를 위
하여 엔드플러그를 설치하였으나 유한요소해석 모델에서는  변형이 
발생하는 L 까지 길이만을 모델링을 하였으며, 엔드플러그에 작용
하는 축 방향 수압을 고려하기 위하여 양단은 강체 판 요소로서 모
델링을 하였다. 요소분할은 격자 크기 2x2mm 기준으로 Fig.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판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변위 경계 조건은 좌측 단을 완전 구속하되 우측 단은 축 방향 
압력에 의한 변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축 방향으로는 자유로 설정
하였다. 비선형 해석 시 하중은 변형과정에서 모델의 모든 면(엔드
플러그 면을 포함)에 균일하게 정수압이 작용하도록 설정하였다.

3.2 탄성좌굴 해석

본질적으로 압축을 받는 구조물의 탄성좌굴 문제는 고유치 문제
이므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고유 모드와 이에 대응되는 고유
치로서 좌굴압력을 구한다. 위의 3 가지 모델 외에도 실린더의 직
경과 길이 비에 대한 좌굴 모드 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몇 가지 
다른 길이의 모델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결과로서 C2A 모델에 대한 좌굴 모드와 이에 대
응하는 좌굴 압력을 Fig.6에 나타내었다. 이 모델의 최저 좌굴압력
에 해당되는 기본 좌굴 모드는 원주 방향의 파형이 3개(Lobe 3)인 
형상으로 나타난다. 

원통형 실린더의 기하학적 형상 즉 길이 직경비(L/D)에 따라 기
본 좌굴 모드의 형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3개 모델 외에 길
이를 변화시킨 총 11개의 L/D 가 다른 모델에 대하여 고유치해석
을 수행하고 원주 방향 파형 즉 Lobe 2, 3, 4, 5인 기본 좌굴 모드
와 이에 대응되는 좌굴 압력을 정리하여 Fig.7에 도시하였다.

Fig.5  FE model of test cylinder model

Fig.6  Buckling pressures and corresponding buckling modes of 
C2A model

Fig.7 Buckling mode & pressures corresponding to L/D

가장 기본적인 변형 모드인 Lobe 2 인 파형은 L/D가 5보다 작
은 비교적 짧은 실린더에서는 상당히 높은 좌굴압력이 필요하므로 
최저차 좌굴모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길이가 짧아질수록 복잡한 
3차원적인 형상으로 변형되며 좌굴압력은 다른 모드에 비해 급격히 
커진다. 직경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져서 L/D가 6보다 큰 실린더가 
되면 변형 형상이 좀 더 2차원적 형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Lobe 
2 인 파형이 기본 좌굴모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실린더의 두께/
직경 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길이에 따라 최저차  
좌굴 모드가 바뀌는 이러한 경향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C1A, C2A 및 C3A의 3가지 모델
은 L/D가 각각 2.4, 2.9, 3.4에 해당되므로 원주 방향 파형 수가 3
인 Lobe 3인 모드가 최저 좌굴압력을 나타내는 기본 모드가 된다. 
C1A 모델의 경우 Lobe 3 과 4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며 실제 해석
결과에서도 Lobe 4 가 기본 모드로 나타나지만 좌굴압력은 두 모
드에서 거의 같은 값으로 주어진다.

3.3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정수압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르는 실린더의 변형을 비선형 유한
요소법으로 정밀하게 계산하였다. 이 때, 해석 모델과 경계 조건은 
고유치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실제 임계 압력 부근의 좌굴 거동은 급속한 동적 불안정 붕괴 현
상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동적 효과는 논외로 하고 붕괴 
과정에서 발생되는 압력과 변형의 연관관계를 정적 관점에서 고찰
하였다. 이 때, 구조물의 좌굴 거동은 최저차 고유좌굴 모드 형상으
로 진전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축대칭 쉘의 좌굴 거동은 초기 부정의 크
기와 형상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내압 구조물의 설계 
단계에서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초기 부정의 형상과 그 
크기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제작 과정에
서 용접 잔류변형 등에 의해 발생되는 구조물의 초기 부정은 매우 
복잡한 임의 형상을 갖게 되지만 좌굴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초기 부정 모드는 붕괴 발생 초기의 좌굴 파형 성분 형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먼저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구한 최저차 고유 좌굴 모드 형상에 적절한 축척 계수(scale 
factor)를 곱하여 초기 부정의 형상을 가정함으로써 비선형 붕괴 거
동 수치해석 모델의 기하학적 형상을 완성한다. 이 때, 초기부정의 
크기는 제작 오차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제작된 모형의 직경과 두께를 정
밀하게 측정하여 치수들의 평균치에 대한 편차를 구하였으며, 특히 
두께 보다는 외경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초기부정
으로 간주하여 해석에 반영하였다. 초기 부정 형상으로서 고유치 
해석에서 얻은 1차 좌굴 모드 형상(Lobe 3)을 적용하였으며, 보수
적 관점에서 초기 부정의 크기 전부가 이 모드 성분인 것으로 간주
하여 해석한다. 초기 부정의 크기는 중앙 단면에서 외경의 최대 편
차를 고려하되 두께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여 표시하였다. 

3 가지 해석 모델에 대하여 초기 부정의 크기를 변화시켜 가면
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Fig.8에 대표적인 
모델 C3A의 붕괴된 형상을 실험과 해석 결과를 대비하여 보였다. 
Lobe 3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단면 변형 형상과 함께 전체적으로
도 비교적 유사한 변형을 보임으로써 실제 붕괴 과정이 잘 모사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Fig.9에는 초기부정의 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압력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중앙 단면에서의 최대 변형량을 곡선으로 도시하고 
각 곡선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 때, 고유치 해석과 실험에서 
얻어진 좌굴 압력을 비교 목적으로 함께 표시하였다. 고유치 해석
에서 얻어진 좌굴 압력은 상한치로서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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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Hardening data for AL6061-T6

2.3 붕괴압력의 간이 추정식 

정밀한 수치해석에 앞서 초기 단계에 탄성 좌굴 압력을 간단하
게 추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von Mises와  
Windenburg & Trilling의 간이 설계식을 이용하여 좌굴 모드에 따른 
탄성좌굴 압력을 추정하였다. 

두 가지 간이 좌굴 공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Table.4에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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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von Mises’ buckling pressure
 : Windenburg and Trilling‘s buckling pressure
 : Wall thickness of circular cylindrical shell
 : Young’s Modulus
 : Poisson’s ratio
  : Length of cylinder
 : Radius of cylinder
≥  : Number of Lobe

3. 붕괴 과정의 수치해석
원통 실린더의 붕괴 거동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유

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유치 해석법에 의해 고
유 좌굴 모드와 이에 대응되는 고유치로서 좌굴 압력을 계산하였
다. 또한 정밀한 압력-변형 거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Riks의 호장법
에 기반한 증분형 비선형 탄소성 대변형 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

3.1 유한요소 해석 모델

실제 실험 모델은 Fig.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양단에 방수를 위
하여 엔드플러그를 설치하였으나 유한요소해석 모델에서는  변형이 
발생하는 L 까지 길이만을 모델링을 하였으며, 엔드플러그에 작용
하는 축 방향 수압을 고려하기 위하여 양단은 강체 판 요소로서 모
델링을 하였다. 요소분할은 격자 크기 2x2mm 기준으로 Fig.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판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변위 경계 조건은 좌측 단을 완전 구속하되 우측 단은 축 방향 
압력에 의한 변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축 방향으로는 자유로 설정
하였다. 비선형 해석 시 하중은 변형과정에서 모델의 모든 면(엔드
플러그 면을 포함)에 균일하게 정수압이 작용하도록 설정하였다.

3.2 탄성좌굴 해석

본질적으로 압축을 받는 구조물의 탄성좌굴 문제는 고유치 문제
이므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고유 모드와 이에 대응되는 고유
치로서 좌굴압력을 구한다. 위의 3 가지 모델 외에도 실린더의 직
경과 길이 비에 대한 좌굴 모드 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몇 가지 
다른 길이의 모델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결과로서 C2A 모델에 대한 좌굴 모드와 이에 대
응하는 좌굴 압력을 Fig.6에 나타내었다. 이 모델의 최저 좌굴압력
에 해당되는 기본 좌굴 모드는 원주 방향의 파형이 3개(Lobe 3)인 
형상으로 나타난다. 

원통형 실린더의 기하학적 형상 즉 길이 직경비(L/D)에 따라 기
본 좌굴 모드의 형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3개 모델 외에 길
이를 변화시킨 총 11개의 L/D 가 다른 모델에 대하여 고유치해석
을 수행하고 원주 방향 파형 즉 Lobe 2, 3, 4, 5인 기본 좌굴 모드
와 이에 대응되는 좌굴 압력을 정리하여 Fig.7에 도시하였다.

Fig.5  FE model of test cylinder model

Fig.6  Buckling pressures and corresponding buckling modes of 
C2A model

Fig.7 Buckling mode & pressures corresponding to L/D

가장 기본적인 변형 모드인 Lobe 2 인 파형은 L/D가 5보다 작
은 비교적 짧은 실린더에서는 상당히 높은 좌굴압력이 필요하므로 
최저차 좌굴모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길이가 짧아질수록 복잡한 
3차원적인 형상으로 변형되며 좌굴압력은 다른 모드에 비해 급격히 
커진다. 직경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져서 L/D가 6보다 큰 실린더가 
되면 변형 형상이 좀 더 2차원적 형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Lobe 
2 인 파형이 기본 좌굴모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실린더의 두께/
직경 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길이에 따라 최저차  
좌굴 모드가 바뀌는 이러한 경향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C1A, C2A 및 C3A의 3가지 모델
은 L/D가 각각 2.4, 2.9, 3.4에 해당되므로 원주 방향 파형 수가 3
인 Lobe 3인 모드가 최저 좌굴압력을 나타내는 기본 모드가 된다. 
C1A 모델의 경우 Lobe 3 과 4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며 실제 해석
결과에서도 Lobe 4 가 기본 모드로 나타나지만 좌굴압력은 두 모
드에서 거의 같은 값으로 주어진다.

3.3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정수압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르는 실린더의 변형을 비선형 유한
요소법으로 정밀하게 계산하였다. 이 때, 해석 모델과 경계 조건은 
고유치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실제 임계 압력 부근의 좌굴 거동은 급속한 동적 불안정 붕괴 현
상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동적 효과는 논외로 하고 붕괴 
과정에서 발생되는 압력과 변형의 연관관계를 정적 관점에서 고찰
하였다. 이 때, 구조물의 좌굴 거동은 최저차 고유좌굴 모드 형상으
로 진전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축대칭 쉘의 좌굴 거동은 초기 부정의 크
기와 형상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내압 구조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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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를 곱하여 초기 부정의 형상을 가정함으로써 비선형 붕괴 거
동 수치해석 모델의 기하학적 형상을 완성한다. 이 때, 초기부정의 
크기는 제작 오차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제작된 모형의 직경과 두께를 정
밀하게 측정하여 치수들의 평균치에 대한 편차를 구하였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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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증가에 따라 변형량도 점진적으로 증가되지만 압력이 임
계치에 이르면 변형이 급속하게 증가와 함께 압력 감소가 동반되는 
불안정 변형 연화 현상이 발생된다. 초기 부정의 크기가 증가될수
록 실린더가 견딜 수 있는 임계 하중의 크기는 작아진다. 대략적으
로 초기부정의 크기를 두께의 8% 정도로 두고 해석하면 실험치와 
유사한 값으로 나타난다.

3.4 해석 결과의 고찰

C1A, C2A 모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초기 부정의 크기를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실험치와 유사한 붕괴 압력을 
주는 초기 부정의 크기(Assumed imperfection)를 Table 3에 정리
하였으며 실제 제작된 각 모델에서 계측된 최대 오차(Max. 
measured error)의 크기를 함께 비교하였다. 각 모델의 수치해석 
시 적용한 추정 초기 부정의 크기가 실제 계측 오차와 비교적 유사
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assumed imperfection & max. 
measured error (percentage to thickness)

Model Assumed imperfection Max. measured error
C1A 18.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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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임계 압력을 계산하였으며 이 값들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10에 정리하였다. 초기 부정의 크기에 따라 임계 압력이 감소
하는 비율(기울기)는 3 모델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
체로  초기 부정의 크기를 두께의 10~20% 정도로 두고 해석하면 
실험치에 근접한 임계 압력이 도출되지만, 모델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초기부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통실린더의 임계 압력에 대한 간이 설계식, 고유치 해석에서 
얻은 좌굴 압력, 비선형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 그리고 실험 결과
를 모두 종합하여 Table 6에 정리하였다. 

Fig.10 Change of collapse pressures according to initial 
imperfection

Von Mises와 Windenburg & Trilling의 두 간이식 결과는 서로 
유사한 값을 주지만 설계를 염두에 두고 안전율을 고려한 식이므
로, 실험치 뿐만 아니라 다른 결과들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다. 반면, 고유치 해석으로부터 얻은 좌굴 압력은 기하학적
으로 완벽한 형상의 실린더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이며 실제 시험 
시편 제작 시 발생되는 초기 부정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
험 결과보다는 상당히 큰 상한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실제 구조물
의 정밀한 붕괴 거동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기 부정의 영향을 합
리적으로 고려해서 정밀한 증분형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표에서도 이 방법이 실제 실험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Comparison of collapse pressures (Lobe=3)
      (Unit: MPa)

Model　     

C1A 1.91 1.89 2.93 2.36 2.33
C2A 1.84 1.67 2.30 1.92 1.93
C3A 1.82 1.48 2.00 1.78 1.79

여기서,
: Von Mises’ buckling pressures 
 : Windenburg and Trilling‘s buckling pressures
 : Eigenvalue analysis results
 : Nonlinear analysis results (assumed initial imperfection)
 : Test results of buckling pressure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원통형 실린더의 임계압력 및 변형 형상 등 붕

괴 과정의 구조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수치해석 기법들
을 살펴보았다. 3 종류의 대상 모델을 선정하여 간이 해석법 및 고
유치해석에 의한 좌굴압력을 추정하였으며, 제작된 시험 모델에 대
한 초기 부정을 정밀하게 계측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한요소법에 의
한 정밀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들을 모두 실험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해석 기법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각 방법
들의 적용 방법과 한계를 함께 고찰하였다. 해석 및 실험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간이식들로부터 얻은 좌굴압력은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 식
이므로, 실제 구조물의 거동보다는 낮은 값을 준다. 

(2) 고유치 해석으로부터 얻은 좌굴 압력은 초기 부정을 고려하
지 않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형상의 실린더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
이므로 실제 임계압력보다는 상당히 큰 상한치를 제공한다. 

(3) 실제 구조물의 정밀한 붕괴 거동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기 
부정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정밀한 증분형 비선형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4) 이 때 초기 부정은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구한 최저차 고유 

좌굴 모드 형상으로 가정함으로써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그 크기는 제작 오차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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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실제 임계압력보다는 상당히 큰 상한치를 제공한다. 

(3) 실제 구조물의 정밀한 붕괴 거동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기 
부정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정밀한 증분형 비선형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4) 이 때 초기 부정은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구한 최저차 고유 

좌굴 모드 형상으로 가정함으로써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그 크기는 제작 오차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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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동 계측 분야에도 무선 센서의 활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대부분의 무선 센서는 
센서모듈, 데이터 통신모듈 그리고 전원모듈로 구성되고 일부 범용성을 갖는 상용화 제품도 출시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활용 환경
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상용화 제품의 성능은 대부분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이상적인 환
경에서 측정된 결과이므로 실제 복잡한 측정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데이터 통신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제한
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진동 계측에 적합한 무선계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선 시운전 시 적용한 사례에 대해 기
술한다. 개발된 무선계측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선 센서가 설치된 인근 위치에 전통적인 유선 가속도계를 병행 
설치하고 계측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rms 진동수준, 스펙트럼의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무선계측 시스템의 실선 적용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취득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안정적인 무선센서 시스템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eywords : Wireless Accelerometer(무선 가속도계), Ship Vibration(선박 진동), Sea Trial Measurement(시운전 계측)

1. 서 론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동 계측 분야에도 무

선 센서의 활용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범용성을 갖는 무선 센서
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제품도 다수 존재하며 다양한 연구에 활
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활용 목적과 사용 환경에 적합하
도록 무선 센서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
면 어떠한 무선통신 방식이 적합할지 또는 별도의 센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할지 등은 사용자의 활용 목적과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무선계측 시스템은 주로 교량 등 대형 구조물의 건전
성 감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Chae et al. 2006, 
Lee et al. 2011, Sim et al. 2012). 그러나 선박에 무선계측 시
스템이 적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선박의 내외부에는 무선
통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장애 환경이 많기 때문에 불리한 
측정 조건에서 데이터의 유실없이 안정적인 무선계측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에 기반한 무선계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선 진동 계측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기술한다. 개발한 
무선 센서의 실선 적용에 앞서 센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육상
에서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선 진동 계측에서는 무선 센서
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선 센서가 설치된 인근의 위치에 
압전방식의 유선 가속도계를 병행 설치하고 계측 결과를 서로 비
교하였다. 그 결과 시간 영역에서의 rms 진동수준과 주파수 영역
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2. 무선계측 시스템의 개발
2.1 실선 진동 계측을 위한 시스템 요구 조건

이번에 개발한 무선 센서는 실선 진동 계측 시 요구되는 다양
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첫 번째 요구 조건으
로서 무선 송수신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최소 거리

를 150 m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일반 상선을 기준으로 전
장 약 230 m 길이의 선박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다. 다음으로 
분석 주파수 범위는 300 Hz 미만, 신호 측정 시간은 최대 180 
sec 그리고 신호의 전송 시간은 최대 300 sec 미만으로 정의하
였다. 일반적으로 실선 시운전에서는 운항 속도 별로 약 120 sec 
동안 진동신호를 취득하고 취득된 신호는 분석할 시간적 여유 없
이 저장한 뒤 바로 다음의 속도 단계로 넘어가야하는 상황을 고
려하였다. 그 밖에 배터리의 경우 5시간 이상의 연속 사용이 가
능하고 필요 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실시간 충전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다. 무선 센서는 사용이 간편하고 설치가 간단하도록 
센서모듈, 데이터 통신모듈 그리고 전원모듈을 일체형으로 설계
하였다.

2.2 무선계측 시스템의 구성
실선 진동 계측에 적용한 무선계측 시스템은 무선 센서, 무선 

게이트웨이 그리고 운영 S/W가 설치된 노트북으로 구성된다.

2.2.1 무선 센서
무선 센서를 크게 센서 모듈, CPU 모듈, 무선통신 모듈, 전원

모듈 그리고 안테나로 구성하였다. 센서 모듈은 Analog Devices 
사에서 제공하는 MEMS 기반의 1축 가속도 센서를 3개 사용하여 
직교하는 3축으로 배열하였다. MEMS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된 
신호의 주파수 왜곡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A/D 변환기 앞에는 
anti-aliasing 필터를 설치하였다. CPU 모듈은 아날로그 신호의 
측정,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의 변환,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과 통
신 그리고 배터리 전원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무선통신은 Wi-Fi 무선랜 방식을 적용하였다. 전원모듈은 3.3 V
로 동작하며 내장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 받는다. 안테나는 
3dbi, 길이 15 cm의 외부 안테나를 사용하여 송신 거리를 확보
하였다. 무선 센서의 구성도를 Fig. 1에 보였다.

2.2.2 무선 게이트웨이
야외 공간에서 150 m 정도의 측정 거리에서 안정적인 무선통

신이 가능하도록 고출력의 무선 게이트웨이를 선정하였다. 각 무
선 센서에서 취득된 데이터는 Wi-Fi 2.4GHz 통신방식으로 무선 
게이트웨이로 전송되며 이는 다시 LAN cable을 통해 노트북에 
전송되어 최종 저장된다. 무선 센서와 무선 게이트웨이 사이에는 
무선 AP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필요 시 무선 AP를 
사용하면 측정 거리가 좀 더 확보됨은 물론 격벽 등에 의한 통신
장애도 해결할 수 있다.

2.2.3 운영 S/W
운영 S/W는 무선 센서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

록 자체 개발하였는데 편의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트북
에 설치된다. 노트북으로 전송된 무선 데이터는 운영 S/W에서 
저장할 수 있다.

MEMS
Sensor Memory

Anti-aliasing
filter STM32 CPU Wi-Fi

Module

4-Channel
16bit ADC

Charging 
circuit

External
Antenna

Battery

Fig. 1 Configuration of wireless sensor

각각의 무선 센서는 고유의 IP 주소가 할당되어 서로를 식별
할 수 있게 되며 전원을 켜는 즉시 무선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어 
무선 통신망이 구성된다. 노트북의 운영 S/W에서 전송한 계측 
시작 신호가 무선 통신망을 통해 각 센서 노드에 수신되면 종료 
신호가 다시 전달되기 전까지 가속도 신호를 계측하여 내부 메모
리에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계측이 종료됨과 동시에 무선 
통신망을 통해 노트북으로 전송된다. 계측의 종료는 사용자가 미
리 설정한 계측 종료 시간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고 강제 종료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각 무선 센서에서 취득된 데이터가 전송
되는 과정에서 무선망이 일시적으로 끊기게 되면 해당 무선 센서
의 데이터 전송은 잠시 차단된다. 무선망이 정상적인 센서들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고 끊겼던 무선망이 복구되면 잠시 차단되
었던 미전송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전송된다. 신호의 계측과 데이
터의 통신에 관계된 모든 알고리즘은 CPU 모듈 내에 펌웨어로 
이식되어 무선 센서가 구동하게 된다.

2.3 무선계측 시스템의 성능실험
개발한 무선 센서를 실선 진동 계측에 적용하기 전에 육상에

서 센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 
거리에 따른 데이터의 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진동
대에서 무선 센서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살펴보았다.

2.3.1 측정 거리에 따른 무선 송수신 성능
측정 거리에 따른 무선 송수신 성능 실험은 한국기계연구원의 

내부 도로에서 수행하였다. 3축 무선 센서 9개를 사용하여 각각 
60 sec 동안 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는 무선 센서의 내
부 메모리에 저장되며 측정이 종료되면 저장된 데이터의 전송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모든 센서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실험을 3회 반복한 후 평균 전송 시간을 구
하였다. 측정 거리는 1 m, 80 m, 150 m, 200 m로 정하였다. 측
정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이터의 평균 전송 시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장애물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성능 실험 
결과 200 m의 측정 거리에서도 측정된 데이터의 송수신에는 별 
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간헐적인 망끊김으로 인해 
데이터의 전송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은 좀 더 해결할 필요가 있
다. 측정 거리 별 데이터 송신 시간을 Table 1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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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상용화 제품의 성능은 대부분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이상적인 환
경에서 측정된 결과이므로 실제 복잡한 측정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데이터 통신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제한
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진동 계측에 적합한 무선계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선 시운전 시 적용한 사례에 대해 기
술한다. 개발된 무선계측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선 센서가 설치된 인근 위치에 전통적인 유선 가속도계를 병행 
설치하고 계측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rms 진동수준, 스펙트럼의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무선계측 시스템의 실선 적용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취득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안정적인 무선센서 시스템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eywords : Wireless Accelerometer(무선 가속도계), Ship Vibration(선박 진동), Sea Trial Measurement(시운전 계측)

1. 서 론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동 계측 분야에도 무

선 센서의 활용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범용성을 갖는 무선 센서
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제품도 다수 존재하며 다양한 연구에 활
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활용 목적과 사용 환경에 적합하
도록 무선 센서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
면 어떠한 무선통신 방식이 적합할지 또는 별도의 센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할지 등은 사용자의 활용 목적과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무선계측 시스템은 주로 교량 등 대형 구조물의 건전
성 감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Chae et al. 2006, 
Lee et al. 2011, Sim et al. 2012). 그러나 선박에 무선계측 시
스템이 적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선박의 내외부에는 무선
통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장애 환경이 많기 때문에 불리한 
측정 조건에서 데이터의 유실없이 안정적인 무선계측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랜에 기반한 무선계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선 진동 계측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기술한다. 개발한 
무선 센서의 실선 적용에 앞서 센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육상
에서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선 진동 계측에서는 무선 센서
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선 센서가 설치된 인근의 위치에 
압전방식의 유선 가속도계를 병행 설치하고 계측 결과를 서로 비
교하였다. 그 결과 시간 영역에서의 rms 진동수준과 주파수 영역
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2. 무선계측 시스템의 개발
2.1 실선 진동 계측을 위한 시스템 요구 조건

이번에 개발한 무선 센서는 실선 진동 계측 시 요구되는 다양
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첫 번째 요구 조건으
로서 무선 송수신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최소 거리

를 150 m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일반 상선을 기준으로 전
장 약 230 m 길이의 선박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다. 다음으로 
분석 주파수 범위는 300 Hz 미만, 신호 측정 시간은 최대 180 
sec 그리고 신호의 전송 시간은 최대 300 sec 미만으로 정의하
였다. 일반적으로 실선 시운전에서는 운항 속도 별로 약 120 sec 
동안 진동신호를 취득하고 취득된 신호는 분석할 시간적 여유 없
이 저장한 뒤 바로 다음의 속도 단계로 넘어가야하는 상황을 고
려하였다. 그 밖에 배터리의 경우 5시간 이상의 연속 사용이 가
능하고 필요 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실시간 충전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다. 무선 센서는 사용이 간편하고 설치가 간단하도록 
센서모듈, 데이터 통신모듈 그리고 전원모듈을 일체형으로 설계
하였다.

2.2 무선계측 시스템의 구성
실선 진동 계측에 적용한 무선계측 시스템은 무선 센서, 무선 

게이트웨이 그리고 운영 S/W가 설치된 노트북으로 구성된다.

2.2.1 무선 센서
무선 센서를 크게 센서 모듈, CPU 모듈, 무선통신 모듈, 전원

모듈 그리고 안테나로 구성하였다. 센서 모듈은 Analog Devices 
사에서 제공하는 MEMS 기반의 1축 가속도 센서를 3개 사용하여 
직교하는 3축으로 배열하였다. MEMS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된 
신호의 주파수 왜곡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A/D 변환기 앞에는 
anti-aliasing 필터를 설치하였다. CPU 모듈은 아날로그 신호의 
측정,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의 변환,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과 통
신 그리고 배터리 전원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무선통신은 Wi-Fi 무선랜 방식을 적용하였다. 전원모듈은 3.3 V
로 동작하며 내장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 받는다. 안테나는 
3dbi, 길이 15 cm의 외부 안테나를 사용하여 송신 거리를 확보
하였다. 무선 센서의 구성도를 Fig. 1에 보였다.

2.2.2 무선 게이트웨이
야외 공간에서 150 m 정도의 측정 거리에서 안정적인 무선통

신이 가능하도록 고출력의 무선 게이트웨이를 선정하였다. 각 무
선 센서에서 취득된 데이터는 Wi-Fi 2.4GHz 통신방식으로 무선 
게이트웨이로 전송되며 이는 다시 LAN cable을 통해 노트북에 
전송되어 최종 저장된다. 무선 센서와 무선 게이트웨이 사이에는 
무선 AP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필요 시 무선 AP를 
사용하면 측정 거리가 좀 더 확보됨은 물론 격벽 등에 의한 통신
장애도 해결할 수 있다.

2.2.3 운영 S/W
운영 S/W는 무선 센서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

록 자체 개발하였는데 편의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트북
에 설치된다. 노트북으로 전송된 무선 데이터는 운영 S/W에서 
저장할 수 있다.

MEMS
Sensor Memory

Anti-aliasing
filter STM32 CPU Wi-Fi

Module

4-Channel
16bit ADC

Charging 
circuit

External
Antenna

Battery

Fig. 1 Configuration of wireless sensor

각각의 무선 센서는 고유의 IP 주소가 할당되어 서로를 식별
할 수 있게 되며 전원을 켜는 즉시 무선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어 
무선 통신망이 구성된다. 노트북의 운영 S/W에서 전송한 계측 
시작 신호가 무선 통신망을 통해 각 센서 노드에 수신되면 종료 
신호가 다시 전달되기 전까지 가속도 신호를 계측하여 내부 메모
리에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계측이 종료됨과 동시에 무선 
통신망을 통해 노트북으로 전송된다. 계측의 종료는 사용자가 미
리 설정한 계측 종료 시간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고 강제 종료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각 무선 센서에서 취득된 데이터가 전송
되는 과정에서 무선망이 일시적으로 끊기게 되면 해당 무선 센서
의 데이터 전송은 잠시 차단된다. 무선망이 정상적인 센서들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고 끊겼던 무선망이 복구되면 잠시 차단되
었던 미전송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전송된다. 신호의 계측과 데이
터의 통신에 관계된 모든 알고리즘은 CPU 모듈 내에 펌웨어로 
이식되어 무선 센서가 구동하게 된다.

2.3 무선계측 시스템의 성능실험
개발한 무선 센서를 실선 진동 계측에 적용하기 전에 육상에

서 센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 
거리에 따른 데이터의 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진동
대에서 무선 센서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살펴보았다.

2.3.1 측정 거리에 따른 무선 송수신 성능
측정 거리에 따른 무선 송수신 성능 실험은 한국기계연구원의 

내부 도로에서 수행하였다. 3축 무선 센서 9개를 사용하여 각각 
60 sec 동안 신호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는 무선 센서의 내
부 메모리에 저장되며 측정이 종료되면 저장된 데이터의 전송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모든 센서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실험을 3회 반복한 후 평균 전송 시간을 구
하였다. 측정 거리는 1 m, 80 m, 150 m, 200 m로 정하였다. 측
정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이터의 평균 전송 시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장애물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성능 실험 
결과 200 m의 측정 거리에서도 측정된 데이터의 송수신에는 별 
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간헐적인 망끊김으로 인해 
데이터의 전송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은 좀 더 해결할 필요가 있
다. 측정 거리 별 데이터 송신 시간을 Table 1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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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Time (sec)
1st 2nd 3rd Average

1 m 95 sec 99 sec 101 sec 98.3 sec
80 m 121 sec 129 sec 176 sec 142 sec
150 m 129 sec 140 sec 208 sec 159 sec
200 m 209 sec 242 sec 283 sec 244.7 sec

Table 1 Time of fleight for transmission of wireless data

2.3.2 무선 센서의 주파수 응답특성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보유한 대형 6자유도 진동대를 활용하여 

무선 센서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확인하였다. 무선 센서는 진동대
의 정중앙에 위치시켰다. 5 Hz를 포함하여 10 Hz 부터 100 Hz 
까지 10 Hz 간격으로 약 0.2g 수준의 세기로 진동대를 가진시키
면서 무선 센서에서 계측되는 방향별 가속도의 전달함수를 구하
였다. 각 방향별 전달함수는 진동대의 변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
으며 진동대의 변위는 최근에 검교정을 완료한 유선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무선 센서의 각 방향별 전달함수는 Fig. 2
에 보였다. 

무선 센서의 X 방향의 전달함수를 살펴보면 (5 ~ 100) Hz의 
전 구간에서 진동대 변위와 약 5% 이내의 오차 범위임을 알 수 
있다. Y 방향과 Z 방향의 전달함수의 경우에는 (5 ~ 70) Hz 구
간에서 각각 7%와 5% 이내의 오차 범위인 반면 (80 ~ 100) Hz 
구간에서는 최고 20%의 오차를 갖는다. 향후 좀 더 정교한 실험
을 통해서 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3. 실선 시운전 진동 계측
3.1 계측 위치 및 조건

개발한 무선계측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 범위 안에서 
실선 진동 계측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대상 선박의 
주갑판을 포함하여 거주구역의 외부 공간에 무선 센서를 설치하
였는데 그 위치는 주갑판의 선미부와 선수부, 레이더 마스트 그
리고 조타실 상부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계측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선 센서가 설치된 인접 위치에 유선 가속도계를 병행 설
치하였다. 선수부는 편의상 유선 가속도계 계측 위치에서 제외하
였다. 무선 센서의 설치 위치는 Fig. 3과 같다. 참고로 유선계측 
시스템의 설치에 소요된 시간은 2인 작업을 기준으로 약 3시간
이 소요된 반면 무선계측 시스템의 설치에는 약 45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대상 선박을 순항 속도와 최대 속도를 포함하여 6단계의 
속도에서 단계별로 운항한다. 각각의 속도에서는 항로를 가급적 
직선으로 유지하며 약 150 sec 동안 가속도 신호를 계측한다. 

무선 센서의 경우 계측이 종료된 후 데이터의 송신을 위해 평균 
90 sec 정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였다. 90 sec 정도의 대기 

시간

Fig. 2 Transfer function of wireless sensor response

Fig. 3 Wireless sensor location

은 대상 선박이 다음 단계로 속도를 올리고 새로운 항로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시간
이다. 무선망은 계측 시간 동안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데이터 수신에도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미
에 설치된 무선 센서에서는 간헐적으로 망 끊김 현상이 관찰되었
으며 이로 인해 모든 센서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는 시간이 약 
120 sec 정도 소요되었다. 망 끊김이 발생한 함미부 센서의 데
이터 전송이 잠시 차단되면서 정상 센서들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
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미전송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약 30 
sec 정도 더 소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가속도 신호의 
취득을 위한 샘플링 주파수는 유선계측 시스템의 경우 8192 Hz, 
무선계측 시스템의 경우 1024 Hz로 설정하였다.

3.2 주파수 분석 결과
선체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하여 대상 선박이 해상에 정지한 

상태에서 150 sec 동안 가속도 신호를 취득한 후 이를 주파수 
분석하였다. 선박의 운항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고려할 수 있는 
기진력은 파랑에 의한 하중 뿐이다. 시운전 당시의 해상 상태는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으므로 하중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서 주
로 저차의 기본 고유 진동수가 가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
미부, 조타실 상부 그리고 선수부에서 유·무선 센서로 계측한 가
속도 신호의 주파수 분석 결과를 Fig. 4에 보였다. 주파수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4.69 Hz에서 뚜렷한 피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주 선체의 상하 방향 2절 고유 진동수로 추정된다.

Fig. 4 Spectrum analysis results of hull girder vibration

3.3 시간영역의 가속도 계측 결과
유·무선 센서에서 계측된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속도 신호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RMS를 계산하였다. 마스트와 
조타실 상부를 비교 위치로 선정하여 순항 속도와 최대 속도에서 
각각 RMS 수준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보였다. 이 때 
유선 센서의 데이터를 1024 Hz로 리샘플링하였는데, 무선 센서
의 샘플링 주파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기 위함이다. 유선 센
서 원 데이터의 샘플링 주파수는 8192 Hz이지만 원 데이터에서 
순차적으로 8번째의 데이터만을 취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버림으
로써 1024 Hz로 리샘플링이 가능하다. 마스트의 경우 유선 센서 
대비 무선 센서의 RMS 수준은 순항 속도와 최대 속도에서 모두 
10%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타실 상부의 경우 
오차에 다소 편차가 존재하는데 순항 속도에서 무선 센서에서 계
측된 전후 방향의 응답이 유선 센서의 응답에 비해 최대 20% 정
도 크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선 진동 계측에서 유·무선 센서의 
부착 위치가 동일하지 않았으며 유선 센서에 비해 무선 센서에 
적용한 MEMS 가속도계의 노이즈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
을 때 계측 값의 RMS 차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
단된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MEMS 가속도계는 보통 유선 가속도
계의 1/50 수준인데 성능은 점점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Wired sensor1) Wireless sensor1),2)

x y z x y z
Cruising
speed

Radar mast 0.186 0.265 0.248 0.193
(3.7%)

0.296
(11.7%)

0.259
(4.4%)

Pilot house 0.102 0.173 0.194 0.122
(19.6%)

0.203
(17.3%)

0.215
(10.8%)

Maximum
speed

Radar mast 0.564 0.399 0.462 0.542
(3.9%)

0.431
(8.0%)

0.506
(9.5%)

Pilot house 0.183 0.227 0.357 0.193
(5.5%)

0.270
(18.9%)

0.374
(4.8%)

note 1) Unit is m/s2

     2) Value in the bracket is percent ratio of RMS increment

Table 2 Comparison results of RMS acceleration 
measured by wired sensor and wireless sensor

4. 결 론
선박의 진동 계측에 적합한 무선랜 기반의 무선계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선에 적용하기 앞서 육상에서 무선 센서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실선 시운전 진동 계측
에 무선계측 시스템을 적용한 후 기존의 유선계측 시스템의 결과
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진동대를 활용하여 주파수 응답특성을 살펴본 결과 (5 ~ 100) 
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대부분 진동대 변위와 약 7% 이내의 오차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선 시운전 진동 계측 결과 중 선체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해 계측된 신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무선 센
서 모두 저차의 기본 고유 진동수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상 선박의 마스트와 조타실 상부에서 유·무선 센서로 
계측한 가속도 신호의 RMS 수준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10%의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무선계측 시스템을 이용하면 선체 주
갑판을 포함하여 거주구역의 외부 공간에서 충분히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진동 응답을 계측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무선 
데이터의 취득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주요사업인 “함정 생존성 향상을 

위한 취약성 M&S 기술 고도화 (과제번호 : NK206G)”의 일환으
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이며 관련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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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Time (sec)
1st 2nd 3rd Average

1 m 95 sec 99 sec 101 sec 98.3 sec
80 m 121 sec 129 sec 176 sec 142 sec
150 m 129 sec 140 sec 208 sec 159 sec
200 m 209 sec 242 sec 283 sec 244.7 sec

Table 1 Time of fleight for transmission of wireless data

2.3.2 무선 센서의 주파수 응답특성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보유한 대형 6자유도 진동대를 활용하여 

무선 센서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확인하였다. 무선 센서는 진동대
의 정중앙에 위치시켰다. 5 Hz를 포함하여 10 Hz 부터 100 Hz 
까지 10 Hz 간격으로 약 0.2g 수준의 세기로 진동대를 가진시키
면서 무선 센서에서 계측되는 방향별 가속도의 전달함수를 구하
였다. 각 방향별 전달함수는 진동대의 변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
으며 진동대의 변위는 최근에 검교정을 완료한 유선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무선 센서의 각 방향별 전달함수는 Fig. 2
에 보였다. 

무선 센서의 X 방향의 전달함수를 살펴보면 (5 ~ 100) Hz의 
전 구간에서 진동대 변위와 약 5% 이내의 오차 범위임을 알 수 
있다. Y 방향과 Z 방향의 전달함수의 경우에는 (5 ~ 70) Hz 구
간에서 각각 7%와 5% 이내의 오차 범위인 반면 (80 ~ 100) Hz 
구간에서는 최고 20%의 오차를 갖는다. 향후 좀 더 정교한 실험
을 통해서 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3. 실선 시운전 진동 계측
3.1 계측 위치 및 조건

개발한 무선계측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 범위 안에서 
실선 진동 계측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대상 선박의 
주갑판을 포함하여 거주구역의 외부 공간에 무선 센서를 설치하
였는데 그 위치는 주갑판의 선미부와 선수부, 레이더 마스트 그
리고 조타실 상부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계측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선 센서가 설치된 인접 위치에 유선 가속도계를 병행 설
치하였다. 선수부는 편의상 유선 가속도계 계측 위치에서 제외하
였다. 무선 센서의 설치 위치는 Fig. 3과 같다. 참고로 유선계측 
시스템의 설치에 소요된 시간은 2인 작업을 기준으로 약 3시간
이 소요된 반면 무선계측 시스템의 설치에는 약 45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대상 선박을 순항 속도와 최대 속도를 포함하여 6단계의 
속도에서 단계별로 운항한다. 각각의 속도에서는 항로를 가급적 
직선으로 유지하며 약 150 sec 동안 가속도 신호를 계측한다. 

무선 센서의 경우 계측이 종료된 후 데이터의 송신을 위해 평균 
90 sec 정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였다. 90 sec 정도의 대기 

시간

Fig. 2 Transfer function of wireless sensor response

Fig. 3 Wireless sensor location

은 대상 선박이 다음 단계로 속도를 올리고 새로운 항로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시간
이다. 무선망은 계측 시간 동안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데이터 수신에도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미
에 설치된 무선 센서에서는 간헐적으로 망 끊김 현상이 관찰되었
으며 이로 인해 모든 센서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는 시간이 약 
120 sec 정도 소요되었다. 망 끊김이 발생한 함미부 센서의 데
이터 전송이 잠시 차단되면서 정상 센서들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
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미전송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약 30 
sec 정도 더 소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가속도 신호의 
취득을 위한 샘플링 주파수는 유선계측 시스템의 경우 8192 Hz, 
무선계측 시스템의 경우 1024 Hz로 설정하였다.

3.2 주파수 분석 결과
선체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하여 대상 선박이 해상에 정지한 

상태에서 150 sec 동안 가속도 신호를 취득한 후 이를 주파수 
분석하였다. 선박의 운항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고려할 수 있는 
기진력은 파랑에 의한 하중 뿐이다. 시운전 당시의 해상 상태는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으므로 하중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서 주
로 저차의 기본 고유 진동수가 가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
미부, 조타실 상부 그리고 선수부에서 유·무선 센서로 계측한 가
속도 신호의 주파수 분석 결과를 Fig. 4에 보였다. 주파수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4.69 Hz에서 뚜렷한 피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주 선체의 상하 방향 2절 고유 진동수로 추정된다.

Fig. 4 Spectrum analysis results of hull girder vibration

3.3 시간영역의 가속도 계측 결과
유·무선 센서에서 계측된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속도 신호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RMS를 계산하였다. 마스트와 
조타실 상부를 비교 위치로 선정하여 순항 속도와 최대 속도에서 
각각 RMS 수준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보였다. 이 때 
유선 센서의 데이터를 1024 Hz로 리샘플링하였는데, 무선 센서
의 샘플링 주파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기 위함이다. 유선 센
서 원 데이터의 샘플링 주파수는 8192 Hz이지만 원 데이터에서 
순차적으로 8번째의 데이터만을 취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버림으
로써 1024 Hz로 리샘플링이 가능하다. 마스트의 경우 유선 센서 
대비 무선 센서의 RMS 수준은 순항 속도와 최대 속도에서 모두 
10%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타실 상부의 경우 
오차에 다소 편차가 존재하는데 순항 속도에서 무선 센서에서 계
측된 전후 방향의 응답이 유선 센서의 응답에 비해 최대 20% 정
도 크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선 진동 계측에서 유·무선 센서의 
부착 위치가 동일하지 않았으며 유선 센서에 비해 무선 센서에 
적용한 MEMS 가속도계의 노이즈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
을 때 계측 값의 RMS 차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
단된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MEMS 가속도계는 보통 유선 가속도
계의 1/50 수준인데 성능은 점점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Wired sensor1) Wireless sensor1),2)

x y z x y z
Cruising
speed

Radar mast 0.186 0.265 0.248 0.193
(3.7%)

0.296
(11.7%)

0.259
(4.4%)

Pilot house 0.102 0.173 0.194 0.122
(19.6%)

0.203
(17.3%)

0.215
(10.8%)

Maximum
speed

Radar mast 0.564 0.399 0.462 0.542
(3.9%)

0.431
(8.0%)

0.506
(9.5%)

Pilot house 0.183 0.227 0.357 0.193
(5.5%)

0.270
(18.9%)

0.374
(4.8%)

note 1) Unit is m/s2

     2) Value in the bracket is percent ratio of RMS increment

Table 2 Comparison results of RMS acceleration 
measured by wired sensor and wireless sensor

4. 결 론
선박의 진동 계측에 적합한 무선랜 기반의 무선계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선에 적용하기 앞서 육상에서 무선 센서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실선 시운전 진동 계측
에 무선계측 시스템을 적용한 후 기존의 유선계측 시스템의 결과
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진동대를 활용하여 주파수 응답특성을 살펴본 결과 (5 ~ 100) 
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대부분 진동대 변위와 약 7% 이내의 오차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선 시운전 진동 계측 결과 중 선체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해 계측된 신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무선 센
서 모두 저차의 기본 고유 진동수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상 선박의 마스트와 조타실 상부에서 유·무선 센서로 
계측한 가속도 신호의 RMS 수준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10%의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무선계측 시스템을 이용하면 선체 주
갑판을 포함하여 거주구역의 외부 공간에서 충분히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진동 응답을 계측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무선 
데이터의 취득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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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중폭발 시험을 통한 잠수함의 내충격 취약성 설계에 필요한  

M&S 방법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실제 
수중폭발 시험을 통한 잠수함과 같은 압력선체에 대한 충격 응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잠수함 관련 내충격 설계 자료
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해군에서 엄격한 보안 자료로 관리하고 있
어 이러한 충격 관련 자료는 국내에서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여건 상 실제 수상 및 수중 함정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 폭
발 시험은 한국 해군을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의 적극적 상호 협
조와 함께 막대한 시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함정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폭발 
시험은 M&S를 통한 해석적 방법과 달리 반복 시험이 불가능하
고, 시험 전과 후에 따른 함정의 손상 여부 및 상태가 매번 달라
지므로 최소한 횟수의 시험을 통해 최대한 유효 데이터를 확보해
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 착오 및 
경험 미숙에 따른 실수는 예상치 못한 큰 추가 비용 및 노력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실제 폭약을 이용한 시험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잠수함과 같이 수
중구조물의 경우, 외부 환경의 통제를 벗어나 수중 환경 내에서 
이러한 시험 조건을 구성 및 통제해야 하므로 수상함정을 대상으
로 하는 시험보다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의미에서 국내에서 거의 수행되지 못한 수중구조물의 특성을 
모사한 축소모형을 실제로 제작하여 수중폭발 시험을 수행하고, 

그 응답 특성 자료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시험 결과를 현재 사
용 중인 충격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2. 수중구조물 설계 및 제작
잠수함의 축소모형 설계 및 제작을 위해서 미국 해군의  

ONR(Office of Naval Research)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하였
다. 실제 미국 해군의 표준 대상 모델은 내부 블록이 5개로 구성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델은 국내 폭발 시험 장소의 
여건 및 조건을 고려하여 Fig. 1 (a)에서와 같이 4개의 내부 블록
만 사용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수중구조물은 실제 
잠수함의 압력선체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서 내부
는 완전한 수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구조물의 양단 끝단
에 Fig. 1 (b)에서와 같이 볼트로 체결 가능한 두꺼운 덮개 구조
판을 설치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제작된 수중구조물은 자체 중량보다 부
력의 훨씬 크기 때문에 수중시험을 위해서 강제로 수중 환경에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시험 할 경우, 실제 잠수함의 
운용 조건과 상이한 환경으로 인해 내충격 응답 결과가 당초 시
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실제 
잠수함과 같은 원리로 대상 구조물의 자체 부력을 고려하여 이를 

수중구조물에 대한 수중폭발 시험을 통한 
내충격 응답 특성 비교 연구

권 정일, 문 석준, 정 정훈, 박 진우 (한국기계연구원), 백 성현, 황 을하 (국방과학연구소)

Comparative study on shock response characteristics through 
underwater explosion experiment using a submerged structure

Kwon Jeong-IL, Moon Seok-Jun, Chung Jung-Hoon, Park Jin-Woo (KIMM), Back Sung-Hyun, Hwang Eul-Ha (ADD)

요 약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submerged ship shock analysis by underwater explosion loading, the validation process should be 
needed basically by the comparison with the calculated responses and measurements from the full or down scale shock trials of 
real ship.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s that shock analysis calculation data was investigated using well known analysis 
program LS-DYNA/USA compared with UNDEX experimental data using a similar US Navy ONR(Office of Naval Research) 
submerged ship model.

Keywords : 함정충격해석(ship shock analysis), 수중폭발(underwater explosion), 수중구조물(submerged structure)

보상하기 위한 중량제(mass block)를 함저 바닥에 함 길이 방향
으로 균일하게 설치하고, 일부러 중량과 부력과의 차이를 나게 
구성하여 이를 수중구조물의 덮개 구조판에 추가로 부력 보상 탱
크를 설치하여 시험 조건에 따른 운용 수심에서 중성 부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고안하여 설치하였다. 

(a) 수중구조물 설계 자료

(b) 제작된 수중구조물 (2EA)
Fig. 1 수중폭발 시험을 위한 설계 및 제작된 수중구조물

표 1 수중구조물에 대한 수중폭발 시험 수행 절차

1 단계 : 예비 시험 2 단계 : 본 시험

대상

구조물

수중구조물의 ¼ 모형 

(1개 제작)

수중구조물 

(2개 제작)

시험 

내용

- 중성부력 유지방안 검증

- 수밀 성능 검증

- 센서류/계측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 수중폭발 시험 수행

- 응답 특성 자료 확보

시험 

장소

<KRISO 해양공학수조동> <ADD 수중폭발 수조>

Fig. 1에서 나타내 바와 같이 해당 수중구조물이 수중폭발 시
험을 위한 해당 수심 내에서 자유롭게 중성 부력을 유지하면서 
인양 및 운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Fig. 1 (a)의 
설계 자료에서 내부 블록 1개에 대하여 중성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해양연구원(KRISO) 해양공학수조동의 수조 탱크에서 표 1에서 
제시한 예비 시험을 통한 해당 점검 사항들을 확인한 후 본 시험
을 위한 수중구조물 모델 2식을 제작하였다. 

3. 수중폭발 시험 조건 및 실시
국내에서 수중폭발 시험 수행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수중폭발 시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수중폭
발 시험을 위한 장소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TNT와 
같은 폭발물을 이용한 시험이라는 위험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감, 시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변 민
생 피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폭약을 이용한 수급 및 기폭 과정
의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높은 전문성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
러한 수중폭발 시험은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본 연구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술용역 
시험 의뢰를 통한 관련 지원을 통해 시험 장소 확보 및 기폭과 
관련한 제반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시험
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의 협조를 통해 군사용 전용 폭약인 TNT 
수 Kg을 절차에 따라 사전에 미리 확보하였고, 이를 ADD 전담
부서의 협조 아래 Fig. 2에서 같이 시험 조건에 맞게 기폭할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Fig. 2 사용 폭약 : TNT, 5EA

해당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수중구조물 설치 없이 먼저
Free Filed 조건에서 폭발 시험을 실시하여 폭발로 인한 입사충
격파의 이력 확인 및 이를 위한 계측 시스템 사전 점검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서 Fig. 3과 같이 ADD 전담부서 계측 장비와 당 
연구부서의 계측 장비를 폭발원을 중심으로 직교(orthogonal) 방
향으로 동시에 설치하여 상이한 계측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데
이터의 유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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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중폭발 시험을 통한 잠수함의 내충격 취약성 설계에 필요한  

M&S 방법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실제 
수중폭발 시험을 통한 잠수함과 같은 압력선체에 대한 충격 응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잠수함 관련 내충격 설계 자료
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해군에서 엄격한 보안 자료로 관리하고 있
어 이러한 충격 관련 자료는 국내에서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여건 상 실제 수상 및 수중 함정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 폭
발 시험은 한국 해군을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의 적극적 상호 협
조와 함께 막대한 시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함정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폭발 
시험은 M&S를 통한 해석적 방법과 달리 반복 시험이 불가능하
고, 시험 전과 후에 따른 함정의 손상 여부 및 상태가 매번 달라
지므로 최소한 횟수의 시험을 통해 최대한 유효 데이터를 확보해
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 착오 및 
경험 미숙에 따른 실수는 예상치 못한 큰 추가 비용 및 노력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실제 폭약을 이용한 시험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잠수함과 같이 수
중구조물의 경우, 외부 환경의 통제를 벗어나 수중 환경 내에서 
이러한 시험 조건을 구성 및 통제해야 하므로 수상함정을 대상으
로 하는 시험보다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의미에서 국내에서 거의 수행되지 못한 수중구조물의 특성을 
모사한 축소모형을 실제로 제작하여 수중폭발 시험을 수행하고, 

그 응답 특성 자료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시험 결과를 현재 사
용 중인 충격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2. 수중구조물 설계 및 제작
잠수함의 축소모형 설계 및 제작을 위해서 미국 해군의  

ONR(Office of Naval Research)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하였
다. 실제 미국 해군의 표준 대상 모델은 내부 블록이 5개로 구성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델은 국내 폭발 시험 장소의 
여건 및 조건을 고려하여 Fig. 1 (a)에서와 같이 4개의 내부 블록
만 사용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수중구조물은 실제 
잠수함의 압력선체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서 내부
는 완전한 수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구조물의 양단 끝단
에 Fig. 1 (b)에서와 같이 볼트로 체결 가능한 두꺼운 덮개 구조
판을 설치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제작된 수중구조물은 자체 중량보다 부
력의 훨씬 크기 때문에 수중시험을 위해서 강제로 수중 환경에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시험 할 경우, 실제 잠수함의 
운용 조건과 상이한 환경으로 인해 내충격 응답 결과가 당초 시
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실제 
잠수함과 같은 원리로 대상 구조물의 자체 부력을 고려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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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submerged ship shock analysis by underwater explosion loading, the validation process should be 
needed basically by the comparison with the calculated responses and measurements from the full or down scale shock trials of 
real ship.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s that shock analysis calculation data was investigated using well known analysis 
program LS-DYNA/USA compared with UNDEX experimental data using a similar US Navy ONR(Office of Naval Research) 
submerged shi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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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기 위한 중량제(mass block)를 함저 바닥에 함 길이 방향
으로 균일하게 설치하고, 일부러 중량과 부력과의 차이를 나게 
구성하여 이를 수중구조물의 덮개 구조판에 추가로 부력 보상 탱
크를 설치하여 시험 조건에 따른 운용 수심에서 중성 부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고안하여 설치하였다. 

(a) 수중구조물 설계 자료

(b) 제작된 수중구조물 (2EA)
Fig. 1 수중폭발 시험을 위한 설계 및 제작된 수중구조물

표 1 수중구조물에 대한 수중폭발 시험 수행 절차

1 단계 : 예비 시험 2 단계 : 본 시험

대상

구조물

수중구조물의 ¼ 모형 

(1개 제작)

수중구조물 

(2개 제작)

시험 

내용

- 중성부력 유지방안 검증

- 수밀 성능 검증

- 센서류/계측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 수중폭발 시험 수행

- 응답 특성 자료 확보

시험 

장소

<KRISO 해양공학수조동> <ADD 수중폭발 수조>

Fig. 1에서 나타내 바와 같이 해당 수중구조물이 수중폭발 시
험을 위한 해당 수심 내에서 자유롭게 중성 부력을 유지하면서 
인양 및 운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Fig. 1 (a)의 
설계 자료에서 내부 블록 1개에 대하여 중성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해양연구원(KRISO) 해양공학수조동의 수조 탱크에서 표 1에서 
제시한 예비 시험을 통한 해당 점검 사항들을 확인한 후 본 시험
을 위한 수중구조물 모델 2식을 제작하였다. 

3. 수중폭발 시험 조건 및 실시
국내에서 수중폭발 시험 수행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수중폭발 시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수중폭
발 시험을 위한 장소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TNT와 
같은 폭발물을 이용한 시험이라는 위험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감, 시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변 민
생 피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폭약을 이용한 수급 및 기폭 과정
의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높은 전문성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
러한 수중폭발 시험은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본 연구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술용역 
시험 의뢰를 통한 관련 지원을 통해 시험 장소 확보 및 기폭과 
관련한 제반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시험
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의 협조를 통해 군사용 전용 폭약인 TNT 
수 Kg을 절차에 따라 사전에 미리 확보하였고, 이를 ADD 전담
부서의 협조 아래 Fig. 2에서 같이 시험 조건에 맞게 기폭할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Fig. 2 사용 폭약 : TNT, 5EA

해당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수중구조물 설치 없이 먼저
Free Filed 조건에서 폭발 시험을 실시하여 폭발로 인한 입사충
격파의 이력 확인 및 이를 위한 계측 시스템 사전 점검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서 Fig. 3과 같이 ADD 전담부서 계측 장비와 당 
연구부서의 계측 장비를 폭발원을 중심으로 직교(orthogonal) 방
향으로 동시에 설치하여 상이한 계측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데
이터의 유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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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시험에서는 준비한 TNT 폭약이 제한적이므로 다양한 시험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2개 수중구조물을 Fig. 3 (b)에서와 같
이 배치조건을 다르게 배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
한 수중폭발 시험 조건은 표 2 및 Fig. 3에 도시하였다. 

표 2 수중폭발 시험 폭약 배치 조건

시험명 폭약 종류 
및 중량

폭약으로부터의 
수중구조물까지의 거리 (m)

구조물 #1 구조물 #2 깊이

FTEST #1

TNT 

X kg

-

수심 5m

STEST #1 6 4

STEST #2 6 3

STEST #3 3 5

STEST #4 4 2

(a) 수중구조물 설치 전(Free Field) 시험 조건

(b) 수중구조물 설치 후 시험 조건
Fig. 3 수중폭발 시험 배치 조건

본 수중폭발 시험에 있어 수중구조물에 대한 충격응답 특성 
데이터의 계측 시스템 구성 및 신호처리 방법을 Fig. 4에서 도시
하였는데 수중구조물 1개당 압력게이지 3개, 스트레인게이지 3
개, 그리고 가속도계 5개를 각각 설치하여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
고자 하였다.

Fig. 4 수중폭발 계측 시스템 구성 및 신호처리 방법

상기 설명한 시험 설치 및 계측 준비를 과정을 Fig. 5에서와 
같이 시험을 위한 설치를 마치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수중구
조물이 없는 Free Field 상태에서의 예비 시험을 수행하고, 수중
구조물에 대한 본 시험을 표 2의 조건에 따라 수행하였다. 시험 
특성상 매 시험마다 수중구조물의 인양 및 점검, 센서 체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계획한 총 5회의 시험이 연속해서 실시하
였다. 이러한 반복 시험을 통해 시험 횟수가 누적이 되면서 각종 
센서를 통해 받는 시험 데이터 취득률 측면에서, 특히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 상태가 나빠져 데이터 취득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수중폭발 시험 Set-Up 과정

4. 시험결과에 대한 M&S 비교 검토
앞 장에서 수행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수중폭발 조건에 대하여 

한국 해군의 잠수함 설계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중충격 모델
링 &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충격

해석을 각 조건들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당초의 본 연구 목표가 
이러한 수중폭발 시험을 통해 함정 내충격 취약성 설계·해석을 
위한 M&S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함정축소모형을 이용하여  수
중폭발 시험 결과와 M&S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정확도 검토 및 
오차 원인 규명이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 일련의 비교 검토를 수
행하였다. 이를 위해 Russell의 오차측정지표(Error Measure)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수중구조물이 없는 Free Filed 상태에서 먼저 경험식과 시험에
서 계측된 초기충격파에 의한 압력시간 이력을 Fig. 6과 같이 비
교·검토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TNT 폭약 중량과 거리를 이용하
여 실험식과 ADD 및 당 연구부서에서 계측한 자료에 각각 비교
하였다. Fig. 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경험식과 시험에서 계측된 
초기충격파에 의한 최대압력 및 시간 이력에 대한 비교 결과, 측
정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시험 결과가 경험식과 매우 유사하게 
전달되는 것을 계측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6 실험식(TNT 폭약)과 시험에서 계측된 초기충격파에 
       의한 압력시간이력 비교

Fig. 7에서는 본 시험에서 사용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수중폭
발 M&S를 위한 해석 모델링을 도시하였다. 수중 충격 해석을 위
해서 LS-DYNA/USA Code를 사용하였으며 시험 조건과 동일한 
중량의 TNT 폭약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8에서
는 해석 조건 가운데 TNT가 4m에서 폭발하는 조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도시하였다. 실제 시험을 수행한 시험 장소는 Fig. 5와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실린더형의 수조이기 때문에 일정 수
심에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입사 충격파 이후 주변 환경에 의한 
반사파가 발생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M&S 
과정에서는 이러한 무한수심이라는 가정에서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상기 언급한 시험 조건의 제한 사항은 추후 관련 연구를 통
해 그 영향성을 검토할 계획에 있다. 

초기충격파에 의한 충격응답에 대한 응력 성분과 가속도의 비
교, 검토에서는 Fig. 9 및 Fig. 10에 각각 도시한 바와 같이 시뮬
레이션 결과와 시험에서 계측된 충격응답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충격파에 의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응답 비
교에서 Russell의 종합 오차측정지표 상으로 0.28~0.5 범위 정
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기충격파에 의한 응력의 경우,  
Russell 종합오차지표 0.28~0.35 범위로 수용할(Acceptable) 만
한 수준이지만, 가속도 응답 비교의 경우, 시뮬레이션과 시험에
서 계측된 충격응답의 최대값의 차이가 비교적 커서 오차측정지
표 0.36~0.5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오차측정을 통한 응답 비교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은 변화폭이 큰 
가속도보다는 속도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미국 해군
의 실선충격 시험 관련 각종 연구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측 성분이 속도가 아닌 가속도 자료
이고, 향후 이를 이용한 속도 성분으로 변환 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속도 비교에서는 오차측정지표가 
훨씬 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가 처음 실시한 수중구조
물에 대한 실제 수중폭발 시험 인 것을 감안하면 충격응답 비교 
결과, 모두 당초 설정한 Russell의 종합 오차측정지표의 범위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7 수중구조물에 대한 충격응답 시뮬레이션 모델

Fig. 8 수중구조물 시험에 대한 충격응답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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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시험에서는 준비한 TNT 폭약이 제한적이므로 다양한 시험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2개 수중구조물을 Fig. 3 (b)에서와 같
이 배치조건을 다르게 배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
한 수중폭발 시험 조건은 표 2 및 Fig. 3에 도시하였다. 

표 2 수중폭발 시험 폭약 배치 조건

시험명 폭약 종류 
및 중량

폭약으로부터의 
수중구조물까지의 거리 (m)

구조물 #1 구조물 #2 깊이

FTEST #1

TNT 

X kg

-

수심 5m

STEST #1 6 4

STEST #2 6 3

STEST #3 3 5

STEST #4 4 2

(a) 수중구조물 설치 전(Free Field) 시험 조건

(b) 수중구조물 설치 후 시험 조건
Fig. 3 수중폭발 시험 배치 조건

본 수중폭발 시험에 있어 수중구조물에 대한 충격응답 특성 
데이터의 계측 시스템 구성 및 신호처리 방법을 Fig. 4에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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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그리고 가속도계 5개를 각각 설치하여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
고자 하였다.

Fig. 4 수중폭발 계측 시스템 구성 및 신호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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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수중폭발 시험 Set-Up 과정

4. 시험결과에 대한 M&S 비교 검토
앞 장에서 수행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수중폭발 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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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측된 초기충격파에 의한 압력시간 이력을 Fig. 6과 같이 비
교·검토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TNT 폭약 중량과 거리를 이용하
여 실험식과 ADD 및 당 연구부서에서 계측한 자료에 각각 비교
하였다. Fig. 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경험식과 시험에서 계측된 
초기충격파에 의한 최대압력 및 시간 이력에 대한 비교 결과, 측
정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시험 결과가 경험식과 매우 유사하게 
전달되는 것을 계측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6 실험식(TNT 폭약)과 시험에서 계측된 초기충격파에 
       의한 압력시간이력 비교

Fig. 7에서는 본 시험에서 사용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수중폭
발 M&S를 위한 해석 모델링을 도시하였다. 수중 충격 해석을 위
해서 LS-DYNA/USA Code를 사용하였으며 시험 조건과 동일한 
중량의 TNT 폭약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8에서
는 해석 조건 가운데 TNT가 4m에서 폭발하는 조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도시하였다. 실제 시험을 수행한 시험 장소는 Fig. 5와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실린더형의 수조이기 때문에 일정 수
심에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입사 충격파 이후 주변 환경에 의한 
반사파가 발생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M&S 
과정에서는 이러한 무한수심이라는 가정에서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상기 언급한 시험 조건의 제한 사항은 추후 관련 연구를 통
해 그 영향성을 검토할 계획에 있다. 

초기충격파에 의한 충격응답에 대한 응력 성분과 가속도의 비
교, 검토에서는 Fig. 9 및 Fig. 10에 각각 도시한 바와 같이 시뮬
레이션 결과와 시험에서 계측된 충격응답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충격파에 의한 수중구조물에 대한 응답 비
교에서 Russell의 종합 오차측정지표 상으로 0.28~0.5 범위 정
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기충격파에 의한 응력의 경우,  
Russell 종합오차지표 0.28~0.35 범위로 수용할(Acceptable) 만
한 수준이지만, 가속도 응답 비교의 경우, 시뮬레이션과 시험에
서 계측된 충격응답의 최대값의 차이가 비교적 커서 오차측정지
표 0.36~0.5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오차측정을 통한 응답 비교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은 변화폭이 큰 
가속도보다는 속도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미국 해군
의 실선충격 시험 관련 각종 연구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측 성분이 속도가 아닌 가속도 자료
이고, 향후 이를 이용한 속도 성분으로 변환 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속도 비교에서는 오차측정지표가 
훨씬 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가 처음 실시한 수중구조
물에 대한 실제 수중폭발 시험 인 것을 감안하면 충격응답 비교 
결과, 모두 당초 설정한 Russell의 종합 오차측정지표의 범위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7 수중구조물에 대한 충격응답 시뮬레이션 모델

Fig. 8 수중구조물 시험에 대한 충격응답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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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시뮬레이션과 시험에 의한 응력에 대한 시간이력 비교

Fig. 10 시뮬레이션과 시험에 의한 가속도에 대한 시간이력 비교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함정 내충격 취약성 설계∙해석을 위한 M&S 기

술 고도화를 위해서 잠수함을 가정한 수중구조물에 대하여 실제 
수중폭발 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 특성자료 확보 및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중폭발 시험 조건을 확립하
고, 해당 구조물을 이용한 수중폭발 시험 및 수치계산을 수행하
여 관련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M&S 정확도 검토 및 오차 원인 
규명 수행하고 하였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실제 폭발 시험을 통한 내충격 연구
가 매우 미미한 편으로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이러한 일련의 
시험 및 해석 결과 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해군의 내충격 
해석의 M&S 정확도 향상 및 신뢰성 있는 해석 방법 개발에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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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load-carrying behavior of damaged stringer-stiffened cylinders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which 

are typical components of the main legs of tension leg platforms, spars and more recently as buoyancy columns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s subjected to hydrostatic pressure. The case considered in this study corresponds to the residual strength 

assessment of floating offshore structural columns with damage resulting from collisions with floating subjects or support vessels. 

Numerical simulations of hydrostatic pressure tests, which examine the collapse behavior and the residual strength of stringer-stiffened 

cylinders dented by a knife-edged indenter, are presented. Six small scale stringer-stiffened and three ring-stiffened cylinder models are 

analysed. The denting and collapse processes were simulated using Abaqus FEA software package, and a close agreement between 

the test results and numerical predictions was achieved. Regarding the ultimate strength characteristics in damaged conditions, 

pressure-displacement response and failure mode were assessed. To assess the reduction in ultimate strength under hydrostatic 

pressure and to clarify the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further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on the design example of 

stringer-stiffened cylinders, considering the effect of impact locations increasing impact velocities as well as striker shape headers. 

 

Keywords: Damaged Stringer-stiffened cylinder, Ultimate strength, Residual strength, Hydrostatic pressure, Collapse pressure. 

1. Introduction 
 

Fabricated multi-bay stringer-stiffened large diameter steel 

cylinders have been familiar with marine structural engineers 

for a long time as a major component of the main legs of 

tension leg platforms, semi-submersibles or spars. Relatively 

recently, they have been used for structural components of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providing required buoyancy such 

as columns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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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ened cylinders are prone to damage due to impact 

loadings arising from such accident as mass impact an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Kvitrud (2011) summarized the 

collisions of buoyancy columns of floating offshore installations 

with supply vessels.  

 

Over many years, a large number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the buckling of 

stiffened cylindrical shells by Ellinas et al. (1984) and Das et al. 

(2011).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a large database of 

experiments and design guidance in ABS (2014), DNV (2013) 

and API (2004), the case of intact cylinder buckling in offshore 

structures is well understood. However, regarding the residual 

strength of damaged stringer-stiffened cylind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reported so far in the open literature. Ronalds and 

Dowling (1986) presented the denting tests on small-scale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with lateral line loading at the 

mid-span. Walker and McCall (1987) performed a series of 

tests on damaged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due to 

denting and subjected to combine axial compressive and 

hydrostatic pressure.  Harding and Onoufriou (1995) reported 

axial compression tests on damage fabricated ring-stiffened 

cylinders. The local denting damages were induced by the 

static application of lateral load. Cerik (2015) performed 

numerical predictions of the residual strengths of damaged 

ring-stiffened cylinders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With the recent advances in computational tool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difficulty in conducting experimental 

investigations,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has become 

the excellent tool for the condition assessment of damaged 

steel structures. Numerical modelling has the advantage of 

incorporating full geometrical details and allows for comparing 

of intact and damaged models that have identical properties. 

Therefore, despite the computational costs involved, a carefully 

implemente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is also validated 

with reliable experimental test data would b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assessing residual strength. 

 

         2. Description of test data 
 

Nine fabricated small scale stringer-stiffened and three 

ring-stiffened cylinder models are analysed. Among them four 

models (3B1, 3B2, 3B3 and 3B4) were reported by Ronalds 

and Dowling (1986) in Cohesive Buckling Research 

Programme, UK. In these experiments, the models were 

artificially dented and subsequently loaded axially in order to 

determine their residual load carrying capacity. Internal 

transducers measured the relative displacement of the two end 

plates in contact with the model, so that the end-shortening can 

be inferred. The load was applied in small increments and the 

step size was reduced as the collapse is approached to ensure 

that nonlinearity in the response and the peak load was 

accurately measured. The depth of dent in each model is 

different.  Other models R5 and R6 were presented by Walker 

and McCall (1987) at University of Surrey, UK. It was to 

simulated damage by quasi-static denting and then tested 

under a combination of external pressure and axial 

compressive loading. Three ring-stiffened cylinders, namely, 

RS-I, RS-C-1 and RS-C-2 were provided by Cho et al (2015) 

at University of Ulsan, Korea. For these models, the damaged 

generations 

were provided 

using dynamic 

impact tests. In 

addition, 

hydrostatic 

pressure tests 

were conducted 

on one intact 

model and two 

damaged ones. 

The properties 

of all specimens are given in Table 1. 

 

3. Finite element modelling 
 

   The processes of collision damage and collapse under 

hydrostatic pressure were numerically simulated using Abaqus 

FEA software package. The collision was simulated using the 

dynamic/explicit method, while the collapse process was 

simulated using the modified static Riks method.  

 

In the numerical analysis, the shell and stringer and/or ring 

stiffeners were modelled with four-node curved shell elements 

(Abaqus S4R). The elements have hourglass control and 

reduced integration. Thickness integr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Simpson rule with five integration points through the 

thickness. The knife-edge striker was assumed to be rigid and 

R3D4 element was employed for the striker. The contact 

between the indenting surface and the struck model was 

defined using the general contact option in Abaqus, which 

allows defining the model contact regions with a single 

interaction. This contact algorithm uses a penalty method as 

the contact constraint.  

 

The convergence test was performed by changing the 

mesh sizes of the modelling to select the optimum ones. The 

global mesh size was determined as 2 mm x 2mm for model 

3B1 to R6. However, for model RS-I, RS-C-1, RS-C-2, the 

selected element size for the contact region (fine mesh) was 5 

mm x 5 mm and that of the outer region (coarse mesh) was 10 

mm x 10 mm.   

 

As in the actual tests, the simulations consisted of two  

steps: first, inducing damage and second, post-damage 

collapse analysis. Before proceeding to the first analysis step, 

initial imperfections were inputted into the models. The best 

solution is inputted directly measurement imperfection values 

into modelling models. Because this data not only considering 

local buckling mode but also including overall buckling mode. 

Therefore, the collapse shapes were correlated between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However, if the 

measurement imperfection data did not provide, it could be 

used some formulations and assumptions to determine the 

imperfection magnitudes. For this goal, it was performed using 

Table 1 Properties of the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 specimens 
Model 3B1 3B2 3B3 3B4 R5 R6 RS-I RS-C-1 RS-C-2 

Radius (mm) R 160 160 160 160 160 160 400 400 400 

Thickness (mm) t 0.6 0.6 0.6 0.6 0.6 0.6 3.96 3.96 3.95 

Total length (mm) L 319 319 319 319 288 288 1060 1060 1060 

Inner bay length (mm) lr2 96 96 96 96 96 96 200 200 200 

Outer bay length (mm) lr1 112 111.5 111.5 111.5 96 96 80 80 80 

Yield stress (MPa) σY 332 332 332 332 387 387 306.5 302.2 309 

Elasticity modulus (GPa) E 211 211 211 211 208 208 206 206 206 

Number of stringers Ns 40 40 20 20 40 20 - - - 

Stringer web height (mm) hw 4.8 4.8 4.8 4.8 4.8 4.8 - - - 

Stringer web thickness (mm) tw 0.600 0.6 0.6 0.6 0.6 0.6 - - - 

Ring-stiffener web height (mm) hw 6.6 6.6 6.6 6.6 6.4 6.4 35 35 35 

Ring-stiffener web thickness (mm) tw 0.82 0.82 0.82 0.82 0.8 0.8 3.94 3.9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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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ened cylinders are prone to damage due to impact 

loadings arising from such accident as mass impact an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Kvitrud (2011) summarized the 

collisions of buoyancy columns of floating offshore installations 

with supply vessels.  

 

Over many years, a large number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the buckling of 

stiffened cylindrical shells by Ellinas et al. (1984) and Das et al. 

(2011).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a large database of 

experiments and design guidance in ABS (2014), DNV (2013) 

and API (2004), the case of intact cylinder buckling in offshore 

structures is well understood. However, regarding the residual 

strength of damaged stringer-stiffened cylind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reported so far in the open literature. Ronalds and 

Dowling (1986) presented the denting tests on small-scale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with lateral line loading at the 

mid-span. Walker and McCall (1987) performed a series of 

tests on damaged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due to 

denting and subjected to combine axial compressive and 

hydrostatic pressure.  Harding and Onoufriou (1995) reported 

axial compression tests on damage fabricated ring-stiffened 

cylinders. The local denting damages were induced by the 

static application of lateral load. Cerik (2015) performed 

numerical predictions of the residual strengths of damaged 

ring-stiffened cylinders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With the recent advances in computational tool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difficulty in conducting experimental 

investigations,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has become 

the excellent tool for the condition assessment of damaged 

steel structures. Numerical modelling has the advantage of 

incorporating full geometrical details and allows for comparing 

of intact and damaged models that have identical properties. 

Therefore, despite the computational costs involved, a carefully 

implemente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is also validated 

with reliable experimental test data would b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assessing residual strength. 

 

         2. Description of test data 
 

Nine fabricated small scale stringer-stiffened and three 

ring-stiffened cylinder models are analysed. Among them four 

models (3B1, 3B2, 3B3 and 3B4) were reported by Ronalds 

and Dowling (1986) in Cohesive Buckling Research 

Programme, UK. In these experiments, the models were 

artificially dented and subsequently loaded axially in order to 

determine their residual load carrying capacity. Internal 

transducers measured the relative displacement of the two end 

plates in contact with the model, so that the end-shortening can 

be inferred. The load was applied in small increments and the 

step size was reduced as the collapse is approached to ensure 

that nonlinearity in the response and the peak load was 

accurately measured. The depth of dent in each model is 

different.  Other models R5 and R6 were presented by Walker 

and McCall (1987) at University of Surrey, UK. It was to 

simulated damage by quasi-static denting and then tested 

under a combination of external pressure and axial 

compressive loading. Three ring-stiffened cylinders, namely, 

RS-I, RS-C-1 and RS-C-2 were provided by Cho et al (2015) 

at University of Ulsan, Korea. For these models, the damaged 

generations 

were provided 

using dynamic 

impact tests. In 

addition, 

hydrostatic 

pressure tests 

were conducted 

on one intact 

model and two 

damaged ones. 

The properties 

of all specimens are given in Table 1. 

 

3. Finite element modelling 
 

   The processes of collision damage and collapse under 

hydrostatic pressure were numerically simulated using Abaqus 

FEA software package. The collision was simulated using the 

dynamic/explicit method, while the collapse process was 

simulated using the modified static Riks method.  

 

In the numerical analysis, the shell and stringer and/or ring 

stiffeners were modelled with four-node curved shell elements 

(Abaqus S4R). The elements have hourglass control and 

reduced integration. Thickness integr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Simpson rule with five integration points through the 

thickness. The knife-edge striker was assumed to be rigid and 

R3D4 element was employed for the striker. The contact 

between the indenting surface and the struck model was 

defined using the general contact option in Abaqus, which 

allows defining the model contact regions with a single 

interaction. This contact algorithm uses a penalty method as 

the contact constraint.  

 

The convergence test was performed by changing the 

mesh sizes of the modelling to select the optimum ones. The 

global mesh size was determined as 2 mm x 2mm for model 

3B1 to R6. However, for model RS-I, RS-C-1, RS-C-2, the 

selected element size for the contact region (fine mesh) was 5 

mm x 5 mm and that of the outer region (coarse mesh) was 10 

mm x 10 mm.   

 

As in the actual tests, the simulations consisted of two  

steps: first, inducing damage and second, post-damage 

collapse analysis. Before proceeding to the first analysis step, 

initial imperfections were inputted into the models. The best 

solution is inputted directly measurement imperfection values 

into modelling models. Because this data not only considering 

local buckling mode but also including overall buckling mode. 

Therefore, the collapse shapes were correlated between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However, if the 

measurement imperfection data did not provide, it could be 

used some formulations and assumptions to determine the 

imperfection magnitudes. For this goal, it was performed using 

Table 1 Properties of the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 specimens 
Model 3B1 3B2 3B3 3B4 R5 R6 RS-I RS-C-1 RS-C-2 

Radius (mm) R 160 160 160 160 160 160 400 400 400 

Thickness (mm) t 0.6 0.6 0.6 0.6 0.6 0.6 3.96 3.96 3.95 

Total length (mm) L 319 319 319 319 288 288 1060 1060 1060 

Inner bay length (mm) lr2 96 96 96 96 96 96 200 200 200 

Outer bay length (mm) lr1 112 111.5 111.5 111.5 96 96 80 80 80 

Yield stress (MPa) σY 332 332 332 332 387 387 306.5 302.2 309 

Elasticity modulus (GPa) E 211 211 211 211 208 208 206 206 206 

Number of stringers Ns 40 40 20 20 40 20 - - - 

Stringer web height (mm) hw 4.8 4.8 4.8 4.8 4.8 4.8 - - - 

Stringer web thickness (mm) tw 0.600 0.6 0.6 0.6 0.6 0.6 - - - 

Ring-stiffener web height (mm) hw 6.6 6.6 6.6 6.6 6.4 6.4 35 35 35 

Ring-stiffener web thickness (mm) tw 0.82 0.82 0.82 0.82 0.8 0.8 3.94 3.9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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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nvalue buckling analyses. In general, the first eigenvalue 

buckling mode was selected as the initial imperfection shape. 

In the eigenvalue buckling analysis, fixed boundary conditions 

at the end of cylinder were assumed. These values wer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imperfection magnitude 

associated with the eigenvalue buckling mode. The problem is 

how large imperfection magnitude was introduced. For this 

purpose, the imperfection magnitudes were calibrated by 

comparing numerically-obtained ultimate strength values with 

the ones calculated using the ultimate strength formulations 

provided by Das et al. (2011) for ring-stiffened cylinders and 

Das et al. (1992) for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With this  

procedure, these formulations were calibrated against 

experimental data, and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modelling uncertainty factors, the mea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were acceptable. Therefore, they can be used 

as a datum for benchmarking the numerical results. In addition, 

it can be used the imperfection magnitudes smaller than 0.5% 

of radius according to DNV & GL rules. 

 

      The residual stresses in the fabricated stringer stiffened 

cylinders may have been caused by cold bending of the shell 

and welding of the stiffeners to the cylindrical shell. These 

residual stresses may have affected the strength of the 

structures. The residual stresses due to cold bending of the 

shell are the sum of the stresses due to over-bending and 

spring-back by Bushnell (1970). The resulting stress distribution 

follows a typical zigzag pattern through the thickness of the 

shell. The welding process in the region of stiffener-shell 

connections may have affected the structure condition, caused 

by an imbalanced compression distribution on the welding area 

between stiffeners in the mid-bay region of the shell. Changes 

in the shape may have occurred because of welding shrinkage 

between the welding areas. The welding stresses derived 

according to Faulkner's closed-form solutions (1977) were 

applied directly to FE models as initial stress condition with 

idealized distribution.  

 

   3.1 Collision analysis 

3.1.1 Quasi-static impact analysis 

 

  The aim of this step was to obtain an initial geometric 

deformation, defined with a single parameter, namely the dent 

depth, for the subsequent collapse analysis. The damage 

simulation was conducted quasi-statically using the 

dynamic/explicit solver in ABAQUS. A real-time simulation of a 

quasi-static process is computationally impractical. It is 

imperative to increase the speed of the process to obtain an 

economical solution if an explicit solver is used. Moreover, a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keep the inertia forces 

level low, overcome the stress wave propagation and highly 

localized deformation besides denting. Therefore, the period of 

simulation is to be determined such that these effects would be 

insignificant while being short as possible. Keeping in mind that 

the dominant response in a quasi-static analysis would be the 

first structural mode, the first natural frequency and the 

corresponding time period of the test models were calculated 

by performing the modal analysis. With the dent depth 

obtained in actual tests, this value was used to estimate an 

upper value of impact velocity. It is found out to be lower than 1% 

of the wave speed in metals (about 5000 m/s). Starting with this 

value, after series of simulations with different loading rates, by 

examining the results, the total simulation period was 

determined as 0.08 s. Until 0.04 s, the knife-edge indenter is 

moved downwards to the models up to the maximum dent 

depth attained in actual tests. The displacement boundary 

condition was applied to the reference node by increasing the 

total magnitude of displacement gradually using the smooth 

step function in Abaqus FEA. This function creates a fifth-order 

polynomial transition between two amplitudes such that the first 

and second-time derivatives are zero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transition. With the help of this function, sudden 

impact loads can be avoided. After 0.04 s, the indenter is 

retracted. 

 

     It is inevitable that after retracting the indenter, the struck 

model will continue to have oscillations, i.e. elastic vibrations. 

To damp out these dynamic effects quickly and reach the 

quasi-static equilibrium in a minimum number of increments, 

viscous pressure load is applied to the outer surface of cylinder 

shell. The viscous pressure absorbs the pressure waves 

crossing the free surface, thus, there is no reflection of energy 

back into the interior of the model. The viscous pressure 

coefficient cv is determined as follows: 

𝑐𝑐𝑣𝑣 = 0.01𝜌𝜌√ 𝐸𝐸(1−𝑣𝑣)
𝜌𝜌(1+𝑣𝑣)(1−2𝑣𝑣)   (1) 

where ρ and ν are material density and Poisson’s ratio, 

respectively. In a quasi-static impact simulation, the actual 

mass of the indenter is not important. However, in order to 

minimize the noise in contact calculations, the mass of the 

indenter should be of the order of the struck model. Accordingly, 

the mass is taken as 2 kg. In accordance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set in actual tests, the cylinder models were 

assumed restrained in the radial direction at both ends. 

However, no restraint was considered for the axial translation 

and the rotations. In Fig. 1, the finite element model for denting 

tests is shown. 

 
Fig. 1 Finite element modeling 

The resulting force-displacement curves obtained through 

finite element simulations are shown and compared with the 

ones obtained through experiments in Fig. 2 and Fig. 3 

 
                             (a) Model 3B1 & 3B2 

 
                         (b) Model 3B3 & 3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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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nvalue buckling analyses. In general, the first eigenvalue 

buckling mode was selected as the initial imperfection shape. 

In the eigenvalue buckling analysis, fixed boundary conditions 

at the end of cylinder were assumed. These values wer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imperfection magnitude 

associated with the eigenvalue buckling mode. The problem is 

how large imperfection magnitude was introduced. For this 

purpose, the imperfection magnitudes were calibrated by 

comparing numerically-obtained ultimate strength values with 

the ones calculated using the ultimate strength formulations 

provided by Das et al. (2011) for ring-stiffened cylinders and 

Das et al. (1992) for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With this  

procedure, these formulations were calibrated against 

experimental data, and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modelling uncertainty factors, the mea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were acceptable. Therefore, they can be used 

as a datum for benchmarking the numerical results. In addition, 

it can be used the imperfection magnitudes smaller than 0.5% 

of radius according to DNV & GL rules. 

 

      The residual stresses in the fabricated stringer stiffened 

cylinders may have been caused by cold bending of the shell 

and welding of the stiffeners to the cylindrical shell. These 

residual stresses may have affected the strength of the 

structures. The residual stresses due to cold bending of the 

shell are the sum of the stresses due to over-bending and 

spring-back by Bushnell (1970). The resulting stress distribution 

follows a typical zigzag pattern through the thickness of the 

shell. The welding process in the region of stiffener-shell 

connections may have affected the structure condition, caused 

by an imbalanced compression distribution on the welding area 

between stiffeners in the mid-bay region of the shell. Changes 

in the shape may have occurred because of welding shrinkage 

between the welding areas. The welding stresses derived 

according to Faulkner's closed-form solutions (1977) were 

applied directly to FE models as initial stress condition with 

idealized distribution.  

 

   3.1 Collision analysis 

3.1.1 Quasi-static impact analysis 

 

  The aim of this step was to obtain an initial geometric 

deformation, defined with a single parameter, namely the dent 

depth, for the subsequent collapse analysis. The damage 

simulation was conducted quasi-statically using the 

dynamic/explicit solver in ABAQUS. A real-time simulation of a 

quasi-static process is computationally impractical. It is 

imperative to increase the speed of the process to obtain an 

economical solution if an explicit solver is used. Moreover, a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keep the inertia forces 

level low, overcome the stress wave propagation and highly 

localized deformation besides denting. Therefore, the period of 

simulation is to be determined such that these effects would be 

insignificant while being short as possible. Keeping in mind that 

the dominant response in a quasi-static analysis would be the 

first structural mode, the first natural frequency and the 

corresponding time period of the test models were calculated 

by performing the modal analysis. With the dent depth 

obtained in actual tests, this value was used to estimate an 

upper value of impact velocity. It is found out to be lower than 1% 

of the wave speed in metals (about 5000 m/s). Starting with this 

value, after series of simulations with different loading rates, by 

examining the results, the total simulation period was 

determined as 0.08 s. Until 0.04 s, the knife-edge indenter is 

moved downwards to the models up to the maximum dent 

depth attained in actual tests. The displacement boundary 

condition was applied to the reference node by increasing the 

total magnitude of displacement gradually using the smooth 

step function in Abaqus FEA. This function creates a fifth-order 

polynomial transition between two amplitudes such that the first 

and second-time derivatives are zero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transition. With the help of this function, sudden 

impact loads can be avoided. After 0.04 s, the indenter is 

retracted. 

 

     It is inevitable that after retracting the indenter, the struck 

model will continue to have oscillations, i.e. elastic vibrations. 

To damp out these dynamic effects quickly and reach the 

quasi-static equilibrium in a minimum number of increments, 

viscous pressure load is applied to the outer surface of cylinder 

shell. The viscous pressure absorbs the pressure waves 

crossing the free surface, thus, there is no reflection of energy 

back into the interior of the model. The viscous pressure 

coefficient cv is determined as follows: 

𝑐𝑐𝑣𝑣 = 0.01𝜌𝜌√ 𝐸𝐸(1−𝑣𝑣)
𝜌𝜌(1+𝑣𝑣)(1−2𝑣𝑣)   (1) 

where ρ and ν are material density and Poisson’s ratio, 

respectively. In a quasi-static impact simulation, the actual 

mass of the indenter is not important. However, in order to 

minimize the noise in contact calculations, the mass of the 

indenter should be of the order of the struck model. Accordingly, 

the mass is taken as 2 kg. In accordance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set in actual tests, the cylinder models were 

assumed restrained in the radial direction at both ends. 

However, no restraint was considered for the axial translation 

and the rotations. In Fig. 1, the finite element model for denting 

tests is shown. 

 
Fig. 1 Finite element modeling 

The resulting force-displacement curves obtained through 

finite element simulations are shown and compared with the 

ones obtained through experiments in Fig. 2 and Fig. 3 

 
                             (a) Model 3B1 & 3B2 

 
                         (b) Model 3B3 & 3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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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odel R5 & R6 

Fig. 2 Force- radial displacement curves for the models dented 

at mid-bay : (a)Model 3B1 & 3B2; (b)Model 3B3 & 3B4; (c) Model R5 

& R6 

      3.1.2 Dynamic impact analysis 

 

For the dynamic collision analysis, the material properties 

were defined using the equations proposed by Cho et al (2015). 

The deviations of yield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s and 

strains were quite small. The deviations of the hardening start 

strains were also small. Thus, the averages of those values 

were used in deriving the constitutive equations. Using the 

engineering strains and stresses obtained from the static 

tensile tests, the corresponding true values were calculated 

using eqns (2) and (3). The true stresses and strains calculated 

are tabulated in Table 2.  

𝜎𝜎𝑡𝑡𝑡𝑡 = 𝜎𝜎 (𝜀𝜀 + 1)                  (2) 

𝜀𝜀𝑡𝑡𝑡𝑡 = 𝑙𝑙𝑙𝑙(𝜀𝜀 + 1)                  (3) 

Table 2  True stresses and strains   

σY,tr εY,tr σHS,tr εHS,tr σT,tr εT,tr 

306.8 0.001486 312.3 0.019436 469.1 0.166362 

where    

σtr , εtr : true stress and true strain, respectively 

σY,tr , σHS,tr, σT,tr : true yield strength, true hardening start stress, 

true ultimate tensile strength, respectively 

εY,tr, εHS,tr, εT,tr : true yield strain, true hardening start strain, true 

ultimate tensile strain, respectively. 

 

By substituting the values in Table 2 into eqns (4) ~ (5), the 

constitutive equation can be obtained considering the yield 

plateau and the strain hardening.  

 

𝜎𝜎𝑡𝑡𝑡𝑡 = 𝐸𝐸𝜀𝜀𝑡𝑡𝑡𝑡 when    0 < 𝜀𝜀𝑡𝑡𝑡𝑡 ≤ 𝜀𝜀𝑌𝑌,𝑡𝑡𝑡𝑡                (4) 

𝜎𝜎𝑡𝑡𝑡𝑡 = 𝜎𝜎𝑌𝑌,𝑡𝑡𝑡𝑡 + (𝜎𝜎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 𝜎𝜎𝑌𝑌,𝑡𝑡𝑡𝑡)
𝜀𝜀𝑡𝑡𝑡𝑡−𝜀𝜀𝑌𝑌,𝑡𝑡𝑡𝑡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𝜀𝜀𝑌𝑌,𝑡𝑡𝑡𝑡
               

when     𝜀𝜀𝑌𝑌,𝑡𝑡𝑡𝑡 < 𝜀𝜀𝑡𝑡𝑡𝑡 ≤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5) 

𝜎𝜎𝑡𝑡𝑡𝑡 = 𝜎𝜎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 𝐾𝐾(𝜀𝜀𝑡𝑡𝑡𝑡 −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𝑛𝑛when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 𝜀𝜀𝑡𝑡𝑡𝑡(6) 

where 

𝑙𝑙 = 𝜎𝜎𝑇𝑇,𝑡𝑡𝑡𝑡
𝜎𝜎𝑇𝑇,𝑡𝑡𝑡𝑡−𝜎𝜎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𝜀𝜀𝑇𝑇,𝑡𝑡𝑡𝑡 −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7)   

 𝐾𝐾 = 𝜎𝜎𝑇𝑇,𝑡𝑡𝑡𝑡−𝜎𝜎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𝜀𝜀𝑇𝑇,𝑡𝑡𝑡𝑡−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𝑛𝑛

                                       (8) 

In order to consider the strain hardening effects on the 

constitutive relationships the equations provided by Cho (2015) 

were used. The dynamic values of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 hardening start strain and ultimate tensile strain 

can be obtained using eqns (9) ~ (12), which are expressed by 

strain rate, 𝜀𝜀 .̇ The engineering stress and strain need to be 

converted into the corresponding true stress and strain using 

eqns (5) and (6). Eqns (7) ~ (9) are used again to generate 

dynamic constitutive relationships.  
𝜎𝜎𝑌𝑌𝑌𝑌
𝜎𝜎𝑌𝑌

= 1 + 0.13𝜀𝜀0̇.333                                   (9)          

𝜎𝜎𝑇𝑇𝑌𝑌𝜎𝜎𝑌𝑌𝑌𝑌
= 1 + 0.12𝜀𝜀(̇−0.031)               (10)  

𝜀𝜀𝐻𝐻𝐻𝐻𝑌𝑌
𝜀𝜀𝐻𝐻𝐻𝐻𝐻𝐻

= 1 + 0.93𝜀𝜀0̇.3                          (11)                               
𝜀𝜀𝑇𝑇𝑌𝑌
𝜀𝜀𝑇𝑇𝐻𝐻

= 1 + 0.065𝜀𝜀0̇.333                      (12) 

where 

σYD   : Dynamic yield strength 

σTD   : Dynamic ultimate tensile strength 

εHSS  : Static hardening start strain 

εHSD  : Dynamic hardening start strain 

εTD   : Dynamic ultimate tens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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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of dynamic impact analysis were showed in Fig.3. 

The dented shapes an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after 

impact of models RS-C-1 and RS-C-2 are shown in Fig. 4. 

 
 

 
Fig.3 Force- radial displacement curves for the models dented 

at mid-bay 
 

 

3.2 Residual strength analysis 

 

In the residual strength analysis of the damaged stiffened 

cylinders, the modified Riks method is used which is suitable 

for typical problems showing unstable phase of response. 

Large deformation and plasticity are taken into account. The 

material is assumed to be linear elastic perfectly plastic, 

neglecting the strain hardening. The end flange of the cylinders 

was fixed not allowing any displacements as in the 

experiments. As mentioned earlier, to quantify the reduction in 

load carrying capacity and to compare with the damaged 

condition response, the intact model was also analyzed.  

 

 
Fig 4 Deformed shape of the models compared with numerical 

results: (a) RS-C-1 and (b) RS-C-2 

 

The axial shortening curves and pressure-radial 

displacement curves obtained in the tests and through 

numerical analysis are shown in Figs. 5 and 6 for the 

ring-stiffened cylinder and stringer-stiffened cylinder models, 

respectively. In addition, collapsed shapes of the test model 

3B2 and RS-C-1 & RS-C-2 compared with numerical results 

were illustrated in Fig. 7 and Fig. 8. Overall, a good correlation 

exists between actual test results and numerical results for 

stiffened cylind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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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odel R5 & R6 

Fig. 2 Force- radial displacement curves for the models dented 

at mid-bay : (a)Model 3B1 & 3B2; (b)Model 3B3 & 3B4; (c) Model R5 

& R6 

      3.1.2 Dynamic impact analysis 

 

For the dynamic collision analysis, the material properties 

were defined using the equations proposed by Cho et al (2015). 

The deviations of yield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s and 

strains were quite small. The deviations of the hardening start 

strains were also small. Thus, the averages of those values 

were used in deriving the constitutive equations. Using the 

engineering strains and stresses obtained from the static 

tensile tests, the corresponding true values were calculated 

using eqns (2) and (3). The true stresses and strains calculated 

are tabulated in Table 2.  

𝜎𝜎𝑡𝑡𝑡𝑡 = 𝜎𝜎 (𝜀𝜀 + 1)                  (2) 

𝜀𝜀𝑡𝑡𝑡𝑡 = 𝑙𝑙𝑙𝑙(𝜀𝜀 + 1)                  (3) 

Table 2  True stresses and strains   

σY,tr εY,tr σHS,tr εHS,tr σT,tr εT,tr 

306.8 0.001486 312.3 0.019436 469.1 0.166362 

where    

σtr , εtr : true stress and true strain, respectively 

σY,tr , σHS,tr, σT,tr : true yield strength, true hardening start stress, 

true ultimate tensile strength, respectively 

εY,tr, εHS,tr, εT,tr : true yield strain, true hardening start strain, true 

ultimate tensile strain, respectively. 

 

By substituting the values in Table 2 into eqns (4) ~ (5), the 

constitutive equation can be obtained considering the yield 

plateau and the strain hardening.  

 

𝜎𝜎𝑡𝑡𝑡𝑡 = 𝐸𝐸𝜀𝜀𝑡𝑡𝑡𝑡 when    0 < 𝜀𝜀𝑡𝑡𝑡𝑡 ≤ 𝜀𝜀𝑌𝑌,𝑡𝑡𝑡𝑡                (4) 

𝜎𝜎𝑡𝑡𝑡𝑡 = 𝜎𝜎𝑌𝑌,𝑡𝑡𝑡𝑡 + (𝜎𝜎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 𝜎𝜎𝑌𝑌,𝑡𝑡𝑡𝑡)
𝜀𝜀𝑡𝑡𝑡𝑡−𝜀𝜀𝑌𝑌,𝑡𝑡𝑡𝑡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𝜀𝜀𝑌𝑌,𝑡𝑡𝑡𝑡
               

when     𝜀𝜀𝑌𝑌,𝑡𝑡𝑡𝑡 < 𝜀𝜀𝑡𝑡𝑡𝑡 ≤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5) 

𝜎𝜎𝑡𝑡𝑡𝑡 = 𝜎𝜎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 𝐾𝐾(𝜀𝜀𝑡𝑡𝑡𝑡 −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𝑛𝑛when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 𝜀𝜀𝑡𝑡𝑡𝑡(6) 

where 

𝑙𝑙 = 𝜎𝜎𝑇𝑇,𝑡𝑡𝑡𝑡
𝜎𝜎𝑇𝑇,𝑡𝑡𝑡𝑡−𝜎𝜎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𝜀𝜀𝑇𝑇,𝑡𝑡𝑡𝑡 − 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7)   

 𝐾𝐾 = 𝜎𝜎𝑇𝑇,𝑡𝑡𝑡𝑡−𝜎𝜎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
(𝜀𝜀𝑇𝑇,𝑡𝑡𝑡𝑡−𝜀𝜀𝐻𝐻𝐻𝐻,𝑡𝑡𝑡𝑡)𝑛𝑛

                                       (8) 

In order to consider the strain hardening effects on the 

constitutive relationships the equations provided by Cho (2015) 

were used. The dynamic values of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 hardening start strain and ultimate tensile strain 

can be obtained using eqns (9) ~ (12), which are expressed by 

strain rate, 𝜀𝜀 .̇ The engineering stress and strain need to be 

converted into the corresponding true stress and strain using 

eqns (5) and (6). Eqns (7) ~ (9) are used again to generate 

dynamic constitutive relationships.  
𝜎𝜎𝑌𝑌𝑌𝑌
𝜎𝜎𝑌𝑌

= 1 + 0.13𝜀𝜀0̇.333                                   (9)          

𝜎𝜎𝑇𝑇𝑌𝑌𝜎𝜎𝑌𝑌𝑌𝑌
= 1 + 0.12𝜀𝜀(̇−0.031)               (10)  

𝜀𝜀𝐻𝐻𝐻𝐻𝑌𝑌
𝜀𝜀𝐻𝐻𝐻𝐻𝐻𝐻

= 1 + 0.93𝜀𝜀0̇.3                          (11)                               
𝜀𝜀𝑇𝑇𝑌𝑌
𝜀𝜀𝑇𝑇𝐻𝐻

= 1 + 0.065𝜀𝜀0̇.333                      (12) 

where 

σYD   : Dynamic yield strength 

σTD   : Dynamic ultimate tensile strength 

εHSS  : Static hardening start strain 

εHSD  : Dynamic hardening start strain 

εTD   : Dynamic ultimate tensi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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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of dynamic impact analysis were showed in Fig.3. 

The dented shapes an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after 

impact of models RS-C-1 and RS-C-2 are shown in Fig. 4. 

 
 

 
Fig.3 Force- radial displacement curves for the models dented 

at mid-bay 
 

 

3.2 Residual strength analysis 

 

In the residual strength analysis of the damaged stiffened 

cylinders, the modified Riks method is used which is suitable 

for typical problems showing unstable phase of response. 

Large deformation and plasticity are taken into account. The 

material is assumed to be linear elastic perfectly plastic, 

neglecting the strain hardening. The end flange of the cylinders 

was fixed not allowing any displacements as in the 

experiments. As mentioned earlier, to quantify the reduction in 

load carrying capacity and to compare with the damaged 

condition response, the intact model was also analyzed.  

 

 
Fig 4 Deformed shape of the models compared with numerical 

results: (a) RS-C-1 and (b) RS-C-2 

 

The axial shortening curves and pressure-radial 

displacement curves obtained in the tests and through 

numerical analysis are shown in Figs. 5 and 6 for the 

ring-stiffened cylinder and stringer-stiffened cylinder models, 

respectively. In addition, collapsed shapes of the test model 

3B2 and RS-C-1 & RS-C-2 compared with numerical results 

were illustrated in Fig. 7 and Fig. 8. Overall, a good correlation 

exists between actual test results and numerical results for 

stiffened cylind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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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Axial shortening curves for damaged stringer-stiffened 

cylinder models 

 
Fig.6 Radial displacement against pressure of model RS-I 

 

4. Validation of numerical modeling 
strategy 

 

     Considering the ultimate strength values for all specimens, 

the ratio of experimental value to numerically predicted one is in 

general close to unity, although there is a slight over prediction. 

Considering the uncertainties related to experiments, i.e. 

non-uniformity in load application, imperfections and material 

properties the agreement is considered satisfactory. As shown 

in Fig. 7 and Fig. 8, the collapse patterns are also captured well. 

This further suggests that numerical model is able to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of damaged stiffened cylinders 

and can be used to in detailed investigations and parametric 

studies. In addition, the mean of modeling uncertainty factor is 

1.024, and there is a small scattering marked a COV of 4.12 % 

by indicating in Table 3. These values are within the 

recommended limits of any of the good strength prediction 

tools 

 
Fig. 7 Collapse shape of the model 3B2 compared with 

nume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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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Collapsed shape of the test model RS-C-1 & RS-C-2 

compared with numerical results 
 

      5. Parametric study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e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numerical modelling strategy accurately predicts the 

ultimate strength of locally damaged stiffened cylinders. Further 

numerical studies were performed on the design example of 

stringer-stiffened cylinders, considering the effect of impact 

locations, increasing impact velocities as well as the effects of 

striker shape headers. 
 

For the columns of floating offshore platforms where the 

axial compression is dominant, stiffened cylinder wall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is adequate in terms of weight efficiency 

and buoyancy requirements. If together used with the 

ring-stiffeners, the stringers form an orthogonal reinforcement 

against axial compression and hydrostatic pressure loading. 

Due to fabrication costs and complexity, however, both types of 

stiffening are commonly used in practice. 

 

For numerical analysis, the convergence test also was 

performed on the stringer-stiffened cylinders for choosing the 

suitable mesh size. For the struck model, except the 

stringer-ring-stiffener connections, the contact area mesh size 

15 mm x 15 mm is used. The other element meshes are 

applied for the region far away from the contact area which is 

15 mm x 15 mm.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RS-C-2 test 

models are used for stringer-stiffened cylinders. The numerical 

models are twenty longitudinal stiffeners (stringers) and 

separated into three equal bays by two ring-stiffeners. The 

stringers are flat-bar frames to ease the fabrication while 

ring-stiffeners with T section.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test models are given in Fig. 9 and Fig. 10. 

 

    For boundary condition, as shown in Fig. 11, the end flange 

of the cylinders was fixed not allowing any displacements as in 

the experiments and the end plate was free constrained. 

 

 

 

Table 3 Ultimate strength values of the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 

specimen 

 
 

Model 

Axial compresion σx (Mpa) Hydrostatic pressure  Pc 
(Mpa) 

Ratio                               
Xm 

Experimental 
result 

Numerical 
result 

Experimental 
result 

Numerical 
result 

3B1 318  311.5  -  -  1.021 

3B2 277  282  -  -  0.982 

3B3 202  209.5  -  -  0.964 

3B4 195  201.7  -  -  0.967 

R5 -  -  0.36  0.33  1.091 

R6 -  -  0.3  0.28  1.071 

RS-I -  -  2.16  2.09  1.033 

RS-C-1 -  -  1.4  1.34  1.045 

RS-C-2 -  -  1.65  1.59  1.038 

Mean 1.024 

COV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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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Axial shortening curves for damaged stringer-stiffened 

cylinder models 

 
Fig.6 Radial displacement against pressure of model R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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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ing the ultimate strength values for al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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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lose to unity, although there is a slight over prediction. 

Considering the uncertainties related to experiments, i.e. 

non-uniformity in load application, imperfections and material 

properties the agreement is considered satisfactory. As shown 

in Fig. 7 and Fig. 8, the collapse patterns are also captured well. 

This further suggests that numerical model is able to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of damaged stiffened cylinders 

and can be used to in detailed investigations and parametric 

studies. In addition, the mean of modeling uncertainty factor is 

1.024, and there is a small scattering marked a COV of 4.12 % 

by indicating in Table 3. These values are within the 

recommended limits of any of the good strength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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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Collapsed shape of the test model RS-C-1 & RS-C-2 

compared with numerical results 
 

      5. Parametric study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e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numerical modelling strategy accurately predicts the 

ultimate strength of locally damaged stiffened cylinders. Further 

numerical studies were performed on the design example of 

stringer-stiffened cylinders, considering the effect of impact 

locations, increasing impact velocities as well as the effects of 

striker shape headers. 
 

For the columns of floating offshore platforms where the 

axial compression is dominant, stiffened cylinder wall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is adequate in terms of weight efficiency 

and buoyancy requirements. If together used with the 

ring-stiffeners, the stringers form an orthogonal reinforcement 

against axial compression and hydrostatic pressure loading. 

Due to fabrication costs and complexity, however, both types of 

stiffening are commonly used in practice. 

 

For numerical analysis, the convergence test also was 

performed on the stringer-stiffened cylinders for choosing the 

suitable mesh size. For the struck model, except the 

stringer-ring-stiffener connections, the contact area mesh size 

15 mm x 15 mm is used. The other element meshes are 

applied for the region far away from the contact area which is 

15 mm x 15 mm.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RS-C-2 test 

models are used for stringer-stiffened cylinders. The numerical 

models are twenty longitudinal stiffeners (stringers) and 

separated into three equal bays by two ring-stiffeners. The 

stringers are flat-bar frames to ease the fabrication while 

ring-stiffeners with T section.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test models are given in Fig. 9 and Fig. 10. 

 

    For boundary condition, as shown in Fig. 11, the end flange 

of the cylinders was fixed not allowing any displacements as in 

the experiments and the end plate was free constrained. 

 

 

 

Table 3 Ultimate strength values of the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 

specimen 

 
 

Model 

Axial compresion σx (Mpa) Hydrostatic pressure  Pc 
(Mpa) 

Ratio                               
Xm 

Experimental 
result 

Numeric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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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Numerical 
result 

3B1 318  311.5  -  -  1.021 

3B2 277  282  -  -  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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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4 195  201.7  -  -  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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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Geometry of the stringer stiffened cylinder model (Unit: mm) 

 
 

Fig.10 Geometry of the end plate and the end ring (Unit: mm) 

 

 
Fig.11 Finite element model for residual strength analysis 

 

       5.1 Effects of impact locations 

 

Detail of various impact locations on stringer stiffened 

cylinder was illustrated in Fig. 12. 

 

Fig. 13 shows the variation of the ultimate strength of 

stringer-stiffened cylinder models for various impact locations 

subjected to hydrostatic pressure. From this Fig. 13,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trength reduction did not vary considerably 

with impact locations. This might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stringers, as they carry significant radial load as 

beam-column elements and are not individually affected by the 

damage unless positioned closely to the damaged zone. 

 

 

 
Fig.12 Impact locations on the stringer-stiffened cylinder 

 
 

Fig. 13 Effects of impact locations on the response of string-stiffened 

cylinders under hydrostatic pressure 
 

          5.2 Effects of impact velocities 

 

For a stringer-stiffened cylinder, under radial pressure, the 

reduction in ultimate strength due to damage is drastic in Fig. 

14. It can be seen in Fig. 14, there is some unstable lines after 

the collapse pressure. Because of the geometrically nonlinear 

static problems sometimes involve buckling or collapse 

behavior, where the load-displacement response shows a 

negative stiffness and the structure must release strain energy 

to remain in equilibrium. This is called snap-through. 

 
Fig. 14 Effects of impact velocities on the response of stringer-stiffen

ed cylinders under hydrostatic pressure 

 

 
 
 

 
Fig.15 Collapsed shapes: (a) shell and (b) stringer-stiffened cylind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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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Geometry of the stringer stiffened cylinder model (Unit: mm) 

 
 

Fig.10 Geometry of the end plate and the end ring (Unit: mm) 

 

 
Fig.11 Finite element model for residual streng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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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ling modes governs the collapse of the cylinder. For 

stringer-stiffened cylinders, the numerical simulations gave 

insights on the collapse response of stringer-stiffened cylinder. 

The numerical results gave detailed insights on the contribution 

of stringers and ring-stiffeners on energy dissipation and 

deformation mechanisms. It is shown that the damage is 

localized in dented zone where the inner span of stringers 

deforms in a beam mode supported at laterally deformed ring 

stiffeners. More details, as the dent width grows, the resistance 

of the cylinder to hydrostatic load changes. At first, the stiffness 

increases due to the initial resistance provided by the bending 

stiffness of the stringers. Following that, eventually, the 

resistance decreases when the plastic collapse mechanism is 

formed. Subsequently, there is a gradual increase in stiffness 

as a result of the axial tension (membrane forces) 

accompanying large dents. 

 

     The reduction in ultimate strength due to local damage 

does not tend to increase dramatically as the dent depth 

increases in the stringer-stiffened cylinder. It is also not 

significant effect of increase impact velocities as well as various 

impact locations. This might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stringers, as they carry the significant radial load as 

beam-column elements. 

 

          

5.3 Effect 

of striker 

header 

shape 

 

The shapes of indenters are not always knife-edge type in 

reality. Thus, the effects of the indenter shape on the residual 

strength of the stringer-stiffened cylinders has been 

investigated. Not only knife-edge type but also rectangular and 

hemispherical types were considered in the study. The details 

of the striker dimensions are shown in Fig. 16. The mass of all 

the strikers was assumed to be 500 kg, and the collision 

velocities varied from 4.5 m/s to 7.0 m/s. Summary results of 

collision analysis with various striker shapes were shown in 

Table 4. The energy parameter, 𝜆𝜆𝐸𝐸, is defined as the ratio of 

kinetic energy of the striker to the energy absorption capacity of 

the struck structure, as follows. 

 

𝜆𝜆𝐸𝐸 = 𝐸𝐸𝑘𝑘
𝜎𝜎𝑌𝑌∙𝑉𝑉𝑠𝑠𝑠𝑠𝑠𝑠

    (13) 

 

where  

 𝐸𝐸𝑘𝑘  : kinetic energy of striker 

         𝑉𝑉𝑠𝑠𝑠𝑠𝑠𝑠: structure volume 

 

 

 

Table 5 Summary results of parametric study with various striker shapes 

 

 

λE*103 

Collapse pressure (MPa) Ratio 

Knife-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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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parametric study are summarized in 

Table 5 and depicted in Fig. 17. When the energy ratio, 𝜆𝜆𝐸𝐸, 

was in the range from 1.0x10-3 to 1.5x10-3, the residual strength 

of the damaged ring-stiffened cylinder due to the 

hemisphere-type indenter was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two types. However, quite interestingly, when 𝜆𝜆𝐸𝐸 was 

approximately 2.0x10-3 to 2.5x10-3, the residual strengths of the 

three types were nearly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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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dure for the 

ultimate strength prediction of damaged stringer-stiffened 

cylinders subjected to hydrostatic pressure and to perform 

further investigations on the collapse behavior of 

stringer-stiffened cylinders. On top of that the test results could 

be used for the substantiation of any numerical metho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the followings can be 

drawn as the conclusions: 

 

 The propose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dure 

is capable of predicting the ultimate strength of locally 

damaged stiffened cylinders with a reasonable degree of 

accuracy. Furthermore, general features of the 

experimental behaviour can be reproduced satisfactorily 

using the presented numerical analysis methodology.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numerical methods 

employed for collision analysis and residual strength 

analysis can allow performing further parametric studies to 

develop any design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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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ling modes governs the collapse of the cylinder. For 

stringer-stiffened cylinders, the numerical simulations gave 

insights on the collapse response of stringer-stiffened cylinder. 

The numerical results gave detailed insights on the contribution 

of stringers and ring-stiffeners on energy dissipation and 

deformation mechanisms. It is shown that the damage is 

localized in dented zone where the inner span of stringers 

deforms in a beam mode supported at laterally deformed ring 

stiffeners. More details, as the dent width grows, the resistance 

of the cylinder to hydrostatic load changes. At first, the stiffness 

increases due to the initial resistance provided by the bending 

stiffness of the stringers. Following that, eventually, the 

resistance decreases when the plastic collapse mechanism is 

formed. Subsequently, there is a gradual increase in stiffness 

as a result of the axial tension (membrane forces) 

accompanying large dents. 

 

     The reduction in ultimate strength due to local damage 

does not tend to increase dramatically as the dent depth 

increases in the stringer-stiffened cylinder. It is also not 

significant effect of increase impact velocities as well as various 

impact locations. This might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stringers, as they carry the significant radial load as 

beam-colum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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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duction in ultimate strength due to local damage 

does not tend to increase dramatically as the dent depth 

increases in the stringer-stiffened cylinder. It is also not 

significant effect of increase impact velocities as well as 

various impact locations. This might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stringers, as they carry significant radial load 

as beam-column elements. 
 

 The depth of the denting and the extent of the segment 

flattening are the most significant parameters in predicting 

strength reduction, not the extent of the longitudinal 

damage. From the close agreement between the 

numerical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strength reduction is primarily a result of 

geometrical distortion from denting. 
 

 The parametric study performed in this study showed that 

when 𝜆𝜆𝐸𝐸  is in the range from 1.0x10-3 to 1.5x10-3, the 

residual strength of a damaged ring-stiffened cylinder due 

to a hemisphere-type indenter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knife-edge and rectangular types. However, quite 

interestingly, when 𝜆𝜆𝐸𝐸  is approximately 2.0x10-3 to 

2.5x10-3, the residual strengths of the three types are 

nearly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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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fshore platforms are made of tubular members and widely using in various divisions as the main load-bearing textures including 

the support structures of drilling rigs and offshore wind turbines. During its service life, those tubular structures may be collided by 

the service vessels which resulted in significant damages. Depending on the different damaged modes and extent of the 

damages on bracing/chord due to the scantling of models, the effect of loss of working ability of the main load bearing members is 

different. Furthermore, the spending of cost and time for repair and replacement on the damaged structures are also different. 

This paper reports the different damaged modes depend on the scantling of H-shape pipes structures subjected to lateral 

collisions from experimental results using drop testing machine. In these experiments, due to the different dimensions of 

bracing/chord, the different damages were taken a place such as the serious plastic damages occur only on bracing, or on both of 

chord and bracing, or crack, fracture until complete fracture occur at T-joint location. In addition, the numerical investigations and 

parametric studies were also performed, using a Finite Element Analysis software - ABAQUS/Explicit. The results reveal the 

occurring conditions for the different damaged modes corresponding to the ranges of dimensions of chords and bracings. 

Keywords: H-shaped; Tubular structure; Chord; Bracing; Plastic damage; Fracture damage; Lateral collisions; Drop test; Damaged modes; Range of 

dimensions. 

 

 

1. Introduction 
 

Tubular structures and offshore constructions are strongly 

growing over time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dimension 

derived from the essential demand as well as the powerful 

development of worldwide science-technology including 

offshore wind turbines, oil and gas exploitation structures. A 

distinctive common in those offshore structures is using the 

enormous tubular members for constructing the major load 

bearing stabilized conjugality texture. During operation, that 

pipe support platforms are subjected to multiple dangers, one 

of the major serious hazards is ship collision and considered by 

many researchers, typically as Furnes and Amdahl, 1980; de 

Oliveira, 1982; SØreide and Amdahl, 1982; Guedes Soares et 

al., 1983; Cho,1987; Ellinas, 1995; Visser, 2004. Damages on 

tubular structures immediately occurred by those collisions 

influence to working ability (Allen and Marshall, 1993) and 

further lead to collapse of those support platforms in term of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and fracture damages of 

bracing and chord members. In realistic, the chords are the 

main load bearing members of the tubular structure due to the 

upper weight of the platform and external forces. Therefore, 

depend on the different of damaged models on structure after 

collision, the different residual carrying load capacity on the 

structure. As a experiment result presented in this study, there 

are three models of damaged structure under collision: plastic 

damage on only bracing pipe, plastic damage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and fracture damage on bracing member 

occurs at T-joint location. The damaged model occurring 

depend on the scantling of the structure. 

A collision with an offshore platform can be categorized as 

major or minor based on the extent of damages to the structure. 

Recuperating and repairing the occurred damages are 

complex and costly tasks. In general, a minor collision will result 

in only repairable local damage of the structure and probably 

will not call for operations to cease. A major collision, on the 

other hand, will damage the platform globally and will certainly 

require cessation of operations. Fig 1. shows the damage of 

tubular support structure after collision. 

 
Fig. 1 Damage and failure mechanisms for offshore structures 

Therefore, to predict and reduce the mentioned damages, 

investigation the damaged modes, plastic damage on only 

bracing, both of chord and bracing or fracture damage of 

tubular members under lateral dynamic impact loading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and indispensable in 

designing process as well as provides vital information for 

predicting the residual strength of pipe textures after damaged. 

Recently, th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behavior of pipes 

including plastic damage response until necking and fracture  

below lateral static loads, the object for response of tubular 

members under lateral dynamic impact loadings have greatly 

interested with several aspects. The predominant scenario 

surveys for response of pipe structures under dynamic impact 

loadings recorded by conferences were the collisions between 

service vessels and pipe structures or/and the heavy objects 

dropped to pipe structures. In some references, an 

experimental simulation approach to observe the most similar 

to reality upon response as well as fracture damages of tubular 

structures by an exact value of shear failure criterion of material 

property due to a dynamic collision were not mentioned. 

Beside that, the case which plastic damage occurring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was not mentioned. 

In realistic, failure conditions, locations as well as extents 

and shapes of fracture damages are different for various 

analytical models. I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loadings, 

collisions, shapes of bearing structures and edges shapes of 

containing force textures. In this study, fracture damages of 

tubular structures with H-shape including chord and bracing 

pipes clamped at the end zones of chord pipes and subjected 

to transversal dynamic loadings due to the impacts of dropped 

strikers were performed. With this transversal collision 

scenarios, an approach using the value of shear failure 

criterions of material properties was conducted for the 

simulations in a Finite Element Analysis software – 

ABAQUS/Explicit. 

This presentation established an effective analysis approach 

basing on the results of drop test experiments for H-shape 

tubular models in 2016. In these experiments,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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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as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overall twisting 

occurred on chords and bracing pipes with six models. In 

addition, six models with fracture damages on bracing pipes at 

T-joint locations were taken a place. Together with application 

the constitutive equations of Cho (2016) to obtain the true 

stress-true strain material property curves, numerical analysis 

and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amaged models of H-shaped models depend on the 

scantlings of models. It means that, depend on a specified 

range in changing the dimensions of bracing and chord, the 

corresponding damage model should be occurred. 

 

2. Drop tests 

2.1 Drop test scenarios 

General scenario for drop test was a minor collision between 

a heavy striker with there values of mass (460, 633 and 673 kg) 

dropped from a specified height down to the bracing pipe of the 

clamped H-shape tubular model. 

 
Fig. 2 Drop test process 

The process of drop test is shown by Fig. 2. After impact, the 

collision energies directly leaded to the damages on the 

bracing members as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and fracture 

as well as converted these energies into dynamic tension force 

and torque to take the damages in term of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and overall twisting on the chord pipes.  

Striker is lifted by the attractive force of an electromagnet. 

Shape of striker is so significant to investigate the damage of 

the models and be designed to minimize the imbalances in the 

free fall. Mass of striker can be controlled by changing the 

inside weight. The radius value of knife edge header is 10 mm 

and the other detailed dimensions of striker be illustrated by the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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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lve H-shape pipe models including one bracing and 

two chords have the dimensions and drop test conditions as 

shown in Table 1. The dimensions of chords are same for all 

models. Thickness of bracings were measured at several 

points on bracings by ultrasonic measuring instruments. The 

outer diameter of chord for all model is 114 mm. 

 

2.2 Extent of damages results 

2.1.1 Damage on only bracing pipes 

For non-compact pipe structures, the collision energy 

disappeared by the plastic damages occurring not only overall 

bending but also local denting at impact location. When the 

stiffness of chord pipes much lager than bracing pipes, the 

various extents of plastic damages occurred only on bracing 

pipes including local denting damages (dd) and overall bending 

damages (do).  

Fig. 4 shows the plastic damage results of drop tests which 

the damage occurred only on bracing for model G5, H1 and 

H2, H5, respectively. It can be seen clearly that no damage on 

the chords. 

 

 

Table 1 Drop test scenarios and dimensions of models  

Symbol Unit A1 A2 F1 E3 G3 G4 G5 G6 H1 H2 H3 H4 

Dimension of bracing pipes 

L  mm 1686 1286 1686 886 886 886 886 886 886 886 886 886 
Do  mm 76.3 76.3 114.3 89.1 76 76 76 76 90 90 90 90 
t  mm 3.11 3.35 2 2.1 1.8 1.8 1.79 1.79 2.01 2.09 2.08 2.08 

Dimension of Chord pipes 

t  mm 4.05 4.05 4.05 4.05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Drop test conditions 

𝝈𝝈𝒀𝒀 Mpa 401.8 401.8 399.3 360.3 317.3 317.3 317.3 317.3 326.2 326.2 326.2 326.2 
𝝈𝝈𝑻𝑻 Mpa 442.9 440.8 458.4 413.5 391.1 391.1 391.1 391.1 418.7 418.7 418.7 418.7 
M Kg 633 633 633 460 673 673 673 673 673 673 673 673 
v  mm/s 5940 6565 6860 5245 4515 3810 2170 2580 2580 2765 2940 2385 
d mm 453 373 583 200 204 198 205 205 203 204 202 200 

Note:  L: Length; Do: Outer diameter;  t: Thickness; 𝝈𝝈𝒀𝒀: Yield strength; 𝝈𝝈𝑻𝑻;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bracing pipes); M: mass of 

striker; v: impact velocity; d: distance from the chord pipe to impac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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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alistic pipe support platform, the main bearing 

pipes are the chords. Therefore, when the bracing be 

damaged, the chord also be effected but the ability to collapse 

the structure is small. Hence, it can be considered as a minor 

damage. But in this case which the same dimensions of 

models, if collision energy be increased, fracture damage will 

be occurred on bracing pipe at T-joint location. 

2.1.2 Damage on only bracing pipes 

Experimental results offer a detailed insight that in cases of 

stiff bracing members, dynamic tension loading and torque on 

bracing pipes seriously affect to the chord pipes. Therefore, 

beside the damages on bracing pipes, essential damages 

occurred on chord members which more near to the impact 

line in term of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and overall twisting 

(dt) as shown in Fig. 5 and Fig. 6 corresponding with three 

𝑑𝑑0 = sin(𝛼𝛼 + 𝛽𝛽)√(𝑎𝑎2 + 𝑏𝑏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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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ve equations of Cho (2016) to obtain the true 

stress-true strain material property curves, numerical analysis 

and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amaged models of H-shaped models depend on the 

scantlings of models. It means that, depend on a specified 

range in changing the dimensions of bracing and chord, the 

corresponding damage model should be occurred. 

 

2. Drop tests 

2.1 Drop test scenarios 

General scenario for drop test was a minor collision between 

a heavy striker with there values of mass (460, 633 and 673 kg) 

dropped from a specified height down to the bracing pipe of the 

clamped H-shape tubular model. 

 
Fig. 2 Drop test process 

The process of drop test is shown by Fig. 2. After impact, the 

collision energies directly leaded to the damages on the 

bracing members as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and fracture 

as well as converted these energies into dynamic tension force 

and torque to take the damages in term of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and overall twisting on the chord pipes.  

Striker is lifted by the attractive force of an electromagnet. 

Shape of striker is so significant to investigate the damage of 

the models and be designed to minimize the imbalances in the 

free fall. Mass of striker can be controlled by changing the 

inside weight. The radius value of knife edge header is 10 mm 

and the other detailed dimensions of striker be illustrated by the 

Fig.3. 

 

 
Fig. 3 Dimension of striker 

Twelve H-shape pipe models including one bracing and 

two chords have the dimensions and drop test conditions as 

shown in Table 1. The dimensions of chords are same for all 

models. Thickness of bracings were measured at several 

points on bracings by ultrasonic measuring instruments. The 

outer diameter of chord for all model is 114 mm. 

 

2.2 Extent of damages results 

2.1.1 Damage on only bracing pipes 

For non-compact pipe structures, the collision energy 

disappeared by the plastic damages occurring not only overall 

bending but also local denting at impact location. When the 

stiffness of chord pipes much lager than bracing pipes, the 

various extents of plastic damages occurred only on bracing 

pipes including local denting damages (dd) and overall bending 

damages (do).  

Fig. 4 shows the plastic damage results of drop tests which 

the damage occurred only on bracing for model G5, H1 and 

H2, H5, respectively. It can be seen clearly that no damage on 

the chords. 

 

 

Table 1 Drop test scenarios and dimensions of models  

Symbol Unit A1 A2 F1 E3 G3 G4 G5 G6 H1 H2 H3 H4 

Dimension of bracing pipes 

L  mm 1686 1286 1686 886 886 886 886 886 886 886 886 886 
Do  mm 76.3 76.3 114.3 89.1 76 76 76 76 90 90 90 90 
t  mm 3.11 3.35 2 2.1 1.8 1.8 1.79 1.79 2.01 2.09 2.08 2.08 

Dimension of Chord pipes 

t  mm 4.05 4.05 4.05 4.05 6.04 6.04 6.04 6.04 6.04 6.04 6.04 6.04 
Drop test conditions 

𝝈𝝈𝒀𝒀 Mpa 401.8 401.8 399.3 360.3 317.3 317.3 317.3 317.3 326.2 326.2 326.2 326.2 
𝝈𝝈𝑻𝑻 Mpa 442.9 440.8 458.4 413.5 391.1 391.1 391.1 391.1 418.7 418.7 418.7 418.7 
M Kg 633 633 633 460 673 673 673 673 673 673 673 673 
v  mm/s 5940 6565 6860 5245 4515 3810 2170 2580 2580 2765 2940 2385 
d mm 453 373 583 200 204 198 205 205 203 204 202 200 

Note:  L: Length; Do: Outer diameter;  t: Thickness; 𝝈𝝈𝒀𝒀: Yield strength; 𝝈𝝈𝑻𝑻;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bracing pipes); M: mass of 

striker; v: impact velocity; d: distance from the chord pipe to impact line

 

 
Fig. 4 Damages on bracing of model G5 and H5 

With the realistic pipe support platform, the main bearing 

pipes are the chords. Therefore, when the bracing be 

damaged, the chord also be effected but the ability to collapse 

the structure is small. Hence, it can be considered as a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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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 bracing members, dynamic tension loading and torqu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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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X, Y, Z . It was no remarkable damages for the chord 

pipe which far to the impact line. 

 
Fig. 5 Plastic damage – Model A1 

 
Fig. 6 Significant damages on chord member – Model A2 

  Because of the damages on one chord member, the overall 

bending damage on bracing members were measured by the 

calculation approach using equations as indicated in the Fig. 7 

(elevational section at center line of bracing pipe). 

 
Fig. 7 Overall bending damage calculation 

Using equations: 

                                                            (1) 

                                                            (2) 

                                                            (3) 

 

In this case, because of stiff bracing, the collision energy 

effects not only on the bracing but also on the chord. Therefore, 

for the realistic pipe support platform, It is a significant damage 

situation because the chords are the main bearing pipes. 

Moreover, the residual strength of both of chord and bracing 

will be reduced suddenly due to the imbalance in distribution of 

total weight from upper blocks. Thence, this problem will be 

lead to the special serious collapse. As mentioned before, the 

repair and replacement on both of bracing and chords is a 

difficult work and lost a large number of cost. Hence, this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deeply in the initial design 

process as well as the appropriate selection the dimensions of 

bracing and chord. 

2.1.3 Fracture damage results 

As mentioned, when the stiffness of bracing member is 

quite smaller than the chord members, the plastic deformation 

occurs on bracing, not on the chord. In these cases, if the 

collision energy increases, the fracture will take a count on 

bracing at T-joint location which near the impact line. 

Furthermore if the length of bracing is short, the deformation 

angle α as in Fig. 7 will be increased. It means that the overall 

bending damage on bracing causes to the increase of the 

rotational deformation angle on bracing member. Beside that, 

the more closer of distance between the impact line and chord, 

the more larger value of plastic deformation angle of damaged 

bracing member. That are the significant reasons leading to the 

value of shear strain to be more increase. When this shear 

value rising to the shear failure criterion of material property, 

fracture damage will take a place on bracing member. 

Therefore, the collision energy is disappeared suddenly at 

crack location and can not transfer to chords. Because of that, 

not noteworthy damages on chord pipes. Fig. 8 and Fig.9 

show the fracture damage at weld location of model G6 and 

model H3. For model G-6, the fracture occurred at the edge of 

tan 𝛽𝛽 =  𝑐𝑐
𝑑𝑑 → 𝛽𝛽 

tan 𝛼𝛼 =  𝑎𝑎
𝑏𝑏

→ 𝛼𝛼 

the weld line, but it occurred just beside at the weld line on the 

top in case of model H3. 

 
Fig. 8 Fracture damage– Model G6 
 

 
Fig. 9 Fracture damage – Model H3 

As mentioned before, in case of fracture, if the collision 

increases, the complete fracture be occurred suddenly as 

shown in Fig. 10. 

 

 
Fig. 10 Complete fracture – Model G3Table 2 Drop test results 

Model  Damages 

  Bracing pipe Chord pipe Damage 

  dd do 
dd 
(Z) 

do 
(Z) 

do 
(X) dt   

A1 42.6 102.9 19.1 11.1 16.8 21.6 P.C&B 

A2 43.4 114.3 37.2 12 25.6 21.4 P.C&B 

F1 93.8 102.6 18.8 14.3 13.5 23.8 P.C&B 

E3 59.9 64.5 8.4 2.1 4.6 18.2 P.F 

G3-G4 - - - - - - C.F 

G5 42 28.7 - - - - P.B 

G6 50 45.9 - - - - P.F 

H1 49.5 23.6 - - - - P.B 

H2 52 27.9 - - - - P.B. 

H3 56 33.2 - - - - P.F 

H4 45.5 14.7 - - - - P.B 

Note: dd: Local denting; do: Overall bending; dt: Overall 
twisting; X,Y,Z: directions.  

P.B: plastic damage on only bracing 

P.C&C: plastic damage on both of chord and bracing 

P.F: Partially facture at T-joint location 

C.F: completely facture 

 
The significant reasons lead to more increase of shear strain 

value on the bracing: 

• Stiffness: The stiffness of bracing member is quite 

smaller comparing to the chord members. Because of this, the 

collision energy is disappeared most on bracing. It means that, 

when the collision energy is larger than the limit of load bearing 

capacity of bracing, the plastic deformation damage on bracing 

will be increased to the limit and fracture damage will be 

occurred. From this moment, the collision energy wi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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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n the bracing: 

• Stiffness: The stiffness of bracing member is quite 

smaller comparing to the chord members. Because of this, the 

collision energy is disappeared most on bracing. It means that, 

when the collision energy is larger than the limit of load bearing 

capacity of bracing, the plastic deformation damage on bracing 

will be increased to the limit and fracture damage will be 

occurred. From this moment, the collision energy wi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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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ransferring to the chord. 

• Overall bending angle on bracing pipe: The more 

closer of distance between chord and impact line, the more 

larger of overall bending angle value on bracing pipe. When 

the angle increases, the value of shear criterion because of 

deformation is also increased. 

The extents of damage results of drop experiments for 12 

models were summarized in Table 2. 

 

3. Numerical simulation of drop test 

3.1 Models foundation 

ABAQUS/Explicit FEA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ynamic drop tests for 12 tubular 

models at actual impact locations on bracing pipes including 

the distance between expected impact line and actual impact 

line, rotation angle of striker, tilt angle of striker. Clamped end 

condition of chord pipes and velocity setup of model H3 were 

illustrated in Fig. 11. Quad-structured element shapes were 

also performed for tubular models. Element shape of striker 

were defined as a rigid body. 

 
Fig. 11 Model H3 in Abaqus/Eplicit 

Mesh size is also an important feature influencing to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Convergence tests which relation 

of element number and local denting damage on bracing 

member for two typical models, A1 and F1, were conducted as 

in Fig. 12. It reveals that the values of fine mesh size at local 

impact zones and coarse mesh size at global zones should be 

around 2 times and 2-4 times of corresponding thickness, 

respectively. For example model F1, around 16320 elements 

was chosen and 22132 elements for model A1. It meant the 

value of local/fine mesh size of model F1 about 6x6 mm and 

that value for model A1 about 4x4 mm.  

3.2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properties definition is a particularly important 

aspect, greatly influence to the analysis results as well as 

predict the behaviors and damages of member structures 

under an interactive problem. This study used the constitute 

equations of  

Cho to generate the true stress-true strain dynamic material 

curve with the values of strain rate ε ̇(s-1) be 0 (static tensile), 20, 

70, 100, 200 for general structural steel, Young’s modulus E = 

206000 (Mpa), using values of Yield strength 𝜎𝜎𝑌𝑌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𝜎𝜎𝑇𝑇  obtained by static tensile test results for 

bracing pipe as shown in Table 1. For chord pipes, those 

values of Yiled strength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were 

382.6 and 440.8, respectively. 

Converting true strain to true plastic strain 𝜀𝜀𝑝𝑝𝑝𝑝,𝑡𝑡𝑡𝑡 for inputting 

into ABAQUS, using the equation: 

 𝜀𝜀𝑝𝑝𝑝𝑝,𝑡𝑡𝑡𝑡 = 𝜀𝜀𝑡𝑡𝑡𝑡 −
𝜎𝜎𝑡𝑡𝑡𝑡
𝐸𝐸                       (4)   

 
Fig. 12 Convergence test results 

Model A1-A2, E3, F1 were designed from material series A, 

E, F, respectively for bracing pipes. Chord pipes of all models 

were made from material C. The values of yield strength 

ultimate strength of material series are illustrated in Table 1. 

3.3 Numerical analysis results 

 
Fig. 12. Test and numerical results (Model F1) 

 
Fig. 13. Failure criterion values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simulating the response as 

well as the extent deformation damages of 12 tubular models  

under lateral dynamic impact loads for plastic damages on 

chord and bracing members were shown in Table 3.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with the accurate analysis models, 

concerning actual impact locations and the effective material 

calculation method, the COV values (coefficient of variation) 

between experimental results (Exp.)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s (Num.) were acceptable. 

The mentioned analytical results for plastic damages on 

chord and bracing members including fractured models were 

performed after using the values of shear failure criterion. A 

comparison between test result and numerical analysis result 

about the shape of the deformation damages of model F1 also 

indicated in Fig. 12. 

For simulation the fracture models due to the horizontal 

dynamic collision, applying the investigation of shear failure 

criterion for material property becomes so important. In reality, 

this shear failure criterion not only depends on material property 

but also depends deeply on the collision scenarios, dimension 

and shape of the testing model, as well as the shape of striker. 

Beside that, in numerical simulation, the relation curv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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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ransferring to the chord. 

• Overall bending angle on bracing pipe: The more 

closer of distance between chord and impact line, the more 

larger of overall bending angle value on bracing pipe. When 

the angle increases, the value of shear criterion because of 

deformation is also increased. 

The extents of damage results of drop experiments for 12 

models were summarized in Table 2. 

 

3. Numerical simulation of dr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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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f chord pipes and velocity setup of model H3 were 

illustrated in Fig. 11. Quad-structured element shapes were 

also performed for tubular models. Element shape of striker 

were defined as a rigi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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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 failure criterion value and local mesh size value is really 

necessary as shown in Fig. 13. It revealed apparently that 

corresponding to a local mesh size value would having a 

certain value of shear failure criterion. 

Table 3 Comparison between drop test results and numerical results 

 

 

4. Parametric studies 

As mentioned b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ng the occurring conditions for the different 

damaged modes corresponding to the ranges of 

dimensions of chords and bracings. Therefore, basing on the 

accepted numerical analysis approach, the scenarios of the 

different H-shaped model with changing the dimension of 

bracing and chord subjected by a same impact condition were 

conducted. 

4.1 Scenarios of drop test 

First of all, the dimension of chords for all model were 

constant and same to the data of experiment with Length (L) 

1300 mm, outer diameter (Do )114.3 mm and thickness (t ) 

6.04 mm. Dimensions of bracing were constant in L  886 mm 

while changing in the values of Do and t. The factors Rd was 

represented for the ratio of outer diameter of bracing over the 

chord, were chosen in term of 0.3, 0.5, 0.6, 0.7, 0.9. Other 

factors Rt  represented for the ratio of thickness of bracing over 

the chord, were chosen in term of 0.4, 0.6, 0.8, 1.0. 

The collision energy was kept as a constant with the mass 

of striker (m) 1.0 ton and impact velocity (v) 4.5 m/s. Impact 

location was chosen about 200 mm from the chord for all test. 

Material properties were same to model G6. So that, 20 

cases of drop test were performed. The failure criterion values 

obtained from the diagram of relation between shear value and 

local mesh size over thickness shown in Fig. 3 were also 

applied for 20 cases. 

4.2 Parametric study results 

Table 4 shows the results of parametric study for twenty 
analysis cases with fracture and plastic damaged model. 
When the fracture occurred on the bracing at T-joint location, 
the plastic damages were not measured. It can be seen that, in 
a group of bracing with the same value of outer diameter, if the 
thickness increased, the stiffener of bracing also increased and 

the different damaged models would be occurred in the 
phenomenon from fracture damage to plastic damage only on 
bracing and to plastic damage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It 
means that depend on the scantling of bracing, the different 
damaged models would be obtained. As mentioned before, 
each damaged model after collision will effect differently to load 
carrying ability of structure. Therefore, predicting the damaged 

Model Plastic damages Exp. Plastic damages Num. Xm 
  Bracing pipe Chord pipe Bracing pipe Chord pipe Bracing pipe Chord pipe 

  dd do 
dd 
(Z) 

do 
(Z) 

do 
(X) dt dd do 

dd 
(Z) 

do 
(Z) 

do 
(X) dt dd do 

dd 
(Z) 

do 
(Z) 

do 
(X) dt 

A1 42.6 102.9 19.1 11.1 16.8 21.6 46.8 111.8 22.3 12.9 18.3 24.7 1.10 1.09 1.17 1.16 1.09 1.14 
A2 43.4 141.3 37.2 12 25.6 21.4 47.2 143.3 38.4 11.9 24.2 23.4 1.09 1.01 1.03 0.99 0.95 1.09 
F1 93.8 102.6 18.8 14.3 13.5 23.8 104.6 111.6 21.1 15.3 14.8 25.8 1.12 1.09 1.12 1.07 1.10 1.08 
E3 59.9 64.5 8.4 2.1 4.6 18.2 64.3 65.5 9.2 2.4 5.2 19.7 1.07 1.02 1.10 1.14 1.13 1.08 
G5 42 28.7 - - - - 40.2 26.5 - - - - 0.96 0.92 - - - - 
G6 50 45.9 - - - - 48.1 47.1 - - - - 0.96 1.03 - - - - 
H1 49.5 23.6 - - - - 47.1 21.6 - - - - 0.95 0.92 - - - - 
H2 52 27.9 - - - - 50.2 26.1 - - - - 0.97 0.94 - - - - 
H3 56 33.2 - - - - 54.3 31.8 - - - - 0.97 0.96 - - - - 
H4 45.5 14.7 - - - - 44.3 15.6 - - - - 0.97 1.06 - - - - 

Note:  dd: ocal denting; do: overall bending; dt: overall twisting damages; 𝑋𝑋𝑋𝑋 = 𝑁𝑁𝑁𝑁𝑁𝑁.
𝐸𝐸𝐸𝐸𝐸𝐸.  Mean 1.02 1.00 1.10 1.09 1.07 1.10 

STDVA 0.07 0.07 0.06 0.08 0.08 0.03 
COV% 6.74 6.57 5.12 7.11 7.70 2.62 

models on the tubular structure is a necessary in the initial 
design process. 

Beside that, as the same impact energy, the extent of 
plastic damage on bracing member in case of plastic damage 
occurring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is smaller than this 

value in case of plastic damage occurring only on bracing. In 
addition, in case of plastic damage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if the stiffener of bracing increased, the extent of plastic 
damage of the chord increased and because of this, the plastic 
damage extent  of bracing is reduced. 

Table 4 Parametric studies results 

Case Rd Rt 

Damaged model Damage measurement [mm] 

Fracture 
Plastic 

only 
Bracing 

Plastic 
Both 

Chord Bracing 
dd do   dd do 

(Y) (X) Max. (Y) (X) (Y) (Y) 
1 0.4 0.3 x                   
2 0.4 0.5 x                   
3 0.4 0.6 x                   
4 0.4 0.7   x    - -  -  -  -   26.3 96.2  
5 0.4 0.9     x 4.8 6.2 8.8 7.6 3.2 18.8 89.4 
6 0.6 0.3 x   

 
              

7 0.6 0.5 x   
 

              
8 0.6 0.6   x 

 
 - -  -   -  - 43.1 82.6 

9 0.6 0.7     x 4.5 4.9 6.7 5.6 2.9 36.2 70.2 
10 0.6 0.9     x 6.5 5.6 9.5 6.4 4.5 28.6 63.2 
11 0.8 0.3 x   

 
              

12 0.8 0.5   x 
 

 - -  -   - -  69.4 63.5 
13 0.8 0.6     x 3.9 4.1 4.4 2.4 5 56.1 53 
14 0.8 0.7     x 4.8 4.5 4.9 3.5 6.4 47.4 46.6 
15 0.8 0.9     x 5.3 5 5.2 4.8 7.4 36.8 39.8 
16 1.0 0.3 x   

 
              

17 1.0 0.5   x 
 

 -  -  -  -  - 80.8 45.5 
18 1.0 0.6     x 2.5 2.8 3.1 2 3.5 67.9 36.1 
19 1.0 0.7     x 2.9 3 3.3 3 4.5 57.9 30 
20 1.0 0.9     x 3.8 3.5 4.7 3.6 4.8 44.2 23.7 

Note:    X: direction of  center axis of bracing;  Z: direction of  center axis of chord; Y:  direction perpendicular to XZ plane

5. Conclusions 

From the apparently results in this study, some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response of tubular structures of H-shape under 

dynamic impact loading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to predict the extents of 

damages on bracing and chord pipes, that were: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and fracture damages at T-joint on bracing 

members (Z direction);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X and Z 

direction) and overall twisting on chord members. 

The COV values in damages between numerical analysis 

with actual impact locations and test results were quite small. 

Therefore, the experimental results verified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And the numerical results provided a more 

detailed vision as well as a wider understanding about the 

response of the tubular structures.  

The damaged models depend on the scantlings of 

H-shaped models also investigated through parametric studies. 

With the increase the stiffener of bracing pipes, the damaged 

models would be occurred in the sequence: facture on bracing, 

plastic damage only on bracing, plastic damage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 changing phenomenon of 
plastic extent of bracing and chord is opposite. It means that, if 
the stiffener of bracing increased, the extent of plastic damage 
of the chord increased and because of this, the plastic damage 
extent of bracing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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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 failure criterion value and local mesh size value is really 

necessary as shown in Fig. 13. It revealed apparently that 

corresponding to a local mesh size value would having a 

certain value of shear failure criterion. 

Table 3 Comparison between drop test results and nume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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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for 20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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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t damaged models would be occurred in the 
phenomenon from fracture damage to plastic damage only on 
bracing and to plastic damage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It 
means that depend on the scantling of bracing, the different 
damaged models would be obtained. As mentioned before, 
each damaged model after collision will effect differently to load 
carrying ability of structure. Therefore, predicting the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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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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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on the tubular structure is a necessary in the initial 
design process. 

Beside that, as the same impact energy, the extent of 
plastic damage on bracing member in case of plastic damage 
occurring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is smaller than this 

value in case of plastic damage occurring only on bracing. In 
addition, in case of plastic damage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if the stiffener of bracing increased, the extent of plastic 
damage of the chord increased and because of this, the plastic 
damage extent  of bracing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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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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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4 0.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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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0.7     x 2.9 3 3.3 3 4.5 57.9 30 
20 1.0 0.9     x 3.8 3.5 4.7 3.6 4.8 44.2 23.7 

Note:    X: direction of  center axis of bracing;  Z: direction of  center axis of chord; Y:  direction perpendicular to XZ plane

5. Conclusions 

From the apparently results in this study, some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response of tubular structures of H-shape under 

dynamic impact loading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to predict the extents of 

damages on bracing and chord pipes, that were: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and fracture damages at T-joint on bracing 

members (Z direction); local denting, overall bending (X and Z 

direction) and overall twisting on chord members. 

The COV values in damages between numerical analysis 

with actual impact locations and test results were quite small. 

Therefore, the experimental results verified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And the numerical results provided a more 

detailed vision as well as a wider understanding about the 

response of the tubular structures.  

The damaged models depend on the scantlings of 

H-shaped models also investigated through parametric studies. 

With the increase the stiffener of bracing pipes, the damaged 

models would be occurred in the sequence: facture on bracing, 

plastic damage only on bracing, plastic damage on both of 

bracing and chord.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 changing phenomenon of 
plastic extent of bracing and chord is opposite. It means that, if 
the stiffener of bracing increased, the extent of plastic damage 
of the chord increased and because of this, the plastic damage 
extent of bracing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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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낙하사고에 대응한 설계개념과 간이 해석법
연구
김을년† 김한별

현대중공업선박연구소
 

A Study on the Design Concept and Simplified Analysis Method in Dropped Object 
Accidents 
 

 

Keywords : Dropped object accidents(낙하사고), Simplified analysis method(간이해석법), Acceptance criteria(허용기준), 

Accidental limit state design(사고한계상태 설계), Design concept(설계 개념)  

  

서론
본 논문은 낙하물체로부터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충격하중을 

받을 때 구조물의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한 간이 구조해석법에 관
한 것이다.  

통상 구조물 설계는 최종한계상태(ULS, Ultimate Limit State), 

피로한계상태(FLS, Fatigue Limit State), 사고한계상태(ALS, 

Accidental Limit State), 서비스한계상태(SLS, Serviceability Limit 

State)로 수행한다 이들 중 폭발(Explosion), 낙하(Dropped 

Object), 충돌(Collision) 등 사고한계상태(ALS)에 대한 구조강도 

증명은 시험 또는 동적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유한요소 구조해석
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해석수행 비용과 시간 문제로 간이해석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기설계 단계에서 구조부재 치수를 결정할 때, 잦은 설
계변경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이 촉박할 때, 구조부재의 중량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 등 공사기간 단축과 설계 비용 절
감을 위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간이해석법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
의 Spec.과 보고서, 관련 논문들, 선급규정 등으로부터 재료 물성
치, 설계개념, 강도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낙하물체에 

대응하는 구조물의 손상에 대한 이론적 구조강도 평가법을 도입
하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간이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선
형 유한요소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 

FLNG(Floating Liquid Natural Gas Plant), 드릴십(Drilling Rig), 반
잠수식 시추선(Semi-submergible Rig) 등의 해양 구조물의 사고
한계상태(ALS) 설계는 발주처의 Pre-FEED(Front & End 

Engineering & Design), FEED단계에서 위험도 해석(Risk 

Analysis)을 통하여 하중의 크기와 형태를 정한 후 기본/상세설계
와 건조를 수행하는 조선소에서 FEED 검증(Verification)을 통하
여 공사금액을 책정한 후 엔지니어링(Engineering)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는 조선소에서는 FEED 검증시 하중의 크기
와 형태로부터 공사의 난이도와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공
사 자료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초기치수 결정(Scantling)

을 위한 설계식과 간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기본/상세설계
에서는 비선형 유한요소 구조해석을 수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
이 들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주처에게 합리적인 구조
강도 평가 결과를 줄 수 있는 간이해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조선소에서 설계와 건조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중량
물 낙하에 의한 설계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설계자가 해석을 수행
할 때 기존 수행 프로젝트에 대하여 잘 분석된 자료가 없다는 것
이다. 영업단계에서 발주처와 함께 충돌에너지의 크기와 낙하 위
치, 설계개념 등에 대한 Spec. 사항들을 분석하고 필요 강재물량
산정과 엔지니어링 비용을 추정하며 설계 변경(Change order)이 

발생하면 선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설
계단계에서는 조선소는 구조해석 수행에 앞서 발주처와 입급한 

선급에 강도 평가 Procedure와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기 구조부재 치수를 잘 못 선정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강재수급의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양 프
로젝트 강재는 Certification을 받은 강재에 대하여 미리 구입하여 

저장(Stock)해야 함으로 어려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과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구조중량에 민
감한 TLP, Spar 등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으로 구조부재들의 강
도 증명과 최적화가 필요하다. 실제 손상이 예상되는 곳을 찾아내
고 이로 인한 ALS조건에서의 인명피해와 장비손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방지를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발주처측에 조선소는 제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현대중공업의 공사 실적
자료에 의한 경험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강도 평가 프로시
져(Procedure)를 정립하고 설계의 공기준수를 위한 간이해석 프
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설계고려사항
낙하사고로부터인명손상과구조물손상그리고환경오염을예

방하기 위하여 잘 정리된 안전 프로시져가 있다고 하여도 사고는
피할수없다 따라서이를완화하기위하여설계자는시설장비의
배치와 낙하사고로부터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
여야한다

크레인과 영역의 배치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야적하는 영역과 크레

인의 작업 반경에 있는 구조물들은 낙하물로 인한 충격을 고려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폭발성 고압가스와 안전시설과 관련한
주요장비는 영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낙
하에 의한 충돌을 막기 위하여 보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양구조물에서 크레인을 사용할 때 해상의 풍속과 파고
등에 따른 기후조건과 운용 반경에 따른 중량제한 사항도 설정하
여야한다

 

낙하 시나리오와 설계준비 사항  

해양구조물에크레인을이용하여다양한형태의물체를이동시
킨다 즉 드릴쉽 은갑판상에설치한크레인으로심해에
파공을 위하여 파이프와 장비를 매일 빈번히 이동시키고 보급선

은 주기적으로 컨테이너에 담긴 식료품을 해양구
조물에 적재하며 엔진과 각종 기계장비들은 설정된 보수 주기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하여 트롤리 또는 크레인으로
해치카바 들 통하여 이송된다 이처럼 해양구조물에
발생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낙하사고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자
재운반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크레
인 설치위치 근처의 구조부재의 배치와 강재발주를 위하여 크레
인으로부터 인양되는 장비나컨테이너의 무게 인양 높이 충돌체
의 형상 이송 빈도 이송경로 크레인 작업반경과 아암길이

등 다양한 설계조건들을 초기설계 단계에서 빨리 결정하
여야 조선소 측면에서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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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낙하사고에 대응한 설계개념과 간이 해석법
연구
김을년† 김한별

현대중공업선박연구소
 

A Study on the Design Concept and Simplified Analysis Method in Dropped Object 
Accidents 
 

 

Keywords : Dropped object accidents(낙하사고), Simplified analysis method(간이해석법), Acceptance criteria(허용기준), 

Accidental limit state design(사고한계상태 설계), Design concept(설계 개념)  

  

서론
본 논문은 낙하물체로부터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충격하중을 

받을 때 구조물의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한 간이 구조해석법에 관
한 것이다.  

통상 구조물 설계는 최종한계상태(ULS, Ultimate Limit State), 

피로한계상태(FLS, Fatigue Limit State), 사고한계상태(ALS, 

Accidental Limit State), 서비스한계상태(SLS, Serviceability Limit 

State)로 수행한다 이들 중 폭발(Explosion), 낙하(Dropped 

Object), 충돌(Collision) 등 사고한계상태(ALS)에 대한 구조강도 

증명은 시험 또는 동적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유한요소 구조해석
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해석수행 비용과 시간 문제로 간이해석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기설계 단계에서 구조부재 치수를 결정할 때, 잦은 설
계변경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이 촉박할 때, 구조부재의 중량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 등 공사기간 단축과 설계 비용 절
감을 위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간이해석법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
의 Spec.과 보고서, 관련 논문들, 선급규정 등으로부터 재료 물성
치, 설계개념, 강도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낙하물체에 

대응하는 구조물의 손상에 대한 이론적 구조강도 평가법을 도입
하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간이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선
형 유한요소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 

FLNG(Floating Liquid Natural Gas Plant), 드릴십(Drilling Rig), 반
잠수식 시추선(Semi-submergible Rig) 등의 해양 구조물의 사고
한계상태(ALS) 설계는 발주처의 Pre-FEED(Front & End 

Engineering & Design), FEED단계에서 위험도 해석(Risk 

Analysis)을 통하여 하중의 크기와 형태를 정한 후 기본/상세설계
와 건조를 수행하는 조선소에서 FEED 검증(Verification)을 통하
여 공사금액을 책정한 후 엔지니어링(Engineering)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는 조선소에서는 FEED 검증시 하중의 크기
와 형태로부터 공사의 난이도와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공
사 자료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초기치수 결정(Scantling)

을 위한 설계식과 간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기본/상세설계
에서는 비선형 유한요소 구조해석을 수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
이 들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주처에게 합리적인 구조
강도 평가 결과를 줄 수 있는 간이해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조선소에서 설계와 건조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중량
물 낙하에 의한 설계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설계자가 해석을 수행
할 때 기존 수행 프로젝트에 대하여 잘 분석된 자료가 없다는 것
이다. 영업단계에서 발주처와 함께 충돌에너지의 크기와 낙하 위
치, 설계개념 등에 대한 Spec. 사항들을 분석하고 필요 강재물량
산정과 엔지니어링 비용을 추정하며 설계 변경(Change order)이 

발생하면 선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설
계단계에서는 조선소는 구조해석 수행에 앞서 발주처와 입급한 

선급에 강도 평가 Procedure와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기 구조부재 치수를 잘 못 선정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강재수급의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양 프
로젝트 강재는 Certification을 받은 강재에 대하여 미리 구입하여 

저장(Stock)해야 함으로 어려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과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구조중량에 민
감한 TLP, Spar 등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으로 구조부재들의 강
도 증명과 최적화가 필요하다. 실제 손상이 예상되는 곳을 찾아내
고 이로 인한 ALS조건에서의 인명피해와 장비손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방지를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발주처측에 조선소는 제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현대중공업의 공사 실적
자료에 의한 경험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강도 평가 프로시
져(Procedure)를 정립하고 설계의 공기준수를 위한 간이해석 프
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설계고려사항
낙하사고로부터인명손상과구조물손상그리고환경오염을예

방하기 위하여 잘 정리된 안전 프로시져가 있다고 하여도 사고는
피할수없다 따라서이를완화하기위하여설계자는시설장비의
배치와 낙하사고로부터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
여야한다

크레인과 영역의 배치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야적하는 영역과 크레

인의 작업 반경에 있는 구조물들은 낙하물로 인한 충격을 고려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폭발성 고압가스와 안전시설과 관련한
주요장비는 영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낙
하에 의한 충돌을 막기 위하여 보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양구조물에서 크레인을 사용할 때 해상의 풍속과 파고
등에 따른 기후조건과 운용 반경에 따른 중량제한 사항도 설정하
여야한다

 

낙하 시나리오와 설계준비 사항  

해양구조물에크레인을이용하여다양한형태의물체를이동시
킨다 즉 드릴쉽 은갑판상에설치한크레인으로심해에
파공을 위하여 파이프와 장비를 매일 빈번히 이동시키고 보급선

은 주기적으로 컨테이너에 담긴 식료품을 해양구
조물에 적재하며 엔진과 각종 기계장비들은 설정된 보수 주기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하여 트롤리 또는 크레인으로
해치카바 들 통하여 이송된다 이처럼 해양구조물에
발생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낙하사고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자
재운반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크레
인 설치위치 근처의 구조부재의 배치와 강재발주를 위하여 크레
인으로부터 인양되는 장비나컨테이너의 무게 인양 높이 충돌체
의 형상 이송 빈도 이송경로 크레인 작업반경과 아암길이

등 다양한 설계조건들을 초기설계 단계에서 빨리 결정하
여야 조선소 측면에서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할수있을것이다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낙하물 사고에대한구조해석을수행할때 고려해야 하는설계

인자들은다음과같다
충돌체의무게 충돌속도및낙하높이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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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과접촉하는충돌체의형상과재료물성치
충돌체가 떨어지는 피충돌체 구조부재판 보강재 웨브 등
의치수
피충돌구조부재의재료물성치와주변경계조건
기타 피충돌체에손상방지용으로설치된덮개판등

 

상세설계 단계에서 위의 인자들에 의한 영향을 잘 분석하여 발
주처와 설계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 설계 고려사항
충돌체와접촉하는구조부재는낙하지점주변의국부손상과전

체구조물의 거동이 서로 연성된 반응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얇
은 판두께와 강성이 작은 보강재가 넒은 간격으로 설치된 구조물
의판부재에충돌체가낙하하는경우 구조부재에관통없이접촉
부에 국부적으로 소성변형을 동반한 전체 구조물의 과대 처짐 현
상이 발생하고 큰 충돌에너지를 흡수한다 이에 반하여 판두께가
두껍고 강성이 큰 보강재가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구조물의 판부
재에 충돌체가 낙하하는 경우 국부구조물이 소성변형을 일으키
며 접촉부에서 충돌체가 구조부재를 관통하면서 충돌에너지를 흡
수한다 따라서충격에너지흡수측면과구조물파손을동시에고
려하는 즉 강도와 처짐을 고려하는 강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
도록설계를수행하여야한다

낙하물과접촉하는구조부재중해치카바 는끝단
테두리를따라단순지지되어있는형태로되어있어낙하물에의
하여 굽힘거동을 주로 하며 멤브레인 방향으로 구속
력이없어큰변형이발생하여충격흡수를잘수행할수있다

또한 대형 웨브 나 거어더 의 경우 국부적인 손상
은 허용하나 점진적 전체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하
여 손상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탄성한계 범위 내에서 설계
를 수행한다 따라서 국부 좌굴을 막기 위하여 웨브와 플랜지

치수선택도 중요하며 양끝단에 브라켓 설치를
통하여구속조건을조절할필요가있다

위험도 분석 절차
발주처에는개념기본설계단계에서중량물낙하사고에대비한

예비 위험도 평가 를 수행한다 즉
상부구조물 과 크레인 배치 크레인 용량에 따
른 작업조건 크레인 운용 반경 장비의 이송 빈도수 등을
고려하고 허용기준 을 정의하기 위하여 설치
해역 국가 및 선급발주처 규정 작업자와 장비의 위험 노출 정도
구조부재의 파손 기준 사고시 작동을 멈추는 장비로 인한 추가
위험성 국부손상 후 점진적 붕괴와 안전하게 손상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선정한다 장비나 컨테이너의 권상 빈도수

충돌체의 형상과 중량 그리고 낙하위치 피
충돌체인 장비와 구조물의 정의 등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환경
적 파괴 인명손상 장비의 파손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
행한다 따라서손상에대한허용기준은예비위험도평가단계에

서발주처에서결정한다
이후 조선소에서는 상세설계 단계에서 발주처로부터 제공되는

예비 위험도 평가 수행보고서를 접수하여 이로부터 구조물의 안
전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 비용을
책정한다 조선소에서는 설계와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허용
기준과 해석방법 등을 포함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정의하고 입급된 선급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해석시 사용하
는 주변환경 하중 은 충돌체에 의한 손상된
구조물의 수리시간을 고려하여 년 또는 년 주기의 풍력과 파
랑에의한운동을적용한다

낙하사고에 대한 허용기준 

과 에 의하면 낙
하사고에 의한 허용기준으로 낙하 충격하중으로 인하여 주요 구
조물 전체가 붕괴하거나 국부적 구조물의 찢김 또는 과도한 변위
로 인하여 전체구조물의 건전성을 해치는 점진적 붕괴

와 인명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도
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부적으로 과도한 처짐으로 인하여 장
비의 고장이 발생하고 상부구조물 의 프로세스가 가동중
단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안 된다 그 사고의 개별
적 발생빈도는 이고 전체 손상발생빈도 이
다

프로젝트 발주처들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개별 단위 구조부재
에대하여아래의설계허용기준을제시하고있다

판부재 전단찢김방지설계
보강재 완전소성에의한붕괴방지설계
거어더웨브 전체구조물의좌굴붕괴방지를 위한
탄성한도설계
사람또는장비 과도한처짐또는찢김으로손상발생
방지를위한탄성한도설계

간이해석적법
낙하해석 수행 방법

낙하물에 의한 구조부재의 손상 평가는 간이해석적 방법과 비
선형 유한요소해석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간이해석적 방법은 소성
붕괴 이론을 적용한 식 으로 낙하해석을
수행하는데

등이 있다 이 방법은
피충돌체 단위 구조부재에 대하여 보 또는 판구조로 이상화하여
붕괴시 발생하는 찢김 접힘 파단 좌굴 소성힌지 등의 이론을
적용하여 손상발생을 수식으로 푸는 것으로 모델링과 해석시간이
적게 들어 설계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그러나 피충돌체의 초
기처짐과인접연결구조물과의경계영향 충돌체의크기와접촉
면적등을고려할수없어충분한안전율을부여하여보수적설계
로접근하여야한다

이에반하여비선형유한요소해석은충돌체와피충돌체에기하

 

 
 

 

 

 

 

 

 

 

 

 

 

 

 

  4 

학적 형상을 잘 묘사하고 재료의 동적 비선형성과 대변형을 구현
할 수 있어 해석결과의 정확도가 우수하다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등이있다

간이 해석법의 수행절차
은간이해석법에의한단위판부재 보강재 거어더나웨

브에 대한 충돌체에 대응하는 강도평가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충격에너지와 강도평가 허용기준을 설립하고 재료의 물성치와 구
조부재 기하학적 특성치로 각각의 구조물에 대하여 손상과 처짐
량을계산하고허용기준으로평가한다

본논문에서는 과 로
간이해석프로그램을작성하였다

 

간이 해석법 검증
기 수행 프로젝트 분석

현대중공업에서 기 수행한 프로젝트 의낙하관련 발주
처의 요구치를분석하였다

는 대표적 낙하 해석 시나리오와 충돌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 충돌체 크기와 중량 충돌에너지 낙하지점의 구조물 등
다양한사항들을고려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석결과 비교
현대중공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에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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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과접촉하는충돌체의형상과재료물성치
충돌체가 떨어지는 피충돌체 구조부재판 보강재 웨브 등
의치수
피충돌구조부재의재료물성치와주변경계조건
기타 피충돌체에손상방지용으로설치된덮개판등

 

상세설계 단계에서 위의 인자들에 의한 영향을 잘 분석하여 발
주처와 설계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 설계 고려사항
충돌체와접촉하는구조부재는낙하지점주변의국부손상과전

체구조물의 거동이 서로 연성된 반응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얇
은 판두께와 강성이 작은 보강재가 넒은 간격으로 설치된 구조물
의판부재에충돌체가낙하하는경우 구조부재에관통없이접촉
부에 국부적으로 소성변형을 동반한 전체 구조물의 과대 처짐 현
상이 발생하고 큰 충돌에너지를 흡수한다 이에 반하여 판두께가
두껍고 강성이 큰 보강재가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구조물의 판부
재에 충돌체가 낙하하는 경우 국부구조물이 소성변형을 일으키
며 접촉부에서 충돌체가 구조부재를 관통하면서 충돌에너지를 흡
수한다 따라서충격에너지흡수측면과구조물파손을동시에고
려하는 즉 강도와 처짐을 고려하는 강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
도록설계를수행하여야한다

낙하물과접촉하는구조부재중해치카바 는끝단
테두리를따라단순지지되어있는형태로되어있어낙하물에의
하여 굽힘거동을 주로 하며 멤브레인 방향으로 구속
력이없어큰변형이발생하여충격흡수를잘수행할수있다

또한 대형 웨브 나 거어더 의 경우 국부적인 손상
은 허용하나 점진적 전체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하
여 손상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탄성한계 범위 내에서 설계
를 수행한다 따라서 국부 좌굴을 막기 위하여 웨브와 플랜지

치수선택도 중요하며 양끝단에 브라켓 설치를
통하여구속조건을조절할필요가있다

위험도 분석 절차
발주처에는개념기본설계단계에서중량물낙하사고에대비한

예비 위험도 평가 를 수행한다 즉
상부구조물 과 크레인 배치 크레인 용량에 따
른 작업조건 크레인 운용 반경 장비의 이송 빈도수 등을
고려하고 허용기준 을 정의하기 위하여 설치
해역 국가 및 선급발주처 규정 작업자와 장비의 위험 노출 정도
구조부재의 파손 기준 사고시 작동을 멈추는 장비로 인한 추가
위험성 국부손상 후 점진적 붕괴와 안전하게 손상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선정한다 장비나 컨테이너의 권상 빈도수

충돌체의 형상과 중량 그리고 낙하위치 피
충돌체인 장비와 구조물의 정의 등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한 환경
적 파괴 인명손상 장비의 파손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
행한다 따라서손상에대한허용기준은예비위험도평가단계에

서발주처에서결정한다
이후 조선소에서는 상세설계 단계에서 발주처로부터 제공되는

예비 위험도 평가 수행보고서를 접수하여 이로부터 구조물의 안
전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엔지니어링 비용을
책정한다 조선소에서는 설계와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허용
기준과 해석방법 등을 포함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정의하고 입급된 선급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해석시 사용하
는 주변환경 하중 은 충돌체에 의한 손상된
구조물의 수리시간을 고려하여 년 또는 년 주기의 풍력과 파
랑에의한운동을적용한다

낙하사고에 대한 허용기준 

과 에 의하면 낙
하사고에 의한 허용기준으로 낙하 충격하중으로 인하여 주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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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명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도
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부적으로 과도한 처짐으로 인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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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트 발주처들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개별 단위 구조부재
에대하여아래의설계허용기준을제시하고있다

판부재 전단찢김방지설계
보강재 완전소성에의한붕괴방지설계
거어더웨브 전체구조물의좌굴붕괴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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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해석적법
낙하해석 수행 방법

낙하물에 의한 구조부재의 손상 평가는 간이해석적 방법과 비
선형 유한요소해석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간이해석적 방법은 소성
붕괴 이론을 적용한 식 으로 낙하해석을
수행하는데

등이 있다 이 방법은
피충돌체 단위 구조부재에 대하여 보 또는 판구조로 이상화하여
붕괴시 발생하는 찢김 접힘 파단 좌굴 소성힌지 등의 이론을
적용하여 손상발생을 수식으로 푸는 것으로 모델링과 해석시간이
적게 들어 설계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그러나 피충돌체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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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반하여비선형유한요소해석은충돌체와피충돌체에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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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형상을 잘 묘사하고 재료의 동적 비선형성과 대변형을 구현
할 수 있어 해석결과의 정확도가 우수하다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등이있다

간이 해석법의 수행절차
은간이해석법에의한단위판부재 보강재 거어더나웨

브에 대한 충돌체에 대응하는 강도평가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충격에너지와 강도평가 허용기준을 설립하고 재료의 물성치와 구
조부재 기하학적 특성치로 각각의 구조물에 대하여 손상과 처짐
량을계산하고허용기준으로평가한다

본논문에서는 과 로
간이해석프로그램을작성하였다

 

간이 해석법 검증
기 수행 프로젝트 분석

현대중공업에서 기 수행한 프로젝트 의낙하관련 발주
처의 요구치를분석하였다

는 대표적 낙하 해석 시나리오와 충돌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 충돌체 크기와 중량 충돌에너지 낙하지점의 구조물 등
다양한사항들을고려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석결과 비교
현대중공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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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낙하해석 결과와 개발한 간이해석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
였다 와 은 각각 피충돌체의 낙하위치에서의 값과
변위를 비교한 것으로 이론적 설계식에 기반한 간이해석법에 의
한 결과가 안전측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 설계 또
는 상세설계에서 약간의 안전여유를 갖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사료된다

 

 
 

 

 

 

설계변수에 대한 파라메타 연구
요소크기의 영향

는 사이즈에따른낙하지점에서의 값을나
타낸것이다 사이즈가감소함에따라 값이급격히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요소크기일 때

값은 의 값보다 약 배이상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정
립이필요하다

 

  

  

는 구형 충돌체가 데크 상의 보강재위에 낙하한 경우에
대하여 요소크기를 변경하여 가며 피충돌체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비교한것이다 낙하에너지는 이며요소크기가작을수록국부
손상도일찍일어나며내부에너지도낮게나타났다

 

 

 

  

 

충돌체의 형상
드릴파이프 또는드릴칼라 와같이충

돌체가날카롭거나낙하접촉면적이적을경우 판부재와보강재
는찢김현상과파공에의하여국부적손상이발생하기싶다 이에
반하여중량이큰컨테이너가면접촉으로충돌할때 큰충돌에너
지를 흡수하는 웨브나 거어더의 손상으로 인한 전체구조물의 붕
괴우려가있다

충돌체의 접촉부 끝단이 날카로워서 국부적 판부재의 찢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재 위에 나무 또는

덮게 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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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게를 설치하는 것에 의한 구조물의 추가 강도 증가효과는 구조
강도계산을수행할때고려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구조부재의 재질
선급규정에정의된재료물성치에대하여검토하였다
은 와 에서제시하는응력 변형률곡

선을 조선소에서 많이사용하고있는연강 과 고장력강
에 대하여 비교한 것이다 에

따르면 파손 변형률 값은연강의 경우 고장력
강인 와 의경우 각각 이다  

 
 

은 와 의 의파손변형률값으
로 응력 변형률 곡선아래의 면적을 나타내는 인성계수

를 비교한 것이다 인성계수는 연강의 경우
에 의한 것이 의 경우 의 경우
각각높게나타났다 또한강재변경에따라 연강을

로 바꿀 때 을 으로 변경시
값이각각상승하였다 또고장력강사용으로

항복강도의 상승은 크지만 인장강도 상승과 충격흡수율은 미미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복응력이 인장강도보다 훨씬 낮
으면서큰파괴인성치 를갖는재
질을선택하는것이파손을예방하는데도움이된다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서 제시하는
값과 항복응력과 인장강도의 평균치와 파손 변형율 곱으로 계산
한이론적인성계수차이는

차이가 아주작다 따라서 이론적 계산을수행할때 주어
진 항복응력과 인장강도로 정의된 인성계수를 사용하여도 간이해
석을수행할때충분한정확도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결론
본 보고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사고한계상태

설계기준으로 낙하구조물에 대한 설계개
념을수립하고부재치수의결정및구조강도평가를손쉽게수행
할 수 있는 간이해석법에 관한 것이다 낙하구조물에 대한 강도
증명은 시험 또는 동적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유한요소 구조해석
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해석수행 비용과 시간 문제로 간이해석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초기구조 치수를 결정할 때 또는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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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낙하해석 결과와 개발한 간이해석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
였다 와 은 각각 피충돌체의 낙하위치에서의 값과
변위를 비교한 것으로 이론적 설계식에 기반한 간이해석법에 의
한 결과가 안전측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 설계 또
는 상세설계에서 약간의 안전여유를 갖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사료된다

 

 
 

 

 

 

설계변수에 대한 파라메타 연구
요소크기의 영향

는 사이즈에따른낙하지점에서의 값을나
타낸것이다 사이즈가감소함에따라 값이급격히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요소크기일 때

값은 의 값보다 약 배이상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정
립이필요하다

 

  

  

는 구형 충돌체가 데크 상의 보강재위에 낙하한 경우에
대하여 요소크기를 변경하여 가며 피충돌체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비교한것이다 낙하에너지는 이며요소크기가작을수록국부
손상도일찍일어나며내부에너지도낮게나타났다

 

 

 

  

 

충돌체의 형상
드릴파이프 또는드릴칼라 와같이충

돌체가날카롭거나낙하접촉면적이적을경우 판부재와보강재
는찢김현상과파공에의하여국부적손상이발생하기싶다 이에
반하여중량이큰컨테이너가면접촉으로충돌할때 큰충돌에너
지를 흡수하는 웨브나 거어더의 손상으로 인한 전체구조물의 붕
괴우려가있다

충돌체의 접촉부 끝단이 날카로워서 국부적 판부재의 찢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재 위에 나무 또는

덮게 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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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이 발생할 때 그리고 구조물의 중량이 설계에서 주요 문
제가 되지 않을 때 경제적 측면으로 간이해석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기 수행한 조선과 해양 프
로젝트들의 과 구조해석 보고서 선급규정의 요구치 직접
해석법 적용시 재료물성치 평가기준 적용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
개념을 마련하였다 공학이론에 근거한 낙하물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법을 정립하고 이를 수식화화 하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도
구 개발을 개발하여 비선형 유한요소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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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종류에 따른 Touch-down zone에서의 지반-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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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ilt-up (BH) section is type of compound beam which is widely used for its ease of fabrication. Unlike to rolled H (RH) 

section, generally used as secondary structural member of topside module, BH section has no limitations on its profile since it is 

fabricated on-site. Hence, structural design of the topside module can be more efficiently optimized when using the BH section as 

secondary structural member. The paper investigates the applicability of built-up (BH) sections for the topside module in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 unit. Structural strength of RH section is compared with that of BH section based on the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code and experiment. Then, weight optimization of the topside module is 

conducted by replacing RH with BH section. As a result, it is observed that weight of secondary structural member was reduced 

approximately 20% while maintaining the structural strength of topsid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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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 Topside에 설치되어 있는 Blast Wall은 내부가스폭발 시 구조물로부터 개방되어 폭발압력을 방출시켜 인명 또는 
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힌지(hinge) 형태의 Blast Wall의 내부가스폭발 시 거동을 분석하기 위
하여 수행한 내부폭발 실험결과와 내충격 응답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Blast Wall의 실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test 
bed를 제작하여 수행한 혼합가스 폭발실험 결과와 LS-DYNA code의 압축성(compressible) CESE(Conservation Element and 
Solution Element) 유체-구조 연성(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solver를 이용한 메탄가스(CH4/Air)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
답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혼합가스 폭발해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Blast Wall(블라스트 월), 혼합가스 폭발(Mixed Gas Explosion), 내부폭발Internal Blast), LS-DYNA 코드(LS-DYNA code)의 압축성

(compressible) CESE(Conservation Element and Solution Element) 유체-구조 연성(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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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IMO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였다. 해양플랜트 시추작업에서 
발생된 폐머드는 환경오염의 문제로 육상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서 머드폐
기물을 해양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머드 원심분리 장치인 디샌더와 분리된 머드를 
운반하는 이송장치로 구성된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진동해석을 통해 고유진동수를 도출하고 구조적 손상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Keywords : 머드폐기물(Mud waste), 머드 재활용(Mud recycling), 디샌더(Desander), 구조해석(Structure analysis), 모드해석(Modal 
analysis), 조화해석(Harmonic Analysis)

1. 서 론

IMO(MARPOL Annex Ⅰ) 및 런던덤핑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의 국제적 환경규제 때문에 해양시추작업시 생성되
는 폐머드를 더 이상 해양에 투기할 수 없게 되었다. 디샌더 및 
이송장치는 입자크기에 따라 폐머드를 분류한 후 여러 처리 단계
를 거쳐 머드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써,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기존 방법에 대비해 폐머드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
할 수 있도록 한다.

디샌더 및 이송장치의 주된 작동원리는 바이브레이터에서 발
생하는 진동력을 이용하여 가용할 수 있는 머드를 분리하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 제작 및 시험에 앞서 구조적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3차원 유한요소해석 도구인 ANSYS를 이
용하여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구조해석과 진동해석을 수
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도출하고 가진원에 
대한 구조적 손상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2.1 해석모델 및 격자 생성

상용화를 위해 개발 중인 디샌더 및 이송장치 모델은 
Solidworks를 활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사용된 소재는 Table 1과 
같이 SS400이며, Fig. 1과 같이 디샌더(Desander), 이송장치
(Feeder), 머드보관탱크(Mud stroage tank), 바이브레이터로 구
성되어 있다.

Table 1 Properties of SS400 alloy
Property Unit Value
Density  7.9

Young’s modulus  215
Poisson’s ratio 0.26

Tensile strength, yield  220

Fig. 1 Mud recycling system model

유한요소해석의 경우 연속체를 불연속적인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요소의 수가 많을수록 실
제 해와 유사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ANSYS의 수렴
(Convergence)기능을 활용하여 해석에 이용할 격자수를 결정하
였다. Table 2는 수렴 모델과 해석 모델의 Nodes와 Elements 수
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2는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격자 
형성 결과이다.

Table 2 Comparison between mesh models
Mesh Model Nodes Elements Error(%)

Convergence Model 508,116 1,580,804
Analysis Model 301,818 238,722 -3.10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Mud recycling system

2.2 하중 및 경계조건

Fig. 3은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구조해석에 필요한 하
중조건 및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구조물이 설치되는 바닥면과 바
이브레이터와 구조물이 연결되는 부위는 Fixed support(B, C, D)

로 구속하였다. 하중조건의 경우 식 (1), (2)와 같이 머드보관탱
크와 이송장치에 보관할 수 있는 최대 머드 중량을 적용하였으며 
디샌더의 Inlet 압력은 으로 설정하였다.

Fig. 3 Load & boundary condition for analysis

   Load(Mud stroage tank)
  × × 
≒ 

(1)

   Load(Feeder)
  × × 
≒ 

(2)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진동해석은 디샌더 및 이송
장치를 선형 탄성 구조물이라는 가정하에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
상을 추출하는 모드해석(Modal analysis)를 수행한 후, 바이브레
이터에서 발생하는 진동력에 대한 조화해석(Harmonic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바이브레이터의 사양이다.

Table 3 Specification of vibrator
Type Frequency( ) Vibrating Force( )

HACV-38 46.33 190
HACV-76 39.67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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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구조해석 결과

Fig. 4, Fig. 5는 HACV-38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였을 때, 
Fig. 6, Fig. 7은 HACV-76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였을 때 디샌
더 및 이송장치의 구조해석 결과이며 Table 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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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IMO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였다. 해양플랜트 시추작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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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을 해양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머드 원심분리 장치인 디샌더와 분리된 머드를 
운반하는 이송장치로 구성된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진동해석을 통해 고유진동수를 도출하고 구조적 손상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Keywords : 머드폐기물(Mud waste), 머드 재활용(Mud recycling), 디샌더(Desander), 구조해석(Structure analysis), 모드해석(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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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MO(MARPOL Annex Ⅰ) 및 런던덤핑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의 국제적 환경규제 때문에 해양시추작업시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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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머드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써,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기존 방법에 대비해 폐머드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
할 수 있도록 한다.

디샌더 및 이송장치의 주된 작동원리는 바이브레이터에서 발
생하는 진동력을 이용하여 가용할 수 있는 머드를 분리하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 제작 및 시험에 앞서 구조적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3차원 유한요소해석 도구인 ANSYS를 이
용하여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구조해석과 진동해석을 수
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도출하고 가진원에 
대한 구조적 손상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2.1 해석모델 및 격자 생성

상용화를 위해 개발 중인 디샌더 및 이송장치 모델은 
Solidworks를 활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사용된 소재는 Table 1과 
같이 SS400이며, Fig. 1과 같이 디샌더(Desander), 이송장치
(Feeder), 머드보관탱크(Mud stroage tank), 바이브레이터로 구
성되어 있다.

Table 1 Properties of SS400 alloy
Property Unit Value
Density  7.9

Young’s modulus  215
Poisson’s ratio 0.26

Tensile strength, yield  220

Fig. 1 Mud recycling system model

유한요소해석의 경우 연속체를 불연속적인 유한개의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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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between mesh models
Mesh Model Nodes Elements Error(%)

Convergence Model 508,116 1,580,804
Analysis Model 301,818 238,722 -3.10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Mud recycling system

2.2 하중 및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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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 & boundary condition for analysis

   Load(Mud stroage tan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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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진동해석은 디샌더 및 이송
장치를 선형 탄성 구조물이라는 가정하에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
상을 추출하는 모드해석(Modal analysis)를 수행한 후, 바이브레
이터에서 발생하는 진동력에 대한 조화해석(Harmonic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바이브레이터의 사양이다.

Table 3 Specification of vibrator
Type Frequency( ) Vibrating Force( )

HACV-38 46.33 190
HACV-76 39.67 410

3. 해석결과 및 고찰

3.1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구조해석 결과

Fig. 4, Fig. 5는 HACV-38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였을 때, 
Fig. 6, Fig. 7은 HACV-76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였을 때 디샌
더 및 이송장치의 구조해석 결과이며 Table 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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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formation of Model(HACV-38)

Fig. 5 Equivalent Stress of Model(HACV-38)

Fig. 6 Deformation of Model(HACV-76)

Fig. 7 Equivalent Stress of Model(HACV-76)

Table 4 Results of static structural analysis
Vibrator 

type
Maximum deformation

()
Maximum stress

()
Safety
factor

HACV-38 1.3259 56.846 3.870
HACV-76 1.3246 56.827 3.871

해석결과 바이브레이터 형식에 관련 없이 이송장치 최하단부
에서 정도의 최대변위가 발생하며, 이송장치의 최상단
부에서 정도의 최대응력이 나타났으며 안전율(Safety 
factor)의 값으로 보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3.2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의 진동해석 결과

진동해석에서의 주파수 영역은 두 가지 형태의 바이브레이터
의 가진에 대한 응답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 가진 주파수를 
에서 까지 설정하였다. 모드해석을 수행한 결과 26가지의 
모드형상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고유진동수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s of modal analysis

Mode Natural Frequency( )
HACV-38 HACV-76

1 3.2047 3.2054
2 6.2667 6.2662
3 6.7162 6.7161
4 9.5769 9.5743
5 14.19 14.192
6 17.799 17.789
7 19.217 19.222
8 25.11 25.16
9 29.31 29.312
10 29.979 29.972
11 31.331 31.332
12 31.545 31.626
13 35.035 35.032
14 35.117 35.135
15 35.609 35.604
16 38.347 38.341
17 38.826 38.816
18 39.87 39.924
19 41.815 41.831
20 43.146 43.23
21 43.978 43.906
22 45.163 45.458
23 47.798 48.185
24 48.88 48.914
25 54.109 54.108
26 54.171 54.143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설치된 HACV-38형 바이브레이
터의 가진 진동수는 Fig. 8, Fig. 9와 같이 22차 모드와 23차 모
드 사이이며 바이브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해 공진이 발
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화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Fig. 10, Fig. 11은 HACV-76형의 가진에 대한 공진 발생 가능
성을 살펴보기 위한 17차 모드와 18차 모드의 형상이다.

Fig. 8 22th mode’s deformation(HACV-38)

Fig. 9 23th mode’s deformation(HACV-38)

Fig. 10 17th mode’s deformation(HACV-76)

Fig. 11 18th mode’s deformation(HACV-76)

해석결과 HACV-38, HACV-76 바이브레이터는 각각 
 , 의 가진에 대해 Fig. 12, Fig. 13과 같이 
매우 작은 변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진동에 의해 공진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설계를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HACV-76의 
경우 진동원의 주파수와 가까운 부근에서 공진이 발
생하므로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는 HACV-38 바이브레이
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Fig. 12 Frequency response of HACV-38

Fig. 13 Frequency response of HAC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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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formation of Model(HACV-38)

Fig. 5 Equivalent Stress of Model(HACV-38)

Fig. 6 Deformation of Model(HACV-76)

Fig. 7 Equivalent Stress of Model(HAC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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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화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Fig. 10, Fig. 11은 HACV-76형의 가진에 대한 공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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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가진에 대해 Fig. 12, Fig. 13과 같이 
매우 작은 변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진동에 의해 공진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설계를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HACV-76의 
경우 진동원의 주파수와 가까운 부근에서 공진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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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국산화를 위해 개발중인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폐머드를 
분류하기 위해 이송장치에 설치되는 바이브레이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을 알아보았다.

l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머드 하
중이 작용할 때 이송장치의 최하단부에서 , 
의 최대변위가 발생하였고 이송장치의 최상
단부에서 , 의 최대응력이 나
타났다. 이는 머드 하중과는 관계없이 SS400의 항복응력
에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율을 보이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분석하였다.

l 또한 이송장치에 설치되는 HACV-38, HACV-76형의 바이
브레이터에서 생성하는  , 의 진동에 
대하여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해석을 통해 파악
하였다.

l 하지만, HACV-76형 진동원의 주파수와는 일치하지는 않
지만 유한요소해법의 오차를 고려하였을 때, 인접한 주파
수인 에서 공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송
장치에는 HACV-38형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비교
적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해상에서 운영될 때의 구조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이 구조물에 미치는 조화진동의 영향을 
알아보고 반복되는 복합적인 하중에 대한 시스템의 피로해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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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Morison load includes nonlinear drag forces in velocity and inertia forces in acceler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spectral fatigue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linearization assumption in fatigue analysis of members subjected to Morrison load. 

Furthermore, members located near the surface of the water are subject to the intermittent effect due to the change of the 

elevation of the free surface, and therefor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load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fully submerged 

sec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analysis of Morison loads, linearization coefficients are introduced to linearize the Morrison load in 

fatigue analysis. However, the previously proposed coefficients fit the fully submerged section and did not reflect the intermittent 

effect. 

In this paper,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models of Morison force considering the intermittent effect have been reviewed. And the 

linearization coefficient considering the intermittent effect was proposed based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Finally, the 

fatigue analysis of the members subjected to the Morison load was carried out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time dom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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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국산화를 위해 개발중인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폐머드를 
분류하기 위해 이송장치에 설치되는 바이브레이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을 알아보았다.

l 머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머드 하
중이 작용할 때 이송장치의 최하단부에서 , 
의 최대변위가 발생하였고 이송장치의 최상
단부에서 , 의 최대응력이 나
타났다. 이는 머드 하중과는 관계없이 SS400의 항복응력
에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율을 보이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분석하였다.

l 또한 이송장치에 설치되는 HACV-38, HACV-76형의 바이
브레이터에서 생성하는  , 의 진동에 
대하여 공진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해석을 통해 파악
하였다.

l 하지만, HACV-76형 진동원의 주파수와는 일치하지는 않
지만 유한요소해법의 오차를 고려하였을 때, 인접한 주파
수인 에서 공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송
장치에는 HACV-38형 바이브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비교
적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해상에서 운영될 때의 구조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이 구조물에 미치는 조화진동의 영향을 
알아보고 반복되는 복합적인 하중에 대한 시스템의 피로해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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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robabilistic explosion risk analysis with multi-dimensional 

flammable gas cloud frequency distribution 
JIN YANLIN, Beom Seon Jang 

 

요 약 

 
An offshore platform is normally exposed to flammable oil & gas environment and hence explosion caused by hydrocarbon 

leakage is a big threat to the offshore platform. The problems of using the worst case studies and simplified gas dispersion 

model have been revealed by many previous studies, which makes CFD based probabilistic approaches become more 

general in gas explosion risk analysis (ERA). In ERA study, a widely accepted concept applied for handling with an infinite 

number of possible explosion scenario is the representative gas cloud distribution. The distribution can be obtained by finite 

number of dispersion scenarios which should cover the whole possible flammable gas cloud formation in target area. In 

general, the overpressure caused by a flammable gas cloud can vary an order of magnitude or even more for the same cloud 

size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ignition source and gas cloud, the shape of gas cloud etc. When explosion scenarios are 

determined through the representative gas cloud distribution, a lot of important data related to the gas cloud is ignored. In most 

of current approach, the representative gas cloud distribution only considers the cloud size, and this may probably lead to less 

accuracy than the one which considers more than the gas cloud size. In this regards, current study proposes a multi-

dimensional gas cloud distribution, which includes both the location and size of gas cloud. The location of gas cloud is 

represented by a mole fraction weighted volume center within flammable limit, which can be calculated by a self-developed 

code using CFD gas cloud logging data. Details of the proposed gas cloud distribution as well as some case studies are 

presented to illustrate the improvements of current study. 

 

Keywords : ERA(Explosion Risk Analysis), Gas cloud distribution, CFD, Gas cloud location, Gas cloud size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공진회피를 위한 타워형상 연구 
김준배, 판탄담, 서병천, 안현정, 신현경(울산대학교) 

 

A Study of Tower Design to Avoid Resonance for 12M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Junbae Kim, Pham Thanh Dam, ByoungCheon Seo, Hyunjung Ahn, Hyunkyoung Shin(Univ. of Ulsan) 

 
 

요 약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는 육상용 풍력발전기와는 달리 대형화, 대단지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더 양질의 

바람에 의해 높은 이용율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풍력발전기의 비용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보다 큰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는 육상보다 해상에서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NREL 5MW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상사시켜 UOU 12MW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기하학적 상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존재하는 풍력발전기를 보다 큰 사이즈로 확장하여, 같은 최적의 터빈 

성능과 유사한 공력 응답을 목표로 한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타워는 하부구조물의 건현(Freeboard)과 설계 

허브 높이(Design hub height)를 고려하여 길이를 변경하고 날개 회전으로 발생하는 3P-가진(Excitation)에 의한 타워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 질량이나 강성 등을 변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5MW급 부유식 풍력발전기인 OC4 모델에 적용된 

해상용(Offshore) 타워를 기준으로 타워의 상하부의 두께와 지름을 타워의 처짐을 고려하여 확장하였으나, 타워 전후/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와 3P 가진(Excitation)과 만나게 된다. 이는 타워 재설계를 통해 1P와 3P 혹은 3P와 6P 사이에 

타워 전후/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가 위치하여 공진회피를 위한 타워형상을 연구하였다. 

 

Keywords :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FOWT,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Campbell Diagram(캠벨 선도), Resonance(공진), Excitation(가진) 

 

1. 서 론 
 

최근 풍력발전기는 발전량을 증대하기 위해 대형화 되고 

있으며, 해상으로 나가면, 더 양질의 바람과 소음 및 설치 부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초기설계는 NREL 

5MW wind turbine 모델을 기반으로 12MW wind turbine 모델

을 구성 하였고, 최적의 터빈성능과 유사한 공력 응답을 목

표로 한다. 따라서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경우 

수치해석을 통한 초기설계 단계의 성능 파악이 중요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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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 gas explosion risk analysis (ERA). In ERA study, a widely accepted concept applied for handling with an infinite 

number of possible explosion scenario is the representative gas cloud distribution. The distribution can be obtained by finite 

number of dispersion scenarios which should cover the whole possible flammable gas cloud formation in target area. In 

general, the overpressure caused by a flammable gas cloud can vary an order of magnitude or even more for the same cloud 

size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ignition source and gas cloud, the shape of gas cloud etc. When explosion scenarios are 

determined through the representative gas cloud distribution, a lot of important data related to the gas cloud is ignored. In most 

of current approach, the representative gas cloud distribution only considers the cloud size, and this may probably lead to less 

accuracy than the one which considers more than the gas cloud size. In this regards, current study proposes a multi-

dimensional gas cloud distribution, which includes both the location and size of gas cloud. The location of gas cloud is 

represented by a mole fraction weighted volume center within flammable limit, which can be calculated by a self-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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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해상용(Offshore) 타워를 기준으로 타워의 상하부의 두께

와 지름을 타워의 처짐을 고려하여 확장하였으나, 타워 전후/

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와 3P 가진(Excitation)과 만나

게 된다. 이는 타워 재설계를 통해 1P와 3P 혹은 3P와 6P 

사이에 타워 전후/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가 위치하

여 공진회피를 위한 타워형상을 연구하였다. 

2. 12MW FOWT Design 
 

풍력발전기의 기본 원리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의 로터 

파워(Rotor Power)는 식 (1)과 같다. 

 

                        (1) 

․  : Rotor power (kW) 

․  : Rotor power coefficient (-) 

․   : Air density (1.225 kg/m3) 

․  : Rotor swept area (m2) 

․  : Wind speed (m/s) 

 

12MW급 풍력발전기의 설계를 위해, 기존의 NREL 5MW 

풍력발전기[14]를 확장하였다. NREL 5MW 풍력발전기는 날개 

3개, Upwind 방식 그리고 가변속-통합 피치제어로 구성된다.  

12MW급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NREL 5MW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같은 날개단면(Airfoil)을 사용하여 가 같다고 보고, 식 

(1)의 로터 파워를 기준으로 12MW와 5MW의 비가 로터 회전 

면적의 비와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기하학적 상사비는 식 (2)와 

같다. 

 

    (2) 

 

Table 1은 확장된 12MW급 풍력발전기의 전반적인 제원을 

나타낸다.  

 

Table 1 Summary of Properties for the 12MW Wind Turbine 

Item 5MW 12MW 

Rotor Orientation Upwind, 3 Blades Upwind, 3 Blades 

Control 
Variable Speed, 

Collective Pitch 

Variable Speed, 

Collective Pitch 

Rotor, Hub Diameter 126 m, 3 m 195.2 m, 4.64 m 

Hub Height 90 m 124.6 m 

Nacelle Mass (Target) 240,000 kg 400,000 kg 

Rotor Mass 110,000 kg 297,660 kg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타워는 하부구조물의 

건현(Freeboard)과 설계 허브 높이(Design hub height)를 

고려하여 길이를 변경하고 날개 회전으로 발생하는 

3P-가진(Excitation)에 의한 타워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 

질량이나 강성 등을 변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5MW급 

부유식 풍력발전기인 OC4 모델에 적용된 해상용(Offshore) 

타워를 기준으로 타워의 상하부의 두께와 지름을 타워의 

처짐을 고려하여 확장하였다. 타워의 처짐 식은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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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Rotor thrust force (kN) 

․ L : Length of tower (m) 

․ E : Steal Young's modules (Pa) 

․ I : Second moment of area (m4) 

 

여기서, 힘은 로터 트러스트를 나타내고 식 (4)과 같다. 

                       (4) 

․  : Rotor thrust coefficient 

 

로터 트러스트는 로터 파워와 마찬가지로 로터 회전 면적에 

종속된다. 따라서 Fig. 12와 같이, 5MW 타워와 12MW 타워의 

길이 대 처짐 비를 같다고 보면 식 (5)과 같은 상사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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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은 확장된 타워의 상하부의 두께와 지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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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top 

thickness 

5MW 6.5 m 0.027 m 3.87 m 0.019 m 

12MW 9.634 m 0.040 m 5.736 m 0.028 m 

 

 

Fig.1 Deflection of Tower 

 

3. 공진회피 설계 
 

전체 시스템의 공진주파수를 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린 

캠벨 선도는 Fig. 2와 같다. 캠벨 선도는 풍력발전기의 가동 

상태(3 ~ 8.25 rpm) 중 공진 현상의 발생 유무를 진단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현재 타워 전후/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와 3P 가진(Excitation)과 약 8 rpm 부근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워 재설계를 통해 1P와 3P 혹은 

3P와 6P 사이에 타워 전후/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가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Fig.2 Campbell diagram (Tower Length 110.88m) 

 

공진회피 설계를 위해서는 풍력발전기 타워의 강성 또는 

질량을 변경하여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며, 

질량감쇠를 부가하여 진동을 저감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P와 6P 사이에 타워 전후/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가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워의 길이를 

기존 110.88m 에서 106.53m로 4.35m를 감소시켜 3P 

가진을 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Fig. 3의 

Campbell diagra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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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Campbell diagram (Tower Length 106.53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5MW급 부유식 풍력발전기인 OC4 

모델에 적용된 해상용(Offshore) 타워를 기준으로 타워의 

상하부의 두께와 지름을 타워의 처짐을 고려하여 

확장하여 12MW 부유식 풍력발전기를 설계하였으나, 

타워 전후/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와 3P 

가진(Excitation)과 약 8 rpm 부근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타워 재설계를 통해 3P와 6P 사이에 타워 

전후/좌우 방향 첫 번째 공진 주파수가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워의 길이를 기존 110.88m 에서 

106.53m로 4.35m를 감소시켜 3P 가진을 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후에는 타워의 기계적 하중 완화를 위한 댐퍼 제어기 

설계를 고려하여 타워의 3P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No. 20154030200970 & No. 2014202010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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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s the concern of global warming issue has increased, continuous gas flaring is no longer an option for gas handling method in 

the offshore production facilities. Therefore, a few options have left to handle the associated gas, mainly gas re-injection and gas 

export. In the meantime, applying Gas-to-liquid (GTL) technology to offshore has been suggested and developed. However, 

relatively high CAPEX and its complexity of its process has hindered its offshore application. In this study, three gas handling 

methods (gas export, gas injection, and offshore GTL)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figure out which technology is the 

economically best option as an associated gas handling method in offshore oil production sit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uggest that concepts of GTL offshore application can be a feasible option as an associated gas handling method in some 

specific conditions of offshore oil production fields. 

 

Keywords: GTL, Gas re-injection, Gas export, Associated gas, Economic study 

 

1. INTRODUCTION 
Associated gas produced during the offshore oil production 

had been mainly treated by gas flaring. However, as concerns 

of global warming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 gas flaring 

is no longer available option in the most offshore oil production 

field. Therefore, eco-friendly solutions, or “zero flaring solutions”, 

are highly demanded. 

Several zero flaring associated gas handling methods were 

represented in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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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cept of three gas handling methods 

 

As shown in Fig. 1(a), gas export is transferring the 

associated gas to onshore gas plant through the subsea 

pipeline. Therefore, in this case, gas compression system and 

the subsea pipeline system are required. This option is 

generally preferred when the gas production capacity is large 

enough as well as the production well is located close to the 

shore. Sometimes this method cannot be implemented 

because of harsh subsea topography. 

In the meantime, gas re-injection is also used as a gas 

handling method as shown in Fig. 1(b). In this method, the 

associated gas is compressed to higher pressure than the 

reservoir pressure. This has the additional benefit of increasing 

oil production rate by maintaining reservoir pressure (Alagorni, 

2015). However, in some cases, this method cannot be 

applied because of incompatible reservoir conditions (Kang, 

2016). Furthermore, it requires high cost of gas compression 

system, subsea equipment and its installation cost. 

Gas-to-liquid(GTL) is the process to convert natural gas into 

longer hydrocarbon chains by catalytic reaction. The produced 

synthetic crude (syncrude) contains various lengths of 

hydrocarbons and can be converted further to diesel or 

kerosene through additional upgrading process. GTL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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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jection, it had been assumed that the associated gas was 

re-injected into the vacant well, which means there w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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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t’s say the percentage of oil production increase by gas 

re-injection as Φ. 

However,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Φ as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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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since one year after the production started (red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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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offshore GTL model, produced natural gas is to 

converted into GTL syncrude, and then this would contribut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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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oil (blue dashed dotted line in Fig. 4(a)-(d)). It is assumed that 

GTL syncrude is produced since 6 month after the production 

started. It was also assumed that 100 MMSCFD of gas can be 

converted into 10,000 BPD of GTL syncrude, and the GTL 

production capacity is proportional to the gas production rate. 

  
Fig. 4. Oil Production Profile of Three Gas Handling 

Methods (Gas Re-injection, Gas Export and Offshore GTL) at 

(a) Φ = 0%, (b) Φ = 5%, (c) Φ = 10%, (d) Φ = 15% 

In the economic model, four factors (Oil price, Distance to shore, 

Gas production capacity, and Water depth) influence the cost of 

each system. 

 

2.3 SENSITIVITY ANAYLYSIS 

Thirdly, a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nfluential factors to cost. The base case was set as below; 

- Oil price: $40/bbl 

- Gas production rate: 100 MMSCFD 

- Distance from the production to market: 100 km 

- Water depth: 1,200 m 

After that, NPV for each case was calculated with varying one 

of economic factor ± 50% and fixing the others factors. 10% of 

Φ was assumed for gas re-injection model.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is shown in Fig. 5. 

 

Fig. 5.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Through the sensitivity analysis, it is found that water depth was 

the least influential factor to cost. Therefore, in the next step of 

economic study, water depth will be fixed as 12,000 m for all 

cases. 

 

2.4 COMPARATIVE ANALYSI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NPVs for three gas handling 

method were compared to find out which method is the most 

economically competitive in each condition.  

Firstly, th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with varying three 

dominant economic factors chosen in the sensitivity study (oil 

price, gas production rate, and distance from the shore). And 

then, the method which has the highest NPV value was 

chosen at each condition, and plotted as shown in Fig. 6 – 9. Φ 

of 0%, 5%, 10%, and 15% were assumed in Fig. 6, Fig. 7. Fig. 

8, and Fig. 9, respectively. 

 

 
Fig. 6. Result of Comparative Study at Φ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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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Result of Comparative Study at Φ = 5% 

 
Fig. 8. Result of Comparative Study at Φ = 10% 

 
Fig. 9. Result of Comparative Study at  Φ = 15% 

 

At Φ = 0%, as shown in Fig. 6, the result was the same as the 

previous economic study(Kim, 2016). Because no revenue from 

oil recovery was assumed, gas re-injection was not selected in 

most of cases except for the case of oil price at $20/bbl. In the 

meantime, the larger gas production rate and the nearer reservoir 

location, the more gas export method is prefered. According to 

increase of oil price, it can be seen that offshore GTL is getting the 

economically better method among three gas handling methods. 

At Φ = 5%(Fig. 7), the result has not any difference to Fig. 6 

except that gas re-injection is still feasible at $30/bbl of oil price. 

At Φ = 10%, as shown in Fig. 8, it shows the different trends 

from the previous ones. It can be seen that gas re-injection 

method is more advantageous method than offshore GTL for 

large gas production rate unitl oil price is $50/bbl. In this case, 

offshore GTL is only for small scale gas production rate. However, 

when the oil price is equal or greater than $60/bbl, offshore GTL 

can be applied for large gas production rate. 

At Φ = 15%, as shown in Fig. 9, gas re-injection is the best 

method for all cases. 

 

3. SUMMARY & CONCLUSION 
In this study, a series of economic studies were performed to 

figure out which gas handling method would be the best at each 

condi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NPV comparison plots 

were proposed as shown in Fig. 6 - 9. 

In the previous economic study (Kim, 2016), Φ = 0% was 

assumed (Fig. 6). Although offshore GTL seemed to be 

economically best method in most of the cases, it was too 

optimistic and biased result. Compare to the previous study (Kim, 

2016), the most advanced part of this study was that the oil 

recovery enhancement effect of gas re-injection was considered. 

And this enables more objective economic comparison. 

When Φ is 5% (Fig. 7), the result has not much difference to Fig. 

6 except that gas re-injection is still feasible unitl $30/bbl of oil price. 

Gas export is advantageous in the near shore as well as large gas 

production rate conditions. However, as the oil price rises, GTL is 

getting favorable even in near shore and large gas production rate. 

When Φ is 10% and the oil price exceeds $ 60/bbl (Fig. 8), it 

shows the different trends from the previous ones. Gas re-injection 

is favorable in the most cases in low oil price conditions. GTL 

seems to tend to be economical mainly for small gas treatment. 

This is because the increase rate of offshore GTL’s CAPEX and 

OPEX according to the scale up is larger than the other methods. 

When Φ is more than 15%, Gas re-injection is advantageous in 

all cases. 

However, when gas re-injection is not available due to reservoir 

conditions, Offshore GTL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associated gas hand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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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등을 고려한
압력 용기의 급격한 감압 과정 수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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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imulation of rapid depressurization
in pressure vessels incorporating nucleate boiling 

Ahmin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ae Ko(Hyundai Heavy Industries), Youngsub Lim(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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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 공정은 압력 용기 내 과압 발생 시 급격한 감압을 통해 공정 설비를 보호한다. 급격한 감압은 유체 팽창과 함께 
온도 감소가 수반되어 벽면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압 시 저온 해석을 설계 단계에서 시행하여 압력 용기 
제작에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저온 해석을 위한 감압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용기 내부의 액체와 벽면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핵 비등 현상을 고려하고, 다상 유동에서의 음속 계산 기법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의 시
뮬레이션 결과의 검증을 위해 선행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용 소프트웨어 결과 및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Keywords : Rapid depressurization(급격한 감압), Nucleate Boiling(핵 비등), Pressure vessel(압력 용기) 

1. 서 론
 해양 플랜트 설비에는 원유 및 가스를 분리하고 정제하기 위

한 다양한 압력 용기가 포함된다. 유정에서 올라오는 원유 및 가
스는 일반적으로 고온, 고압 상태로, 일반적인 압력 용기는 이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설계 단계에서 압력용기는 용기의 재
질, 두께 등에 따라 최대 허용 운전 압력이 결정되고, 이를 초과
하는 압력을 과압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과압은 다양한 상황에 
발생한다. 배출되는 쪽의 밸브 오작동이나 유정에서 올라오는 원
유의 양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혹은 화재 발생 등이 그 예이
다. 이러한 과압 발생을 잘 대처하지 않을 경우 내부 유체가 외
부로 유출되게 되고, 가연성을 띄는 이 유체의 특성에 의해 전체 
공정 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육상플랜트에 비해 훨씬 더 전체 설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설비들의 간격이 좁아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최대 허용 운전 압
력을 초과하는 과압이 발생했을 시에 압력 용기 내의 압력을 신
속하게 제거하는 감압 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API를 따르면 화재
가 발생하였을 때 1inch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압력 용기에 대해 

15분 내에 최대 허용 운전 압력의 50%이하로 압력을 감소시키
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감압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신속한 감압
을 위해 압력 용기 내의 유체는 밸브를 통해 급격하게 배출이 되
고, 이에 따라 내부 유체는 급격한 팽창을 하게 된다. 이 팽창은 
내부 유체의 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내부 유체의 온도가 하락
하게 되면, 내부 유체와 맞닿는 용기 벽면의 특성이 연성에서 취
성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압력 용기는 적은 에너지에도 파괴
될 수 있게 되어, 이는 또다시 내부 유체의 배출 문제로 이어진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압 과정 중에 내부 유체와 
그 유체와 맞닿는 벽면의 온도 및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저온 현상 해석을 통해 감압 과정 중 
용기 벽면의 온도 감소를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어 압력 용기의 재질 및 두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저온 현상 해석 모델을 다루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
이 있다. 하지만 이 선행 연구의 모델들은 공개된 알고리즘만으
로는 감압 시에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의 해석을 재구현하는 데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특히, 감압 과정 중 발생하는 액체와 벽면 
사이의 열전달 모델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

다. 압력 용기 내의 조성이나 초기 압력, 온도 조건에 따라 감압 
과정에 의해 온도가 감소하면서 기체가 액화되어 액체가 발생하
게 된다. 이 때, 액체는 용기 바닥으로 떨어져서 벽면과 접촉하
게 되는데, 액체의 끓는점보다 벽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 벽면과 
맞닿는 부분에서 액체가 끓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핵 비
등’이라 한다. 이러한 핵 비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인 
대류 열전달보다 더 많은 열전달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확
한 액체 및 벽면의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핵 비등 현상을 고
려한 열전달 모델이 필요하다. Haque(Haque, Rishardson, & 
Saville, 1992)는 액체와 벽면 간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standard correlation을 사용한다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Magerefteh(Mahgerefteh & Wong, 1999)는 핵 비등을 고려하는 
correlation 식을 제시하였으나 이 식만으로는 재구현이 힘들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압력 용기 내의 액체와 그 
액체와 맞닿는 벽면 사이의 열 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한 열전달 
계수를 구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압 과정을 모사하는 모델의 전체 알
고리즘을 제시하며, 특히 선행 연구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던 
혼합물의 핵 비등을 고려한 열전달 모델을 소개한다. 

2. 모 델 링
2.1 Main algorithm

본 연구는 원유 및 가스를 분리하는 설비를 목표로 한 시뮬레
이션으로, 압력 용기 내에 고압의 탄화수소 혼합물이 급격한 감
압을 통해 변화하는 물성 및 조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압 
과정은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각 단계마다 고정된 비율로 압력
이 감소할 때 그 단계에서의 물성의 특성 및 시간 변화를 계산한
다. 압력이 감소하는 비율은 선행 연구(Wong, 1998)을 참조하여 
95%로 하였다.
    (2)

위 식에서 ,  는 각각 현 단계 및 전 단계의 압력을 
의미한다.

압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압력 단계
에서 기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경우, 압력 용기 내부는 기체와 액
체 간에 비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각의 두 상은 다른 
온도를 가지며, 두상에게 각각 평형 식이 고려되어서 각 상 간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화되는 
액체(Evaporated Liquid)와 응축되는 기체(Condensed Vapor)를 
정의한다. 기화되는 액체는 어느 한 단계에서 액상에 대해 flash 
calculation을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체를 의미하며, 반대로 
응축되는 기체는 기상에 대해 flash calculation을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체를 의미한다. 이 개념을 포함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Fig. 1 Phase distribution in this model 
여기서 ,   은 현재 단계와 전체 단계를 의미하고, 은 

액체, 는 기체, 는 Condensed Vapor, 은 
Evaporated Liquid를 의미한다. 각각의 압력 단계에서 압력 용기 
및 내부 유체의 물성을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 단계의 압력 계산
2) 전 단계와 현 단계 사이의 시간 변화 및 내부 기체와 액체

의 엔트로피 가정
3) 전 단계의 응축된 기체와 액체를 합쳐서 Ps-flash를 통해 

현 단계의 증발하는 액체의 조성 및 양을 계산
4) zone 2의 열 전달량 계산 및 zone 2와 맞닿는 벽면의 온도 

계산
5) 열 전달량을 반영하여 zone 2에서의 엔트로피 업데이트
6) 3)에서 계산한 증발된 액체와 전 단계에서의 기체를 합쳐 

Ps-flash를 통해 현 단계의 액화되는 액체의 조성 및 양을 
계산

7)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유량 계산
8) zone 1의 열 전달량 계산 및 zone 1과 맞닿는 벽면의 온도 

계산
9) 열 전달량을 반영하여 zone 1에서의 엔트로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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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등을 고려한
압력 용기의 급격한 감압 과정 수치 시뮬레이션

박아민(서울대학교), 고윤애(현대중공업), 임영섭(서울대학교)

A numerical simulation of rapid depressurization
in pressure vessels incorporating nucleate boiling 

Ahmin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ae Ko(Hyundai Heavy Industries), Youngsub Lim(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해양플랜트 공정은 압력 용기 내 과압 발생 시 급격한 감압을 통해 공정 설비를 보호한다. 급격한 감압은 유체 팽창과 함께 
온도 감소가 수반되어 벽면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압 시 저온 해석을 설계 단계에서 시행하여 압력 용기 
제작에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저온 해석을 위한 감압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용기 내부의 액체와 벽면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핵 비등 현상을 고려하고, 다상 유동에서의 음속 계산 기법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의 시
뮬레이션 결과의 검증을 위해 선행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용 소프트웨어 결과 및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Keywords : Rapid depressurization(급격한 감압), Nucleate Boiling(핵 비등), Pressure vessel(압력 용기) 

1. 서 론
 해양 플랜트 설비에는 원유 및 가스를 분리하고 정제하기 위

한 다양한 압력 용기가 포함된다. 유정에서 올라오는 원유 및 가
스는 일반적으로 고온, 고압 상태로, 일반적인 압력 용기는 이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설계 단계에서 압력용기는 용기의 재
질, 두께 등에 따라 최대 허용 운전 압력이 결정되고, 이를 초과
하는 압력을 과압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과압은 다양한 상황에 
발생한다. 배출되는 쪽의 밸브 오작동이나 유정에서 올라오는 원
유의 양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혹은 화재 발생 등이 그 예이
다. 이러한 과압 발생을 잘 대처하지 않을 경우 내부 유체가 외
부로 유출되게 되고, 가연성을 띄는 이 유체의 특성에 의해 전체 
공정 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육상플랜트에 비해 훨씬 더 전체 설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설비들의 간격이 좁아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최대 허용 운전 압
력을 초과하는 과압이 발생했을 시에 압력 용기 내의 압력을 신
속하게 제거하는 감압 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API를 따르면 화재
가 발생하였을 때 1inch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압력 용기에 대해 

15분 내에 최대 허용 운전 압력의 50%이하로 압력을 감소시키
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감압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신속한 감압
을 위해 압력 용기 내의 유체는 밸브를 통해 급격하게 배출이 되
고, 이에 따라 내부 유체는 급격한 팽창을 하게 된다. 이 팽창은 
내부 유체의 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내부 유체의 온도가 하락
하게 되면, 내부 유체와 맞닿는 용기 벽면의 특성이 연성에서 취
성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압력 용기는 적은 에너지에도 파괴
될 수 있게 되어, 이는 또다시 내부 유체의 배출 문제로 이어진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압 과정 중에 내부 유체와 
그 유체와 맞닿는 벽면의 온도 및 압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저온 현상 해석을 통해 감압 과정 중 
용기 벽면의 온도 감소를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어 압력 용기의 재질 및 두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저온 현상 해석 모델을 다루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
이 있다. 하지만 이 선행 연구의 모델들은 공개된 알고리즘만으
로는 감압 시에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의 해석을 재구현하는 데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특히, 감압 과정 중 발생하는 액체와 벽면 
사이의 열전달 모델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

다. 압력 용기 내의 조성이나 초기 압력, 온도 조건에 따라 감압 
과정에 의해 온도가 감소하면서 기체가 액화되어 액체가 발생하
게 된다. 이 때, 액체는 용기 바닥으로 떨어져서 벽면과 접촉하
게 되는데, 액체의 끓는점보다 벽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 벽면과 
맞닿는 부분에서 액체가 끓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핵 비
등’이라 한다. 이러한 핵 비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인 
대류 열전달보다 더 많은 열전달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확
한 액체 및 벽면의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핵 비등 현상을 고
려한 열전달 모델이 필요하다. Haque(Haque, Rishardson, & 
Saville, 1992)는 액체와 벽면 간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standard correlation을 사용한다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Magerefteh(Mahgerefteh & Wong, 1999)는 핵 비등을 고려하는 
correlation 식을 제시하였으나 이 식만으로는 재구현이 힘들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압력 용기 내의 액체와 그 
액체와 맞닿는 벽면 사이의 열 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한 열전달 
계수를 구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압 과정을 모사하는 모델의 전체 알
고리즘을 제시하며, 특히 선행 연구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던 
혼합물의 핵 비등을 고려한 열전달 모델을 소개한다. 

2. 모 델 링
2.1 Main algorithm

본 연구는 원유 및 가스를 분리하는 설비를 목표로 한 시뮬레
이션으로, 압력 용기 내에 고압의 탄화수소 혼합물이 급격한 감
압을 통해 변화하는 물성 및 조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압 
과정은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각 단계마다 고정된 비율로 압력
이 감소할 때 그 단계에서의 물성의 특성 및 시간 변화를 계산한
다. 압력이 감소하는 비율은 선행 연구(Wong, 1998)을 참조하여 
95%로 하였다.
    (2)

위 식에서 ,  는 각각 현 단계 및 전 단계의 압력을 
의미한다.

압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압력 단계
에서 기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경우, 압력 용기 내부는 기체와 액
체 간에 비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각의 두 상은 다른 
온도를 가지며, 두상에게 각각 평형 식이 고려되어서 각 상 간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화되는 
액체(Evaporated Liquid)와 응축되는 기체(Condensed Vapor)를 
정의한다. 기화되는 액체는 어느 한 단계에서 액상에 대해 flash 
calculation을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체를 의미하며, 반대로 
응축되는 기체는 기상에 대해 flash calculation을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체를 의미한다. 이 개념을 포함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Fig. 1 Phase distribution in this model 
여기서 ,   은 현재 단계와 전체 단계를 의미하고, 은 

액체, 는 기체, 는 Condensed Vapor, 은 
Evaporated Liquid를 의미한다. 각각의 압력 단계에서 압력 용기 
및 내부 유체의 물성을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 단계의 압력 계산
2) 전 단계와 현 단계 사이의 시간 변화 및 내부 기체와 액체

의 엔트로피 가정
3) 전 단계의 응축된 기체와 액체를 합쳐서 Ps-flash를 통해 

현 단계의 증발하는 액체의 조성 및 양을 계산
4) zone 2의 열 전달량 계산 및 zone 2와 맞닿는 벽면의 온도 

계산
5) 열 전달량을 반영하여 zone 2에서의 엔트로피 업데이트
6) 3)에서 계산한 증발된 액체와 전 단계에서의 기체를 합쳐 

Ps-flash를 통해 현 단계의 액화되는 액체의 조성 및 양을 
계산

7)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유량 계산
8) zone 1의 열 전달량 계산 및 zone 1과 맞닿는 벽면의 온도 

계산
9) 열 전달량을 반영하여 zone 1에서의 엔트로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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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에서 구한 배출되는 유량을 통해 시간 변화 업데이트
11) 2)에서 가정했던 엔트로피 및 시간 변화와 5), 9), 10)에

서 계산한 값을 비교
  ⅰ) 값의 차이가 tolerance보다 작을 경우
      현 단계에서의 계산을 종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감
  ⅱ) 값의 차이가 tolerance보다 클 경우
      내부 유체의 양, 엔트로피, 조성, 온도 정보를 현 

iteration에서 계산한 값으로 업데이트하고 단계 3)으로 
돌아가 계산 반복

2.2 물성 계산
감압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다양한 물성치들을 계

산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이 물성치에는 몰부피, 엔트로피, 엔탈
피, 열용량, 음속, 점성도, 열전도도등이 있다. 먼저 기체의 몰부
피는 다루는 유체가 탄소화합물이므로 그에 적합한 상태방정식
인 PR-CEOS를 사용하였고, 액체의 몰부피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COSTALD 법(Hankinson & Thomson, 1979; Thomson, 
Brobst, & Hankinson, 1982)을 사용하였다. 엔탈피 및 엔트로피
는 PR-CEOS의 departure function을 구하여 적용하였고, 열용
량은 Aly and Lee(Aly & Lee, 198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음속은 유체역학 관련 도서(Cimbala, 2006)를 참조하여 계산
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성도와 열전도도는 이동 물성으로, Ely 
and Hanley(Ely & Hanley, 1981, 1983)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
산하였다.

2.3 Flash calculation
flash calculation은 다상 유체의 기상과 액상의 양 및 조성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Neto (Neto, Riberio et al. 
2015)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깁스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임계 조건 근처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특정 온도와 입력 값을 입력받아 계산하는 PT-flash가 기본 계산
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치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특정 압력과 엔
트로피 값을 입력받아 계산되는 Ps-flash 모듈을 구현하였다.

2.3 엔트로피 업데이트
압력 용기에서 유체가 배출되면서 유체는 등엔트로피 경로와 

등엔탈피 경로의 사이에 위치하는 폴리트로픽 경로를 따른다. 따
라서 엔트로피를 업데이트할 때 열역학 제 2법칙을 고려한다.

     

∆ (1)

 여기서 ,  는 전 단계, 현 단계 엔트로피를 의미하며 
는 현재 단계의 열전달률, 는 시간 변화, 는 유체의 온
도,  은 유체의 온도를 뜻한다. 이 식을 사용하여 각 상의 
엔트로피를 업데이트하며, 이 값은 Ps-flash를 통하여 각 상의 
온도 및 조성 등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되며 수렴 기준의 조건으
로서 사용된다.

2.4 열전달 모델
감압이 일어나면서 압력 용기 내부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온

도 또한 급격하게 감소한다. 유체의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유체
와 맞닿아 있는 벽면과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벽면
으로부터 내부 유체로의 열전달을 야기한다. 이 때 일어나는 열 
교환양은 벽면의 온도와 내부 유체의 온도, 엔트로피 계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확한 열전달 모델을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다.

Fig. 2 Heat Transfer in this model
위 그림은 감압 과정 중, 압력 용기 내부의 열전달 모델이다. 

외부 기체와 외부 벽면, 내부 기체와 내부 벽면 그리고 내부 액
체와 내부 벽면의 열전달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으로 열전달 계수가 계산된다.

2.4.1 내부 기체와 벽면 간 열전달
선행연구(A. Haque et al., 1990)에서는 유체의 밀도 차이에 

흐름으로 인한 자연 대류와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유체의 흐름으
로 인한 강제 대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모델
에서는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자연 대류는 대류 방향에 따라 Nusselt 수를 구하는 방
법이 다르다. 원통의 옆면에 대한 Nusselt 수를 구하는 식으로 
Churchill & Chu’s Correlation을 사용한다.

  Pr   
 

 (2)

여기서 는 Rayleigh 수이며 Grashof 수와 Prandtl 수의 곱
으로 구할 수 있다. 원통의 옆면에 대한 식은 McAdams’ 
Correlation을 사용한다.

- 원통 윗면:
     ≤ ≤   (3)

- 원통 아랫면:
     ≤ ≤   (4)
     ≤ ≤   (5)

강제 대류는 벽면과 접촉하는 유체의 속도에 종속적이다. 감
압 과정에서 유체의 배출에 의해 생기는 흐름에 대한 속도는 아

래와 같이 구한다,

 △

 (6)

여기서, 는 배출되는 유체의 부피, 은 압
력 용기의 횡단면의 넓이, 는 배출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
로 강제 대류에 영향을 주는 내부 유체의 흐름 속도인 
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하는 강제 대류
의 Nusselt 수는 다음과 같다.

- 원통의 옆면:
for 

  Pr  

  Pr (7)

- 원통의 위, 아래면:

for Pr 
Pr (8)

여기서, Pr은 Prandtl 수를 의미하며 마찰 계수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log   (9)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에 대한 Nusselt 수는 아래와 같이 합성하
여 최종적으로 열전달률 을 구할 수 있다.
     for   (10)

  


∙∙∙     (11)

여기서, 는 유체의 열전도도, 는 접촉하는 면의 특성 길이, 
는 접촉면적, 는 접촉면의 온도, 는 유체의 
온도이다.

2.4.2 외부 기체와 벽면 간 열전달
 외부 기체의 경우, 내부 기체와 달리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

므로 자연대류만을 고려하여 외부 벽면과의 열전달량을 계산한
다. 계산하는 방법은 내부 기체의 자연 대류 열전달과 동일하다.

2.4.3 내부 액체와 벽면 간 열전달
 용기 내부의 액체의 끓는점보다 접촉하는 내부 벽면의 온도

가 높아서 벽면과 맞닿는 액체 부분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핵 비
등 현상을 고려한 correlation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Mahgerefteh & Wong, 1999)에서도 언급되었으며,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Rohsenow’s Correlation (Rohsenow, 1952)을 사용
하였다.

  






  








Pr 




 






(12)

 여기서, 는 액체의 점성계수이고, 는 액체의 기화열
이다. 는 중력가속도, ,는 액체와 기화되는 액체의 밀도
를 의미한다. 는 액체의 표면장력, 

는 액체의 등압 열용량
을 의미하며 는 액체의 끓는점과 내부 벽면의 온도 차이이
다. 와 은 벽면과 액체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변
수들로, 경험적으로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는 열

전달계수이다.
위의 correlation은 순물질에 근거한 식으로, 위 식을 본 모델

에 대입하여 계산하게 되면 고압 조건에서 비상식적으로 큰 값이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Thome correlation(Thome, 1989)
을 사용한다. 이 correlation은 위의 Rohsenow‘s correlation으로 
계산된 열전달 계수를 혼합물에 맞게 보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exp

 


(13)

여기서, 는 액체의 이슬점과 끓는점의 차이이고, 은 
액체의 물질 교환 계수로, 본 연구에서는 0.0003m/s를 사용한
다. 이 식을 사용하여 혼합물에 대한 열전달 계수인 를 구할 
수 있다. 식의 좌변과 우변에 모두 구하고자 하는 변수인 가 
있으므로 수치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iteration을 통해 값을 구한
다.

2.4.4 외부 벽면에서 내부 벽면으로의 열전달
 감압 과정 중, 용기 내부와 용기 외부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

문에 벽면의 온도 또한 두께 방향으로 온도 구배가 형성되어 외
부 벽면과 내부 벽면의 온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온도 구배를 구
하기 위하여 음함수(implicit) 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층의 과도 전
도(transient multi-layer conduction)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Fourier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Cengel, Ghajar et al. 2011)

2.5 배출량 계산
본 연구에서는 압력 용기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를 통

해 내부 기체가 배출되는 상황을 모사한다. 이 때, 압력 용기 내
의 압력과 밸브 후단의 압력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급격한 팽창
이 밸브 오리피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등엔트로피 경로를 가정
하여 배출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식을 세우기 위해 
밸브 전단의 유체의 흐름은 밸브 오리피스에서의 속도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or   


or 
 (14)

여기서, 는 기체의 엔탈피, or 는 밸브 오리피스에서
의 엔탈피, or 는 밸브 오리피스에서의 속도이다. 등엔트로
피 가정과 (14) 식을 연립하여 밸브 오리피스에서의 압력과 속도
를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배출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압력 차이가 커져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압력 차이가 
더 커져도 유량이 변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임계류라 
한다. 임계류에 도달하게 되면 유체의 유속은 음속과 비슷해지게 
된다. 이 모델에서도 굉장히 큰 압력 차에 의해 임계류가 발생하
므로 유체의 음속을 (14) 식에 반영하여 배출량을 계산한다.

밸브 오리피스에서의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상의 
유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상 유체의 음속을 계산해야 한다, 선
행 연구(Haque,Richardson et al.,1990)에서는 다상 유체의 음
속을 단상과 다른 수치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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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에서 구한 배출되는 유량을 통해 시간 변화 업데이트
11) 2)에서 가정했던 엔트로피 및 시간 변화와 5), 9), 10)에

서 계산한 값을 비교
  ⅰ) 값의 차이가 tolerance보다 작을 경우
      현 단계에서의 계산을 종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감
  ⅱ) 값의 차이가 tolerance보다 클 경우
      내부 유체의 양, 엔트로피, 조성, 온도 정보를 현 

iteration에서 계산한 값으로 업데이트하고 단계 3)으로 
돌아가 계산 반복

2.2 물성 계산
감압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다양한 물성치들을 계

산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이 물성치에는 몰부피, 엔트로피, 엔탈
피, 열용량, 음속, 점성도, 열전도도등이 있다. 먼저 기체의 몰부
피는 다루는 유체가 탄소화합물이므로 그에 적합한 상태방정식
인 PR-CEOS를 사용하였고, 액체의 몰부피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COSTALD 법(Hankinson & Thomson, 1979; Thomson, 
Brobst, & Hankinson, 1982)을 사용하였다. 엔탈피 및 엔트로피
는 PR-CEOS의 departure function을 구하여 적용하였고, 열용
량은 Aly and Lee(Aly & Lee, 198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음속은 유체역학 관련 도서(Cimbala, 2006)를 참조하여 계산
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성도와 열전도도는 이동 물성으로, Ely 
and Hanley(Ely & Hanley, 1981, 1983)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
산하였다.

2.3 Flash calculation
flash calculation은 다상 유체의 기상과 액상의 양 및 조성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Neto (Neto, Riberio et al. 
2015)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깁스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임계 조건 근처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특정 온도와 입력 값을 입력받아 계산하는 PT-flash가 기본 계산
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치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특정 압력과 엔
트로피 값을 입력받아 계산되는 Ps-flash 모듈을 구현하였다.

2.3 엔트로피 업데이트
압력 용기에서 유체가 배출되면서 유체는 등엔트로피 경로와 

등엔탈피 경로의 사이에 위치하는 폴리트로픽 경로를 따른다. 따
라서 엔트로피를 업데이트할 때 열역학 제 2법칙을 고려한다.

     

∆ (1)

 여기서 ,  는 전 단계, 현 단계 엔트로피를 의미하며 
는 현재 단계의 열전달률, 는 시간 변화, 는 유체의 온
도,  은 유체의 온도를 뜻한다. 이 식을 사용하여 각 상의 
엔트로피를 업데이트하며, 이 값은 Ps-flash를 통하여 각 상의 
온도 및 조성 등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되며 수렴 기준의 조건으
로서 사용된다.

2.4 열전달 모델
감압이 일어나면서 압력 용기 내부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온

도 또한 급격하게 감소한다. 유체의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유체
와 맞닿아 있는 벽면과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벽면
으로부터 내부 유체로의 열전달을 야기한다. 이 때 일어나는 열 
교환양은 벽면의 온도와 내부 유체의 온도, 엔트로피 계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확한 열전달 모델을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다.

Fig. 2 Heat Transfer in this model
위 그림은 감압 과정 중, 압력 용기 내부의 열전달 모델이다. 

외부 기체와 외부 벽면, 내부 기체와 내부 벽면 그리고 내부 액
체와 내부 벽면의 열전달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으로 열전달 계수가 계산된다.

2.4.1 내부 기체와 벽면 간 열전달
선행연구(A. Haque et al., 1990)에서는 유체의 밀도 차이에 

흐름으로 인한 자연 대류와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유체의 흐름으
로 인한 강제 대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모델
에서는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를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자연 대류는 대류 방향에 따라 Nusselt 수를 구하는 방
법이 다르다. 원통의 옆면에 대한 Nusselt 수를 구하는 식으로 
Churchill & Chu’s Correlation을 사용한다.

  Pr   
 

 (2)

여기서 는 Rayleigh 수이며 Grashof 수와 Prandtl 수의 곱
으로 구할 수 있다. 원통의 옆면에 대한 식은 McAdams’ 
Correlation을 사용한다.

- 원통 윗면:
     ≤ ≤   (3)

- 원통 아랫면:
     ≤ ≤   (4)
     ≤ ≤   (5)

강제 대류는 벽면과 접촉하는 유체의 속도에 종속적이다. 감
압 과정에서 유체의 배출에 의해 생기는 흐름에 대한 속도는 아

래와 같이 구한다,

 △

 (6)

여기서, 는 배출되는 유체의 부피, 은 압
력 용기의 횡단면의 넓이, 는 배출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
로 강제 대류에 영향을 주는 내부 유체의 흐름 속도인 
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하는 강제 대류
의 Nusselt 수는 다음과 같다.

- 원통의 옆면:
for 

  Pr  

  Pr (7)

- 원통의 위, 아래면:

for Pr 
Pr (8)

여기서, Pr은 Prandtl 수를 의미하며 마찰 계수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log   (9)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에 대한 Nusselt 수는 아래와 같이 합성하
여 최종적으로 열전달률 을 구할 수 있다.
     for   (10)

  


∙∙∙     (11)

여기서, 는 유체의 열전도도, 는 접촉하는 면의 특성 길이, 
는 접촉면적, 는 접촉면의 온도, 는 유체의 
온도이다.

2.4.2 외부 기체와 벽면 간 열전달
 외부 기체의 경우, 내부 기체와 달리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

므로 자연대류만을 고려하여 외부 벽면과의 열전달량을 계산한
다. 계산하는 방법은 내부 기체의 자연 대류 열전달과 동일하다.

2.4.3 내부 액체와 벽면 간 열전달
 용기 내부의 액체의 끓는점보다 접촉하는 내부 벽면의 온도

가 높아서 벽면과 맞닿는 액체 부분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핵 비
등 현상을 고려한 correlation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Mahgerefteh & Wong, 1999)에서도 언급되었으며,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Rohsenow’s Correlation (Rohsenow, 1952)을 사용
하였다.

  






  








Pr 




 






(12)

 여기서, 는 액체의 점성계수이고, 는 액체의 기화열
이다. 는 중력가속도, ,는 액체와 기화되는 액체의 밀도
를 의미한다. 는 액체의 표면장력, 

는 액체의 등압 열용량
을 의미하며 는 액체의 끓는점과 내부 벽면의 온도 차이이
다. 와 은 벽면과 액체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변
수들로, 경험적으로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는 열

전달계수이다.
위의 correlation은 순물질에 근거한 식으로, 위 식을 본 모델

에 대입하여 계산하게 되면 고압 조건에서 비상식적으로 큰 값이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Thome correlation(Thome, 1989)
을 사용한다. 이 correlation은 위의 Rohsenow‘s correlation으로 
계산된 열전달 계수를 혼합물에 맞게 보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exp

 


(13)

여기서, 는 액체의 이슬점과 끓는점의 차이이고, 은 
액체의 물질 교환 계수로, 본 연구에서는 0.0003m/s를 사용한
다. 이 식을 사용하여 혼합물에 대한 열전달 계수인 를 구할 
수 있다. 식의 좌변과 우변에 모두 구하고자 하는 변수인 가 
있으므로 수치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iteration을 통해 값을 구한
다.

2.4.4 외부 벽면에서 내부 벽면으로의 열전달
 감압 과정 중, 용기 내부와 용기 외부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

문에 벽면의 온도 또한 두께 방향으로 온도 구배가 형성되어 외
부 벽면과 내부 벽면의 온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온도 구배를 구
하기 위하여 음함수(implicit) 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층의 과도 전
도(transient multi-layer conduction)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Fourier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Cengel, Ghajar et al. 2011)

2.5 배출량 계산
본 연구에서는 압력 용기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를 통

해 내부 기체가 배출되는 상황을 모사한다. 이 때, 압력 용기 내
의 압력과 밸브 후단의 압력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급격한 팽창
이 밸브 오리피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등엔트로피 경로를 가정
하여 배출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식을 세우기 위해 
밸브 전단의 유체의 흐름은 밸브 오리피스에서의 속도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or   


or 
 (14)

여기서, 는 기체의 엔탈피, or 는 밸브 오리피스에서
의 엔탈피, or 는 밸브 오리피스에서의 속도이다. 등엔트로
피 가정과 (14) 식을 연립하여 밸브 오리피스에서의 압력과 속도
를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배출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압력 차이가 커져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압력 차이가 
더 커져도 유량이 변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임계류라 
한다. 임계류에 도달하게 되면 유체의 유속은 음속과 비슷해지게 
된다. 이 모델에서도 굉장히 큰 압력 차에 의해 임계류가 발생하
므로 유체의 음속을 (14) 식에 반영하여 배출량을 계산한다.

밸브 오리피스에서의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상의 
유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상 유체의 음속을 계산해야 한다, 선
행 연구(Haque,Richardson et al.,1990)에서는 다상 유체의 음
속을 단상과 다른 수치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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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압력, 는 밀도, 는 유체의 음속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음속을 구하는 방법이 단상과 다르기 때문에 
단상에서 다상으로 변화할 때 음속의 불연속 구간이 생기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 내의 성층류
(stratified flow)의 음속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Nguyen, 
Winter et al.,1981) 이 방법은 다상 유동 내에서 기체와 액체간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단상일 때의 음속 값을 보정하여 음속을 
계산한다.
- 다상 유동 내의 기체의 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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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상 유동 내의 액체의 음속
 

 











 





 (17)

여기서, 는 기상과 액상이 파이프를 차지하는 비율이고, 
 , 는 단상 유동일 때의 액체와 기체의 음속이다. 이와 같
이 다상 유동 내에서 각각의 유속을 고려하여 방정식에 반영하면 
불연속 구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결 과
3.1 감압 과정 실험 Data

본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Szczepanski (Szczepanski, 
1994)에서 공개한 감압 실험과 비교하였다. 공개한 실험의 조건
은 다음과 같다. 유체의 조성은 C1 64 mol%, C2 6 mol%, C3 
28 mol%, n-C4 2 mol% 혼합물을 초기 온도 293 K와 초기 압
력 117.51 bar에서 감압 실험을 진행하였다. 압력 용기 정보는 
전체 길이 3.24 m, 원통길이 2.75 m, 안쪽 지름 1.13 m, 두께 
59 mm이고, 용기 상단에 부착된 밸브 오리피스의 지름은 10 
mm이다. 외부 대기 온도와 벽면의 온도는 유체의 온도와 같다.

3.2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본 모델의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 모델인 BLOWDOWN 

(Haque, Richardson et al. 1992) 시뮬레이션 결과와 상용 소프
트웨어인 HYSYS v.9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3.2.1 압력-시간 그래프
감압이 진행되면서 압력은 초반에는 밸브 후단과의 급격한 압

력차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이 되면 압력 차
이가 줄어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모델과 선행 연
구, 상용 소프트웨어, 실험치 모두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본 모델은 실험 결과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높
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Pressure-time graph during depressurzation
3.2.2 내부 기체의 온도-시간 그래프 

내부 기체는 열용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초반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에너지를 잃게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후반에는 벽면과의 열전달로 다시 에너지를 얻으면서 온도
는 반등하게 된다.

실험에서는 압력 용기 내부에 여러 위치에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영역으로 주어졌다. 실험 및 시뮬레
이션 비교 결과는 Fig. 4에 제시되었다. 선행 연구와 상용 소프
트웨어는 감압 초반에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나 후반에는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일찍 드러나 실험치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본 
모델은 전 범위가 실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보였다.

Fig. 4 Vapor temperature-time graph during depressurzation

3.2.3 내부 액체의 온도-시간 그래프 
내부 액체의 온도는 내부 기체보다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

체의 온도와 달리 감압 후반에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선행 연구 모델은 전반적으로 
온도가 약간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결과는 초반에는 온도가 낮게 예측되나, 후반에 실험 영역 안으
로 들어왔다. 본 연구 모델은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
나, 감압 후반에 실험 결과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Fig. 5 Liquid temperature-time graph during depressurzation
3.2.4 벽면 온도-시간 그래프 

Fig. 6은 내부 기체 및 내부 액체와 맞닿는 내부 벽면의 온도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위쪽에 해당하는 내부 기체와 맞닿는 벽
면의 온도를 먼저 살펴보면 초반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체의 온
도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점차 온도가 유지되는 현상
을 보였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내부 유체와 맞닿는 벽면의 온도
는 내부 액체의 온도와 유사하게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기체와 맞닿는 벽면의 온도는 본 연구와 선행 연구, 상
용 소프트웨어의 결과가 모두 실험 결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액체와 맞닿는 벽면의 경우 선행 연구 및 상용 
소프트웨어가 감압  초반에 실험 결과보다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었다. 감압이 진행된 지 750초 이후부터, 상용 소프트웨어는 
실험 결과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만 선행 연구는 여전히 온도를 
더 낮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모델은 전반적으로 잘 예측
을 하고 있지만 감압 후반부에 실험 결과보다 약간 높은 온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내부 유체의 온도 변화 경향과 동일하다다. 
따라서 내부 액체의 온도와 내부 벽면의 온도는 서로 비슷한 경
향을 보이며 상호 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Vapor-sid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during depressurization

4. 결 론
본 연구는 탄소화합물이 담긴 고압의 압력 용기 내에서 감압

이 일어날 때의 물성 변화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압력 용기 
내의 기상과 액상 간의 비평형 조건을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하였
고, 이를 실험 결과 및 선행 연구, 상용 소프트웨어와 비교 및 검
증하였다.

열전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핵 비등 현상을 고려
한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혼합물의 핵 비등 열전달계
수를 계산할 수 있는 correlation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으며 
이는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다상과 단상 유동의 음속 계산 차이에서 비롯
되는 불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유동에서의 다상 유동
의 음속 계산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배출량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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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압력, 는 밀도, 는 유체의 음속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음속을 구하는 방법이 단상과 다르기 때문에 
단상에서 다상으로 변화할 때 음속의 불연속 구간이 생기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 내의 성층류
(stratified flow)의 음속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Nguyen, 
Winter et al.,1981) 이 방법은 다상 유동 내에서 기체와 액체간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단상일 때의 음속 값을 보정하여 음속을 
계산한다.
- 다상 유동 내의 기체의 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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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상과 액상이 파이프를 차지하는 비율이고, 
 , 는 단상 유동일 때의 액체와 기체의 음속이다. 이와 같
이 다상 유동 내에서 각각의 유속을 고려하여 방정식에 반영하면 
불연속 구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결 과
3.1 감압 과정 실험 Data

본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Szczepanski (Szczepanski, 
1994)에서 공개한 감압 실험과 비교하였다. 공개한 실험의 조건
은 다음과 같다. 유체의 조성은 C1 64 mol%, C2 6 mol%, C3 
28 mol%, n-C4 2 mol% 혼합물을 초기 온도 293 K와 초기 압
력 117.51 bar에서 감압 실험을 진행하였다. 압력 용기 정보는 
전체 길이 3.24 m, 원통길이 2.75 m, 안쪽 지름 1.13 m, 두께 
59 mm이고, 용기 상단에 부착된 밸브 오리피스의 지름은 10 
mm이다. 외부 대기 온도와 벽면의 온도는 유체의 온도와 같다.

3.2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본 모델의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 모델인 BLOWDOWN 

(Haque, Richardson et al. 1992) 시뮬레이션 결과와 상용 소프
트웨어인 HYSYS v.9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3.2.1 압력-시간 그래프
감압이 진행되면서 압력은 초반에는 밸브 후단과의 급격한 압

력차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이 되면 압력 차
이가 줄어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모델과 선행 연
구, 상용 소프트웨어, 실험치 모두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본 모델은 실험 결과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높
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Pressure-time graph during depressurzation
3.2.2 내부 기체의 온도-시간 그래프 

내부 기체는 열용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초반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에너지를 잃게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후반에는 벽면과의 열전달로 다시 에너지를 얻으면서 온도
는 반등하게 된다.

실험에서는 압력 용기 내부에 여러 위치에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영역으로 주어졌다. 실험 및 시뮬레
이션 비교 결과는 Fig. 4에 제시되었다. 선행 연구와 상용 소프
트웨어는 감압 초반에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나 후반에는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일찍 드러나 실험치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본 
모델은 전 범위가 실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보였다.

Fig. 4 Vapor temperature-time graph during depressurzation

3.2.3 내부 액체의 온도-시간 그래프 
내부 액체의 온도는 내부 기체보다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

체의 온도와 달리 감압 후반에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선행 연구 모델은 전반적으로 
온도가 약간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결과는 초반에는 온도가 낮게 예측되나, 후반에 실험 영역 안으
로 들어왔다. 본 연구 모델은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
나, 감압 후반에 실험 결과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Fig. 5 Liquid temperature-time graph during depressurzation
3.2.4 벽면 온도-시간 그래프 

Fig. 6은 내부 기체 및 내부 액체와 맞닿는 내부 벽면의 온도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위쪽에 해당하는 내부 기체와 맞닿는 벽
면의 온도를 먼저 살펴보면 초반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체의 온
도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점차 온도가 유지되는 현상
을 보였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내부 유체와 맞닿는 벽면의 온도
는 내부 액체의 온도와 유사하게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기체와 맞닿는 벽면의 온도는 본 연구와 선행 연구, 상
용 소프트웨어의 결과가 모두 실험 결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액체와 맞닿는 벽면의 경우 선행 연구 및 상용 
소프트웨어가 감압  초반에 실험 결과보다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었다. 감압이 진행된 지 750초 이후부터, 상용 소프트웨어는 
실험 결과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만 선행 연구는 여전히 온도를 
더 낮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모델은 전반적으로 잘 예측
을 하고 있지만 감압 후반부에 실험 결과보다 약간 높은 온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내부 유체의 온도 변화 경향과 동일하다다. 
따라서 내부 액체의 온도와 내부 벽면의 온도는 서로 비슷한 경
향을 보이며 상호 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Vapor-side and liquid-side inner wall 
temperature-time graph during depressurization

4. 결 론
본 연구는 탄소화합물이 담긴 고압의 압력 용기 내에서 감압

이 일어날 때의 물성 변화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압력 용기 
내의 기상과 액상 간의 비평형 조건을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하였
고, 이를 실험 결과 및 선행 연구, 상용 소프트웨어와 비교 및 검
증하였다.

열전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핵 비등 현상을 고려
한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혼합물의 핵 비등 열전달계
수를 계산할 수 있는 correlation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으며 
이는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다상과 단상 유동의 음속 계산 차이에서 비롯
되는 불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유동에서의 다상 유동
의 음속 계산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배출량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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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hip-mounted cranes are widely used in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of heavy payloads on the seabed. It needs to meet 

rigorous requirements for efficiency and safety in severe sea conditions, and the unexpected motion of the crane due to sea 

waves makes it even harder to achieve the requirements. To prevent this, anti-sway control is used to minimize the motion of 

suspended payloads regardless of the ship’s motion. It is proposed here to use the adaptive control technique to control the sway 

motion of a knuckle boom crane. Using the augmented formulation for multibody systems dynamics, a nonlinear model of a 

knuckle boom crane system with a flexible cable mounted on the OSV is obtained. And it can be considered as a spherical 

pendulum attached to a three-link manipulator, whose actuators can be controlled and joint angles can be obtained. The control 

objective is to maintain the payload position while reducing the sway motion of payload in harsh weather and sea conditions. 

In this study, a three-dimensional model of a knuckle boom crane on an OSV is implemented for the dynamic analysis. The 

case study is to transfer a subsea manifold by the knuckle boom crane in regular waves. Furthermor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uncontrolled and controlled results of the control was performed. Simulation results are included to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 reduces the impact of the disturbance in harsh sea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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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배치도를 이용한 격실 자동인식에 관한 연구 
박대희, 이필립, 이대호(㈜지노스) 

 

A Study on compartment automatic identification using ship General 

Arrangement 
Park, Dae-Hee, Lee, Philippe, Lee, Dae-Ho(Xinnos Co., Ltd) 

 
 

요 약 

 
선박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많은 규정과 표준, 방법론이 있으며 이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로 가장 기본적인 

선박 배치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분석에 바탕이 되는 격실 단위로 자동인식하는 기술을 연구했다. 자동인식 대상 격실은 

안정성 평가를 위한 기반 정보로 활용하므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고 현업에서 설계 기간 동안 많은 변경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동인식은 인식 뿐 아니라 변경과 품질에 대한 확인까지를 포함하여 안정성 평가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ywords: General Arrangement(일반배치도), Compartment Automatic Identification(격실 자동인식), Safe Return to Port(SRtP, 안전귀항) 

 

1. 서 론 
현재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해양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큰 피해를 준 

세월호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증개축을 

통하여 운항된 여객선이며 현재 국내 연안여객선은 

해외에서 들여온 중고선박으로 대부분으로 노후화 현상이 

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후선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취약성이 우려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차도선, 

카페리)에 대한 선령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관련산업에서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및 신조사업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화 사업 및 신조 사업을 통하여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형여객선에서 적용하였던 안전성 규정인 SRtP(Safe 

Return to Port, 안전 귀항)을 국내 연안여객선에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7]) 

본 연구에서는 안전 규정을 설계 단계에서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 분석을 위해 선박 설계 

도면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야 하며 일반 

배치도에서 격실 자동인식 기능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2. 선박 안정성 분석 

2.1 SRtP(Safe Return to Port)의 개요 

SRtP(Safe Return to Port, 안전귀항)의 개념은 사고가 발생하

였을 경우 선박의 자체 추진력으로 항구까지 안전하게 귀항하는

것으로 SOLAS(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인명안전조약) 규정에 

반영되었으며 길이 120m 이상인 선박 또는 3개 이상의 주 수직

격벽을 가진 선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건조되는 여객선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이필립 [3]) 

SRtP의 크게 3가지 상황에 한하여 시스템의 성능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첫 번째, 선박 내 한 수밀 구획(Watertight compartment)에서 

침수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하여 SRtP의 기본적인 개념을 만족

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IMO [6]). 

두 번째, 사고분계점(Casualty threshold) 이하의 화재 사고에 

대하여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

하고 SRtP의 개념을 만족하도록 주요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제

시한다.(IMO [5]) 사고분계점이란 고정식 소화장치의 설치 유무

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설치가 되었을 경우 화재발생 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A class 경계를 말하고 설치가 되지 않았을 시 

화재발생구역 및 인접한 구역으로부터 A class 경계까지 포함한

다. (IMO [4]) 

세 번째, 하나의 주 수직구역(Main vertical zone)이 화재로 손

실되었을 경우로 승선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3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한다.(IMO [5]) 

Table.1. 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주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Table 1 Essential system for SRtP regulations(이필립 [3]) 

No. System 

SOLAS 

II-1. II-2 

Reg.8-1 Reg.21 Reg.22 

1 Propulsion O O  

2 
Steering systems and 

steering-control systems 
O O  

3 Navigational systems O O  

4 
Systems for fill, transfer and 

service of fuel oil 
O O  

5 Internal communication O O O 

6 External communication O O O 

7 Fire main system O O O 

8 
Fixed fire-extinguishing 

systems 
O O  

9 
Fire and smoke detection 

system 
O O  

10 Bilge and ballast system O O O 

11 
Power-operated watertight 

and semi-watertight doors 
O O  

12 
Systems intended to support 

“safe areas” 
O O  

13 Flooding detection systems O O  

14 
Other systems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on 
O O  

15 

Lighting along escape route, at 

assembly station, at 

embarkation station 

- - O 

16 
Guidance systems for 

evacuation 
- - O 

Total 14 14 6 

 

 

2.2 SRtP 자동 분석 사례 

앞 절에서 서술한대로 SRtP 규정은 국제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분석 사례는 대부분 국제 

여객선에 대한 경우가 많다. 또한 규정은 기준과 대상을 정의할 

분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용이 없는 관계로 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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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배치도를 이용한 격실 자동인식에 관한 연구 
박대희, 이필립, 이대호(㈜지노스) 

 

A Study on compartment automatic identification using ship General 

Arrangement 
Park, Dae-Hee, Lee, Philippe, Lee, Dae-Ho(Xinnos Co., Ltd) 

 
 

요 약 

 
선박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많은 규정과 표준, 방법론이 있으며 이를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로 가장 기본적인 

선박 배치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분석에 바탕이 되는 격실 단위로 자동인식하는 기술을 연구했다. 자동인식 대상 격실은 

안정성 평가를 위한 기반 정보로 활용하므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고 현업에서 설계 기간 동안 많은 변경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동인식은 인식 뿐 아니라 변경과 품질에 대한 확인까지를 포함하여 안정성 평가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ywords: General Arrangement(일반배치도), Compartment Automatic Identification(격실 자동인식), Safe Return to Port(SRtP, 안전귀항) 

 

1. 서 론 
현재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해양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큰 피해를 준 

세월호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증개축을 

통하여 운항된 여객선이며 현재 국내 연안여객선은 

해외에서 들여온 중고선박으로 대부분으로 노후화 현상이 

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노후선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취약성이 우려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차도선, 

카페리)에 대한 선령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관련산업에서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및 신조사업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화 사업 및 신조 사업을 통하여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형여객선에서 적용하였던 안전성 규정인 SRtP(Safe 

Return to Port, 안전 귀항)을 국내 연안여객선에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7]) 

본 연구에서는 안전 규정을 설계 단계에서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 분석을 위해 선박 설계 

도면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야 하며 일반 

배치도에서 격실 자동인식 기능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2. 선박 안정성 분석 

2.1 SRtP(Safe Return to Port)의 개요 

SRtP(Safe Return to Port, 안전귀항)의 개념은 사고가 발생하

였을 경우 선박의 자체 추진력으로 항구까지 안전하게 귀항하는

것으로 SOLAS(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인명안전조약) 규정에 

반영되었으며 길이 120m 이상인 선박 또는 3개 이상의 주 수직

격벽을 가진 선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건조되는 여객선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이필립 [3]) 

SRtP의 크게 3가지 상황에 한하여 시스템의 성능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첫 번째, 선박 내 한 수밀 구획(Watertight compartment)에서 

침수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하여 SRtP의 기본적인 개념을 만족

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IMO [6]). 

두 번째, 사고분계점(Casualty threshold) 이하의 화재 사고에 

대하여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

하고 SRtP의 개념을 만족하도록 주요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제

시한다.(IMO [5]) 사고분계점이란 고정식 소화장치의 설치 유무

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설치가 되었을 경우 화재발생 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A class 경계를 말하고 설치가 되지 않았을 시 

화재발생구역 및 인접한 구역으로부터 A class 경계까지 포함한

다. (IMO [4]) 

세 번째, 하나의 주 수직구역(Main vertical zone)이 화재로 손

실되었을 경우로 승선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3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한다.(IMO [5]) 

Table.1. 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주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Table 1 Essential system for SRtP regulations(이필립 [3]) 

No. System 

SOLAS 

II-1. II-2 

Reg.8-1 Reg.21 Reg.22 

1 Propulsion O O  

2 
Steering systems and 

steering-control systems 
O O  

3 Navigational systems O O  

4 
Systems for fill, transfer and 

service of fuel oil 
O O  

5 Internal communication O O O 

6 External communication O O O 

7 Fire main system O O O 

8 
Fixed fire-extinguishing 

systems 
O O  

9 
Fire and smoke detection 

system 
O O  

10 Bilge and ballast system O O O 

11 
Power-operated watertight 

and semi-watertight doors 
O O  

12 
Systems intended to support 

“safe areas” 
O O  

13 Flooding detection systems O O  

14 
Other systems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on 
O O  

15 

Lighting along escape route, at 

assembly station, at 

embarkation station 

- - O 

16 
Guidance systems for 

evacuation 
- - O 

Total 14 14 6 

 

 

2.2 SRtP 자동 분석 사례 

앞 절에서 서술한대로 SRtP 규정은 국제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분석 사례는 대부분 국제 

여객선에 대한 경우가 많다. 또한 규정은 기준과 대상을 정의할 

분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용이 없는 관계로 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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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상 선박의 SRtP 규정 만족을 분석했다. 

일반배치도를 기본으로 객실을 나열한 후 전통적인 FMEA나 

FTA 방법을 적용한 경우도 있으며(윤여표 [1]), 본 연구에서 접

근한 방식과 비슷하게 자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분석을 한 사

례도 있었다.(Safety at Sea의 SAVANT 윤여표 [1])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도면에서 직접 SRtP 규정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미 상용화한 사례도 있다.(Brooks Bell 

Group)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례에 해당하는 SRtP 분석 시스템은 삼

성중공업과 함께 개발하여 여객선 도면의 자동 분석을 목표로 

개발한 시스템이 있으며, 예제 도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문경태 [2]) 

Fig. 1 The Example of SRtP (문경태 [2]) 

 

3. 선박 배치도 분석 

3.1 예제도면 개요 

SRtP 자동분석을 위해서는 일반배치도 상에 격실을 각각 자

동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 연안 카페리 설계를 담당하는 K사로부터 설계

중인 일반배치도를 전달 받았다. 제공받은 도면은 DWG파일 포

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의 Deck로 구성되고 각종 의장

품을 포함하고 있다.(Fig. 2) 

 
Fig. 2 General arrangement sample 

 

3.2 예제도면 분석 

제공받은 일반배치도를 기준으로 격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예제도면을 분석한 결과 일반배치도 전반적으로 Line, Arc 같

은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격실 단위의 형상을 가진 polygon

이나 Region같은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수의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협업이 잘 이

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배치도를 

활용하여 격실 자동인식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Fig. 3, Fig. 4와 같다. Fig. 3의 경우에는 

일반배치도 상에서 하나의 Deck가 2개의 레이어로 나뉘어진 상

태로 작도가 된 상태이다. K사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같은 작업을 

서로 다른 작업자가 수행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확인되었다. Fig. 

4의 경우는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다른 레이어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포함이 된 경우이다. 해당 케이스 역시 K사로부터 확

인한 결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이었다. 

 

 

Fig. 3 Error of Layers 

 

 

Fig. 4 Error of drawing 

 

4. 격실 자동인식 

4.1 선박 배치도 전처리 과정 

이전 절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선박의 일반

배치도를 바로 SRtP 자동화를 위하여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가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1. 작업이 잘못된 객체에 관한 배제 

2. 단일 대상에 관해서 작업된 내용의 단일 레이어 화 

3. 특정 레이어 내에서 중복되는 정보 제거 

4. 교차하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Line 분리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일반배치도는 Fig. 5와 같이 

Wireframe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를 대상으로 하여 격실을 

자동으로 인식 시킬 수 있다. 

 
Fig. 5 Sample of pre-process 

 

4.2 격실 자동인식 기능 적용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일반배치도를 대상으로 격실 자동인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격실 단위로 객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격실 단위로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특정 Wireframe을 기준

으로 가장 작은 Close loop가 포함하는 영역을 격실로 인식하도

록 정의하였다. 

각각의 Close loop wireframe을 기준으로 격실을 정의하게 되

면 Fig. 6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Fig. 6 Sample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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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상 선박의 SRtP 규정 만족을 분석했다. 

일반배치도를 기본으로 객실을 나열한 후 전통적인 FMEA나 

FTA 방법을 적용한 경우도 있으며(윤여표 [1]), 본 연구에서 접

근한 방식과 비슷하게 자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분석을 한 사

례도 있었다.(Safety at Sea의 SAVANT 윤여표 [1])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도면에서 직접 SRtP 규정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미 상용화한 사례도 있다.(Brooks Bell 

Group)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례에 해당하는 SRtP 분석 시스템은 삼

성중공업과 함께 개발하여 여객선 도면의 자동 분석을 목표로 

개발한 시스템이 있으며, 예제 도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문경태 [2]) 

Fig. 1 The Example of SRtP (문경태 [2]) 

 

3. 선박 배치도 분석 

3.1 예제도면 개요 

SRtP 자동분석을 위해서는 일반배치도 상에 격실을 각각 자

동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 연안 카페리 설계를 담당하는 K사로부터 설계

중인 일반배치도를 전달 받았다. 제공받은 도면은 DWG파일 포

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의 Deck로 구성되고 각종 의장

품을 포함하고 있다.(Fig. 2) 

 
Fig. 2 General arrangement sample 

 

3.2 예제도면 분석 

제공받은 일반배치도를 기준으로 격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예제도면을 분석한 결과 일반배치도 전반적으로 Line, Arc 같

은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격실 단위의 형상을 가진 polygon

이나 Region같은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수의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협업이 잘 이

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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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작업자가 수행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확인되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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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결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이었다. 

 

 

Fig. 3 Error of Layers 

 

 

Fig. 4 Error of drawing 

 

4. 격실 자동인식 

4.1 선박 배치도 전처리 과정 

이전 절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선박의 일반

배치도를 바로 SRtP 자동화를 위하여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가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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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하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Line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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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인식 시킬 수 있다. 

 
Fig. 5 Sample of pre-process 

 

4.2 격실 자동인식 기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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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mple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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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치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Fig. 7) 

 
Fig. 7 Result of compartment identification 

 

이렇게 각각의 격실 별로 나뉘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SRtP 자

동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국내 연안 여객선의 안전 규정 강화와 함께 국제 여객선 

대상의 안전 규정인 ‘안전귀항(SRtP, Safe Return to Port)’을 

연안 여객선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일

반배치도(GA, General Arrangement)를 바탕으로 자동 분석하

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배치도를 통해 자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에 나타난 격실을 자동인식하는 기능이 우선

적으로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치도 작성에 

사용하는 DWG 파일의 격실을 자동 인식하는 기능을 개발

하였으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히 자동인식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는 자동인식한 격실과 설비 정보를 토대로 자동

분석을 위한 안전 시스템의 순환 구조를 자동 분석하는 기능

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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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that can move at a very high 
speed in the water, and related research is steadily progressing. At this time, studies on the artificial supercavitation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the driving stability and the drag reduction in the low speed region by artificially 
generating supercavities by injecting the compressed gas at a relatively low speed are carried out. The development 
of the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technology has been progressing numerical analysis and model tests, an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carrying out related research since the beginning of research on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in Korea using the existing cavitation tunnel(CNUCT). However, since the cavitation 
tunnel can only simulated uniform flow, the real flow is a non-uniform flow with waves, 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avitation occurring in a non-nuiform flow field. In this experiment, we design the device which 
disturbs the flow uniformly in front of the cavitator and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he periodic gust flow. At this 
time, we tried to observe the cavity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flow condition by using a high speed camera and 
measure the pressure inside the cavity by using absolute press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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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월공동 수중운동체는 수중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공동으로 

덮임으로써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마치 공기 중에서 운동하는 것
과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월공동 기술의 대표적인 적용사례인 어뢰의 경우 실제 러시아
에서는 Shkval이라는 초월공동 어뢰를 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
으며, 미국, 독일, 이란 등에서도 초월공동 어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어뢰뿐만 아니라 초월 공동을 
이용한 차세대 고속정(GHOST)개발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초월
공동 수중운동체에 관련된 기술 및 연구가 위와 같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 되면서 연구 결과들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초월공동 어뢰인 Shkval의 속도는 최소 200knots 이상으로 운용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일반 어뢰
의 약 5배 이상의 속도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초월공동 어뢰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운동체가 고속
으로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자연 초월공동과 상대적으로 저속 주

행구간에서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압축가스를 분사함으로써 초월
공동을 생성 시키는 인공 초월공동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험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hn, et al., 2012, Kim, et al, 
2013). 

기존에 국내에서 수행되어온 초월공동 관련 실험 연구는 공동 
수조를 이용한 실험이 대부분이며, 이 또한 공동 수조의 특성상 
균일 유동에 대한 실험이 전부이다. 하지만 실제 해상상태에는 
파도가 있는 불균일한 유동이며, 이러한 불균일한 유동은 발생하
는 공동의 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운용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유동이 균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GHOST의 경우나 
Shkval의 경우에도 해상 어뢰정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불균일 유동이 초월공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불균일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초월공동에 대한 연구
는 최근에 수행되기 시작했으며, Lee et al.(2013)는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유동장을 모사하여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유동 내부
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형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
다. 본 실험연구는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장 내의 원판형 축
대칭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발생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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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치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Fig. 7) 

 
Fig. 7 Result of compartment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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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히 자동인식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는 자동인식한 격실과 설비 정보를 토대로 자동

분석을 위한 안전 시스템의 순환 구조를 자동 분석하는 기능

을 개발할 예정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10060114,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GT 15,000급 카페리 설계)의 지

원으로 얻은 결과이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윤여표, 문경태., 김기정, 박건일, Safe return to port 해석 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2011(6): p. 611-620. 

2. 문경태, 이.필립, 김기정,박건일,윤여표, SRTP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Proceedings of the Annual Autumn Meeting, 

SNAK, 2012: p. 520-526. 

3. 이필립, 문경태, 황인혁, 윤여표, 최양열, 크루즈 선박 승객 안

전을 고려한  도면 분석 알고리즘 연구. 대한기계학회 춘추학

술대회 자료집,2011(6):p.137-138  

4. IMO, Casualty threshold, safe return to port and safe areas 

(SOLAS ॥-2. Reg.21) 

5. IMO, Design criteria for systems to remain operational after a fire 

casualty (SOLAS ॥-2. Reg.22) 

6.IMO, System capabilities after a flooding casualty on passenger 

ships (SOLAS ॥-1. Reg.8-1) 

7.해양수산부, 제 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2016,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88&boardKey

=24&articleKey=11926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장의 인공 초월공동에 대한 실험연구
정소원, 박상태, 안병권(충남대학교)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Artificial Supercavitation under Periodic 
Gust Flows

So-Won Jeong, Sang-Tae Park, Byoung-Kwon Ah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that can move at a very high 
speed in the water, and related research is steadily progressing. At this time, studies on the artificial supercavitation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the driving stability and the drag reduction in the low speed region by artificially 
generating supercavities by injecting the compressed gas at a relatively low speed are carried out. The development 
of the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technology has been progressing numerical analysis and model tests, an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carrying out related research since the beginning of research on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in Korea using the existing cavitation tunnel(CNUCT). However, since the cavitation 
tunnel can only simulated uniform flow, the real flow is a non-uniform flow with waves, 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avitation occurring in a non-nuiform flow field. In this experiment, we design the device which 
disturbs the flow uniformly in front of the cavitator and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he periodic gust flow. At this 
time, we tried to observe the cavity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flow condition by using a high speed camera and 
measure the pressure inside the cavity by using absolute pressure sensor.

Keywords : Supercavitation(초월공동), Artificial Supercavitation(인공 초월공동), Torpedo(어뢰), Cavitation tunnel(공동 수조)

1. 서 론
초월공동 수중운동체는 수중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공동으로 

덮임으로써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마치 공기 중에서 운동하는 것
과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월공동 기술의 대표적인 적용사례인 어뢰의 경우 실제 러시아
에서는 Shkval이라는 초월공동 어뢰를 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
으며, 미국, 독일, 이란 등에서도 초월공동 어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어뢰뿐만 아니라 초월 공동을 
이용한 차세대 고속정(GHOST)개발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초월
공동 수중운동체에 관련된 기술 및 연구가 위와 같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 되면서 연구 결과들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초월공동 어뢰인 Shkval의 속도는 최소 200knots 이상으로 운용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일반 어뢰
의 약 5배 이상의 속도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초월공동 어뢰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운동체가 고속
으로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자연 초월공동과 상대적으로 저속 주

행구간에서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압축가스를 분사함으로써 초월
공동을 생성 시키는 인공 초월공동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험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hn, et al., 2012, Kim, et al, 
2013). 

기존에 국내에서 수행되어온 초월공동 관련 실험 연구는 공동 
수조를 이용한 실험이 대부분이며, 이 또한 공동 수조의 특성상 
균일 유동에 대한 실험이 전부이다. 하지만 실제 해상상태에는 
파도가 있는 불균일한 유동이며, 이러한 불균일한 유동은 발생하
는 공동의 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운용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유동이 균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GHOST의 경우나 
Shkval의 경우에도 해상 어뢰정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불균일 유동이 초월공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불균일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초월공동에 대한 연구
는 최근에 수행되기 시작했으며, Lee et al.(2013)는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유동장을 모사하여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유동 내부
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형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
다. 본 실험연구는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장 내의 원판형 축
대칭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발생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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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터널 내부의 균일 유동을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으로 모사하기 위해 캐비테이터 전방에 수중익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유동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수중익의 거동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
양한 유동조건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조건

2.1 실험 장치

실험은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CNU-CT)에서 수행되었
다. 일반적인 캐비테이션 실험과 달리 인공 초월공동 실험은 터
널 외부로부터 내부에 설치된 모형으로 분사가스를 계속해서 분
사하기 때문에 분사된 가스가 시험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은 시험부 앞쪽에서 가스
가 포집되어 터널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공 초월공동 시험에 
적합하다.

Fig. 1 CNU-CT specifications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주기적인 거동을 엄밀하게 관측하
기 위해 Photron FASTCAM-UX100 200K16G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당 2000 frames의 속도로 촬영을 하였다. 

터널 내부의 균일 유동을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불균일 유동으
로 모사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gust flow generator를 구성하고 
제작하였다. gust flow generator은 스팬길이가 96mm, 코오드 
길이가 40mm인 2차원 NACA 0020 형상의 날개단면 2개로 구성
되어 있고 날개사이의 거리는 44mm이며, 날개의 꼬리부분이 캐
비테이터로부터 71mm 전방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Fig. 3은 캐비
테이터 전방에 NACA 0020 날개단면이 설치된 위치를 보여주며, 
캐비테이터 전방에서 유입되는 유동은 상하방향(x-y방향)으로 운
동하도록 설치하였다. 이 때 각각의 날개가 ± 간격으로 최대 

± 까지 각도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날개가 
터널 외부의 서보모터에 연결되어 최대 16Hz의 속도로 주기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때 사용한 서보모터의 재원은 
Table 1과 같다.

Fig. 2 Design of Gust flow generator

Fig. 3 Vertical gust flow

정격 출력 400 W
정격 회전 속도 3000 RPM

정격 토크 13 kgf*cm
감속비 3:1

가용 주파수 16 Hz

Table 1 Specification of servo motor

동일한 gust flow generator을 이용하여 설치 방향을 변화함
으로써 유입되는 유동이 좌우방향(x-z방향)으로도 운동 가능하도
록 장치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4는 좌우방향으
로 gust flow generator를 설치한 모습과 유동 방향을 보여준다.

Fig. 4 Horizontal gust flow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5.3mm 직경을 갖는 원판형 캐비테이터
를 사용하였으며, gust flow generator를 제외하고 캐비테이터 
앞쪽의 유동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캐비테이터가 지지대 앞쪽
에 위치하는 Forward facing model로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공동 내부의 압력을 계측하기 위해 캐비테이터 후방 28mm 
위치에 압력계측 홀에 튜브를 연결하여 외부의 절대 압력센서
(ETM-190)에 연결하여 계측하였다. 

2.2 실험 조건

실험은 상하 방향 및 좌우방향에 대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유입 유속(∞ )과 캐비테이터의 직경
()를 고정하고, gust flow generator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파
장과 파고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무차원화한 
파장과 파고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때 는 파장이
고 은 파고이다. 

  


   

  (1)

이 때 발생하는 파의 형태를 2차원의 단일 진동수를 갖는 조
화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위상속도()는 식(2)와 
같으며 때문에 무차원화한 파장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식 (3)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무차원 변수인 Strouhal 
number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

  


∞


≡  (3)

식 (3)에서 무차원화한 파장은 발생하는 파의 진동수를 변화
시켜 조절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gust flow generator의 진
동수( )를 1Hz에서 15Hz까지 1Hz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식 (2)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속도에 비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구현되는 인
공 초월공동의 경우 부력효과로 인해 공동의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력효과를 최소화하고, 주기적으
로 거동하는 유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공동의 형태를 관측하기 위
해 속도를 6m/s로 고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2는 gust 
flow generator의 진동수 변화에 따른 파장과 무차원화한 길이를 
보여준다. 무차원화된 파고는 날개가 움직이는 각도(Gust angle, 
 )를 ±  , ±  , ± 으로 조절함으로써 변화시켰으며 
이 때 Strouhal number는 gust angle과 무관하며 진동수 변화에 
따른 Strouhal number 변화는 Table 2와 같다.

Frequency (Hz) St (m)
1 0.0009 6.00
2 0.0018 3.00
3 0.0027 2.00
4 0.0035 1.50
5 0.0044 1.20
6 0.0053 1.00
7 0.0062 0.86
8 0.0071 0.75
9 0.0080 0.67
10 0.0088 0.60
11 0.0097 0.55
12 0.0106 0.50
13 0.0115 0.46
14 0.0124 0.43
15 0.0133 0.40

Table 2 Test conditions 

3. 실험 결과
3.1 인공 초월공동의 상하 거동

인공 초월공동은 분사되는 공기량에 따라 발생형태가 달라지
며 이 때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공기분사계수에 따라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4)

여기서  는 분사되는 공기의 체적유량(volumetric flow rate)
이다. 이전에 수행되어온 연구(Ahn, et al., 2011, Kawakami, et 
al., 2011)에서 공기분사계수가 대략 0.12에서 캐비테이터 직경 
및 Froude 수에 상관없이 초월공동이 되는 것을 모형 시험으로 
확인한 바 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 상태에서도 
충분히 초월공동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으로 고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5는 gust angle이 
± 이고 Strouhal number가 각각 0.0009, 0.0133 일 때 한 
주기 동안 공동이 변화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에 대해 한 주기 동안에 공동의 크기와 형태가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의 길이가 St=0.0133인 경우 St=0.0009
보다 훨씬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2)에 의해 주파수
가 15Hz인 경우 gust flow generator가 발생시키는 파의 파장이 
0.40m로 1Hz의 6.00m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St=0.0133일 때 
한 주기 동안 공동이 파의 형태에 더 근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얇은 공동 꼬리부분이 상하방향으로 모드가 변
할 때 끊어지면서 공동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6은 gust angle ±  , ±  , ± 에 대해 Strou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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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터널 내부의 균일 유동을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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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수중익의 거동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
양한 유동조건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조건

2.1 실험 장치

실험은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CNU-CT)에서 수행되었
다. 일반적인 캐비테이션 실험과 달리 인공 초월공동 실험은 터
널 외부로부터 내부에 설치된 모형으로 분사가스를 계속해서 분
사하기 때문에 분사된 가스가 시험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은 시험부 앞쪽에서 가스
가 포집되어 터널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공 초월공동 시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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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주기적인 거동을 엄밀하게 관측하
기 위해 Photron FASTCAM-UX100 200K16G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당 2000 frames의 속도로 촬영을 하였다. 

터널 내부의 균일 유동을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불균일 유동으
로 모사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gust flow generator를 구성하고 
제작하였다. gust flow generator은 스팬길이가 96mm, 코오드 
길이가 40mm인 2차원 NACA 0020 형상의 날개단면 2개로 구성
되어 있고 날개사이의 거리는 44mm이며, 날개의 꼬리부분이 캐
비테이터로부터 71mm 전방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Fig. 3은 캐비
테이터 전방에 NACA 0020 날개단면이 설치된 위치를 보여주며, 
캐비테이터 전방에서 유입되는 유동은 상하방향(x-y방향)으로 운
동하도록 설치하였다. 이 때 각각의 날개가 ± 간격으로 최대 

± 까지 각도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날개가 
터널 외부의 서보모터에 연결되어 최대 16Hz의 속도로 주기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때 사용한 서보모터의 재원은 
Table 1과 같다.

Fig. 2 Design of Gust flow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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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출력 400 W
정격 회전 속도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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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비 3:1

가용 주파수 16 Hz

Table 1 Specification of servo motor

동일한 gust flow generator을 이용하여 설치 방향을 변화함
으로써 유입되는 유동이 좌우방향(x-z방향)으로도 운동 가능하도
록 장치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4는 좌우방향으
로 gust flow generator를 설치한 모습과 유동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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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압력계측 홀에 튜브를 연결하여 외부의 절대 압력센서
(ETM-190)에 연결하여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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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를 1Hz에서 15Hz까지 1Hz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식 (2)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속도에 비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구현되는 인
공 초월공동의 경우 부력효과로 인해 공동의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력효과를 최소화하고, 주기적으
로 거동하는 유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공동의 형태를 관측하기 위
해 속도를 6m/s로 고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2는 gust 
flow generator의 진동수 변화에 따른 파장과 무차원화한 길이를 
보여준다. 무차원화된 파고는 날개가 움직이는 각도(Gust angle, 
 )를 ±  , ±  , ± 으로 조절함으로써 변화시켰으며 
이 때 Strouhal number는 gust angle과 무관하며 진동수 변화에 
따른 Strouhal number 변화는 Table 2와 같다.

Frequency (Hz) St (m)
1 0.0009 6.00
2 0.0018 3.00
3 0.0027 2.00
4 0.0035 1.50
5 0.0044 1.20
6 0.0053 1.00
7 0.0062 0.86
8 0.0071 0.75
9 0.0080 0.67
10 0.0088 0.60
11 0.0097 0.55
12 0.0106 0.50
13 0.0115 0.46
14 0.0124 0.43
15 0.0133 0.40

Table 2 Test conditions 

3. 실험 결과
3.1 인공 초월공동의 상하 거동

인공 초월공동은 분사되는 공기량에 따라 발생형태가 달라지
며 이 때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공기분사계수에 따라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4)

여기서  는 분사되는 공기의 체적유량(volumetric flow rate)
이다. 이전에 수행되어온 연구(Ahn, et al., 2011, Kawakami, et 
al., 2011)에서 공기분사계수가 대략 0.12에서 캐비테이터 직경 
및 Froude 수에 상관없이 초월공동이 되는 것을 모형 시험으로 
확인한 바 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 상태에서도 
충분히 초월공동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으로 고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5는 gust angle이 
± 이고 Strouhal number가 각각 0.0009, 0.0133 일 때 한 
주기 동안 공동이 변화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에 대해 한 주기 동안에 공동의 크기와 형태가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의 길이가 St=0.0133인 경우 St=0.0009
보다 훨씬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2)에 의해 주파수
가 15Hz인 경우 gust flow generator가 발생시키는 파의 파장이 
0.40m로 1Hz의 6.00m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St=0.0133일 때 
한 주기 동안 공동이 파의 형태에 더 근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얇은 공동 꼬리부분이 상하방향으로 모드가 변
할 때 끊어지면서 공동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6은 gust angle ±  , ±  , ± 에 대해 Strou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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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rtificail supercavitation according to different Strouhal numbers
 

                        (a) St= 0.0009(=1Hz)                                  (b) St= 0.0133(=15Hz)
Fig. 5 On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supercavitation at vertical gust flow

number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
한바와 같이 모든 gust angle에 대해 Strouhal number가 증가하
면서 공동의 길이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ust angle이 
커질수록 공동 길이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입되는 파의 파장뿐만 아니라 파고의 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되
는 공동의 형태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gust 
angle이 ± 일 때 서로 다른 Strouhal number 조건에서 유입 
유동이 주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초월공동의 길이가 변화하는 형
태를 보여준다. Fig. 5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주기 동
안 공동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길이의 크기

는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주기 내에 초월공동 길이의 편차는 St=0.0088일 때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Strouhal number가 변할 때 발생
하는 초월공동의 길이를 파장으로 무차원화한 그래프를 보여준
다. 이 때 초월공동 길이는 Fig. 7에서와 같이 한 주기 동안 변하
게 되는데 초월공동의 길이가 가장 길 때와 짧을 때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gust angle이 ± 인 경우 파장으로 무차원화한 
초월공동 길이가 Strouhal number에 선형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gust flow generator의 주파수의 증가로 인해 감
소하는 파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동의 길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Fig. 9 On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supercavitation at horizontal gust flow

의미한다. gust angle이 ±  , ± 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Strouhal number에서는 ± 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만 
Strouhal number가 커질수록 공동의 길이가 파장에 비해 더 크
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도가 커질수록 감소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7 Change of cavity length during one period 
( ±  )

Fig. 8 Comparison of the maximum cavity length at 
different gust angle

3.2 인공 초월공동의 좌우 거동

부력효과는 인공 초월공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유동의 
관성력에 비해 중력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발생하며, 부력
효과로 인해 공동 끝 부분에 들려 올라가 축에 비대칭인 초월공
동이 발생한다. Fig. 5의 St=0.0009의 경우 실제 공동 끝이 비대
칭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0.500T전에는 발
생하는 공동이 gust flow generator의 영향을 받는 반면, 0.500T 
이후에는 발생하는 공동에 차이가 상대적으로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gust flow generator을 캐비테이터에 수직

230



Fig. 6 Artificail supercavitation according to different Strouhal numbers
 

                        (a) St= 0.0009(=1Hz)                                  (b) St= 0.0133(=15Hz)
Fig. 5 On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supercavitation at vertical gust flow

number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
한바와 같이 모든 gust angle에 대해 Strouhal number가 증가하
면서 공동의 길이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ust angle이 
커질수록 공동 길이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입되는 파의 파장뿐만 아니라 파고의 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되
는 공동의 형태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gust 
angle이 ± 일 때 서로 다른 Strouhal number 조건에서 유입 
유동이 주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초월공동의 길이가 변화하는 형
태를 보여준다. Fig. 5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주기 동
안 공동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길이의 크기

는 반복되는 주기 속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주기 내에 초월공동 길이의 편차는 St=0.0088일 때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Strouhal number가 변할 때 발생
하는 초월공동의 길이를 파장으로 무차원화한 그래프를 보여준
다. 이 때 초월공동 길이는 Fig. 7에서와 같이 한 주기 동안 변하
게 되는데 초월공동의 길이가 가장 길 때와 짧을 때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gust angle이 ± 인 경우 파장으로 무차원화한 
초월공동 길이가 Strouhal number에 선형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gust flow generator의 주파수의 증가로 인해 감
소하는 파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동의 길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Fig. 9 On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supercavitation at horizontal gus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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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력에 비해 중력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발생하며, 부력
효과로 인해 공동 끝 부분에 들려 올라가 축에 비대칭인 초월공
동이 발생한다. Fig. 5의 St=0.0009의 경우 실제 공동 끝이 비대
칭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0.500T전에는 발
생하는 공동이 gust flow generator의 영향을 받는 반면, 0.500T 
이후에는 발생하는 공동에 차이가 상대적으로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gust flow generator을 캐비테이터에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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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설치하여 좌우방향으로 유동을 거동시켜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초고속 카메라 2대를 이용하여 정면과 상부에서 동
시에 촬영을 하였다.

인공 초월공동의 발생 형태는 공기분사계수 및 Froude 
number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균일 유동상태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Froude 수 조건에서는 이중 와류
(twin-vortex)가 발생한다. Fig. 9는 gust angle이 ± 이고 
Strouhal number가 0.0133일 때 한 주기 동안 변화하는 공동의 
형태를 보여준다. 캐비테이터 전방에서 유입되는 유동이 좌우방
향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Fig. 6과 달리 상부에서 본 
인공 초월공동이 0.500T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면에서는 공동의 길이는 변하지만 유동의 주기
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공 초월
공동이 주기운동을 하면서 공동 끝 부분의 형태가 이중 와류
(twin-vortex)에서 재돌입 유동(re-entrant jet)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돌입 유동(re-entrant jet)은 초월공동 끝의 위치
가 최대 진폭의 위치 일 때 발생하고 공동의 길이도 작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10은 gust angle이 ± 인 경우 캐비테이
터 전방 유동의 운동방향에 따른 공동의 길이 차이를 보여준다. 
이 때 공동의 길이는 앞선 Fig. 8에서와 동일하게 가장 길 때와 
짧을 때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Strouhal number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공동의 길이는 유동의 운동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
타나지만 Strouhal number가 증가할수록 유동의 운동방향이 상
하 방향인 경우가 좌우방향인 경우보다 공동 길이의 감소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Comparison of the maximum cavity length at 
different gust direction 

5. 결 론
자연 초월공동과 함께 인공 초월공동 발생 기술은 캐비테이터 

설계 및 제어를 위한 필수 요소 기술로써 모형실험을 통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때 일반적인 캐비테이션터널에서의 모형

실험은 균일 유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초월공동에 대한 실험이 주
로 수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유동은 파도가 있
는 불균일 유동이며, 때문에 이러한 불균일 유동 상태에서 발생
하는 초월공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캐
비테이션터널에서 캐비테이션 터널 전방에서 주기적으로 거동하
는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이 때 2차원 NACA 0020 날개단면과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각도와 모터 주파수를 조절함으로써 유입 유동의 파장과 파고를 
변화시켜가며 발생하는 초월공동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유
입유동의 방향을 변화시켜 유입 유동 형태 변화에 따른 초월공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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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부가물이 부착된 3차원 날개 후류 PIV 계측을 이용한 와류 
특성 연구

신진우, 이승재, 서정천(서울대학교)

study of Vortex characteristics using PIV measurement of 
three-dimensional wing wake with a Flexible Adduct
Jin-Woo Shin, Seung-Jae Lee, Jung-Chun Suh(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Cavitation noise and vibration are one of the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the ship. In particular, at the tip of the wing, the 
pressure difference becomes large due to strong vortex motion, and cavitation occurs first. Efforts have been made to control tip 
vortex cavit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avitation delay effect of a elliptical hydrofoil with a NACA 0012 
cross-section using a flexible additive, and investigated the vortex characteristics of the wake through the PIV measurement of the 
wake.

Keywords : Hydrofoil(수중익), Flexible Adduct(유연부가물), PIV(입자영상유속계)

1. 서 론
 캐비테이션 소음과 진동은 선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특히 날개 끝에서는 강한 와류운동으로 

인해 압력차가 커져 가장 먼저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이에 날

개 끝 캐비테이션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Platzer와 sounder(1979) 날개 끝 캐비테이션(Tip vortex 

cavitation) 초생을 지연시키고자 날개 끝에 부착물을 추가하거나 

형상을 변경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창섭(2010)은 물 분

사를 통한 캐비테이션 지연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분사식 캐

비테이션 제어 기술은 분사구의 위치와 분사량에 따라 캐비테이

션 지연효과에 차이가 컸다. 또한 프로펠러 내부에 복잡한 구조

를 필요로 하고, 제작 또한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박상

일(2013) 날개 끝에 유연부가물을 부착하여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초생을 지연하고자 하였으며 합사의 종류에 따라 초생효과를 확

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연부가물을 이용하여 3차원 날개의 

캐비테이션 지연 효과를 검증하고, 후류에 대한 PIV 계측을 통해 

후류의 와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시험 조건
2.1 캐비테이션 터널

그림 1 서울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

시험은 정압상태에서 시행되었으며 용존산소량(DO content)
는 90%로 유지되게 하였다. 서울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의 제원
은 다음 표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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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설치하여 좌우방향으로 유동을 거동시켜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초고속 카메라 2대를 이용하여 정면과 상부에서 동
시에 촬영을 하였다.

인공 초월공동의 발생 형태는 공기분사계수 및 Froude 
number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균일 유동상태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Froude 수 조건에서는 이중 와류
(twin-vortex)가 발생한다. Fig. 9는 gust angle이 ± 이고 
Strouhal number가 0.0133일 때 한 주기 동안 변화하는 공동의 
형태를 보여준다. 캐비테이터 전방에서 유입되는 유동이 좌우방
향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Fig. 6과 달리 상부에서 본 
인공 초월공동이 0.500T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면에서는 공동의 길이는 변하지만 유동의 주기
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공 초월
공동이 주기운동을 하면서 공동 끝 부분의 형태가 이중 와류
(twin-vortex)에서 재돌입 유동(re-entrant jet)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돌입 유동(re-entrant jet)은 초월공동 끝의 위치
가 최대 진폭의 위치 일 때 발생하고 공동의 길이도 작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10은 gust angle이 ± 인 경우 캐비테이
터 전방 유동의 운동방향에 따른 공동의 길이 차이를 보여준다. 
이 때 공동의 길이는 앞선 Fig. 8에서와 동일하게 가장 길 때와 
짧을 때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Strouhal number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공동의 길이는 유동의 운동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
타나지만 Strouhal number가 증가할수록 유동의 운동방향이 상
하 방향인 경우가 좌우방향인 경우보다 공동 길이의 감소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Comparison of the maximum cavity length at 
different gust direction 

5. 결 론
자연 초월공동과 함께 인공 초월공동 발생 기술은 캐비테이터 

설계 및 제어를 위한 필수 요소 기술로써 모형실험을 통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때 일반적인 캐비테이션터널에서의 모형

실험은 균일 유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초월공동에 대한 실험이 주
로 수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유동은 파도가 있
는 불균일 유동이며, 때문에 이러한 불균일 유동 상태에서 발생
하는 초월공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캐
비테이션터널에서 캐비테이션 터널 전방에서 주기적으로 거동하
는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이 때 2차원 NACA 0020 날개단면과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각도와 모터 주파수를 조절함으로써 유입 유동의 파장과 파고를 
변화시켜가며 발생하는 초월공동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유
입유동의 방향을 변화시켜 유입 유동 형태 변화에 따른 초월공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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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부가물이 부착된 3차원 날개 후류 PIV 계측을 이용한 와류 
특성 연구

신진우, 이승재, 서정천(서울대학교)

study of Vortex characteristics using PIV measurement of 
three-dimensional wing wake with a Flexible Adduct
Jin-Woo Shin, Seung-Jae Lee, Jung-Chun Suh(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Cavitation noise and vibration are one of the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the ship. In particular, at the tip of the wing, the 
pressure difference becomes large due to strong vortex motion, and cavitation occurs first. Efforts have been made to control tip 
vortex cavit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avitation delay effect of a elliptical hydrofoil with a NACA 0012 
cross-section using a flexible additive, and investigated the vortex characteristics of the wake through the PIV measurement of the 
wake.

Keywords : Hydrofoil(수중익), Flexible Adduct(유연부가물), PIV(입자영상유속계)

1. 서 론
 캐비테이션 소음과 진동은 선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 특히 날개 끝에서는 강한 와류운동으로 

인해 압력차가 커져 가장 먼저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이에 날

개 끝 캐비테이션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Platzer와 sounder(1979) 날개 끝 캐비테이션(Tip vortex 

cavitation) 초생을 지연시키고자 날개 끝에 부착물을 추가하거나 

형상을 변경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창섭(2010)은 물 분

사를 통한 캐비테이션 지연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분사식 캐

비테이션 제어 기술은 분사구의 위치와 분사량에 따라 캐비테이

션 지연효과에 차이가 컸다. 또한 프로펠러 내부에 복잡한 구조

를 필요로 하고, 제작 또한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박상

일(2013) 날개 끝에 유연부가물을 부착하여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초생을 지연하고자 하였으며 합사의 종류에 따라 초생효과를 확

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연부가물을 이용하여 3차원 날개의 

캐비테이션 지연 효과를 검증하고, 후류에 대한 PIV 계측을 통해 

후류의 와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시험 조건
2.1 캐비테이션 터널

그림 1 서울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

시험은 정압상태에서 시행되었으며 용존산소량(DO content)
는 90%로 유지되게 하였다. 서울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의 제원
은 다음 표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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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원
길이 * 높이 9.03m * 3.33m

재질 스테인레스 강
계측부 최대유속 13.5m/s

압력범위 0.15~3.0 bar
관측부 300mm*300mm
표 1 서울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 제원   

  2.2 시험 모형
시험 모형은 단면을 naca0012로 갖고 장단축의 비가 1:2인 3

차원 타원형 날개이다. 모형은 상용 CAD/CAM 프로그램인 
HyperCAD/HyperMill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의 CNC 기계로 제
작하였다. 아래 그림2는 모델의 형상과 제작된 모델의 사진이다. 

그림 2 모델 형상과 제작된 모델
Sectional shape NACA 0012

Max. cord length(at   ) 150.00
Max. height 150.00

Max. thickness 18.00
Planform Elliptic

표 2 모델 형상 제원

2.3 유연부가물 부착
 유연부가물은 1차원형상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과 같

다. 따라서 보텍스와 입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그 거동을 유
추할 수 있는데, 그림과 같이 유체보다 밀도가 큰 입자는 원심력
에 의해 보텍스 중심에서 멀어지고, 유체보다 밀도가 작은 입자
는 구심력에 의해 보텍스 중심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유연부가물
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은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밀도가 0.97g/cm^2 인 dyneema를 재료로 선택하였다

3. 시험 결과
3.1 고속 카메라 촬영
Photron의 FASTCAM Mini UX50과 Nikon 105mm AF MICRO 

NIKKOR 1:2.8 D를 이용 6800fps로 날개 끝 캐비테이션을 촬영
하였다.

그림 4 수중익 각도에 따른 캐비테이션 초생

그림 5 수중익 각도에 따른 캐비테이션 크기

그림 3 유연부가물의 길이에 따른 날개 끝 캐비테이션 지연 
현상 (받음각: 7도, 시험 유속: 7.44m/s)

그림 3은 유연부가물의 날개 끝 캐비테이션 지연 효과를 보여
준다. 또한 유연부가물의 길이에 따라 캐비테이션 지연효과가 다
르게 나타났다. 

3.2 PIV 시험

그림 6 구성된 PIV 시스템

그림 6은 구성된 PIV시스템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캐비테이
션 터널의 관측부에 프리즘을 설치하고 프리즘을 통해 광학보정
을 하여 시험하였다.

3차원 날개의 후방 450mm 지점에서 단면을 4mm 레이저 시
트로 조사하여 시험하였다. 레이저는 New wave사의 Nd-YAG 
200mJ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카메라는 Dantec사의 
Flowsense 2M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해석프로그램은 dantec
사의 dynamicstudio 3.41v이다. 

시간간격을 60 , 10Hz의 주파수로 1500장을 촬영하였고, 
얻은 이미지는 soloff(1977)의 3차 보간다항식을 이용하여 
dewaping 한 후  crosscorelation을 개선한 adaptive corelation
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삽으로 처리하여 평균 유
동장을 구하였다. 

그림 7 유연부가물의 길이와 받음각에 따른 vorticity

다음 그림은 평균유동장을 통해 구한 받음각에 따른 보텍스 
코어의 vorticity의 최대값 이다. 유연부가물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vorticity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유연부가물이 보텍스 코어의 직경을 강제적으로 늘렸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카메라와 2D2C PIV 시험을 이용하여 유연

부가물이 부착된 3차원 날개의 캐비테이션 특성과 후류의 와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연부가물이 캐비테이션 초생을 지
연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유연부가물로 인하여 후류 보텍
스 코어의 크기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선으로 
찍는 2D2C PIV 촬영의 한계로서 해석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는 불확실성 해석과 더불어 SPIV로 확정하
여 시험을 반복할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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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 높이 9.03m * 3.33m

재질 스테인레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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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부 300mm*300mm
표 1 서울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 제원   

  2.2 시험 모형
시험 모형은 단면을 naca0012로 갖고 장단축의 비가 1:2인 3

차원 타원형 날개이다. 모형은 상용 CAD/CAM 프로그램인 
HyperCAD/HyperMill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의 CNC 기계로 제
작하였다. 아래 그림2는 모델의 형상과 제작된 모델의 사진이다. 

그림 2 모델 형상과 제작된 모델
Sectional shape NACA 0012

Max. cord length(at   ) 150.00
Max. height 150.00

Max. thickness 18.00
Planform Elliptic

표 2 모델 형상 제원

2.3 유연부가물 부착
 유연부가물은 1차원형상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과 같

다. 따라서 보텍스와 입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그 거동을 유
추할 수 있는데, 그림과 같이 유체보다 밀도가 큰 입자는 원심력
에 의해 보텍스 중심에서 멀어지고, 유체보다 밀도가 작은 입자
는 구심력에 의해 보텍스 중심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유연부가물
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은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밀도가 0.97g/cm^2 인 dyneema를 재료로 선택하였다

3. 시험 결과
3.1 고속 카메라 촬영
Photron의 FASTCAM Mini UX50과 Nikon 105mm AF MICRO 

NIKKOR 1:2.8 D를 이용 6800fps로 날개 끝 캐비테이션을 촬영
하였다.

그림 4 수중익 각도에 따른 캐비테이션 초생

그림 5 수중익 각도에 따른 캐비테이션 크기

그림 3 유연부가물의 길이에 따른 날개 끝 캐비테이션 지연 
현상 (받음각: 7도, 시험 유속: 7.44m/s)

그림 3은 유연부가물의 날개 끝 캐비테이션 지연 효과를 보여
준다. 또한 유연부가물의 길이에 따라 캐비테이션 지연효과가 다
르게 나타났다. 

3.2 PIV 시험

그림 6 구성된 PIV 시스템

그림 6은 구성된 PIV시스템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캐비테이
션 터널의 관측부에 프리즘을 설치하고 프리즘을 통해 광학보정
을 하여 시험하였다.

3차원 날개의 후방 450mm 지점에서 단면을 4mm 레이저 시
트로 조사하여 시험하였다. 레이저는 New wave사의 Nd-YAG 
200mJ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카메라는 Dantec사의 
Flowsense 2M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해석프로그램은 dantec
사의 dynamicstudio 3.41v이다. 

시간간격을 60 , 10Hz의 주파수로 1500장을 촬영하였고, 
얻은 이미지는 soloff(1977)의 3차 보간다항식을 이용하여 
dewaping 한 후  crosscorelation을 개선한 adaptive corelation
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삽으로 처리하여 평균 유
동장을 구하였다. 

그림 7 유연부가물의 길이와 받음각에 따른 vorticity

다음 그림은 평균유동장을 통해 구한 받음각에 따른 보텍스 
코어의 vorticity의 최대값 이다. 유연부가물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vorticity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유연부가물이 보텍스 코어의 직경을 강제적으로 늘렸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카메라와 2D2C PIV 시험을 이용하여 유연

부가물이 부착된 3차원 날개의 캐비테이션 특성과 후류의 와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연부가물이 캐비테이션 초생을 지
연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유연부가물로 인하여 후류 보텍
스 코어의 크기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선으로 
찍는 2D2C PIV 촬영의 한계로서 해석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는 불확실성 해석과 더불어 SPIV로 확정하
여 시험을 반복할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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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no.10044499),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NRF-2015R1D1A1A02061713)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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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텍스 방법은 와도이송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며, 

와도를 기저로 하는 이러한 수치해석 방법은 비관성 및 관성 
좌표계에서 지배방정식이 동일하고, 무한 원방에서 
경계조건이 자동으로 만족한다. 또한, 유체 입자를 직접 
추적하는 라그랑지안 방법은 수치확산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비선형항인 대류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안정 조건(stability condition)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장젖을 갖는다. 하지만 보텍스 방법의 주된 문제는 
계산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이며, 이는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적분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자간의 상호작용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속 
멀티폴 방법(fast multipole method)와 vortex-in-cell(VIC) 
방법이 있다. 특히, Penalization 방법과 조합된 VIC 방법은 
정규격자를 이용하여 유체입자간의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석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Lee et 
al.은 VIC 방법과 Penal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속도와 와도장으로부터 압력장을 도출하는 해석기법을 
제안한바 있다. 

이러한 수치해석 기법들은 정규격자와 Poisson 형태의 
방정식을 기초로 하여 전체 계산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하지만 정규격자의 활용하여 Poisson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해석영역에 대한 경계조건이 필요하다. 경계조건의 
산정은 보다 빠른 해석을 위한 새로운 도전적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경계조건의 빠른 산정을 위한 새로운 수치해석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지배 방정식
라그랑지안 보텍스 방법은 자신의 순환 세기, 위치, 속도를 가

진 와도 입자를 기본요소로 하며, 와도 입자의 성장과 이동은 
Navier-Stokes 방정식에 Curl을 취해 얻은 와도이송방정식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 ∇  ∇  (2)

Poisson 문제에서 무한경계조건의 효율적인 계산
이승재, 서정천(서울대학교)

Efficient implementation of infinite-domain boundary 
conditions for solving Poisson problems

Seung-Jae Lee, Jung-Chun Suh(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The penalized vortex-in-cell (pVIC) method offers a hybrid particle-mesh algorithm to simulate incompressible 
viscous flows past a solid body. In this method, fluid particles are traced by continuously updating their positions 
and strengths from the grid solution. Velocity and pressure fields are computed by solving Poisson equations for 
vector potential and pressure, and their computation can be greatly accelerated by a FFT-based solver. However, 
the computation of boundary values when solving the Poisson equations is becoming a computational time 
bottleneck. In this short communication, we introduce and assess novel and efficient numerical approaches for 
specifying boundary values using splines and contour integrals.

Keywords : vortex-in-cell method (VIC방법), penalization method (패널티화 방법), Dirichlet boundary condition (디리클레 경계조
건), Poisson equation (푸아송 방정식), spline (스플라인), contour integral (경로적분)  

표면 고착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penalty 항이 추가된 와도
이송방정식은 식(3)과 같다.



 
 ∙ ∇  ∇   ∇ ×    (3)

여기서  는 물체의 속도이다. 는 Mask 함수로서 물체 내부
에서는 1이고 물체 밖에서는 0이 된다. 는 penalty 상수이다.
유량함수와 속도의 계산은 와도를 ′보간 함수를 사용하여 정
규격자계로 내삽하여 수행하며, 유동장의 속도는 유량함수 와 
와도 간의 Poisson 방정식을 계산하여 얻어진다. Poisson 방정
식의 풀이를 위해 요구되는 경계조건은 일반적으로 Green 함수
의 해를 이용한다. 

∇   (4)

또한, Poisson 방정식 형태의 압력방정식은 penalty 항이 포
함된 Navier-Stokes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며 식(5)와 같다. 

∇   ∇ ․×   ∇․    (5)

여기서 는 전체 압력수두이며, 식(6)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6)

3. 가속화 알고리즘
식(4)와 (6)을 FFT-based Poisson solver를 이용하여 계산하

기 위해서는 해석영역이 한정되어야 하며, 해석영역은 계산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유체 입자를 포함하는 최소영역으로 선
택된다.  

3.1 유량함수에 대한 경계조건

유량한수에 대한 경계조건은 식(7)에 의해 얻을 수 있다. 

  

   ′


′ ′ (7)

해석영역의 경계에서 유량함수는 항상 부드러운 변화하는 특성
을 갖기 때문에 spline 가정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
계조건의 일부분은 식(7)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경계에서
의 값은 spline을 이용하여 근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추정
오차의 큰 증가 없이 빠른 경계조건 추정을 가능하게 하며, FMM
과 비교하여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spline을 이용한 경
계조건의 추정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요구하는 FMM과 다르게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다.

Fig. 1 Elapsed real times of spline approximation method 
and the FMM in streamfunction calculations.

3.2 전체압력에 대한 경계조건

압력 푸아송 방정식(식(5))을 이용하여 압력장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속도장과 와도장의 정보뿐만 아니라 계산영역의 경계조
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해석영역 경계에서의 H(전체압력)
이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조건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로적분을 이용한 비반복계산(non-iterative)방법을 소
개하며, James-Lackner 방법과 Miller 방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Fig. 2 Strategies to approximate boundary conditions.

Fig. 3 Comparison of pressur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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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물체의 속도이다. 는 Mask 함수로서 물체 내부
에서는 1이고 물체 밖에서는 0이 된다. 는 penalty 상수이다.
유량함수와 속도의 계산은 와도를 ′보간 함수를 사용하여 정
규격자계로 내삽하여 수행하며, 유동장의 속도는 유량함수 와 
와도 간의 Poisson 방정식을 계산하여 얻어진다. Poisson 방정
식의 풀이를 위해 요구되는 경계조건은 일반적으로 Green 함수
의 해를 이용한다. 

∇   (4)

또한, Poisson 방정식 형태의 압력방정식은 penalty 항이 포
함된 Navier-Stokes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며 식(5)와 같다. 

∇   ∇ ․×   ∇․    (5)

여기서 는 전체 압력수두이며, 식(6)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6)

3. 가속화 알고리즘
식(4)와 (6)을 FFT-based Poisson solver를 이용하여 계산하

기 위해서는 해석영역이 한정되어야 하며, 해석영역은 계산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유체 입자를 포함하는 최소영역으로 선
택된다.  

3.1 유량함수에 대한 경계조건

유량한수에 대한 경계조건은 식(7)에 의해 얻을 수 있다. 

  

   ′


′ ′ (7)

해석영역의 경계에서 유량함수는 항상 부드러운 변화하는 특성
을 갖기 때문에 spline 가정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
계조건의 일부분은 식(7)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경계에서
의 값은 spline을 이용하여 근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추정
오차의 큰 증가 없이 빠른 경계조건 추정을 가능하게 하며, FMM
과 비교하여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spline을 이용한 경
계조건의 추정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요구하는 FMM과 다르게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다.

Fig. 1 Elapsed real times of spline approximation method 
and the FMM in streamfunction calculations.

3.2 전체압력에 대한 경계조건

압력 푸아송 방정식(식(5))을 이용하여 압력장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속도장과 와도장의 정보뿐만 아니라 계산영역의 경계조
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해석영역 경계에서의 H(전체압력)
이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조건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로적분을 이용한 비반복계산(non-iterative)방법을 소
개하며, James-Lackner 방법과 Miller 방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Fig. 2 Strategies to approximate boundary conditions.

Fig. 3 Comparison of pressur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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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서 보는 바와같이, 최소한으로 선택된 계산영역에서
도 제안된 방법은 추정오차가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직접계산에 의한 방법에 비해 90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경계조건을 추정하였다. 

5. 결 언
본 발표에서는 와도를 기본 변수로 하는 하이브리드 입자-격

자 방법에서 요구되는 Poisson 방정식의 빠른 풀이를 위해 경계
조건의 계산 가속화 기법을 소개하였다. 제안된 방법들은 향후 
penalized VIC방법을 이용한 점성유동해석에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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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에서 축소 모형에 대한 초공동 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거나 설계 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초공동 시험을 수행하여 왔다 국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에서 초공동 시험을 다년 간 수행하여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뿐 만 아니라 초공동 운동체에 대한

유도제어기술을 개발하여 초공동 분야에 있어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모형 실험을 이용한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뿐 만 아니라 유도제어를 위한 기초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있다 초공동유도제어에 대한기초연구를위해서는

비교적큰수중운동체모형에대한환기형초공동의형상변화

초공동 막힘비에 따른 효과 초공동 형상에 대한 중력 효과

등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과

대등한규모의고속캐비테이션터널이없어다양한설계또는

검증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초공동 실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터널의 시험부에 설치된 수중체로

고속의 유동이 유입되어야 하고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분사된

공기 기포들이 시험부로 재유입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적절한기포포집부를필수적으로구비해야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기존의 중형 캐비테이션

터널 과는 별도로

초공동 시험용 고속 캐비테이션터널

을 설계 및 제작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수중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험부의

제원은 이며 시험부에서의 최고 유속은

터널과 유사한 로 설계되었다 초공동 실험을

위해서는 고속 유동의 실현뿐 만 아니라 기포들을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포 포집부의 설계와 검증

작업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실제공기포집부의공기제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부에서 공기 기포들을

가시화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제작된 고속터널의 정상적인

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공동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검증 후에는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을 위한 기초

모형시험을수행하였다

고속캐비테이션터널작동시운전

과 같이 최종 제작된 의 시험부 길이는

단면적크기는 이다 실제 시험부에서형성된

유체 유동의 균일도와 난류강도 값을 살펴보기 위하여

와 같은 차원 레이저 유속계를 사용하여 시험부에서 터널

유속을계측하였다 유속을계측한 곳은시험부길이방향으로

곳인데 첫 번째 윈도우의 길이방향폭방향 중심 두 번째

윈도우의 길이방향폭방향 중심에서 유속을 계측하였다 유속

계측은 의 주모터 을 변화시켜 주유동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해서 레이저 유속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고 그

결과를 에 표시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의 균일도는 내외이며 난류강도는 내외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시험부에서최대설계유속은 이었다

이미 터널 모형 시험에서는 수 상사법칙에 따라

최대 설계 유속을 만족하였는데 의 첫

번째 윈도우 중심에서 계측한 최대 유속은 으로서

최대설계유속을만족함을확인하였다

 
’

기포 포집 실험을 위해서는 원하는 공기 유량을 시험부 내로

유입할 수 있는 공기 유량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까지 ±2% 이내에서 공기 유량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공기 유량제어 시스템을 아래

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공기유량제어시스템은 공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압력탱크와 레규레이터 유량제어밸브 및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압력탱크는 최대 까지 압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기유량 분사에 따라 압력이 감소할 경우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험부를 지나는 기포의 크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와

같은 그림자기법 장치를 구성하여 시험부를

통과하는 기포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위의 그림과 같은 그림자

기법으로 형성된 관측면의 크기는 이었다

공기분사 장치는 공기분사 구멍이 위 아래 좌 우에

직경으로 뚫려 있으며 공기 유량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 아래

와 같이 공기 분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시험부 유속은 공기 분사를 위한 파이프 직경 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까지 증가시켜 기포 포집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속의 유동에서 기포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과 같이 고속카메라의 을 초당

장으로 설정하였다 공기 유량을 으로

유입시킨 후 관측면을 지나가는 기포들을 살펴보면 기포의

크기는 750 μm 이상의 대형 기포들이 관찰 되며 기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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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에서 축소 모형에 대한 초공동 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거나 설계 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초공동 시험을 수행하여 왔다 국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에서 초공동 시험을 다년 간 수행하여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뿐 만 아니라 초공동 운동체에 대한

유도제어기술을 개발하여 초공동 분야에 있어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모형 실험을 이용한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뿐 만 아니라 유도제어를 위한 기초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있다 초공동유도제어에 대한기초연구를위해서는

비교적큰수중운동체모형에대한환기형초공동의형상변화

초공동 막힘비에 따른 효과 초공동 형상에 대한 중력 효과

등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과

대등한규모의고속캐비테이션터널이없어다양한설계또는

검증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초공동 실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터널의 시험부에 설치된 수중체로

고속의 유동이 유입되어야 하고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분사된

공기 기포들이 시험부로 재유입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적절한기포포집부를필수적으로구비해야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기존의 중형 캐비테이션

터널 과는 별도로

초공동 시험용 고속 캐비테이션터널

을 설계 및 제작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수중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험부의

제원은 이며 시험부에서의 최고 유속은

터널과 유사한 로 설계되었다 초공동 실험을

위해서는 고속 유동의 실현뿐 만 아니라 기포들을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포 포집부의 설계와 검증

작업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실제공기포집부의공기제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부에서 공기 기포들을

가시화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제작된 고속터널의 정상적인

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공동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검증 후에는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을 위한 기초

모형시험을수행하였다

고속캐비테이션터널작동시운전

과 같이 최종 제작된 의 시험부 길이는

단면적크기는 이다 실제 시험부에서형성된

유체 유동의 균일도와 난류강도 값을 살펴보기 위하여

와 같은 차원 레이저 유속계를 사용하여 시험부에서 터널

유속을계측하였다 유속을계측한 곳은시험부길이방향으로

곳인데 첫 번째 윈도우의 길이방향폭방향 중심 두 번째

윈도우의 길이방향폭방향 중심에서 유속을 계측하였다 유속

계측은 의 주모터 을 변화시켜 주유동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해서 레이저 유속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고 그

결과를 에 표시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의 균일도는 내외이며 난류강도는 내외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시험부에서최대설계유속은 이었다

이미 터널 모형 시험에서는 수 상사법칙에 따라

최대 설계 유속을 만족하였는데 의 첫

번째 윈도우 중심에서 계측한 최대 유속은 으로서

최대설계유속을만족함을확인하였다

 
’

기포 포집 실험을 위해서는 원하는 공기 유량을 시험부 내로

유입할 수 있는 공기 유량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까지 ±2% 이내에서 공기 유량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공기 유량제어 시스템을 아래

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공기유량제어시스템은 공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압력탱크와 레규레이터 유량제어밸브 및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압력탱크는 최대 까지 압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기유량 분사에 따라 압력이 감소할 경우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험부를 지나는 기포의 크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와

같은 그림자기법 장치를 구성하여 시험부를

통과하는 기포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위의 그림과 같은 그림자

기법으로 형성된 관측면의 크기는 이었다

공기분사 장치는 공기분사 구멍이 위 아래 좌 우에

직경으로 뚫려 있으며 공기 유량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 아래

와 같이 공기 분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시험부 유속은 공기 분사를 위한 파이프 직경 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까지 증가시켜 기포 포집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속의 유동에서 기포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과 같이 고속카메라의 을 초당

장으로 설정하였다 공기 유량을 으로

유입시킨 후 관측면을 지나가는 기포들을 살펴보면 기포의

크기는 750 μm 이상의 대형 기포들이 관찰 되며 기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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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기 유입을 차단한 후 기포

포집을 시작하게 되면 분 후 400 μm 정도의 기포들을

관찰할 수 있고 기포 포집 기능 가동 분 후에는 300 μm 

이하의 직경을 갖는 기포들을 관찰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기포 포집 기능이 잘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터널 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진동을 계측하기 위하여

과 같은 축 가속도계를 터널의 곳에 부착하여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시험부의 경우 축 가속도계 개를

조합하여 가지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은 임펠러 회전수가 일 때 계측한 가속도 값의

시간이력을 나타낸다 은 고속터널 상부의 확장부 다음으로

배치된 엘보우이며 는 고속터널의 기포 포집부 이전에

위치한 엘보우이다 시험부 및 네 번 째 엘보우 에는 작은

크기의 진동이 계측되었고 임펠러 및 첫 번 째 엘보우 에는

시험부 및 보다 다소 큰 진동이 계측되었다 임펠러는

회전기로서 터널의 주된 진동원이고 의 경우 고속의 유동이

압력을 회복하면서 도로 회전하여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곳이므로 많은 기포 및 유동에 기인한 진동원이 존재한다 본

고속터널의 경우 기포 포집 기능이 운용되는 까지

±0.3 m/s 의 가속도 값이 나타나 터널의 진동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환기 초공동 검증 시험

위와 같이 초공동 실험을 위해 신조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에

대한 시운전을 마치고 환기 초공동 현상이 올바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기 초공동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을

위해 터널 시험부에 설치된 스트럿 파이프 캐비테이터 등에

대한 내용을 에 나타내었다

검증 시험을 위해 사용된 캐비테이터는 디스크형원판형

One-axis accelerometer 

Cavitator Pipe 
Strut 

캐비테이터이며 직경 은 이었다 환기 초공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서 언급한 공기유량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캐비테이터 후방의 파이프 위치에서 공기를

분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공기 분사 위치는

캐비테이터 뒷면에서 떨어진 곳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환기 공동수를 얻기 위해서는 형성된 공동 내부의 압력 를

계측해야 한다 공동내부 압력은 캐비테이터 뒷면에서

떨어진곳에서계측하였다

에서 수행된 초공동 검증 실험 결과들은 미네소타 대학의

터널에서 수행된 초공동 실험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캐비테이터 직경 에 대한 터널의 등가직경 의 비로

표현되는 값을 막힘비 라고 할 때 막힘비가 에

의해 막힘 효과 인 경우에 대해 초공동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시험부 유속은 

캐비테이터 직경 는 이었다 환기

초공동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공기를 분사해야 하므로 공기유량계수 와 환기 공동수 를

변화시켜야 한다 여기서 공기유량계수와 환기 공동수의

정의는아래식과같다

                          

여기서 는공기유량 는터널시험부로

유입되는자유흐름속도 ∞는터널시험부유입전위치에서의

정압력이며 는초공동내부의정압력을의미한다

을보면 의구간에서발달되지않은포말형

공동이 공기 유량 증가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유량계수가 이상에서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속이 보일 정도로 투명한

초공동이 형성되어 그 형상을 유지한다 이 초공동은

공기유량계수 값을 이하로 줄여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력현상 를 보인다 그러나

공기유량계수가 이 되면 초공동이 급격히 와해 되고

재유입제트와 유사한 유동이 공동 닫힘 영역에

나타난 후 와 같은 포말형 공동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환기형 초공동의 특성은 이미

등이보고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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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기 유입을 차단한 후 기포

포집을 시작하게 되면 분 후 400 μm 정도의 기포들을

관찰할 수 있고 기포 포집 기능 가동 분 후에는 300 μm 

이하의 직경을 갖는 기포들을 관찰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기포 포집 기능이 잘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터널 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진동을 계측하기 위하여

과 같은 축 가속도계를 터널의 곳에 부착하여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시험부의 경우 축 가속도계 개를

조합하여 가지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은 임펠러 회전수가 일 때 계측한 가속도 값의

시간이력을 나타낸다 은 고속터널 상부의 확장부 다음으로

배치된 엘보우이며 는 고속터널의 기포 포집부 이전에

위치한 엘보우이다 시험부 및 네 번 째 엘보우 에는 작은

크기의 진동이 계측되었고 임펠러 및 첫 번 째 엘보우 에는

시험부 및 보다 다소 큰 진동이 계측되었다 임펠러는

회전기로서 터널의 주된 진동원이고 의 경우 고속의 유동이

압력을 회복하면서 도로 회전하여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곳이므로 많은 기포 및 유동에 기인한 진동원이 존재한다 본

고속터널의 경우 기포 포집 기능이 운용되는 까지

±0.3 m/s 의 가속도 값이 나타나 터널의 진동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환기 초공동 검증 시험

위와 같이 초공동 실험을 위해 신조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에

대한 시운전을 마치고 환기 초공동 현상이 올바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기 초공동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을

위해 터널 시험부에 설치된 스트럿 파이프 캐비테이터 등에

대한 내용을 에 나타내었다

검증 시험을 위해 사용된 캐비테이터는 디스크형원판형

One-axis accelerometer 

Cavitator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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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터이며 직경 은 이었다 환기 초공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서 언급한 공기유량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캐비테이터 후방의 파이프 위치에서 공기를

분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공기 분사 위치는

캐비테이터 뒷면에서 떨어진 곳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환기 공동수를 얻기 위해서는 형성된 공동 내부의 압력 를

계측해야 한다 공동내부 압력은 캐비테이터 뒷면에서

떨어진곳에서계측하였다

에서 수행된 초공동 검증 실험 결과들은 미네소타 대학의

터널에서 수행된 초공동 실험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캐비테이터 직경 에 대한 터널의 등가직경 의 비로

표현되는 값을 막힘비 라고 할 때 막힘비가 에

의해 막힘 효과 인 경우에 대해 초공동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시험부 유속은 

캐비테이터 직경 는 이었다 환기

초공동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공기를 분사해야 하므로 공기유량계수 와 환기 공동수 를

변화시켜야 한다 여기서 공기유량계수와 환기 공동수의

정의는아래식과같다

                          

여기서 는공기유량 는터널시험부로

유입되는자유흐름속도 ∞는터널시험부유입전위치에서의

정압력이며 는초공동내부의정압력을의미한다

을보면 의구간에서발달되지않은포말형

공동이 공기 유량 증가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유량계수가 이상에서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속이 보일 정도로 투명한

초공동이 형성되어 그 형상을 유지한다 이 초공동은

공기유량계수 값을 이하로 줄여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력현상 를 보인다 그러나

공기유량계수가 이 되면 초공동이 급격히 와해 되고

재유입제트와 유사한 유동이 공동 닫힘 영역에

나타난 후 와 같은 포말형 공동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환기형 초공동의 특성은 이미

등이보고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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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T) 10m/s
Exp.(TSI) 10m/s

여기서 조심스럽게 살펴 볼 문제가 있는데 실험 시 사용하고

있는 유량계의 신뢰도에 대한 것이다 공기 유량을 잘 못

계측하여 실험을 할 경우 최종 실험 결과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여분석이어려워진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두종류의

유량계 사와 사를 선택하고 각 유량계를 이용하여

공기유량계수를 계측한 후 환기공동수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 때 비교자료로써 공동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터널의 최소공동수를 이용하였다 공동 형상으로부터

최소공동수를얻는자세한방법은 에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유량계를

이용한 환기초공동수 결과와 공동 형상으로부터 얻은

최소공동수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두 개의 유량계가 서로

유사한분포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형상정보및

의경험식 으로부터얻은분포와

더유사한 사의유량계를최종선정하였다

이렇게 실험에 적절한 유량계를 선정한 후 초공동 실험의

신뢰도를 위해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와 같이

나타내었다 두 기관에서 수행한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어 신조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초공동 실험 결과가

유효함을확인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뿐 만 아니라

에대해서도 과같이초공동형성실험을수행하여

수변화가초공동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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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경우 공동이 스트럿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력의 영향을 받아 위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하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력 효과는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작아져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진성을가지고공동의꼬리가진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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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로 인해 공동의 꼬리가

터널 시험부의 상판을 향해 기울어져 진행하게 되면 공동에

의한 막음 효과가 커져서 아래의 식으로 기술되는

최소 공동수가 커지게 된다  은 최소 공동수 는 터널

시험부의등가직경 는공동의최대직경을의미한다

결국 에서보는바와같이 수가 에서 으로

증가함에따라터널의최소공동수가작아짐을확인할수있다

또한같은환기공동수를얻기위해서 수가클수록더적은

공기유량이필요하고이력현상도점차감소함을알수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환기형분사형 초공동 실험을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 신조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초공동 실험을 위해 수행된

기초 실험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작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동부 작동 시 시험부내에서

균일하게 설계 유속이 형성되는 지 살펴 보았고 기포 포집부

작동에의한 시험부내기포포집 성능을조사하였다 두가지

모두 초공동 시험을 위해 적절하게 설계 및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작동 시 터널 본체에

낮은가속도값이인가되어진동성능이우수함을알게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특성을 가지고

초공동 검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추후 초공동

관련연구를적절하게수행할수있음을알게되었다

후기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위사업청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중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분사형 초공동 시험 연구과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 검증 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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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formula, 10m/s
Exp.(LT) 10m/s
Exp.(TSI) 10m/s

여기서 조심스럽게 살펴 볼 문제가 있는데 실험 시 사용하고

있는 유량계의 신뢰도에 대한 것이다 공기 유량을 잘 못

계측하여 실험을 할 경우 최종 실험 결과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여분석이어려워진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두종류의

유량계 사와 사를 선택하고 각 유량계를 이용하여

공기유량계수를 계측한 후 환기공동수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 때 비교자료로써 공동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터널의 최소공동수를 이용하였다 공동 형상으로부터

최소공동수를얻는자세한방법은 에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유량계를

이용한 환기초공동수 결과와 공동 형상으로부터 얻은

최소공동수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두 개의 유량계가 서로

유사한분포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형상정보및

의경험식 으로부터얻은분포와

더유사한 사의유량계를최종선정하였다

이렇게 실험에 적절한 유량계를 선정한 후 초공동 실험의

신뢰도를 위해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와 같이

나타내었다 두 기관에서 수행한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어 신조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초공동 실험 결과가

유효함을확인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뿐 만 아니라

에대해서도 과같이초공동형성실험을수행하여

수변화가초공동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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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경우 공동이 스트럿에 가까워짐에 따라

부력의 영향을 받아 위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하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력 효과는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작아져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진성을가지고공동의꼬리가진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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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로 인해 공동의 꼬리가

터널 시험부의 상판을 향해 기울어져 진행하게 되면 공동에

의한 막음 효과가 커져서 아래의 식으로 기술되는

최소 공동수가 커지게 된다  은 최소 공동수 는 터널

시험부의등가직경 는공동의최대직경을의미한다

결국 에서보는바와같이 수가 에서 으로

증가함에따라터널의최소공동수가작아짐을확인할수있다

또한같은환기공동수를얻기위해서 수가클수록더적은

공기유량이필요하고이력현상도점차감소함을알수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환기형분사형 초공동 실험을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 신조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초공동 실험을 위해 수행된

기초 실험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작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동부 작동 시 시험부내에서

균일하게 설계 유속이 형성되는 지 살펴 보았고 기포 포집부

작동에의한 시험부내기포포집 성능을조사하였다 두가지

모두 초공동 시험을 위해 적절하게 설계 및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작동 시 터널 본체에

낮은가속도값이인가되어진동성능이우수함을알게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특성을 가지고

초공동 검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추후 초공동

관련연구를적절하게수행할수있음을알게되었다

후기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위사업청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중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분사형 초공동 시험 연구과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 검증 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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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침수 프로펠러의 침수깊이 변화에대한 수치해석
백광준인하대학교 김관우인하대학교  

 

 

요 약
 

𝑟𝑟𝑟𝑟𝑟𝑟 𝑟𝑟𝑟𝑟𝑟𝑟

2 𝑟𝑟𝑟𝑟𝑟𝑟 ℎ/𝑅𝑅 = 0.0, 0.5, 1.0 ℎ

𝑅𝑅

프로펠러 자유수면 부분침수 프로펠러 추력감소

프로펠러 공기유입 현상

서 론

조선소는 해상 시험 이전에 안벽에서 계류중인 선박에

대한 주 추진 시스템 및 보조 장치를 검사하는 테스트를

수행한다 시험 중 프로펠러는 부두의 제한된 수심 때문에

부분침수 상태가 된다 시험 중에 선박을 고정하기 위한

계류 라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분침수

프로펠러에 대한 추력 및 토크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또한

을 위해 설치된 스러스터는 격랑 중 에서도

작동 할 수 있다 선박이나 해저 구조물과 파도의 수직

운동은 스러스터를 자유수면에 가깝게 만들고 공기 유입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프로펠러는 고속 선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선체 또는 최소 선박

흘수에 의한 프로펠러 직경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큰

프로펠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펠러는

자유수면에서 공기를 끌어 들여 공기 유입 조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손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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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침수 프로펠러의 침수깊이 변화에대한 수치해석
백광준인하대학교 김관우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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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는 해상 시험 이전에 안벽에서 계류중인 선박에

대한 주 추진 시스템 및 보조 장치를 검사하는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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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설치된 스러스터는 격랑 중 에서도

작동 할 수 있다 선박이나 해저 구조물과 파도의 수직

운동은 스러스터를 자유수면에 가깝게 만들고 공기 유입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프로펠러는 고속 선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선체 또는 최소 선박

흘수에 의한 프로펠러 직경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큰

프로펠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펠러는

자유수면에서 공기를 끌어 들여 공기 유입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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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공기유입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벽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 및 설정을 위한

스러스트는 고정 된 위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유체의

유입 속도에서 프로펠러와 다르다

전진속도가 일 때 프로펠러의 작동을 상태라고

한다 상태는 추력과 토오크가 매우 크다 큰

토오크와 갑작스런 하중 조건의 변화는 간헐적 인

공기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물에서 빠져 나가고 다시 진입하는 사이클이 일어나는

부분침수 프로펠러에서 발생한다

부분침수 프로펠러는 공기 유입 현상으로 인한 추력

손실이 일어난다 추력 손실의 원인은 프로펠러 디스크

면적의 손실 효과 프로펠러에 의한 조파현상

등으로 인한 추력 손실 및 공기유입으로 설명될 수

있다 프로펠러에 대한 공기 유입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에서 시작된 후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

최근에 은 프로펠러 침수 하중 및

전진계수에 따른 두 가지의 주요 공기 유입 메커니즘을

설립했다 하나는 더 깊은 침수깊이에서의 자유수면

와류이고 다른 하나는 중간 정도의 침수 깊이 상태에서의

팁 와류이다 이 두 메커니즘은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은 침수 깊이와

수 에 따라 추력과 토오크 손실을 예측하는

실험식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부분침수된 프로펠러로

모형 실험을 수행했다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수치적 방법은 초기에 자유

수면으로부터 빨려 들어간 공기 공동을 모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가 최근 더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은 완전히 잠긴

상태 ℎ/𝑅𝑅 = 1.4 에서 높은 하중 𝐽𝐽𝐴𝐴 = 0.1 으로 작동하는

프로펠러에 수치해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완전히 잠긴

조건 ℎ/𝑅𝑅 = 1.5 에서 다양한 전진계수 𝐽𝐽𝐴𝐴 = 0.0~0.6)로
수행 된 실험 데이터와 비교했다 한편 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부분침수 프로펠러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침수 깊이 및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른 공기유입현상의 유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회전 속도는 h/R = 0.0,

0.5, 1.0 의 침수 깊이에서 간격으로 에서

로 변화시켰다 회전 동안 블레이드의 추력 및

토오크의 시계열을 조사하여 공기 유입 효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의 경험적 공식과의 비교하여좋은

일치를 보였다

수치해석 기법

지배 방정식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배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과

비압축성 방정식이다 방정식의 적분 형태는 다음과

같다
𝑑𝑑
𝑑𝑑𝑑𝑑 ∫ 𝜌𝜌𝑑𝑑Ω

Ω
+ ∫ 𝜌𝜌𝑢𝑢𝑖𝑖𝑛𝑛𝑖𝑖𝑑𝑑𝑑𝑑

𝑆𝑆
= 0

𝑑𝑑
𝑑𝑑𝑑𝑑 ∫ 𝜌𝜌𝑢𝑢𝑖𝑖𝑑𝑑Ω

Ω
+ ∫ 𝜌𝜌𝑢𝑢𝑖𝑖𝑢𝑢𝑗𝑗𝑛𝑛𝑗𝑗𝑑𝑑𝑑𝑑

𝑆𝑆

= ∫ (𝜏𝜏𝑖𝑖𝑗𝑗𝑛𝑛𝑗𝑗 − 𝑝𝑝𝑛𝑛𝑖𝑖)𝑑𝑑𝑑𝑑
𝑆𝑆

+ ∫ 𝜌𝜌𝑏𝑏𝑖𝑖𝑑𝑑Ω
Ω

여기서 𝜌𝜌 와 𝑝𝑝 는 각각 밀도와 압력이다 𝑢𝑢𝑖𝑖 는 속도

텐서이고 𝑏𝑏𝑖𝑖는 체적력의 텐서이다 𝜏𝜏𝑖𝑖𝑗𝑗는 점성 및 난류의

유효 응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𝜏𝜏𝑖𝑖𝑗𝑗 = 𝜇𝜇𝑒𝑒 [(
𝜕𝜕𝑢𝑢𝑖𝑖
𝜕𝜕𝑥𝑥𝑗𝑗

+
𝜕𝜕𝑢𝑢𝑗𝑗
𝜕𝜕𝑥𝑥𝑖𝑖

) − 2
3 𝛿𝛿𝑖𝑖𝑗𝑗

𝜕𝜕𝑢𝑢𝑘𝑘
𝜕𝜕𝑥𝑥𝑘𝑘

]

수치적 방법
이 연구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가 수치 해석에 사용되었다 는 유한

체적 법을 기반으로 한다 대류 및 확산 항은 각각 차의

정확도를 갖는 상류차분법과 중앙차분법을 사용하여

이산화 되었다 압력 속도 결합을 위해

알고리즘이 사용되었고

ω 모델이 난류 모델에 적용되었다

프로펠러의 동작으로 인한 자유수면의 거동을 포착하기

위해 방식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사용되었다

에서 사용자는 자유수면의 수치에서 확산을

줄이기 위해 라는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이면 수치 확산의 감소가 없고

가 일 때 자유수면에 매우 날카로운

경계면이 수치확산 없이 그대로 표현된다

최적의 를 찾기 위해 여러

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했으며 모든 에 를 적용했다

수치해석 구성

대상 프로펠러
연구에 사용 된 모형 프로펠러는 한국 해양 연구원

이 컨테이너선인 를 대상으로 설계 한

이다 실물 프로펠러의 지름은 7.9 𝑚𝑚 날개 수는

개이다 모형 프로펠러의 지름은 의 축척에서

250.0 𝑚𝑚𝑚𝑚 이다 모형 프로펠러의 주요 사항 및 도면은

에 나와 있다

격자계
수치 해석을 위한 격자계를 에 나타내었다 비

정렬 격자계를 사용하는 격자 생성 법을 모형

프로펠러 주변에 그리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프로펠러 날개 표면의 경계층은 무차원 벽 거리가

𝑦𝑦+ < 1 보다 작게 되도록 프리즘 격자 층을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모형 프로펠러의 팁과 날개 뿌리 부 주변의

그리드에는 팁 및 날개뿌리부의 보오텍스를 표현 할 추가

레이어가 있다 자유수면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한 추가

레이어가 적용되었다 프로펠러 블록 및 배경에 대한

그리드 수는 각각 및 이다 한편 자유수면에

대한 보강 된 격자는 심수 중에서

수치해석을 위해 제거되었다 모델

프로펠러를 둘러싼 블록이 프로펠러의 자유수면에 대한

상대 회전 운동을 고려하여 회전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모형 프로펠러의 침수 깊이의 비율 ℎ/𝑅𝑅 은

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자유 수면으로부터 프로펠러

축까지의 깊이 ℎ 와 모델 프로펠러의 반경 𝑅𝑅 사이의

비율로 정의된다

결과 및 토의

수치해석 기법 검증
연구에 적용된 수치 해석 기법은 모형실험에서 측정 된

특성과 비교하여 검증되었다 실험은 모형

프로펠러로 에서 수행되었다 모형 프로펠러의

직경은 𝐷𝐷 = 250.0 𝑚𝑚𝑚𝑚 이고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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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공기유입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벽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 및 설정을 위한

스러스트는 고정 된 위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유체의

유입 속도에서 프로펠러와 다르다

전진속도가 일 때 프로펠러의 작동을 상태라고

한다 상태는 추력과 토오크가 매우 크다 큰

토오크와 갑작스런 하중 조건의 변화는 간헐적 인

공기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물에서 빠져 나가고 다시 진입하는 사이클이 일어나는

부분침수 프로펠러에서 발생한다

부분침수 프로펠러는 공기 유입 현상으로 인한 추력

손실이 일어난다 추력 손실의 원인은 프로펠러 디스크

면적의 손실 효과 프로펠러에 의한 조파현상

등으로 인한 추력 손실 및 공기유입으로 설명될 수

있다 프로펠러에 대한 공기 유입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에서 시작된 후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

최근에 은 프로펠러 침수 하중 및

전진계수에 따른 두 가지의 주요 공기 유입 메커니즘을

설립했다 하나는 더 깊은 침수깊이에서의 자유수면

와류이고 다른 하나는 중간 정도의 침수 깊이 상태에서의

팁 와류이다 이 두 메커니즘은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은 침수 깊이와

수 에 따라 추력과 토오크 손실을 예측하는

실험식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부분침수된 프로펠러로

모형 실험을 수행했다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수치적 방법은 초기에 자유

수면으로부터 빨려 들어간 공기 공동을 모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가 최근 더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은 완전히 잠긴

상태 ℎ/𝑅𝑅 = 1.4 에서 높은 하중 𝐽𝐽𝐴𝐴 = 0.1 으로 작동하는

프로펠러에 수치해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완전히 잠긴

조건 ℎ/𝑅𝑅 = 1.5 에서 다양한 전진계수 𝐽𝐽𝐴𝐴 = 0.0~0.6)로
수행 된 실험 데이터와 비교했다 한편 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부분침수 프로펠러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침수 깊이 및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른 공기유입현상의 유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회전 속도는 h/R = 0.0,

0.5, 1.0 의 침수 깊이에서 간격으로 에서

로 변화시켰다 회전 동안 블레이드의 추력 및

토오크의 시계열을 조사하여 공기 유입 효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의 경험적 공식과의 비교하여좋은

일치를 보였다

수치해석 기법

지배 방정식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배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과

비압축성 방정식이다 방정식의 적분 형태는 다음과

같다
𝑑𝑑
𝑑𝑑𝑑𝑑 ∫ 𝜌𝜌𝑑𝑑Ω

Ω
+ ∫ 𝜌𝜌𝑢𝑢𝑖𝑖𝑛𝑛𝑖𝑖𝑑𝑑𝑑𝑑

𝑆𝑆
= 0

𝑑𝑑
𝑑𝑑𝑑𝑑 ∫ 𝜌𝜌𝑢𝑢𝑖𝑖𝑑𝑑Ω

Ω
+ ∫ 𝜌𝜌𝑢𝑢𝑖𝑖𝑢𝑢𝑗𝑗𝑛𝑛𝑗𝑗𝑑𝑑𝑑𝑑

𝑆𝑆

= ∫ (𝜏𝜏𝑖𝑖𝑗𝑗𝑛𝑛𝑗𝑗 − 𝑝𝑝𝑛𝑛𝑖𝑖)𝑑𝑑𝑑𝑑
𝑆𝑆

+ ∫ 𝜌𝜌𝑏𝑏𝑖𝑖𝑑𝑑Ω
Ω

여기서 𝜌𝜌 와 𝑝𝑝 는 각각 밀도와 압력이다 𝑢𝑢𝑖𝑖 는 속도

텐서이고 𝑏𝑏𝑖𝑖는 체적력의 텐서이다 𝜏𝜏𝑖𝑖𝑗𝑗는 점성 및 난류의

유효 응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𝜏𝜏𝑖𝑖𝑗𝑗 = 𝜇𝜇𝑒𝑒 [(
𝜕𝜕𝑢𝑢𝑖𝑖
𝜕𝜕𝑥𝑥𝑗𝑗

+
𝜕𝜕𝑢𝑢𝑗𝑗
𝜕𝜕𝑥𝑥𝑖𝑖

) − 2
3 𝛿𝛿𝑖𝑖𝑗𝑗

𝜕𝜕𝑢𝑢𝑘𝑘
𝜕𝜕𝑥𝑥𝑘𝑘

]

수치적 방법
이 연구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가 수치 해석에 사용되었다 는 유한

체적 법을 기반으로 한다 대류 및 확산 항은 각각 차의

정확도를 갖는 상류차분법과 중앙차분법을 사용하여

이산화 되었다 압력 속도 결합을 위해

알고리즘이 사용되었고

ω 모델이 난류 모델에 적용되었다

프로펠러의 동작으로 인한 자유수면의 거동을 포착하기

위해 방식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사용되었다

에서 사용자는 자유수면의 수치에서 확산을

줄이기 위해 라는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이면 수치 확산의 감소가 없고

가 일 때 자유수면에 매우 날카로운

경계면이 수치확산 없이 그대로 표현된다

최적의 를 찾기 위해 여러

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했으며 모든 에 를 적용했다

수치해석 구성

대상 프로펠러
연구에 사용 된 모형 프로펠러는 한국 해양 연구원

이 컨테이너선인 를 대상으로 설계 한

이다 실물 프로펠러의 지름은 7.9 𝑚𝑚 날개 수는

개이다 모형 프로펠러의 지름은 의 축척에서

250.0 𝑚𝑚𝑚𝑚 이다 모형 프로펠러의 주요 사항 및 도면은

에 나와 있다

격자계
수치 해석을 위한 격자계를 에 나타내었다 비

정렬 격자계를 사용하는 격자 생성 법을 모형

프로펠러 주변에 그리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프로펠러 날개 표면의 경계층은 무차원 벽 거리가

𝑦𝑦+ < 1 보다 작게 되도록 프리즘 격자 층을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모형 프로펠러의 팁과 날개 뿌리 부 주변의

그리드에는 팁 및 날개뿌리부의 보오텍스를 표현 할 추가

레이어가 있다 자유수면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한 추가

레이어가 적용되었다 프로펠러 블록 및 배경에 대한

그리드 수는 각각 및 이다 한편 자유수면에

대한 보강 된 격자는 심수 중에서

수치해석을 위해 제거되었다 모델

프로펠러를 둘러싼 블록이 프로펠러의 자유수면에 대한

상대 회전 운동을 고려하여 회전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모형 프로펠러의 침수 깊이의 비율 ℎ/𝑅𝑅 은

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자유 수면으로부터 프로펠러

축까지의 깊이 ℎ 와 모델 프로펠러의 반경 𝑅𝑅 사이의

비율로 정의된다

결과 및 토의

수치해석 기법 검증
연구에 적용된 수치 해석 기법은 모형실험에서 측정 된

특성과 비교하여 검증되었다 실험은 모형

프로펠러로 에서 수행되었다 모형 프로펠러의

직경은 𝐷𝐷 = 250.0 𝑚𝑚𝑚𝑚 이고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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𝑛𝑛 = 14 𝑟𝑟𝑟𝑟𝑟𝑟 이다 시험 장비를 견인하는 전차의

속도는 전진계수 𝐽𝐽𝐴𝐴 = 𝑉𝑉𝐴𝐴 𝑛𝑛𝑛𝑛⁄ 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수치

해석은 이러한 모형 실험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

와 는 추력 𝐾𝐾𝑇𝑇 과 토오크 𝐾𝐾𝑄𝑄 계수와

단독효율 𝜂𝜂𝑂𝑂 의 비교를 나타낸다 추력과 토오크 계수는

일반적으로 실험과 잘 일치한다 그러나 추력 및 토오크

계수의 기울기는 실험과 약간의 차이를 갖지만 낮은

전진계수에 대해 매우 잘 일치한다

𝐽𝐽𝐴𝐴
𝐾𝐾𝑇𝑇 10𝐾𝐾𝑄𝑄 𝐾𝐾𝑇𝑇 10𝐾𝐾𝑄𝑄 𝐾𝐾𝑇𝑇 10𝐾𝐾𝑄𝑄

수치해석 조건
모형실험에서 실제 크기의 프로펠러와 동일한 전진

계수로부터 운동학적 상사가 충족된다 역학적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 수 수 및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수는 일반적으로 수 와 같이

압력과 관성 사이의 관계로 정의된다

𝜎𝜎𝑣𝑣 =
2𝑔𝑔ℎ𝑡𝑡𝑡𝑡𝑡𝑡

𝑉𝑉𝑅𝑅
2

조건에 대한 모형실험에서는 유입 속도는 이며

이는 전진계수가 𝐽𝐽𝐴𝐴 = 0 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𝜎𝜎𝑣𝑣 =
2𝑔𝑔ℎ𝑡𝑡𝑡𝑡𝑡𝑡
(𝜋𝜋𝑛𝑛𝑛𝑛)2

여기서 ℎ𝑡𝑡𝑡𝑡𝑡𝑡 은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ℎ + 𝑅𝑅로

정의된다 프로펠러 회전 속도가 빠르고

수심이 낮을수록 수가 줄어든다 기하학적

상사와 수에 대한 상사가 충족되면

수에 대한 상사가 자동으로 충족된다

본 연구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은 가지 수심 ℎ/𝑅𝑅 =

0.0, 0.5, 1.0에서 프로펠러 회전 속도

의 변화로 수행되었다 은 각 수치해석 조건에

대한 수를 나타낸다 에서의

모델 시험은 유입 속도 𝐽𝐽𝐴𝐴 = 0 의 조건에서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의 수치해석은 수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느린 유입 속도 𝐽𝐽𝐴𝐴 = 0.01 로

수행되었다

ℎ/𝑅𝑅

표면 장력의 효과에 대한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𝑊𝑊𝑒𝑒 = 𝑛𝑛𝑛𝑛√𝜌𝜌𝑛𝑛
𝑠𝑠

여기서 𝑠𝑠 는 물의 표면 장력이다 는 표면

장력의 영향을 무시하기 위한 기준 𝑊𝑊𝑒𝑒 > 180 을 제안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치 해석은 기준보다 작은 수를

갖는다 에서 수는 약 이며 여기서 사용

되는 유체는 표면 장력의 영향을 무시하기 위해 물보다

점도가 작아야 한다 그러므로 표면 장력의 영향은 이

수치해석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수치해석 결과
각 수치해석 조건에서 자유수면의 순간적인

을 에서 비교하였다 파란색

은 물의 부피 비가 인 표면을 나타낸다

자유수면 아래의 는 물로 빨려 들어간 공기

방울이고 자유 수면위의 는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뿌려진 것이다 상단 위치에 있는 블레이드의

각도는 이고 다음 블레이드는 이 프로펠러의 블레이드의

수가 개 이므로 75 °에 위치한다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가 일 때 물속에 빨려

들어간 기포는 수심과 관계없이 날개의 끝 와류를 따라

흐른다 그러나 자유수면에 대한 블레이드의 상대적인

위치와 정수압은 수심에 따라 변하므로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날개 끝 와류에 의해 유입되는 기포의 양이 감소한다

특히 ℎ/𝑅𝑅 이 일 때 날개가 물 밖으로 나왔다가

재진입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날개 끝 와류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동일한 깊이에서 프로펠러 ℎ/𝑅𝑅 = 1.0 회전 속도에 따라

공기 유입 및 파도 생성이 증가한다 날개 노출 및 입수로

인해 튀는 물방울의 양은 더 높은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서

증가한다 높은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서 물방울이

ℎ/𝑅𝑅 = 0.0보다 ℎ/𝑅𝑅 = 0.5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그러나

블레이드가 자유수면을 직접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ℎ/𝑅𝑅 = 1.0 에서는 물방울의 양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공기 방울은 ℎ/𝑅𝑅 = 0.0 일 때와 ℎ/𝑅𝑅 = 0.5

일 경우 자유수면 아래의 전체 블레이드를 덮었고

ℎ/𝑅𝑅 = 1.0 일 경우에는 어떠한 회전속도에서도 전체

블레이드를 덮지 못하였다

에서 동일한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서 수심에 따라

에 대한 추력과 토오크의 비율을 비교했다

은 높은 회전속도에서 진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기 방울의 거동이 공기 유입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각 회전시마다 변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번의

회전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ℎ/𝑅𝑅 = 0.0 및 에서 추력은 블레이드가 물 밖에

있는 범위인 °에서 °까지 이며 이후에 블레이드의

재진입으로 인해 추력 및 토오크가 급격히 증가한다

추력과 토오크의 최대 비율이 보다 크므로 추력과

토오크가 조건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과

의 실험에서 관찰되었다 수심의 증가에 따라 추력

회 복 범 위 가 넓 어 지 고 블 레 이 드 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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𝑛𝑛 = 14 𝑟𝑟𝑟𝑟𝑟𝑟 이다 시험 장비를 견인하는 전차의

속도는 전진계수 𝐽𝐽𝐴𝐴 = 𝑉𝑉𝐴𝐴 𝑛𝑛𝑛𝑛⁄ 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수치

해석은 이러한 모형 실험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

와 는 추력 𝐾𝐾𝑇𝑇 과 토오크 𝐾𝐾𝑄𝑄 계수와

단독효율 𝜂𝜂𝑂𝑂 의 비교를 나타낸다 추력과 토오크 계수는

일반적으로 실험과 잘 일치한다 그러나 추력 및 토오크

계수의 기울기는 실험과 약간의 차이를 갖지만 낮은

전진계수에 대해 매우 잘 일치한다

𝐽𝐽𝐴𝐴
𝐾𝐾𝑇𝑇 10𝐾𝐾𝑄𝑄 𝐾𝐾𝑇𝑇 10𝐾𝐾𝑄𝑄 𝐾𝐾𝑇𝑇 10𝐾𝐾𝑄𝑄

수치해석 조건
모형실험에서 실제 크기의 프로펠러와 동일한 전진

계수로부터 운동학적 상사가 충족된다 역학적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 수 수 및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수는 일반적으로 수 와 같이

압력과 관성 사이의 관계로 정의된다

𝜎𝜎𝑣𝑣 =
2𝑔𝑔ℎ𝑡𝑡𝑡𝑡𝑡𝑡

𝑉𝑉𝑅𝑅
2

조건에 대한 모형실험에서는 유입 속도는 이며

이는 전진계수가 𝐽𝐽𝐴𝐴 = 0 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𝜎𝜎𝑣𝑣 =
2𝑔𝑔ℎ𝑡𝑡𝑡𝑡𝑡𝑡
(𝜋𝜋𝑛𝑛𝑛𝑛)2

여기서 ℎ𝑡𝑡𝑡𝑡𝑡𝑡 은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ℎ + 𝑅𝑅로

정의된다 프로펠러 회전 속도가 빠르고

수심이 낮을수록 수가 줄어든다 기하학적

상사와 수에 대한 상사가 충족되면

수에 대한 상사가 자동으로 충족된다

본 연구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은 가지 수심 ℎ/𝑅𝑅 =

0.0, 0.5, 1.0에서 프로펠러 회전 속도

의 변화로 수행되었다 은 각 수치해석 조건에

대한 수를 나타낸다 에서의

모델 시험은 유입 속도 𝐽𝐽𝐴𝐴 = 0 의 조건에서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의 수치해석은 수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느린 유입 속도 𝐽𝐽𝐴𝐴 = 0.01 로

수행되었다

ℎ/𝑅𝑅

표면 장력의 효과에 대한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𝑊𝑊𝑒𝑒 = 𝑛𝑛𝑛𝑛√𝜌𝜌𝑛𝑛
𝑠𝑠

여기서 𝑠𝑠 는 물의 표면 장력이다 는 표면

장력의 영향을 무시하기 위한 기준 𝑊𝑊𝑒𝑒 > 180 을 제안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치 해석은 기준보다 작은 수를

갖는다 에서 수는 약 이며 여기서 사용

되는 유체는 표면 장력의 영향을 무시하기 위해 물보다

점도가 작아야 한다 그러므로 표면 장력의 영향은 이

수치해석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수치해석 결과
각 수치해석 조건에서 자유수면의 순간적인

을 에서 비교하였다 파란색

은 물의 부피 비가 인 표면을 나타낸다

자유수면 아래의 는 물로 빨려 들어간 공기

방울이고 자유 수면위의 는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뿌려진 것이다 상단 위치에 있는 블레이드의

각도는 이고 다음 블레이드는 이 프로펠러의 블레이드의

수가 개 이므로 75 °에 위치한다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가 일 때 물속에 빨려

들어간 기포는 수심과 관계없이 날개의 끝 와류를 따라

흐른다 그러나 자유수면에 대한 블레이드의 상대적인

위치와 정수압은 수심에 따라 변하므로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날개 끝 와류에 의해 유입되는 기포의 양이 감소한다

특히 ℎ/𝑅𝑅 이 일 때 날개가 물 밖으로 나왔다가

재진입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날개 끝 와류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동일한 깊이에서 프로펠러 ℎ/𝑅𝑅 = 1.0 회전 속도에 따라

공기 유입 및 파도 생성이 증가한다 날개 노출 및 입수로

인해 튀는 물방울의 양은 더 높은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서

증가한다 높은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서 물방울이

ℎ/𝑅𝑅 = 0.0보다 ℎ/𝑅𝑅 = 0.5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그러나

블레이드가 자유수면을 직접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ℎ/𝑅𝑅 = 1.0 에서는 물방울의 양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공기 방울은 ℎ/𝑅𝑅 = 0.0 일 때와 ℎ/𝑅𝑅 = 0.5

일 경우 자유수면 아래의 전체 블레이드를 덮었고

ℎ/𝑅𝑅 = 1.0 일 경우에는 어떠한 회전속도에서도 전체

블레이드를 덮지 못하였다

에서 동일한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서 수심에 따라

에 대한 추력과 토오크의 비율을 비교했다

은 높은 회전속도에서 진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기 방울의 거동이 공기 유입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각 회전시마다 변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번의

회전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ℎ/𝑅𝑅 = 0.0 및 에서 추력은 블레이드가 물 밖에

있는 범위인 °에서 °까지 이며 이후에 블레이드의

재진입으로 인해 추력 및 토오크가 급격히 증가한다

추력과 토오크의 최대 비율이 보다 크므로 추력과

토오크가 조건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과

의 실험에서 관찰되었다 수심의 증가에 따라 추력

회 복 범 위 가 넓 어 지 고 블 레 이 드 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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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𝑅𝑅 = 0.0

ℎ/𝑅𝑅 = 0.5

ℎ/𝑅𝑅 = 1.0

영역에서의 추력이 증가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모든

수심에서 추력 손실은 블레이드 진입 영역에서의 토오크

손실보다 크고 토오크 손실은 날개 노출 영역에서의

추력 손실보다 크다 다른 한편 추력 손실은 일반적으로

토오크 손실보다 크며 추력과 토오크 손실의 차이는

를 제외한 다른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최대 추력 및 토오크 비율은 의 모든 깊이에서 약

이다 자유수면 아래로 흡입 된 공기 방울은

에서와 같이 ℎ/𝑅𝑅 = 0.0에서 자유수면 아래의 전체

블레이드 영역을 덮는다 결과적으로 조건에서 최대 추력

비는 보다 작다 그러나 에서 ℎ/𝑅𝑅 = 0.0 과

ℎ/𝑅𝑅 = 0.5 의 최대 추력 및 토오크 비는 공기 유입 때문에

보다 작다 그리고 ℎ/𝑅𝑅 = 1.0에서 최댓값은 에서

보다 작다 에서 볼 수 있듯이 ℎ/𝑅𝑅 = 1.0일

때 유입된 기포는 바닥에 위치한 블레이드의 바깥 쪽 반경

영역을 덮는다 에 표시된 추력 및 토오크 비율은 한

회전에 대한 평균치를 에 나타낸 것이다 ℎ/𝑅𝑅 =

0.0의 추력 및 토오크 비율은 에서는 자유수면

아래의 프로펠러 디스크 면적비율보다 크고 에서는

보다도 작아진다 그리고 ℎ/𝑅𝑅 = 1.0에서의 추력 비는

에서 보다 작다

에서 각 수심에서의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 따른

추력 및 토오크 비의 변화를 보여 주며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추력 및

토오크 비의 분포는 동일한 수심에서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 따라 크기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 따른 추력 비의 변화율은 수심에

의존한다 ℎ/𝑅𝑅 = 0.0 에서 프로펠러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추력 감소율은 감소하고 ℎ/𝑅𝑅 = 0.5 에서는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 추력 감소율이 거의

일정하다 ℎ/𝑅𝑅 = 1.0의 에서의 추력 감소율은

다른 수심과 비교하여 명확하지 않다

에 요약된 추력 및 토크 비율은

의 회귀 곡선으로 그려져 있다 날개 수 개 및

개 프로펠러를 사용한 모형실험에서 측정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귀 분석이 수행되었다 회귀식은 아래와 같이

수 및 수심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𝛽𝛽𝑂𝑂 = 1 −
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ℎ

𝑅𝑅) 
𝜋𝜋1 + ℎ

𝜋𝜋𝑅𝑅
√1 − (ℎ

𝑅𝑅)
2

, (0.0 ≤ ℎ
𝑅𝑅 ≤ 1.0)

𝛽𝛽𝑄𝑄 = 𝛽𝛽𝑂𝑂 [1 − 1

28.6 (1 − 0.18ℎ/𝑅𝑅
0.18 + ℎ/𝑅𝑅) 𝜎𝜎𝑣𝑣 + 1

]

침수 깊이에 의해 결정되는 침수 면적의 영향은 𝛽𝛽𝑂𝑂이다

𝛽𝛽𝑄𝑄는 토오크 비이고 추력 비는 𝛽𝛽𝑇𝑇 = 𝛽𝛽𝑄𝑄
1/𝑚𝑚로 계산된다

여기서 𝑚𝑚은 추력 비와 토오크 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수이다 는 상수 𝑚𝑚 에 대해 과

사이의 값을 제시하였지만 은

실험으로부터 상수 𝑚𝑚 에 대해 를 얻었다 의

추력 및 토오크 비로부터 상수 𝑚𝑚 은 에서

사이이다 결과적으로 평균값은 약 이며

이 얻은 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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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𝑅𝑅 = 0.0

ℎ/𝑅𝑅 = 0.5

ℎ/𝑅𝑅 = 1.0

영역에서의 추력이 증가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모든

수심에서 추력 손실은 블레이드 진입 영역에서의 토오크

손실보다 크고 토오크 손실은 날개 노출 영역에서의

추력 손실보다 크다 다른 한편 추력 손실은 일반적으로

토오크 손실보다 크며 추력과 토오크 손실의 차이는

를 제외한 다른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최대 추력 및 토오크 비율은 의 모든 깊이에서 약

이다 자유수면 아래로 흡입 된 공기 방울은

에서와 같이 ℎ/𝑅𝑅 = 0.0에서 자유수면 아래의 전체

블레이드 영역을 덮는다 결과적으로 조건에서 최대 추력

비는 보다 작다 그러나 에서 ℎ/𝑅𝑅 = 0.0 과

ℎ/𝑅𝑅 = 0.5 의 최대 추력 및 토오크 비는 공기 유입 때문에

보다 작다 그리고 ℎ/𝑅𝑅 = 1.0에서 최댓값은 에서

보다 작다 에서 볼 수 있듯이 ℎ/𝑅𝑅 = 1.0일

때 유입된 기포는 바닥에 위치한 블레이드의 바깥 쪽 반경

영역을 덮는다 에 표시된 추력 및 토오크 비율은 한

회전에 대한 평균치를 에 나타낸 것이다 ℎ/𝑅𝑅 =

0.0의 추력 및 토오크 비율은 에서는 자유수면

아래의 프로펠러 디스크 면적비율보다 크고 에서는

보다도 작아진다 그리고 ℎ/𝑅𝑅 = 1.0에서의 추력 비는

에서 보다 작다

에서 각 수심에서의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 따른

추력 및 토오크 비의 변화를 보여 주며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추력 및

토오크 비의 분포는 동일한 수심에서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 따라 크기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 따른 추력 비의 변화율은 수심에

의존한다 ℎ/𝑅𝑅 = 0.0 에서 프로펠러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추력 감소율은 감소하고 ℎ/𝑅𝑅 = 0.5 에서는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 추력 감소율이 거의

일정하다 ℎ/𝑅𝑅 = 1.0의 에서의 추력 감소율은

다른 수심과 비교하여 명확하지 않다

에 요약된 추력 및 토크 비율은

의 회귀 곡선으로 그려져 있다 날개 수 개 및

개 프로펠러를 사용한 모형실험에서 측정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귀 분석이 수행되었다 회귀식은 아래와 같이

수 및 수심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𝛽𝛽𝑂𝑂 = 1 −
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ℎ

𝑅𝑅) 
𝜋𝜋1 + ℎ

𝜋𝜋𝑅𝑅
√1 − (ℎ

𝑅𝑅)
2

, (0.0 ≤ ℎ
𝑅𝑅 ≤ 1.0)

𝛽𝛽𝑄𝑄 = 𝛽𝛽𝑂𝑂 [1 − 1

28.6 (1 − 0.18ℎ/𝑅𝑅
0.18 + ℎ/𝑅𝑅) 𝜎𝜎𝑣𝑣 + 1

]

침수 깊이에 의해 결정되는 침수 면적의 영향은 𝛽𝛽𝑂𝑂이다

𝛽𝛽𝑄𝑄는 토오크 비이고 추력 비는 𝛽𝛽𝑇𝑇 = 𝛽𝛽𝑄𝑄
1/𝑚𝑚로 계산된다

여기서 𝑚𝑚은 추력 비와 토오크 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수이다 는 상수 𝑚𝑚 에 대해 과

사이의 값을 제시하였지만 은

실험으로부터 상수 𝑚𝑚 에 대해 를 얻었다 의

추력 및 토오크 비로부터 상수 𝑚𝑚 은 에서

사이이다 결과적으로 평균값은 약 이며

이 얻은 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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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𝑅𝑅 = 0.0

ℎ/𝑅𝑅 = 0.5 ℎ/𝑅𝑅 = 1.0

는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추력 및 토오크 비를

의 실험 데이터 및 회귀 곡선과 비교한

결과이다 실험 데이터는 날개 수 개와 개 프로펠러

사이에 약 의 차이가 있다 수치해석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회귀 곡선에서 좋은 경향을 보여준다

ℎ/𝑅𝑅 = 1.0 에서의 추력 및 토오크 비는 수가

낮더라도 날개 수 개 프로펠러의 실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한다 그러나 부분침수 조건의 경우 수치해석은

수가 낮을 때 과소 예측하고 수가

높을 경우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ℎ/𝑅𝑅 = 0.0 및

ℎ/𝑅𝑅 = 0.5의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는 낮은

수에서 날개수가 개 프로펠러보다는 날개수가 개

프로펠러의 실험 결과와 더 비슷하다

ℎ/𝑅𝑅 𝑇𝑇/𝑇𝑇0 𝑄𝑄/𝑄𝑄0 𝜂𝜂/𝜂𝜂0 결 론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건에서의 수심과

프로펠러 회전 속도 변화에 따른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공기 유입 효과를 연구 하였다 프로펠러 회전 속도는

ℎ/𝑅𝑅 = 0.0, 0.5, 1.0의 수심에서 간격으로 에서

로 다양하게 하였다

먼저 에서 수행 한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 적용된 수치 적 방법을 검증 하였다

추력 및 토오크 계수는 일반적으로 실험 데이터와

일치했으며 특히 낮은 전진계수에서 잘 일치하였다

부분침수된 프로펠러를 사용한 수치해석은 날개 노출 및

재진입으로 인한 공기 공동 및 물이 튀는 것 과 같은 공기

유입에 의한 물리적 현상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공기

유입은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증가와 수심의 감소에 따라

증가한다

프로펠러 회전 속도가 와 같이 낮은 경우 회전

동안 블레이드의 최대 추력 및 토오크는 단독상태의

평균값보다 크다 공기 공동 주변의 압력 변화가 생성하는

팁 와류는 자유수면 아래의 추력 및 토오크를 증가시킨다

회전당 평균 추력 및 토오크 손실은 공기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추력 손실은 모든 경우 프로펠러

효율 저하로 인한 토오크 손실보다 크다 프로펠러 효율은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증가와 수심의 감소에 따라

감소한다

추력과 토오크 손실을 의 실험 데이터

및 경험식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수심과

수에서 좋은 일치를 보인다 하지만 수치

해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펠러 하중

조건과 수심에서의 경험식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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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슬로싱이나 슬래밍 혹은 수중연소 등의 자유표면 유동에서 공기나 연소가스가 물이나 고체 벽면에 갇히게 되면 기체의 압축성 
효과가 주위 물의 압력장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 소스 코드인 OpenFOAM의 압축성 이상 유동 해석 코드를 이용
하여 댐 붕괴 유동에서 발생하는 갇힌 공기의 압축성 효과를 해석하였다. 지배방정식은 물과 공기에 대한  질량, 운동량 및 에너
지 보존방정식이며 밀도, 압력, 온도 및 내부에너지 사이의 추가적인 두 가지 관계식을 적용한다. 공기와 물의 내부에너지는 온도
만의 함수로 가정하였으며 상태방정식으로는 공기에 대해 이상기체방정식을 가정하고 물은 순압(barotropic) 유체로 가정하였다. 
기존의 압축성 해석에서 주로 사용되어왔던 밀도 기반 기법을 물과 같은 액체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상태방정식의 수치적 경직성
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성 해석임에도 질량보존이 만족되도록 수정되어가는 압력을 이용하여 상
태방정식으로부터 밀도를 추정하는 압력 기반 기법을 사용한다. 압력 기반 기법의 사용으로 인해 물의 체적탄성계수로부터 추정
된 압축성 계수를 사용해도 수렴 문제나 압력장의 국부적 굴곡 등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댐 붕괴 유동에 대해 보고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공기가 갇히기 전까지는 계산된 압력의 시간 변화가 실험에서 계측된 압력 변화와 좋은 일치를 보임
을 확인하였다. 공기가 갇힌 후 계산된 압력의 시간 변화에는 일정 주기의 진동이 나타났으며 이후 빠른 감쇠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에서 관측된 특정 시점에서의 계측 압력의 큰 분산을 뒷받침 한다. 계산에서는 갇힌 공기의 압력, 밀도, 온도가 각각 
기준치에 대해 2.9%, 2.17%, 0.87%의 최대 진폭으로 약 7 ms의 주기로 진동하였다. 압력, 밀도, 온도의 시간변화 위상은 정확
히 일치하였으며 매 순간 각 물리량들의 공기 내부 공간상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물-공기의 매질 경계면에서의 압력이 시간에 따
라 진동하면서 주위 물에서의 압력장에도 빠른 변화가 발생한다. 물의 음속이 크기 때문에 매질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압력의 시
간 변화는 순간적으로 물의 전 영역에 전파되어 압력의 공간상 분포는 부드러운 변화를 유지하였다. 온도의 경우 압력과 달리 갇
힌 공기의 온도 진동이 발생해도 매질 경계면 주위에서만 온도 변화가 집중되어 물의 온도는 시간 및 공간상의 변화가 전혀 발생
하지 않았다. 물의 압축성 계수를 기준치에서 10 ~ 1/100 배로 변화시켜 계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기준치가 이미 
충분히 비압축성에 가깝기 때문에 압축성 계수의 증가에 따른 계산 결과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의 압축성 계수를 낮추어 
밀도 변화를 과장한 경우에도 기준치보다 1/100 배로 감소시킨 경우에만 공기가 갇힌 후 압력 진동 진폭에 약간 영향이 발생하였
다. 유동 특성 변화에 따른 갇힌 공기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유동장 크기 및 초기 조건이 다른 실험에 대한 압력 진동이 모사되
었다. 유동장 크기의 증가는 압력 진동 주기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갇힌 공기의 질량 변화보다 주위 물의 부가 
질량  증가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갇힌 공기 내부의 온도 진동에서 주위 물보다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 및 온도 상승 
폭이 낮은 온도의 지속 시간이나 온도 하강 폭보다 큰 결과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갇힌 공기의 진동 에너지 소산에 주위 물로의 
열에너지 방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Keywords : Entrapped air(갇힌 공기), Compressibility(압축성), Pressure based method(압력 기반 기법), Equation of state(상태방정식), 
Barotropic fluid(순압 유체), Broken dam(댐 붕괴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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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댐 붕괴 유동에서 발생하는 갇힌 공기의 압축성 효과를 해석하였다. 지배방정식은 물과 공기에 대한  질량, 운동량 및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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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공기가 갇히기 전까지는 계산된 압력의 시간 변화가 실험에서 계측된 압력 변화와 좋은 일치를 보임
을 확인하였다. 공기가 갇힌 후 계산된 압력의 시간 변화에는 일정 주기의 진동이 나타났으며 이후 빠른 감쇠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에서 관측된 특정 시점에서의 계측 압력의 큰 분산을 뒷받침 한다. 계산에서는 갇힌 공기의 압력, 밀도, 온도가 각각 
기준치에 대해 2.9%, 2.17%, 0.87%의 최대 진폭으로 약 7 ms의 주기로 진동하였다. 압력, 밀도, 온도의 시간변화 위상은 정확
히 일치하였으며 매 순간 각 물리량들의 공기 내부 공간상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물-공기의 매질 경계면에서의 압력이 시간에 따
라 진동하면서 주위 물에서의 압력장에도 빠른 변화가 발생한다. 물의 음속이 크기 때문에 매질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압력의 시
간 변화는 순간적으로 물의 전 영역에 전파되어 압력의 공간상 분포는 부드러운 변화를 유지하였다. 온도의 경우 압력과 달리 갇
힌 공기의 온도 진동이 발생해도 매질 경계면 주위에서만 온도 변화가 집중되어 물의 온도는 시간 및 공간상의 변화가 전혀 발생
하지 않았다. 물의 압축성 계수를 기준치에서 10 ~ 1/100 배로 변화시켜 계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기준치가 이미 
충분히 비압축성에 가깝기 때문에 압축성 계수의 증가에 따른 계산 결과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의 압축성 계수를 낮추어 
밀도 변화를 과장한 경우에도 기준치보다 1/100 배로 감소시킨 경우에만 공기가 갇힌 후 압력 진동 진폭에 약간 영향이 발생하였
다. 유동 특성 변화에 따른 갇힌 공기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유동장 크기 및 초기 조건이 다른 실험에 대한 압력 진동이 모사되
었다. 유동장 크기의 증가는 압력 진동 주기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갇힌 공기의 질량 변화보다 주위 물의 부가 
질량  증가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갇힌 공기 내부의 온도 진동에서 주위 물보다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 및 온도 상승 
폭이 낮은 온도의 지속 시간이나 온도 하강 폭보다 큰 결과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갇힌 공기의 진동 에너지 소산에 주위 물로의 
열에너지 방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Keywords : Entrapped air(갇힌 공기), Compressibility(압축성), Pressure based method(압력 기반 기법), Equation of state(상태방정식), 
Barotropic fluid(순압 유체), Broken dam(댐 붕괴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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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has been a key target in the Marine Industry since the IMO’s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published its findings in 2009. The representative emission index is termed as the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the new ships. The reduction of ship resistance is most effective way for fuel saving and CO2 emissions reduction.  In 
this point, the air lubrication is suitable method for skin friction reduction.

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ir lubrication test at flat plate test for applying to vessel.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by changing the nozzle shape, trim angle, air injection flux, and water flow speed. Experiments with a 
flat plate were conducted in the large water tunnel. The realtime air lubrication pattern were recorded video by action-CAM. The 
recorded videos were analyzed in order to detect the lubrication fatten, lubrication area and air spread angle with the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he results of flat plate test indicated that trim angle and kinetic energy ratio (KER) are important 
parameter.

Keywords : Air lubrication(윤활), Air-layer(공기막), Drag reduction(저항저감), Skin friction(마찰저항), CO2 emission (이산화탄소 배출), Energy saving
(에너지절감), Trim angle(트림 각), Image analysis(영상분석)

1. 서 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지구 온난화
의 영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2013년도부터 신조선
에 발효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2025년 까지 최대 30% 까지 온
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선박 저항을 낮추고 추진 효율 향상 시키는 것이
다.

선박의 운항 저항은 크게 선체가 일으키는 파도에 의한 조파
저항과 물속에 잠긴 선체와 물과의 마찰에 의한 마찰 저항으로 
대별된다. CFD 및 선형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파저항은 총저항의 
20% 이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마찰 저항이 총 저항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속 비대선의 경우 80~90% 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의 마찰 저항을 10% 저감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불의 운송비 절감 효과가 있다. 따라서 마찰 저항을 제어하
는 것이 조선 및 해운업계가 격고 있는 환경규제 및 연료비 문제
로부터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마찰 저항을 감소하기 위한 유동제어 방법은 크게 수동적인
(Passive)방법과 능동적인(Active)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동적
인제어방법으로는 Riblets, 유연벽면, 수직날블레이드 및 마찰저
감 기능성도료가 알려져 있으며, 능동적 제어방법으로는 벽면 가
열 및 냉각법, EMTC(Electro-Magnetic Turbulence Control), 경
계층 흡입 & 분출법 및 공기윤활법이 있다. 

저항저감기법을 실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설치 및 운
용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저항저감효과로 얻어지는 연로절감비용

이 얼마나 경제적인지가를 선박운용기간 등을 고려한 CAPEX관
점에서의 판단이 요구되어진다.

공기윤활 (Air lubrication) 및 미소기포 마찰저항저감 기법은 
마찰저항저감을 위하여 제안된 유동제어기법 중 실용화에 근접
한 기법이다. 미소기포법은 표면 근처에 미세한 공기 방울을 분
사하여 난류유동의 운동량 교환을 방해하여 저항을 저감하는 방
법으로 일본 NMRI(National Marine Research Institute) 그룹에 
의하여 실선 적용이 시도되어 3-4%의 운항효율 향상이 보고되
고 있다(Kodama et al. 2002). 하지만 기포 분사공을 가공해야 
하고 기포가 추진기의 cavitation 을 야기하여 추진효율이 저하되
는 점은 실용화의 주된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Fig. 1 Conceptual sketches illustrating the different air 
lubrication techniques (Ceccio et al, 2012)

Fig. 2 Percentage drag reduction versus air flux (Ceccio 
et al, 2010)

 공기윤활기법은 Fig. 1과 같이 공기의 분사형태 및 공기가 
분사된 표면에 따라 Bubble Drag Reduction (BDR), Air Layer 
Drag Reduction (ALDR), 그리고 Partial Cavity Drag Reduction 
(PCDR)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BDR기법은 미소기포를 경계층 내부로 주입하여 Bulk density
를 낮추고 난류윤동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한다.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Pumping power가 낮은 반면 저항저감율은 20%이하이다.
ALDR기법은 마찰표면과 유체사이에 공기막을 형성하여 침수

표면적을 감소시켜 마찰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다. BDR에 비해 높
은 Pumping power가 요구되는 반면 저항저감율은 80%이상이
다. BDR과 ALDR 두 기법 모두 분사위치로부터 얼마나 지속적으
로 윤활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PCDR기법은 선저부에 공기공동을 형성하여 적은 유량으로도 
지속적인 공기윤활막을 형성한다. 선체표면의 공기공동 제작이 
필요하여 기본적인 형상저항의 증가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기 제
작된 선박 적용에 있어 용이하지 않다.

University of Michigan 의 Prof. Ceccio group 에서는 6m 평
판에서 분사유량에 따른 BDR과 ALDR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 Fig. 2는 분사유량과 윤활기법에 따른 마찰저항 저감
율 나타낸 그래프이다. 초기 BDR에서 공기분사유량을 약 2배정
도 늘려줄 경우 분사된 공기가 응집되어 ALDR으로 변화하면서 
저항저감율은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윤활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윤활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항주자세, 분사유량 및 노즐의 형상을 달리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Fig. 3 Picture and Specifications of Large Circulating Water 
Channel

공기윤활평판실험은 윤활공기가 안정화될 수 있는 시험시간의 
확보와 유속에 의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얻기 위하여 오픈형 대
형회류수조에서 실시되었다. Fig. 3은 회류수조의 사진과 재원을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된 평판의 길이(L) × 폭(B)은 2.5(m) × 
1(m)로 제작되었다. 평판의 기울기 조절을 통하여 선박의 선수경
사 혹은 선미경사 상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고정부는 힌지형태로 
고안되었으며, 노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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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방법은 선박 저항을 낮추고 추진 효율 향상 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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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 저항은 크게 선체가 일으키는 파도에 의한 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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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된다. CFD 및 선형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파저항은 총저항의 
20% 이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마찰 저항이 총 저항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속 비대선의 경우 80~90% 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의 마찰 저항을 10% 저감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불의 운송비 절감 효과가 있다. 따라서 마찰 저항을 제어하
는 것이 조선 및 해운업계가 격고 있는 환경규제 및 연료비 문제
로부터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마찰 저항을 감소하기 위한 유동제어 방법은 크게 수동적인
(Passive)방법과 능동적인(Active)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동적
인제어방법으로는 Riblets, 유연벽면, 수직날블레이드 및 마찰저
감 기능성도료가 알려져 있으며, 능동적 제어방법으로는 벽면 가
열 및 냉각법, EMTC(Electro-Magnetic Turbulence Control), 경
계층 흡입 & 분출법 및 공기윤활법이 있다. 

저항저감기법을 실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설치 및 운
용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저항저감효과로 얻어지는 연로절감비용

이 얼마나 경제적인지가를 선박운용기간 등을 고려한 CAPEX관
점에서의 판단이 요구되어진다.

공기윤활 (Air lubrication) 및 미소기포 마찰저항저감 기법은 
마찰저항저감을 위하여 제안된 유동제어기법 중 실용화에 근접
한 기법이다. 미소기포법은 표면 근처에 미세한 공기 방울을 분
사하여 난류유동의 운동량 교환을 방해하여 저항을 저감하는 방
법으로 일본 NMRI(National Marine Research Institute) 그룹에 
의하여 실선 적용이 시도되어 3-4%의 운항효율 향상이 보고되
고 있다(Kodama et al. 2002). 하지만 기포 분사공을 가공해야 
하고 기포가 추진기의 cavitation 을 야기하여 추진효율이 저하되
는 점은 실용화의 주된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Fig. 1 Conceptual sketches illustrating the different air 
lubrication techniques (Ceccio et al, 2012)

Fig. 2 Percentage drag reduction versus air flux (Ceccio 
et al, 2010)

 공기윤활기법은 Fig. 1과 같이 공기의 분사형태 및 공기가 
분사된 표면에 따라 Bubble Drag Reduction (BDR), Air Layer 
Drag Reduction (ALDR), 그리고 Partial Cavity Drag Reduction 
(PCDR)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BDR기법은 미소기포를 경계층 내부로 주입하여 Bulk density
를 낮추고 난류윤동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한다. 공기를 주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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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umping power가 요구되는 반면 저항저감율은 80%이상이
다. BDR과 ALDR 두 기법 모두 분사위치로부터 얼마나 지속적으
로 윤활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PCDR기법은 선저부에 공기공동을 형성하여 적은 유량으로도 
지속적인 공기윤활막을 형성한다. 선체표면의 공기공동 제작이 
필요하여 기본적인 형상저항의 증가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기 제
작된 선박 적용에 있어 용이하지 않다.

University of Michigan 의 Prof. Ceccio group 에서는 6m 평
판에서 분사유량에 따른 BDR과 ALDR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 Fig. 2는 분사유량과 윤활기법에 따른 마찰저항 저감
율 나타낸 그래프이다. 초기 BDR에서 공기분사유량을 약 2배정
도 늘려줄 경우 분사된 공기가 응집되어 ALDR으로 변화하면서 
저항저감율은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윤활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윤활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항주자세, 분사유량 및 노즐의 형상을 달리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Fig. 3 Picture and Specifications of Large Circulating Water 
Channel

공기윤활평판실험은 윤활공기가 안정화될 수 있는 시험시간의 
확보와 유속에 의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얻기 위하여 오픈형 대
형회류수조에서 실시되었다. Fig. 3은 회류수조의 사진과 재원을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된 평판의 길이(L) × 폭(B)은 2.5(m) × 
1(m)로 제작되었다. 평판의 기울기 조절을 통하여 선박의 선수경
사 혹은 선미경사 상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고정부는 힌지형태로 
고안되었으며, 노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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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hotos of air injection nozzle

Fig. 4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공기의 분사유량은 Mass Flow Controller(MFC)에 의해 제어
된다. Fig. 4은 공기윤활평판실험에 대한 계략도이다. Fig. 5는 
실험에 사용한 노즐의 사진이다. (a) 직경 10mm의 수직분사 노
즐이이고, (b)는 분사각도 12°를 가진 다공노즐이며, 초기 버블
형태로 분사되어 공기 막 형태로 변한다. (c)는 분사각도 12°를 
가진 slit형태의 분사노즐이며, 초기 공기막 형태로 분사된다. 모
든 분사노즐의 분사다면적은 동일하다.

2.2 실험방법

평판은 수심 0.47m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평판의 종경사각

은 평판후미의 고정부의 높이를 조정하여 변경하였다. 유동방향

기준으로 0°, 2°, 4°, -2°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실험유속은 0.5, 

1.0, 1.5 m/s에서 각각 실시하였고, 분사유량은 식 (1)과 같이 평

판의 폭(BL), 이상공기층두께(tAL)와 유입유속( )의 곱으로 산출

된다. Table 1은 각 유속별 분사유량을 나타낸 표이다. 공기윤활

과 관련된 선행연구문헌들은 이상공기두께(tAL)기준으로 분사유

량을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운동량에너지비(KER)의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KER은 분사되는 윤활공기의 운동량에너지비와 

물의 운동량에너지 비로 식 (2)와 같다.

   ×  × (1)

 
 ×



 ×


(2)

공기의 분사 후 10s 이상의  공기막 안정을 위한 대기시간을 

가졌고, 20s이상의 영상을 기록하였으나, 영상분석에 사용된 시

간은 10s이다.  윤활영상은 액션캠(GoPro Hero3+)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1704×1524pixel 해상도에서 29.97fps 속도로 촬영

되었다. Fig. 6은 윤활영상 촬영 후 영상분석을 실시한 영역을 나

타 낸 것이다.

Fig. 6 Image analysis area for flat plate test

2.3 영상분석

실험을 통해 계측된 영상은 윤활영역을 추출 및 윤활확산각을 

산출하기 위하여 Fig. 7의 순서로 영상분석이 진행되었다. Fig. 8

은 A-type 분사노즐, –2°선미트림, 유속 1.5 m/s, 공기의 분사속

도가 물의 유속의 28배인 KER=1.0 에서의 (a) original 윤활영상

과 (b) 실시간 윤활영역을 추출한 영상,  (c) 시간평균 윤활영상

을 나타낸 것이다. 

Flow Speed Rate [Air/Water] 10 20 28 32 35 40 60 80 100
Lubrication Thickness [mm] 0.8 1.6 2.2 2.5 2.7 3.1 4.7 6.3 7.9

Kinetic  Energy Ratio 0.1 0.5 1.0 1.3 1.5 2.0 4.6 8.2 12.8
Flow [m/s] Air Injection Flux [/min]

0.5 24 47 67 75 82 94 141 188 236
1.0 47 94 133 149 163 188 283 377 471
1.5 71 141 200 224 245 283 424 565 707

Table 1 Air injection condition on flat plate test

Fig. 7 Flowchart of digital image analysis

(a) Original real time air lubrication picture

(b) Real time air lubrication image 

(c) Time average air lubrication image 
Fig. 8 Air lubrication image of A-(-2°)-1.5m/s-028 

3. 실험결과
Fig. 9는 A-type 분사노즐, 유속 1.5 m/s, 공기의 분사속도가 

물의 유속의 28배인 KER=1.0 에서의 실시간 윤활영상을 트림 

각도에 따라 비교를 한 그림이다. 선미 트림의 경우, 분사된 공기

의 부력작용이 평판에 의해 저지 되어 지속적인 윤활영역을 유지

하였고, 선수트림일 경우보다 넓은 확산각도를 보였다. 선수 트

림일수록 큰 덩어리의 공기층이 떨어져나가는 형상을 보였다. 이

러한 패턴은 노즐형상에 큰 상관없이 분사된 공기가 Air-layer를 

형성하면 윤활형상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Fig. 9 Real-time air lubrication image
( A-type, Velocity = 1.5 m/s, KER=1.0 )

Fig. 10 Real-time air lubrication image ( A-type, Velocity=1.5 
m/s, Trim angle = 0 d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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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공기의 분사유량은 Mass Flow Controller(MFC)에 의해 제어
된다. Fig. 4은 공기윤활평판실험에 대한 계략도이다. Fig. 5는 
실험에 사용한 노즐의 사진이다. (a) 직경 10mm의 수직분사 노
즐이이고, (b)는 분사각도 12°를 가진 다공노즐이며, 초기 버블
형태로 분사되어 공기 막 형태로 변한다. (c)는 분사각도 12°를 
가진 slit형태의 분사노즐이며, 초기 공기막 형태로 분사된다. 모
든 분사노즐의 분사다면적은 동일하다.

2.2 실험방법

평판은 수심 0.47m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평판의 종경사각

은 평판후미의 고정부의 높이를 조정하여 변경하였다. 유동방향

기준으로 0°, 2°, 4°, -2°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실험유속은 0.5, 

1.0, 1.5 m/s에서 각각 실시하였고, 분사유량은 식 (1)과 같이 평

판의 폭(BL), 이상공기층두께(tAL)와 유입유속( )의 곱으로 산출

된다. Table 1은 각 유속별 분사유량을 나타낸 표이다. 공기윤활

과 관련된 선행연구문헌들은 이상공기두께(tAL)기준으로 분사유

량을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운동량에너지비(KER)의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KER은 분사되는 윤활공기의 운동량에너지비와 

물의 운동량에너지 비로 식 (2)와 같다.

   ×  × (1)

 
 ×



 ×


(2)

공기의 분사 후 10s 이상의  공기막 안정을 위한 대기시간을 

가졌고, 20s이상의 영상을 기록하였으나, 영상분석에 사용된 시

간은 10s이다.  윤활영상은 액션캠(GoPro Hero3+)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1704×1524pixel 해상도에서 29.97fps 속도로 촬영

되었다. Fig. 6은 윤활영상 촬영 후 영상분석을 실시한 영역을 나

타 낸 것이다.

Fig. 6 Image analysis area for flat plate test

2.3 영상분석

실험을 통해 계측된 영상은 윤활영역을 추출 및 윤활확산각을 

산출하기 위하여 Fig. 7의 순서로 영상분석이 진행되었다. Fig. 8

은 A-type 분사노즐, –2°선미트림, 유속 1.5 m/s, 공기의 분사속

도가 물의 유속의 28배인 KER=1.0 에서의 (a) original 윤활영상

과 (b) 실시간 윤활영역을 추출한 영상,  (c) 시간평균 윤활영상

을 나타낸 것이다. 

Flow Speed Rate [Air/Water] 10 20 28 32 35 40 60 80 100
Lubrication Thickness [mm] 0.8 1.6 2.2 2.5 2.7 3.1 4.7 6.3 7.9

Kinetic  Energy Ratio 0.1 0.5 1.0 1.3 1.5 2.0 4.6 8.2 12.8
Flow [m/s] Air Injection Flux [/min]

0.5 24 47 67 75 82 94 141 188 236
1.0 47 94 133 149 163 188 283 377 471
1.5 71 141 200 224 245 283 424 565 707

Table 1 Air injection condition on flat plate test

Fig. 7 Flowchart of digital i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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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al time air lubric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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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ir lubrication image of A-(-2°)-1.5m/s-028 

3. 실험결과
Fig. 9는 A-type 분사노즐, 유속 1.5 m/s, 공기의 분사속도가 

물의 유속의 28배인 KER=1.0 에서의 실시간 윤활영상을 트림 

각도에 따라 비교를 한 그림이다. 선미 트림의 경우, 분사된 공기

의 부력작용이 평판에 의해 저지 되어 지속적인 윤활영역을 유지

하였고, 선수트림일 경우보다 넓은 확산각도를 보였다. 선수 트

림일수록 큰 덩어리의 공기층이 떨어져나가는 형상을 보였다. 이

러한 패턴은 노즐형상에 큰 상관없이 분사된 공기가 Air-layer를 

형성하면 윤활형상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Fig. 9 Real-time air lubrication image
( A-type, Velocity = 1.5 m/s, KER=1.0 )

Fig. 10 Real-time air lubrication image ( A-type, Velocity=1.5 
m/s, Trim angle = 0 d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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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A-type 분사노즐, 유속 1.5 m/s, 평판트림각 0°의 

경우 각 KER에 따른 실시간 윤활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KER이 1

보다 커질수록 분사된 공기가 “∧”형태로 갈라지는 형상을 보였

다.

Fig. 11은 B-type 분사노즐, 유속 1.5m/s, 평반트림각 (-2)°

인 선미트림의 겨우 Bubble과 Air-layer의 윤활형태를 비교한 것

이다. Fig. 11 (a)는 KER = 0.1 분사 시 버블형태의 윤활형상을 

보였고, 선미트림이지만 유선을 따라 평판의 끝까지 윤활공기가 

흘러감을 보였다. Fig. 11 (b)는 분사된 공기가 응집되면서 

Air-layer의 윤활 형태를 보였다.

(a) Air bubble ( KER = 0.1 )

(b) Air layer ( KER = 0.5 )
Fig. 11 Real-time air lubrication image ( B-type, Velocity=1.5 
m/s, Trim angle = (-2.0) deg )

4. 결 론
공기윤활에 있어 윤활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

기 위하여 분사노즐의 형상, 평판의 트림 각, 유속 및 분사공기
의 KER를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윤활형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압력구배 즉 트림각도에 따라 확연한 
윤활형태의 차이를 보였다. 선수트림일 경우 선미트림보다 분사
된 공기가 빠르게 선미방향으로 흘러가고 좁은 윤활 확산각도를 
가지며, 윤활공기가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는 형태의 윤활 패턴을 
보였다. 선미트림일 경우 선수트림보다 넓은 확산각도를 보이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확산각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적은분사유량으로 지속적인 윤활영역확보

가 가능하였다. 분사유량을 운동에너지비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운동에너지비(KER)가 1.0부근에서 윤활형상이  “∧”형태로 갈라

지는 형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윤활에 있어 과도한 공기공급

은 효율적인 윤활면적 확보에 좋지 않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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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A-type 분사노즐, 유속 1.5 m/s, 평판트림각 0°의 

경우 각 KER에 따른 실시간 윤활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KER이 1

보다 커질수록 분사된 공기가 “∧”형태로 갈라지는 형상을 보였

다.

Fig. 11은 B-type 분사노즐, 유속 1.5m/s, 평반트림각 (-2)°

인 선미트림의 겨우 Bubble과 Air-layer의 윤활형태를 비교한 것

이다. Fig. 11 (a)는 KER = 0.1 분사 시 버블형태의 윤활형상을 

보였고, 선미트림이지만 유선을 따라 평판의 끝까지 윤활공기가 

흘러감을 보였다. Fig. 11 (b)는 분사된 공기가 응집되면서 

Air-layer의 윤활 형태를 보였다.

(a) Air bubble ( KER = 0.1 )

(b) Air layer ( KER = 0.5 )
Fig. 11 Real-time air lubrication image ( B-type, Velocity=1.5 
m/s, Trim angle = (-2.0) deg )

4. 결 론
공기윤활에 있어 윤활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

기 위하여 분사노즐의 형상, 평판의 트림 각, 유속 및 분사공기
의 KER를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윤활형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압력구배 즉 트림각도에 따라 확연한 
윤활형태의 차이를 보였다. 선수트림일 경우 선미트림보다 분사
된 공기가 빠르게 선미방향으로 흘러가고 좁은 윤활 확산각도를 
가지며, 윤활공기가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는 형태의 윤활 패턴을 
보였다. 선미트림일 경우 선수트림보다 넓은 확산각도를 보이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확산각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적은분사유량으로 지속적인 윤활영역확보

가 가능하였다. 분사유량을 운동에너지비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운동에너지비(KER)가 1.0부근에서 윤활형상이  “∧”형태로 갈라

지는 형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윤활에 있어 과도한 공기공급

은 효율적인 윤활면적 확보에 좋지 않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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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강화되는 신 기후체제(파리협약)가 도입되는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의 CO2 배출 저감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박의 연료비 절감과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연비성능 향상 효과가 큰 연료절감장치개발에도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저부에 공기를 분사하여 선체와 해수의 접수면적을 줄여 마찰저항 저감 성능을 

발휘하는 능동형 공기윤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기윤활시스템 적용 일환으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SAVER Air 시스템의 실선 성능 검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량물 운반선(Heavy Cargo Carrier) 

대상으로 설계 최적화, 실선적용 시 문제점 분석 그리고 시운전 및 실해역에서의 최적화 연구를 통해 실선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고, 8.8%의 순 동력 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Air Lubrication System(공기 윤활 시스템), Performance Optimization(성능 최적화), Active-Type Energy Saving Device(능동형 연료 절감 

장치) 

 

1. 서 론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 이 

2015년 12월 채결된바 있고 2016년 11월 공식 발효되었다.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교토의정서보다 상향 조정되어 규제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의 운항 

에너지 절감을 통한 CO2 배출량 감소와 운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선박의 연비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술들은 조선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크게 선박의 

저항을 저감시키는 기술과 추진효율을 향상 시키는 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 선박의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성과와 제안이 있었으며, 이미 그 

효과에 대한 실선 검증 결과들이 많은 문헌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삼성중공업에서도 SARB(Samsung Asymmetric 

Rudder Bulb)와 같이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를 

개발하여 연료절감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Hong et al, 2014). 

선박의 저항은 마찰저항과 압력저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압력저항의 경우 그 감소를 위하여 선형최적화, 

연료절감장치 개발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선미부 압력회복을 통해 저항을 

감소시키는 연료 절감 장치로 SAVER(Samsung Advanced 

Vibration & Energy Reduction) Fin을 개발하여 많은 실적선에 

적용하여 연료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Lee et al, 2015). 

마찰저항의 경우 도료업체를 중심으로 Roughness 

control을 이용한 표면에너지 감소를 기저로 하는 

수동형(Passive type)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들어 

능동형(Active Type) 연료 절감 기술인 공기윤활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공기윤활법은 선저면에 공기를 분사하여 선체와 

해수의 접수 면적을 줄이는 기술로 공기 분사를 위한 추가 

동력 소요, 고가의 설치 비용 또는 선박 개조 문제 등의 

이유로 내수면용 선박, 크루즈선,  소형 선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Butuzov, 1997, Latorre, 1997). 

하지만 최근 들어 선박의 운항 에너지 절감을 통한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과 해운사의 운항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독자적인 공기 윤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기술 연구 및 응용 연구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기술 

확보와 향후 실선 적용을 목표로 연구가 수행 되어 왔다.  

삼성중공업은 대형 공동수조 시험에서 평판 하부에 

공기를 분사하여 분사 유량에 따른 국부 마찰저항을 

계측하는 실험을 통해 공기분사에 의한 유동특성 및 

정량적인 마찰저항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등 공기윤활의 

기초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66K DWT Bulk 

Carrier를 대상 선박으로 공기윤활에 의한 동력 절감을 

평가하는 모형시험을 통한 실선성능추정법을 정립하였고, 

파랑중 부가저항 모형실험을 통하여 외란이 동력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Jang et al, 2013 ; So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공기윤활기술에 대한 모형 시험법과 성능 

추정법 등의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물 

운반선에 공기윤활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유체역학적 

최적 설계, 실선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시스템의 실선 배치 

최적화, 시운전 및 실해역 운용최적화 등의 연구를 

통하여 연료절감성능을 검증하였다. 

 

2. 실험적 연구  

 

2.1 공기분사에 의한 평판 마찰저항 변화 

 

먼저, 선박의 선저면에 공기를 분사하여 접수면적 감소에 

의한 마찰저항을 저감하는 기술인 공기윤활법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공기분사에 따른 평판하부의 마찰저항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Jang et al, 2012).  

 

 
Fig.1 Frictional drag reduction by air flow rate (U=5m/s) 

 

Fig. 1은 공동수조 내 유속 5m/s 조건에서 공기층 두께에 

따른 평판의 마찰저항 감소율(FDR, Frictional Drag 

Reduction)을 나타낸 것이며, 공기 공급 유량의 경우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공기층 두께(tAL)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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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저부에 공기를 분사하여 선체와 해수의 접수면적을 줄여 마찰저항 저감 성능을 

발휘하는 능동형 공기윤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기윤활시스템 적용 일환으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SAVER Air 시스템의 실선 성능 검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량물 운반선(Heavy Cargo Carrier) 

대상으로 설계 최적화, 실선적용 시 문제점 분석 그리고 시운전 및 실해역에서의 최적화 연구를 통해 실선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고, 8.8%의 순 동력 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Air Lubrication System(공기 윤활 시스템), Performance Optimization(성능 최적화), Active-Type Energy Saving Device(능동형 연료 절감 

장치) 

 

1. 서 론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 이 

2015년 12월 채결된바 있고 2016년 11월 공식 발효되었다.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교토의정서보다 상향 조정되어 규제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의 운항 

에너지 절감을 통한 CO2 배출량 감소와 운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선박의 연비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술들은 조선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크게 선박의 

저항을 저감시키는 기술과 추진효율을 향상 시키는 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 선박의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성과와 제안이 있었으며, 이미 그 

효과에 대한 실선 검증 결과들이 많은 문헌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삼성중공업에서도 SARB(Samsung Asymmetric 

Rudder Bulb)와 같이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를 

개발하여 연료절감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Hong et al, 2014). 

선박의 저항은 마찰저항과 압력저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압력저항의 경우 그 감소를 위하여 선형최적화, 

연료절감장치 개발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선미부 압력회복을 통해 저항을 

감소시키는 연료 절감 장치로 SAVER(Samsung Advanced 

Vibration & Energy Reduction) Fin을 개발하여 많은 실적선에 

적용하여 연료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Lee et al, 2015). 

마찰저항의 경우 도료업체를 중심으로 Roughness 

control을 이용한 표면에너지 감소를 기저로 하는 

수동형(Passive type)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들어 

능동형(Active Type) 연료 절감 기술인 공기윤활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공기윤활법은 선저면에 공기를 분사하여 선체와 

해수의 접수 면적을 줄이는 기술로 공기 분사를 위한 추가 

동력 소요, 고가의 설치 비용 또는 선박 개조 문제 등의 

이유로 내수면용 선박, 크루즈선,  소형 선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Butuzov, 1997, Latorre, 1997). 

하지만 최근 들어 선박의 운항 에너지 절감을 통한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과 해운사의 운항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독자적인 공기 윤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기술 연구 및 응용 연구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기술 

확보와 향후 실선 적용을 목표로 연구가 수행 되어 왔다.  

삼성중공업은 대형 공동수조 시험에서 평판 하부에 

공기를 분사하여 분사 유량에 따른 국부 마찰저항을 

계측하는 실험을 통해 공기분사에 의한 유동특성 및 

정량적인 마찰저항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등 공기윤활의 

기초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66K DWT Bulk 

Carrier를 대상 선박으로 공기윤활에 의한 동력 절감을 

평가하는 모형시험을 통한 실선성능추정법을 정립하였고, 

파랑중 부가저항 모형실험을 통하여 외란이 동력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Jang et al, 2013 ; So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공기윤활기술에 대한 모형 시험법과 성능 

추정법 등의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물 

운반선에 공기윤활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유체역학적 

최적 설계, 실선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시스템의 실선 배치 

최적화, 시운전 및 실해역 운용최적화 등의 연구를 

통하여 연료절감성능을 검증하였다. 

 

2. 실험적 연구  

 

2.1 공기분사에 의한 평판 마찰저항 변화 

 

먼저, 선박의 선저면에 공기를 분사하여 접수면적 감소에 

의한 마찰저항을 저감하는 기술인 공기윤활법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공기분사에 따른 평판하부의 마찰저항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Jang et al, 2012).  

 

 
Fig.1 Frictional drag reduction by air flow rate (U=5m/s) 

 

Fig. 1은 공동수조 내 유속 5m/s 조건에서 공기층 두께에 

따른 평판의 마찰저항 감소율(FDR, Frictional Drag 

Reduction)을 나타낸 것이며, 공기 공급 유량의 경우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공기층 두께(tAL)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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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Air는 공기 공급 유량을 의미하며 공기 

유량계에서 계측된 유량을 실험 시 시험부 내의 압력과 

온도에서의 유량으로 환산한 체적 유량이다. 또한, V는 유속, 

BAir는 공기 분사부의 폭을 의미하며, tAL 은 공기분사부와 

동일한 폭으로 공기층이 형성된다는 가정하의 공기층 

두께를 의미한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마찰저항 감소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께 10mm 

이후로는 감소율이 최대 감소율 90%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기윤활시스템의 효과를 

실험실 규모에서 확인 가능하였고 실선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2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 추정법 

 

 능동형 연료 절감장치의 실선 성능 추정법에 대한 연구는 

최근 ITTC 27th Special Committee에서 다루는 등 실험적 

연구 및 해석 관점에서 많은 이론과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기윤활시스템은 마찰저항 성분을 다루는 

기술로서, Fig.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형선의 

공기분사에 따른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추정법이 

제시되고 있다. (Jang et al, 2013). 

 

 
Fig. 2 Model test for air lubrication system 

 

이러한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 추정법에서 

실선의 유효동력은 아래 식(4), (5), (6)와 같이 모형선에서 

공기분사 유무에 따른 마찰저항의 비가 실선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식 (7), (8)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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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에서 하첨자 “M”과 “S”는 각각 모형 및 

실선스케일에서의 값임을 의미하며, 하첨자 “Air”는 공기를 

분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CT는 전저항 계수, CF는 ITTC 

1957 Model-Ship Correlation Line으로부터 구한 마찰저항 계수, 

CA는 모형선-실선 상관계수, CR은 잉여저항 계수, CAA는 공기 

저항 계수, S는 침수 표면적, SBK는 빌지 킬의 침수 표면적, PE는 

유효동력, V는 선속을 의미한다.전달 동력 계산에서 공기분사 

상태에서의 실선 반류비 및 실선 하중계수들은 유효동력 

추정 과정에서 구한 값들을 이용하여 식(12), (13), (14)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계수들은 공기 분사 유무에 관계없이 기존 

해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였다. 전달동력은 구해진 

계수들을 이용하여 공기분사 유무에 따라 각각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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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t는 추력 감소 계수, wT는 유효 반류비, KT/J2는 실선 

프로펠러의 하중 계수, D는 프로펠러 직경을 의미한다. 이외 

다른 변수나 하첨자들의 정의는 앞서 유효 동력 추정 시에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최종 순 동력절걈량은 구해진 공기 분사 유무에 따른 최종 

전달마력들과 공기 분사 상태의 경우 공기 공급에 사용된 

공기압축기의 소요 동력을 차감하여 구해진다. 

이 때 필요한 실선 공기 공급 유량은 앞서 식 (1)에서 

제시한 공기층 두께(tAL)가 모형선과 실선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모형 실험 시 사용한 공기층 두께를 

이용하여 대기 표준 상태(25℃, 1기압)에서 구하였다. 

공기압축기의 소요동력은 아래 식 (15)과 같이 표준상태의 

공기를 단열 과정(Polytropic Process)에 따라 압축하여 

선저부로 분사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였다(Pinches et al., 

1996; Cecci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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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PAir는 공기 공급에 필요한 동력, QSAir는 표준 

상태의 실선 공기 공급 유량, ηC는 공기 압축기(또는 

송풍기)의 효율, n은 Polytropic Index, P1은 대기압, P2는 공기 

분사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 압축기의 

효율 ηC를 0.6으로 가정하였으며 Polytropic Index n의 

값으로는 단열 과정(Adiabatic Process)에 해당하는 1.4를 

사용하였다.  

 

2.3 중량물 운반선의 동력 절감 평가 및 최적화 

 

공기윤활시스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광폭(Wide 

Breadth), 천 흘수(Shallow Draught) 선박 일수록 효과가 크며 

실선 프로토 타입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선종과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대상선은 중국(영성)과 한국(거제)을 

오가며 블록을 운반하는 중량물 운반선(165m급 Heavy 

Cargo Carrier)으로 결정하였고, 공기 분사 유무에 따른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통해 분사위치 및 유량 최적화 그리고 

최종 동력절감 성능추정을 수행하였다. 

대상선박의 주요 제원과 모형선 사진을 Table 1과 Fig. 3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3 Model ship of heavy cargo carrier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165m Heavy Cargo Carrier 

Principal Particulars 

Length overall 165.0 m 

Breadth 42.0 m 

Draft (Td) 5.25 m 

Flat Bottom Area (% of WSA, Td) 48.3 % 

※ WSA: Wetted Surface Area 

 

공기 분사부는 66K Bulk Carrier 최적화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부에 2열 배치하였으며, 앞서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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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Air는 공기 공급 유량을 의미하며 공기 

유량계에서 계측된 유량을 실험 시 시험부 내의 압력과 

온도에서의 유량으로 환산한 체적 유량이다. 또한, V는 유속, 

BAir는 공기 분사부의 폭을 의미하며, tAL 은 공기분사부와 

동일한 폭으로 공기층이 형성된다는 가정하의 공기층 

두께를 의미한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마찰저항 감소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께 10mm 

이후로는 감소율이 최대 감소율 90%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기윤활시스템의 효과를 

실험실 규모에서 확인 가능하였고 실선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2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 추정법 

 

 능동형 연료 절감장치의 실선 성능 추정법에 대한 연구는 

최근 ITTC 27th Special Committee에서 다루는 등 실험적 

연구 및 해석 관점에서 많은 이론과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기윤활시스템은 마찰저항 성분을 다루는 

기술로서, Fig.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형선의 

공기분사에 따른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추정법이 

제시되고 있다. (Jang et al, 2013). 

 

 
Fig. 2 Model test for air lubrication system 

 

이러한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 추정법에서 

실선의 유효동력은 아래 식(4), (5), (6)와 같이 모형선에서 

공기분사 유무에 따른 마찰저항의 비가 실선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식 (7), (8)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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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에서 하첨자 “M”과 “S”는 각각 모형 및 

실선스케일에서의 값임을 의미하며, 하첨자 “Air”는 공기를 

분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CT는 전저항 계수, CF는 ITTC 

1957 Model-Ship Correlation Line으로부터 구한 마찰저항 계수, 

CA는 모형선-실선 상관계수, CR은 잉여저항 계수, CAA는 공기 

저항 계수, S는 침수 표면적, SBK는 빌지 킬의 침수 표면적, PE는 

유효동력, V는 선속을 의미한다.전달 동력 계산에서 공기분사 

상태에서의 실선 반류비 및 실선 하중계수들은 유효동력 

추정 과정에서 구한 값들을 이용하여 식(12), (13), (14)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계수들은 공기 분사 유무에 관계없이 기존 

해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였다. 전달동력은 구해진 

계수들을 이용하여 공기분사 유무에 따라 각각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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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t는 추력 감소 계수, wT는 유효 반류비, KT/J2는 실선 

프로펠러의 하중 계수, D는 프로펠러 직경을 의미한다. 이외 

다른 변수나 하첨자들의 정의는 앞서 유효 동력 추정 시에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최종 순 동력절걈량은 구해진 공기 분사 유무에 따른 최종 

전달마력들과 공기 분사 상태의 경우 공기 공급에 사용된 

공기압축기의 소요 동력을 차감하여 구해진다. 

이 때 필요한 실선 공기 공급 유량은 앞서 식 (1)에서 

제시한 공기층 두께(tAL)가 모형선과 실선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모형 실험 시 사용한 공기층 두께를 

이용하여 대기 표준 상태(25℃, 1기압)에서 구하였다. 

공기압축기의 소요동력은 아래 식 (15)과 같이 표준상태의 

공기를 단열 과정(Polytropic Process)에 따라 압축하여 

선저부로 분사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였다(Pinches et al., 

1996; Cecci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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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PAir는 공기 공급에 필요한 동력, QSAir는 표준 

상태의 실선 공기 공급 유량, ηC는 공기 압축기(또는 

송풍기)의 효율, n은 Polytropic Index, P1은 대기압, P2는 공기 

분사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 압축기의 

효율 ηC를 0.6으로 가정하였으며 Polytropic Index n의 

값으로는 단열 과정(Adiabatic Process)에 해당하는 1.4를 

사용하였다.  

 

2.3 중량물 운반선의 동력 절감 평가 및 최적화 

 

공기윤활시스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광폭(Wide 

Breadth), 천 흘수(Shallow Draught) 선박 일수록 효과가 크며 

실선 프로토 타입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선종과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대상선은 중국(영성)과 한국(거제)을 

오가며 블록을 운반하는 중량물 운반선(165m급 Heavy 

Cargo Carrier)으로 결정하였고, 공기 분사 유무에 따른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통해 분사위치 및 유량 최적화 그리고 

최종 동력절감 성능추정을 수행하였다. 

대상선박의 주요 제원과 모형선 사진을 Table 1과 Fig. 3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3 Model ship of heavy cargo carrier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165m Heavy Cargo Carrier 

Principal Particulars 

Length overall 165.0 m 

Breadth 42.0 m 

Draft (Td) 5.25 m 

Flat Bottom Area (% of WSA, Td) 48.3 % 

※ WSA: Wetted Surface Area 

 

공기 분사부는 66K Bulk Carrier 최적화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부에 2열 배치하였으며, 앞서 기술한 

FWD1 
FW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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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추정법과 3단계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종 유량 및 

동력절감효과를 도출하였다. 

첫번째 단계로 2열의 분사부 중 선수 첫번째 

분사부(FWD1)의 유량에 따른 저항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최적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공기층두께를 변화 시켜가면서 

모형선에 걸리는 저항을 공기를 분사하지 않은 상태 

저항과의 차이(ΔRTM)로 Fig. 4에 비교하였고, Fig. 5는 각 

조건에 따른 공기층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Resistance variation with air flow rate (FWD1) 

 

 
Fig. 5 Shape of injected air with air flow rate (FWD1) 

Fig.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선저면 공기층 거동에서 4mm 

이상의 공기층두께 조건에서는 분사유량의 증가로 인해 

분사부 근처에서 공기가 포화(Saturation)되는 현상이 나타나 

공기가 유동방향을 따라 선미로 흐르지 못하고 선측으로 

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 유량증가에 따른 

저항감소의 효과는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결과로부터 FWD1 분사부의 공기층 두께를 

4mm로 결정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두 열의 분사부(FWD1 & 2)를 조합하여 

모형상태에서 저항 감소 효과가 최적이 되는 유량을 

도출하기 위한 최적화 시험을 진행하였고 (Fig. 6), 공기층 

두께 8~17mm 유량 범위에서의 공기층 거동과 저항값 

차이(ΔRTM)를 Fig.7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6 Shape of injected air with air flow rate (FWD1 & 2) 

 

 
Fig.7 Resistance variation with air flow rate (FWD1 & 2) 

 

Fig. 6에서 4+15mm 조건의 공기층 거동을 보면 Fig. 5의 

6mm 조건처럼 중간 부분에서 좌우로 흩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합된 전체 유량이 포화가 일어나는 

지점(Saturation Point)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Fig. 7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항감소 효과가 분사되는 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로, 앞선 두 단계를 통해 도출된 최적유량 

조건에서 선속에 따른 대상선의 동력절감량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선속에 따라 식(1)에 의해 

동일한 공기층 두께를 형성하기 위한 유량으로 

분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 Power performance at different speeds (model test) 

 

Fig. 8에서는 공기 분사 유무에 따른 유효마력(PE)과 

전달마력(PB)의 비율, 공기 분사 시 공기공급에 소요된 

동력이 차지하는 비율(PA) 그리고 순 동력절감율(PNET)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상선박인 165m급 중량물 운반선에 대한 

공기윤활시스템의 순 동력절감효과가 속도 조건 

9~12노트에서 평균 12.5%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실선 적용 연구 및 설치 
 

 앞 절에서 설명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동력 절감 및 

성능 개선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선박에의 적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1 분사부 형태와 Motion에 따른 영향 평가 

 

 공기윤활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공기 

분사부(Air Outlet)를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선행연구와 다양한 

실험을 통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공기 분사부의 경우 잘 

알려져 있는 공기 공급실(Chamber)형태와는 차별화 된 

구조를 가지면서 신조와 개조선 모두 적용이 용이하도록 

공기 분사구(Air Injector)의 형태를 고안하였다. 하나의 

공급관을 통해 다수의 분사공(Hole)에 분사하는 챔버 형태의 

분사부는 Fig. 9와 같이 정수압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공기의 

특성에 따라 선박의 운동 특히 Roll Motion에 취약한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9 Behavior of injected air by roll motion depending on each 

air outlet type 

 

Fig. 9는 충남대학교 회류수조에서 수행된 시험으로서 터널 

유입 유동 속도 1m/s, 유량 100 SLPM(Standard Liter Per 

Minute)조건에서 ±3°의 Roll Motion을 가하였을 때 각 분사부 

타입에 따른 공기층 거동을 촬영한 것으로, 위쪽의 챔버 

형태의 경우 motion에 따라 한쪽으로 공기가 치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Nozzle 형태에 가까운 인젝터 타입의 경우 

motion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공기가 분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관찰을 통해 분사부 형태는 공기 분사구 형태로 

결정하고, 생산과 설치를 고려하여 선박 길이방향 구조 

보강물 사이에 배치 가능하도록 그 크기를 결정하였다.  

 

3.2 변동압력 및 추진기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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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Behavior of injected air by roll motion depending on each 

air outlet type 

 

Fig. 9는 충남대학교 회류수조에서 수행된 시험으로서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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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동압력 및 추진기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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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MHI)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다(Takashi 2013). 그 

결과를 살펴보면 변동압력의 경우 공기 분사 시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사된 공기가 추진기로 

유입 되는 것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10 Observation of air inflow around propeller 

본 연구에서도 공기 분사 유무에 따른 변동압력 차이와 

분사 공기의 추진기 유입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시험을 

삼성중공업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SCAT)에서 수행하였다. 

Fig. 10은 SCAT에 장착된 모형선과 추진기 주위의 공기층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11 Magnitude of Pressure fluctuation and air inflow around 

propeller 

 

Fig. 1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기분사 유무에 따른 

유동 관찰 및 변동압력을 계측하였다. 여기서 공기 분사 

조건은 2절에서 언급된 예인수조 시험에서의 최적 조건 

유량을 분사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1에서와 같이 

관찰된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 분사 유무에 따른 변동압력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공기 

분사에 따른 변동압력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3 오손 영향 평가 

 

선체 표면은 해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해양생물에 의한 

오손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오도료를 

선체 표면에 도장한다. 공기윤활시스템 역시 선저부에 

분사부를 가지는 시스템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기분사 방법을 고안하였다. 공기분사는 흘수에 

의한 정수압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지지만 오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박 중에는 분사하지 않는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시에 인젝터 내부는 수압과 평형을 이루는 압력으로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박 중에 발생하는 motion으로 

인해 누출된 공기만 정기적으로 보충해 준다면 인젝터 

내부는 항상 공기로 채워져 있어 오손을 방지할 수 있다. 

Fig. 12와 같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벽에 공기 

분사구(Air Injector)를 포함하는 Raft를 설치하고, 분사구 내 

소량의 공기가 정기적으로 분사되는 침지실험을 수행하였다. 

침지실험 6개월 후의 내부 오손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아래쪽 내부 사진과 같이 정기적인 공기 분사로 해양생물에 

의한 오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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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Anti-fouling test with periodical air injection(6 months) 

 

추가적으로 선저면의 공기분사에 의한 SPC(Self-Polishing 

Copolymers) 타입 방오 도료 용출률(Polishing Rate)의 영향은 

도료 업체의 설명에 의하면 용축율은 가수분해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므로 해수와의 마찰이 줄어들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3.4 선저부 장비 영향 평가 

 

선박의 선저면에 설치되는 3가지 장비(Speed log, Echo 

Sounder, ICCP)의 공기분사에 따른 예상문제점에 대해 설계 

검토와 해석을 진행하였다. 

Speed log는 선박의 대수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일반적으로 선수부 Bow Thruster 앞단에 설치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배치된 첫번째 분사부 보다 앞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cho Sounder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선박 운항시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로, 만약 

초음파가 분사된 공기층 또는 기포(Air Bubble)를 통과하게 

되면 체적탄성률이 다른 매질(물-공기)을 통과하게 되어 

산란이 일어나거나 초음파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 수심 

측정에 문제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Echo 

Sounder의 Transducer는 일반적으로 선수나 선미(엔진 룸 

아래)에 Fig. 13과 같이 설치되며, 선수는 Speed log와 

마찬가지로 공기 분사부 배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선미 Transducer의 경우 운항 시에는 Turn-Off 해야한다. 

실제 선박 운항시 대수심에서는 센서의 계측범위 초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Fig.13 Echo sounder arrangement and breaking bubble 

ICCP(외부전원법, 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는 해수와 선체의 전위차를 외부전원을 통해 줄임으로써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공기 분사로 인해 선저면이 

공기로 덮이게 되면 부식전위가 변하게 되고 장비가 가진 

기준치를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BEASY Corrosion & CP(Ver. 10)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식 전위 범위를 해석하였고, 이 때 사용한 공기분사 시의 

전류 밀도는 ABF(Air Bubble Factor)값 7.7(IAir/IBase)을 

사용하였다. Fig. 14에서 나타나듯이 공기윤활시의 값들이 

Normal 조건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최대 및 최소 조건 

모두 Protection Criteria (Potential below -800mV)를 만족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14 Corrosion potential analysis with air injection 

 

3.5 공기윤활 시스템 실선 설치 

 

실선 적용 연구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공기윤활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설계작업이 

진행되었고, 8월 Re-Docking 시기에 맞춰 삼성중공업 

도크내에서 개조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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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Anti-fouling test with periodical air injection(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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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수와 선체의 전위차를 외부전원을 통해 줄임으로써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공기 분사로 인해 선저면이 

공기로 덮이게 되면 부식전위가 변하게 되고 장비가 가진 

기준치를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BEASY Corrosion & CP(Ver. 10)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식 전위 범위를 해석하였고, 이 때 사용한 공기분사 시의 

전류 밀도는 ABF(Air Bubble Factor)값 7.7(IAir/IBase)을 

사용하였다. Fig. 14에서 나타나듯이 공기윤활시의 값들이 

Normal 조건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최대 및 최소 조건 

모두 Protection Criteria (Potential below -800mV)를 만족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14 Corrosion potential analysis with air injection 

 

3.5 공기윤활 시스템 실선 설치 

 

실선 적용 연구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공기윤활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설계작업이 

진행되었고, 8월 Re-Docking 시기에 맞춰 삼성중공업 

도크내에서 개조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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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Installation of air lubrication system for heavy cargo 

carrier 

중량물 운반선에 적용된 공기윤활시스템은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압축기, 공기 저장 탱크, 제어기, 

컨트롤밸브, 공기 유량계, 쿨링 펌프(컴프레서 후단부에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함) 그리고 선저면 공기 

분사부로 구성되며 공기압축기는 휠하우스 아래 외부 Upper 

Deck에 설치하였다. 

  

3.6 프로펠러 변동압력 및 분사부 관측 장비 설치 

 

공기분사 유무에 따른 실선의 변동압력 계측, 추진기 근처 

공기유동 및 캐비테이션 관측이 가능하도록 Fig. 16에서 처럼 

프로펠러 상단과 AP 부근에 Bottom Plug를 4개 설치하여 

계측 및 관측을 수행하였다. 

 

 

 
Fig.16 Installation of bottom plugs for pressure fluctuation 

 

공기 분사부에서 나오는 공기층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Fig. 

17과 같이 FWD1 분사부의 전단, FWD2 분사부의 후단에 

각각 배터리 타입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2열의 분사부 부근의 

공기 분사 영상을 취득하였다.  

 

 
Fig.17 Arrangement of portable camera for visual inspection 

 

4. 실선 성능 검증 및 계측 결과 
 

4.1 시운전 해석법 

 

공기윤활시스템의 동력절감효과는 ISO15016-2015에 

근거한 속력 시운전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속력 

시운전은 Fig. 18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해역에서 

공기윤활시스템 비가동시의 Double run과 가동 시의 Double 

run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Fig.18 Sea-trial scheme for validation of air lubrication system 

 

4.2 공기 분사구 영향 평가 

 

공기 분사공(Hole)의 선체 외부 형상은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고 선저면에 공기층이 안정하게 형성되도록 분사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하다. 분사구로 인한 저항 

증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사구 덮개를 추가로 제작하여, 

분사구 덮개(Hole cover)의 유무에 따른 비교 시운전을 

수행하여 그 영향을 평가 하였다. 

Fig. 19에서 보이는 것처럼 분사구 덮개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마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분사구에 의한 저항 증가 혹은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19 Verification of resistance increase due to air hole 

4.3 1차 시운전 결과 

 

공기윤활시스템의 동력 절감은 설치와 커미셔닝 완료 이후 

Table 2의 시운전 조건에서 시스템의 가동 및 비가동에 대해 

속력시운전을 각각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Table.2 Condition of the 1st sea-trial 

  Condition Value / Unit 

Draft Ballast 4.7 m 

Sea State  BF3~4 0.5~0.8 m (파고) 

Load 50 / 85 / 100 % MCR 

 

속력 시운전은 대마도 인근에서 수행하였으며, 본선 계측 

장비와 별도로 DGPS와 Torsion meter를 설치하여 대지 

속도와 축 마력을 계측함으로써 동력절감 성능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Fig.20 Increase of ship speed by air lubrication system 

 

Fig. 20은 공기윤활시스템을 가동 시 마찰저항 감소에 

의한 속도 증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기윤활에 의한 

효과는 선저부 접수면적이 줄어들면서 축 마력 감소와 

동시에 선속의 증가로 나타나며, 이 두 성분 중에서 속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실선 계측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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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은 공기윤활시스템을 가동 시 마찰저항 감소에 

의한 속도 증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기윤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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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실선 계측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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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esults of the 1st sea-trial 

Fig. 21은 환경외란 영향을 보정한 속도-마력 결과를 

공기분사 유무에 대해 각각 보여주고 있다. 위 해석 

결과로부터 1차 시운전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각 

항목들은 비가동 상태의 속도별 축 마력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표기하였다. 축 마력감소는 속도 평균 9.9%이고, 

공기 공급에 소요되는 동력 3.2%를 고려하면 순 동력절감은 

6.7%로 평가되었다. 순 동력절감량은 앞서 기술하였던 

모형시험 결과 12.5%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모형선, 실선간의 레이놀즈 수 차이로 인하여 

모형선 공기층 거동이 실선과 상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속도별 분사부 유량 배분도 실선에서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3 Results of the 1st sea-trial 

Ship Speed 12knots 13knots Average 

Shaft Power 

Reduction 
11.0 % 8.9 % 9.9 % 

Required Power 

for Air Compressor 
3.4 % 3.0 % 3.2 % 

Net Power Saving 7.6 % 5.8 % 6.7 % 

※ Based on the shaft power with System OFF 

 

4.4 실운항 성능 최적화 

 

2절에서 언급한 모형시험 최적화를 통해 얻은 최종 동력 

절감 추정 결과와 1차 실선 시운전의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형에서의 최적유량을 

그대로 실선 시운전 시에 적용한 결과라고 판단하여 

중국(영성)과 한국(거제)을 오가는 실제 운항 상태에서 

다양한 분사조합을 통한 실선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Fig.22 Performance optimization in actual ship operation 

 

Fig. 22는 최적화 시험을 수행한 이동경로를 표시한 것으로 

연안을 벗어나 다른 선박의 간섭이 적은 파란색 

직선구간에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실운항 최적화의 경우 

Double Run에 의한 계측이 불가능 하여, 유사한 외란 

환경에서 회전수(RPM)를 고정한 상태로 각 유량조건에 대한 

가동 및 비가동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본선에서 계측된 

대수속도, 대지속도(DGPS) 및 축 마력은 시간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조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동과 

비가동의 속도차이는 대수속도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가동과 

비가동의 속도 차이는 0.1노트당 2.4%의 마력절감으로 

환산하여 각 조건에 따른 동력절감량을 계산하였다. 

실선 최적화 시험은 전후방 분사 비율에 따른 분사구 밸브 

개도율 변화 시험, 압축기 유량 변화에 따른 동력절감량 

확인 시험 그리고 전후방 분사 비율에 변화에 따른 

동력절감량 확인 시험의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전후방 분사부 유량 비율에 대해 

전후방 분사부별 각 분사구의 유량이 균일 하도록 FWD1 

분사부의 각 분사구 밸브의 개도율을 조정하였다. 이때, 

공기압축기 유량은 최대를 사용하였고, FWD2 분사부의 

모든 분사구 밸브 개도율을 100%로 고정하였다. 

중량물 운반선에 설치된 배관의 구경, 인젝터의 개수 

그리고  공기압축기의 특성이 고려된 전후방 분사비율의 

가용 범위는 1:2~4로 확인되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압축기 허용 범위에서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동력절감량을 확인하였다. 이때, 전후방 

분사부 유량 비율은 1:2.5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분사구별 

균일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얻어진 FWD1의 각 

분사구 밸브 개도율을 사용하였다.  

Fig.23에서는 압축기 유량 변화에 따른 마력 변화의 추이를 

관찰한 최적화 시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형시험과 1차 

시운전을 통해 얻은 유량 대비 90%의 조건에서 최적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23 Optimization by total flow rate at FWD1 & FWD2 

 

최종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결정된 최적 유량에서 전후방 

분사부 유량 비율 변화시험을 수행하여 최대 동력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때, 분사부 유량 비율은 1단계 

결과의 허용 범위내에서 Fig. 24와 같이 여러가지 분사비율에 

대해 수행하였고, 각 유량 비율에 해당하는 FWD1의 각 

분사구 개도율은 1단계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Fig.24 Results of power gain during performance optimization 

 

Fig. 24에서와 같이 동력 절감은 최소 2.5%, 최대 

10.8%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최적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물 운반선에 대한 최적 유량과 전후방 

분사부의 유량 비율을 결정하여 2차 시운전 조건을 

도출하였다. 

 

4.5 2차 시운전 결과 

 

공기윤활시스템의 실선 최적화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2015년 12월 2차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Table 4의 시운전 

조건에서 1차 시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의 가동 및 

비가동에 대해 속력시운전을 각각 수행하여 동력절감효과를 

평가하였다 

 

Table 4 Conditions of the 2nd sea-trial 

  Condition Value / Unit 

Draft Ballast 4.7 m 

Sea State BF4~5 1.0~1.5m(파고) 

Load 50 / 75 / 100 % M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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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esults of the 1st sea-trial 

Fig. 21은 환경외란 영향을 보정한 속도-마력 결과를 

공기분사 유무에 대해 각각 보여주고 있다. 위 해석 

결과로부터 1차 시운전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각 

항목들은 비가동 상태의 속도별 축 마력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표기하였다. 축 마력감소는 속도 평균 9.9%이고, 

공기 공급에 소요되는 동력 3.2%를 고려하면 순 동력절감은 

6.7%로 평가되었다. 순 동력절감량은 앞서 기술하였던 

모형시험 결과 12.5%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모형선, 실선간의 레이놀즈 수 차이로 인하여 

모형선 공기층 거동이 실선과 상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속도별 분사부 유량 배분도 실선에서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3 Results of the 1st sea-trial 

Ship Speed 12knots 13knots Average 

Shaft Power 

Reduction 
11.0 % 8.9 % 9.9 % 

Required Power 

for Air Compressor 
3.4 % 3.0 % 3.2 % 

Net Power Saving 7.6 % 5.8 % 6.7 % 

※ Based on the shaft power with System OFF 

 

4.4 실운항 성능 최적화 

 

2절에서 언급한 모형시험 최적화를 통해 얻은 최종 동력 

절감 추정 결과와 1차 실선 시운전의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형에서의 최적유량을 

그대로 실선 시운전 시에 적용한 결과라고 판단하여 

중국(영성)과 한국(거제)을 오가는 실제 운항 상태에서 

다양한 분사조합을 통한 실선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Fig.22 Performance optimization in actual ship operation 

 

Fig. 22는 최적화 시험을 수행한 이동경로를 표시한 것으로 

연안을 벗어나 다른 선박의 간섭이 적은 파란색 

직선구간에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실운항 최적화의 경우 

Double Run에 의한 계측이 불가능 하여, 유사한 외란 

환경에서 회전수(RPM)를 고정한 상태로 각 유량조건에 대한 

가동 및 비가동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본선에서 계측된 

대수속도, 대지속도(DGPS) 및 축 마력은 시간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조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동과 

비가동의 속도차이는 대수속도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가동과 

비가동의 속도 차이는 0.1노트당 2.4%의 마력절감으로 

환산하여 각 조건에 따른 동력절감량을 계산하였다. 

실선 최적화 시험은 전후방 분사 비율에 따른 분사구 밸브 

개도율 변화 시험, 압축기 유량 변화에 따른 동력절감량 

확인 시험 그리고 전후방 분사 비율에 변화에 따른 

동력절감량 확인 시험의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전후방 분사부 유량 비율에 대해 

전후방 분사부별 각 분사구의 유량이 균일 하도록 FWD1 

분사부의 각 분사구 밸브의 개도율을 조정하였다. 이때, 

공기압축기 유량은 최대를 사용하였고, FWD2 분사부의 

모든 분사구 밸브 개도율을 100%로 고정하였다. 

중량물 운반선에 설치된 배관의 구경, 인젝터의 개수 

그리고  공기압축기의 특성이 고려된 전후방 분사비율의 

가용 범위는 1:2~4로 확인되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압축기 허용 범위에서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동력절감량을 확인하였다. 이때, 전후방 

분사부 유량 비율은 1:2.5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분사구별 

균일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얻어진 FWD1의 각 

분사구 밸브 개도율을 사용하였다.  

Fig.23에서는 압축기 유량 변화에 따른 마력 변화의 추이를 

관찰한 최적화 시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형시험과 1차 

시운전을 통해 얻은 유량 대비 90%의 조건에서 최적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23 Optimization by total flow rate at FWD1 & FWD2 

 

최종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결정된 최적 유량에서 전후방 

분사부 유량 비율 변화시험을 수행하여 최대 동력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때, 분사부 유량 비율은 1단계 

결과의 허용 범위내에서 Fig. 24와 같이 여러가지 분사비율에 

대해 수행하였고, 각 유량 비율에 해당하는 FWD1의 각 

분사구 개도율은 1단계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Fig.24 Results of power gain during performance optimization 

 

Fig. 24에서와 같이 동력 절감은 최소 2.5%, 최대 

10.8%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최적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물 운반선에 대한 최적 유량과 전후방 

분사부의 유량 비율을 결정하여 2차 시운전 조건을 

도출하였다. 

 

4.5 2차 시운전 결과 

 

공기윤활시스템의 실선 최적화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2015년 12월 2차 시운전을 실시하였다. Table 4의 시운전 

조건에서 1차 시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의 가동 및 

비가동에 대해 속력시운전을 각각 수행하여 동력절감효과를 

평가하였다 

 

Table 4 Conditions of the 2nd sea-trial 

  Condition Value / Unit 

Draft Ballast 4.7 m 

Sea State BF4~5 1.0~1.5m(파고) 

Load 50 / 75 / 100 % MCR 

 

 
Fig.25 Results of speed-power obtained from 2nd sea-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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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가동시의 Double Run을 통해 얻은 속도-마력 곡선을 

Fig. 25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차 시운전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 마력 감소는 속도 평균 11.8%이고, 

공기 공급에 소요되는 동력 3.0%를 고려하면 순 동력절감은 

8.8%로 평가되었다. 1차 시운전과 비교하여 최적화된 분사부 

유량 비율로 인하여 순 동력절감은 2.1% 향상된 결과를 

얻었고, 공기공급에 사용된 동력은 오히려 0.2% 감소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Table 5 Results of the 2nd sea-trial 

Ship Speed 12knots 13knots Average 

Shaft Power 

Reduction 
12.9 % 10.7 % 11.8 % 

Required Power 

for Air Compressor 
3.3 % 2.7 % 3.0 % 

Net Power Saving 9.6 % 8.0 % 8.8 % 

※ Based on the shaft power with System OFF 

 

4.6 변동압력 측정 결과 및 공기 분사 관측 

 

실선 변동압력은 1차 시운전 당시 92% 엔진 load에서 

계측되었다. Fig.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를 분사 하였을 

때의 변동압력이 모든 Blade frequency에서 약 5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사된 

공기가 선체를 따라 흘러가면서 프로펠러 상부 근처에 

일종의 Air carpet이 형성되어 나타나는 효과라 판단된다. 

 

 

Fig.26 Propeller pressure fluctuation with air injection 

 

Fig. 27에서와 같이 선저부에 설치 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분사된 공기가 선미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영상은 10knots 선속으로 이동중에 촬영한 것으로 명확한 

공기층 거동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명한 공기층의 거동 뿐만아니라 두께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촬영기법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Fig.27 Image of air injection near air outlet 

 

5. 결 론 
 

공기윤활 시스템에 대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중량물 

운반선의 실선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인 및 공동수조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 최적화 및 설계하고, 실선 적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발 

시스템을 대상선박에 설치하여 2차례의 속력 시운전과 실선 

최적화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SAVER Air의 공기 분사구(Hole)에 의한 저항 증가는 
실선 속력 시운전을 통하여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형시험 최적화 결과 기준으로 수행된 1차 시운전의 순 
동력절감율은 평균 6.7%로 평가되었다. 

 

• 실선 최적화 시험으로부터 최적 유량조건을 도출하였고, 
최적 분사부 유량비율에서 최대 10.8%의 동력절감을 
확인하였다. 

 
• 최적 분사부 유량비율로 2차 시운전을 수행한 결과, 

중량물 운반선의 공기윤활에 의한 순 동력 절감율은 
평균 8.8%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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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가동시의 Double Run을 통해 얻은 속도-마력 곡선을 

Fig. 25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차 시운전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 마력 감소는 속도 평균 11.8%이고, 

공기 공급에 소요되는 동력 3.0%를 고려하면 순 동력절감은 

8.8%로 평가되었다. 1차 시운전과 비교하여 최적화된 분사부 

유량 비율로 인하여 순 동력절감은 2.1% 향상된 결과를 

얻었고, 공기공급에 사용된 동력은 오히려 0.2% 감소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Table 5 Results of the 2nd sea-trial 

Ship Speed 12knots 13knots Average 

Shaft Power 

Reduction 
12.9 % 10.7 % 11.8 % 

Required Power 

for Air Compressor 
3.3 % 2.7 % 3.0 % 

Net Power Saving 9.6 % 8.0 % 8.8 % 

※ Based on the shaft power with System OFF 

 

4.6 변동압력 측정 결과 및 공기 분사 관측 

 

실선 변동압력은 1차 시운전 당시 92% 엔진 load에서 

계측되었다. Fig.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를 분사 하였을 

때의 변동압력이 모든 Blade frequency에서 약 5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사된 

공기가 선체를 따라 흘러가면서 프로펠러 상부 근처에 

일종의 Air carpet이 형성되어 나타나는 효과라 판단된다. 

 

 

Fig.26 Propeller pressure fluctuation with air injection 

 

Fig. 27에서와 같이 선저부에 설치 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분사된 공기가 선미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영상은 10knots 선속으로 이동중에 촬영한 것으로 명확한 

공기층 거동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명한 공기층의 거동 뿐만아니라 두께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촬영기법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Fig.27 Image of air injection near air outlet 

 

5. 결 론 
 

공기윤활 시스템에 대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중량물 

운반선의 실선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인 및 공동수조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 최적화 및 설계하고, 실선 적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발 

시스템을 대상선박에 설치하여 2차례의 속력 시운전과 실선 

최적화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SAVER Air의 공기 분사구(Hole)에 의한 저항 증가는 
실선 속력 시운전을 통하여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형시험 최적화 결과 기준으로 수행된 1차 시운전의 순 
동력절감율은 평균 6.7%로 평가되었다. 

 

• 실선 최적화 시험으로부터 최적 유량조건을 도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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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선의 공기윤활에 의한 순 동력 절감율은 
평균 8.8%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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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 감소와 운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선박 연료 절감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박의 연료 절감 기술 중에서 선박의 선저면에 공기를 분사하여 

공기층 유동을 형성시켜서 선체와 해수 사이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공기윤활기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하여 운항중인 170K Class Twin-Skeg LNG Carrier의 개조 과정중에 공기 윤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 최적화 모형시험 수행 결과와 실선 적용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기술하였다. 공기윤활시스템의 적용에 따른 

연료절감 효과의 실선 검증을 위한2회의 실선 시운전을 통하여 만재흘수에서 4% 이상의 순 동력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개조선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건조되는 공기윤활 Twin Skeg LNG 운반선은 SAVER Air 최적화를 통하여 6% 이상의 순 동력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Fuel Saving(연료 절감), Frictional Resistance (마찰 저항), Air Lubrication (공기 윤활), Air Layer under Hull Bottom (선저 공기층) 

 

1. 서 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노력의 

결과로 국제해사기구의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운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선형 및 추진기의 최적 

설계와 더불어 연료절감장치의 실선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체 저항 성분 중에서 마찰저항은 전체저항의 60~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성분이다. 이러한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폴리머(Polymer)를 이용하는 방법과 

미소기포 주입법, 공기윤활법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이 

중에서 공기윤활법은 선체의 침수 표면 상에 공기를 분사하여 

연속적인 공기층을 형성시킴으로써 표면 마찰저항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하여 운항 중 선박의 연료 소모량을 

절감하는 기술이다. 공기윤활법은 공기 분사를 위한 추가 

동력이 필요한 능동형 장치로서, 고가의 설치 비용 또는 선박 

개조문제 등의 이유로 내수면용 선박, 크루즈선, 소형 선박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Butuzov, 1997, Latorre, 1997)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의 운항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운항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선박에 적용 가능한 선저부 공기윤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기술 연구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기술 확보와 향후 실선 적용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Jang et al, 2013, Song et al, 2015)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공기윤활 선박을 개발하고 실선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이하 MHI)의 경우에는 2011년 블록 운반선에 

공기윤활시스템의 첫 설치 이후, 여러 선종에 대한 실선 적용 및 

연료절감 효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유럽에서 

공기윤활시스템의 실선적용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MHI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행된 선

박의 마찰저항 감소 연구 성과를 토대로 MALS(Mitsubishi Air 

Lubrication System) 공기 윤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NYK-Hinode Line의 Module carrier 2척에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서 MALS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선 시운전을 수행하였으며 

공기 공급에 소요되는 동력을 고려하여 최대 13% 정도의 운항 

동력 절감 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Bulk 

Carrier, Passenger 선박에도 MALS를 적용하여 연료절감 성능

을 발표하고 있다. 

 

 
Fig. 1 Air Lubricated Ships by MHI 

 

영국의 Silverstream은 Fig. 2에서와 같이 선저부에 설치한

Air Cavity에서 공기를 분사하여 선저면의 마찰저항을 감소시

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Fig. 2 Air Lubricated Ship by Silverstream 

 

최근에 Shell사와 공동으로 40K Product Carrier에 시스템을 설

치하고, 해상 시운전 및 실 운항 결과로부터 4% 이상 순 연료

절감효과를 발표하였다. (Noah Silberschmidt et al, 2016) 

 

 
Fig. 3 Air Lubricated Ship by Foreship 

 

핀란드의 선박 설계 회사 Foreship은 독자 공기윤활 기술을 

개발하여, 최근 독일 Meyer Werft 조선소에서 개조공사를 통

하여 RCL(Royal Caribbean International)사의 크루즈 선박을 

대상으로 실선에 적용하였다. RCL에서는 순 연료절감효과를 

7~8%로 발표하였다. (Foreship, 2016) 

한편, 삼성중공업에서는 공기층을 이용한 평판 하부의 마찰

저항감소 연구 뿐만아니라 66K DWT Bulk Carrier를 대상으로 

공기윤활시스템의 선저부 공기층 거동, 모형시험을 통한 실선 

성능 추정 그리고 성능 최적화 등의 실선 적용 연구를 지속적

으로 수행하여 왔다. (Jang et al, 2014)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중공업 독자 공기윤활시스템인 

SAVER Air (Samsung Advanced Vibration & Energy Reduction 

Air Lubrication System)를 개발하였고, 중국 영성과 한국을 오

가며 대형 블록을 운반하는 블록 운반선에 SAVER Air를 첫 

설치하였고 (Fig. 4), 시운전과 실 운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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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수행되었다. (Jang et al, 2013, Song et al, 2015)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공기윤활 선박을 개발하고 실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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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 Passenger 선박에도 MALS를 적용하여 연료절감 성능

을 발표하고 있다. 

 

 
Fig. 1 Air Lubricated Ships by MHI 

 

영국의 Silverstream은 Fig. 2에서와 같이 선저부에 설치한

Air Cavity에서 공기를 분사하여 선저면의 마찰저항을 감소시

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Fig. 2 Air Lubricated Ship by Silverstream 

 

최근에 Shell사와 공동으로 40K Product Carrier에 시스템을 설

치하고, 해상 시운전 및 실 운항 결과로부터 4% 이상 순 연료

절감효과를 발표하였다. (Noah Silberschmidt et al, 2016) 

 

 
Fig. 3 Air Lubricated Ship by Foreship 

 

핀란드의 선박 설계 회사 Foreship은 독자 공기윤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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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중공업 독자 공기윤활시스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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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고 (Fig. 4), 시운전과 실 운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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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순 동력 절감을 확인하였다. (Kim et al, 2017) 

 

 
Fig. 4 Heavy Cargo Carrier 

 

본 논문에서는 블록운반선 적용을 통해 개발된 공기윤활 

최적화 기술 및 실선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하여 운항중인 170K Class Twin-Skeg LNG Carrier (Fig. 5)

에 공기 윤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 최적화 모형시험 

수행 결과와 실선 적용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기술하였다. 또

한, 해상시운전을 통한 성능 검증 및 순 연료절감 효과를 모형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5 170K Class LNG Carrier 

 

2. 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 
 

2.1 Twin-Skeg LNG 선박용 SAVER Air 개발  

    

광폭(Wide Breadth), 천 흘수(Shallow draught)인 선박일수록 

공기윤활에 의한 마찰저항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Twin Skeg를 가지는 선박의 경우는 

선미 스케그 사이의 유동이 버톡선(Buttock line)을 따라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선저부 앞쪽에서 분사된 공기가 

선측으로 누출되지 않고 선미까지 잘 흘러가게 되어, 스케그 사이 

선미에서 추가적인 마찰저항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료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10K급 Twin Skeg LNG 

선박을 대상으로 SAVER Air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였다. 

블록운반선에서 개발된 분사구 형상 및 배치와 실선 공기 분사 

유량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 및 성능 평가 모형시험을 

SSMB (Samsung Ship Model Basin)에서 수행하였다. 실선 

연료절감효과는 이전 연구의 모형 시험 및 해석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Ja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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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부 공기층 두께(tAL)는 모형선과 실선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모형선 선저부에 분사되는 공기 유량은 식(1)로부터 

공기층의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구하였다. 여기서, QAir는 공기의 

체적 유량을 의미하며 V는 모형선의 속도, BAir는 공기 분사부의 

폭을 의미한다. 

Fig. 6은 선저면에 공기를 분사하기 위하여 다수의 

분사부를 모형선에 설치한 모습이며, 최적 분사부 위치와 

유량은 두 변수의 조합 최적화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또한, 

대상 LNG선박에서는 추가적인 마찰저항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 선미에 분사부를 추가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 최적화 모형시험으로부터 Table 1과 같이 대상 

LNG선박의 Design, Ballast 흘수에서 순 동력 절감율이 각각 

8%, 10%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Test ship model (210K Class LNGC) 

 

Table 1 Model test results for 210K LNGC (17.5knots) 

 Design Ballast 

Effective Power 12% 14% 

Delivered Power 11% 13% 

Net Power Saving 8% 10% 

[Net Power Saving] = [Power Saving] - [Consumed Power for Air Supply] 

 

2.2 170K급 LNG 선박 SAVER Air 적용 연구 

 

170K급 LNG선박의 SAVER Air는 앞서 기술한 

블록운반선 실선 적용 경험 및 210K Twin Skeg LNG 선박의 

시스템 최적화와 연료절감효과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대상 

선박은 삼성중공업에서 5년전에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는 

170K급 Twin Skeg LNG 선박이며, SAVER Air는 선주사의 

요청으로 2015년 11월 정기 점검을 위한 입거 중에 

개조공사를 통하여 설치되었다. 

Table 2와 같은 제원을 가지고 있는 대상선박은 선저 평탄부 

면적이 전체 침수표면적의 약41%를 차지하고 있어, 

마찰저항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개조선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분사부의 최대 폭 방향 크기는 LNG선 파이프 덕트(Pipe 

duct)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the subject ship 

Principal dimensions 

Length Overall 290m 

Breadth (B) 45m 

Draught (T) 11.5m 

Flat Bottom Area / WSA (Wetted Surface 

Area) 
40.5% 

 

선저면 공기 분사부는 선수에 2열, 선미에 1열로 총 

3열을 배치하였다. 대상선박의 공기윤활시스템은 선주사의 

요청에 따라 실운항 평균속도 17.5노트를 기준으로 최적화 

하였고, 속도별 분사부의 최적 유량조합은 모형시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Fig. 7은 모형선 선저부에 형성된 공기층 

거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Air layer under the bottom (Vs=17.5 knots) 

 

최대의 연료 절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분사되는 공기의 

양을 배분하는 방법을 통해 Table 4와 같이 Design, Ballast 

조건에서 각각 6%, 8%의 순 동력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4 Model test results for 170K LNCC (17.5knots) 

 Design Ballast 

Effective Power 10% 12% 

Delivered Power 9% 11% 

Net Power Saving 6% 8% 

[Net Power Saving] = [Power Saving] - [Consumed Power for Air Supply] 

 

대상선의 공기윤활시스템 적용으로 분사된 공기의 추진기 

작동시 유입 여부와 변동압력에 대한 영향도 평가는 

삼성중공업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SCAT)에서 추진기 주위 

유동 관측 및 변동압력 계측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Fig. 8은 

모형시험을 위해 캐비테이션 터널에 장착된 모형선과 

추진기 주위의 공기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9에서는 

계측된 변동 압력 비율을 예인수조 시험을 통해 최종 결정된 

유량 (100%)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이고 있다. 유량 비율이 

20%~100% 범위에서는 변동압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사된 공기가 선체를 따라 진행하여 추진기 

상부로 유입되어 변동압력을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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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순 동력 절감을 확인하였다. (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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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Power Saving 6% 8% 

[Net Power Saving] = [Power Saving] - [Consumed Power for Air Supply] 

 

대상선의 공기윤활시스템 적용으로 분사된 공기의 추진기 

작동시 유입 여부와 변동압력에 대한 영향도 평가는 

삼성중공업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SCAT)에서 추진기 주위 

유동 관측 및 변동압력 계측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Fig. 8은 

모형시험을 위해 캐비테이션 터널에 장착된 모형선과 

추진기 주위의 공기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9에서는 

계측된 변동 압력 비율을 예인수조 시험을 통해 최종 결정된 

유량 (100%)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이고 있다. 유량 비율이 

20%~100% 범위에서는 변동압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사된 공기가 선체를 따라 진행하여 추진기 

상부로 유입되어 변동압력을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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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bservation of air inflow around propeller 

 

 
Fig.9 Effect of pressure fluctuation by SAVER Air (Model test) 

 

3. 실선 설치 
 

3.1 대상 선박 

 

 
Fig. 10 Re-docked 170K LNGC in Sembawang shipyard 

 

 

실선적용 대상선은 Fig. 10과 같이 싱가포르 Sembawang 

조선소에 입거 되었으며, 약 1개월 동안 정기 점검 및 수리 

그리고 공기윤활시스템 설치를 수행하였다. 개조선의 특성상 

제한적인 설치위치, 내부 구조물에 의한 작업 간섭등의 

어려운 작업환경 하에서 제한기간 내에 설치, 장비별 작동 

및 커미셔닝 작업이 수행되었다. 

 

3.2 공기압축기 

 

본선의 경우 수냉식, 스크류 타입 오일프리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였다. 압축기는 짧은 시간 내에 설치 용이한 장소 

선정, 압축기로부터 분사구까지 연결되는 배관의 설치상 

문제점 및 운용상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압축기를 

설치하였다. 선수에 가까운 분사구에 연결되는 압축기는 B/S 

(Bosun Store)에 설치하고, 선미 분사구에 연결되는 압축기는 

Engine Room(E/R) 3rd Deck에 설치하였다. 

B/S에 설치된 압축기는 기존 급·배기 시스템의 공기량이 

부족하여 별도의 공기 흡입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수냉식 압축기 특성상 생산된 압축공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수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 하였다.  

 

 
Fig.11 Air compressor & equipment at Bosun store 

 

3.3 배관시스템 

 

압축기에서 생산된 공기는 배관을 따라 분사구를 통하여 

선저면으로 분사되게 된다. 개조선의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제한된 시간 및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수부는 

압축기에서 2열로 분기시켜 분사구까지 연결하였으며, 

선미부는 압축기에서 분사구까지 직접 연결하였다. 

마찰저항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선저에 안정적인 

공기층 유동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분사구별로 균일하게 

압축 공기가 분사되어야 한다. 배관계는 CFD(Computation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기 압력 손실 

최소화와 분사구에서 균일한 압축 공기가 분사되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배관은 작업환경 및 주변 

구조물로 인하여 설계와 다소 다르게 설치 될 수 있다. 

 각 분사구별로 압축 공기의 분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Fig. 

12와 같이 전기식 제어 밸브를 설치하였고, 분사되는 유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 오리피스 차압식 유량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비가동시 해수 역류에 의한 장비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용 밸브와 유량계는 설계흘수 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였다.  

 

  
Fig. 12 Electrical control valve and orifice meter in Pipeline 

 

3.4 공기 분사구 

 

Fig. 13의 공기 분사구(Injector)는 압축기에서 생산된 

공기가 분사되는 장치이며, 배치된 위치의 선체에 용접으로 

고정되고, 분사구 상부에는 개폐가 가능한 유압식 

버터플라이 밸브를 장착하였다. 

 

 
Fig. 13 Installed injectors for Heavy Cargo Carrier 

 

블럭운반선의 경우 분사구 위치가 발라스트 탱크에 

설치되어 작업 및 설치 공간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본선의 

경우 파이프 덕트 내부에 분사구를 설치하게 되어 용접 및 

작업공간이 협소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설치 작업을 위해 Fig. 14와 같이 외부에서 분사구를 

블록으로 제작하여 선체에 용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치시간을 단축하였다. 

 

 
Fig. 14 Installed air injectors for 170K Class LNGC 

 

3.5 제어 시스템 

 

공기윤활 시스템 구성 장비의 운용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을 가진 통합 제어시스템을 선박의 Automation System 

(SSAS-Master)과 연계하여 자체 개발하였다. 제어시스템은 

선교와 ECR(Engine Control Room)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Fig. 15는 본선에 설치된 제어 

시스템의 메인 화면을 보여 주고 있다. 

 

 
Fig. 15 Main configuration of control system 

 

제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은 구성 장치의 제어용 밸브, 

압축기, 펌프, 팬 상태 및 알람, 그리고 대상선의 선속, 풍속, 

엔진 RPM등의 항해정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Fig. 16 Monitoring panel of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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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Effect of pressure fluctuation by SAVER Air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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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동 제어 기능에는 대상 선박의 흘수 및 선속에 

따른 적정 공기 분사량을 계산하여 공기 압축기 회전수를 

자동으로 제어 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공기윤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장비의 이상 또는 정지 시에는 인터락 

(Inter-Lock) 기능이 활성화 되며, Fig. 16에서와 같이 이상 

알람 시에는 공기 압축기가 강제 정지되도록 하여 공기윤활 

시스템이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운용 최적화 및 성능 평가 
 

4.1 성능 평가 시운전 

 

약 1개월의 정기 Re-docking 기간 중에 대상 선박에 

공기윤활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성 기자재 및 장비들의 

커미셔닝을 통하여 성능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진수 후 

싱가포르 Sembawang 조선소 근해에서 공기윤활시스템의 

연료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Ballast 흘수 조건에서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시운전 해역 및 코스는 원활한 시운전 수행과 정도 높은 

동력절감 평가를 위하여, 시운전 코스 상에 해상 교통량이 

적고 수심이 깊으며 해류나 조류등의 외란이 작은 해역을 

결정하였다. Fig. 21은 대상 선박의 속력 시운전 수행 해역 및 

코스 (⑦~⑧구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17 Sea trial area near Singapore 

 

속력 시운전은 ISO15016:2015(E)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되었다. 다만 해류의 영향을 보정하고 유사한 환경 조건 

하에서 공기윤활시스템의 비가동 및 가동 상태에서 속도 및 

동력의 변화를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Fig 18에서와 같이 

2015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양일에 걸쳐 Ballast 

흘수 조건에서 비가동, 가동의 순서로 double run을 엔진 

MCR의 50%, 75%, 90%에 대해 각각 수행하였다. 

 

 
Fig. 18 Path of ship and operation mode of SAVER-Air during a 
trial run 
 

Fig. 19는 시운전에서 SAVER Air 가동중에 계측된 속도, 

축 마력 및 압축기 사용 마력을 비가동 상태와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가동에 따른 축 마력은 변화는 없으며, 

마찰저항감소에 따른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력 시운전은 모형시험 결과의 분사부 유량 배분을 

이용하여 속도별 유량을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Fig. 20은 속력 시운전에서 얻어진 속도-동력 곡선을 

비가동과 가동 상태에 대해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최적화 

기준인 선속 17.5 노트에서 동력 절감 효과는 약 5.3%이며, 

공기 압축기 가동에 소요된 동력을 고려한 순 동력 절감율은 

약 3.2%로 확인되었다. 

 

 
Fig. 19 Results of SAVER-Air effect in Sea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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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는 Laden 항차의 실 항차에 승선하여, 선속에 따른 

분사부 유량 배분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Fig. 21은 대상 

선박의 운항 항로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21 Laden voyage route of the LNG Carrier from Gladstone to 
Incheon 
운항 선박에 대해 Double Run을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외란 및 해류의 영향이 최대한 유사한 환경하에서 

공기윤활시스템의 비가동 및 가동 상태에 대한 선속 및 

동력을 반복하여 계측하였다. 

Fig. 22는 속도 및 분사구별 최적화된 유량 배분조건에서 

순 동력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2 SAVER-Air Effect for LNG Retrofit 

 

대상 선박은 속도 13 ~ 18노트 범위에서 운항하였고, 1차 

시운전대비 연료절감 최대화를 위한 공기분사 최적화로 약 

4~5%의 순 동력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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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에서 독자 개발한 공기윤활시스템(SAVER 

Air) 개조 공사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170K급 Twin-Skeg 

LNG 선박에 적용 하였다. SAVER Air의 최적화를 위해 CFD 

해석과 모형시험을 이용하였고, 순 연료절감효과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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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동 제어 기능에는 대상 선박의 흘수 및 선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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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는 장비의 이상 또는 정지 시에는 인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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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ea trial area near Singapore 

 

속력 시운전은 ISO15016:2015(E)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되었다. 다만 해류의 영향을 보정하고 유사한 환경 조건 

하에서 공기윤활시스템의 비가동 및 가동 상태에서 속도 및 

동력의 변화를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Fig 18에서와 같이 

2015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양일에 걸쳐 Ballast 

흘수 조건에서 비가동, 가동의 순서로 double run을 엔진 

MCR의 50%, 75%, 90%에 대해 각각 수행하였다. 

 

 
Fig. 18 Path of ship and operation mode of SAVER-Air during a 
trial run 
 

Fig. 19는 시운전에서 SAVER Air 가동중에 계측된 속도, 

축 마력 및 압축기 사용 마력을 비가동 상태와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가동에 따른 축 마력은 변화는 없으며, 

마찰저항감소에 따른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력 시운전은 모형시험 결과의 분사부 유량 배분을 

이용하여 속도별 유량을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Fig. 20은 속력 시운전에서 얻어진 속도-동력 곡선을 

비가동과 가동 상태에 대해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최적화 

기준인 선속 17.5 노트에서 동력 절감 효과는 약 5.3%이며, 

공기 압축기 가동에 소요된 동력을 고려한 순 동력 절감율은 

약 3.2%로 확인되었다. 

 

 
Fig. 19 Results of SAVER-Air effect in Sea Trial  

 
실선 동력절감율은 앞서 기술한 모형시험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레이놀드 수 

차이로 인하여 모형선 공기층 거동이 실선과 상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속도별 분사부 유량 

배분도 실선에서 섬세한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압축기 용량 산정과 정도 높은 

동력절감율 평가를 위하여, 공기윤활 모형시험 및 해석법 

(Jang et al, 2014)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0 Estimated power saving from speed trial results by 

SAVER-Air with an initial setting for operation 

 

4.2 시스템 운전 최적화 

 

속력 시운전 이후 동력 절감 최대화를 목적으로 대상 

선박의 호주 글래드스톤(Gradstone)에서 인천까지 LNG를 

운송하는 Laden 항차의 실 항차에 승선하여, 선속에 따른 

분사부 유량 배분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Fig. 21은 대상 

선박의 운항 항로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21 Laden voyage route of the LNG Carrier from Gladstone to 
Incheon 
운항 선박에 대해 Double Run을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외란 및 해류의 영향이 최대한 유사한 환경하에서 

공기윤활시스템의 비가동 및 가동 상태에 대한 선속 및 

동력을 반복하여 계측하였다. 

Fig. 22는 속도 및 분사구별 최적화된 유량 배분조건에서 

순 동력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2 SAVER-Air Effect for LNG Retrofit 

 

대상 선박은 속도 13 ~ 18노트 범위에서 운항하였고, 1차 

시운전대비 연료절감 최대화를 위한 공기분사 최적화로 약 

4~5%의 순 동력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 론 

 
삼성중공업㈜에서 독자 개발한 공기윤활시스템(SAVER 

Air) 개조 공사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170K급 Twin-Skeg 

LNG 선박에 적용 하였다. SAVER Air의 최적화를 위해 CFD 

해석과 모형시험을 이용하였고, 순 연료절감효과를 평가하기 

285



위해 모형시험을 통한 공기윤활 실선 확장법을 사용하였다.  

 

• SAVER Air에 의한 연료절감 최대화를 위해 2차례의 

실선 시운전 및 공기 분사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약 4~5% 

정도의 순 동력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시운전에서의 동력절감율과 최적유량 배분율이 모형시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윤활 모형시험/성능평가법 

뿐만아니라 공기층 척도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건조되는 공기윤활 

Twin-Skeg LNG 운반선에서는 SAVER Air 최적화를 

통하여 6% 이상의 순 동력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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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시운전 불확실성 해석
서대원(한국선급), 한기민(한국선급), 김준규(한국선급)

Uncertainty analysis on the speed and powering trial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s

Seo Dae-Won(Korean Register), Han Ki-Min(Korean Register), Kim Joon-Gyu(Korean Register)

요 약

To estimated ideal power in sea trial is more important to verify a ship performance. ISO had published the ISO 
15016 which is corelation method between model ship and full scale ship. Full-scale speed trials of a ship have been 
questioned for the uncertainty of speed and power measurements especially when the sea conditions differ from the 
ideal calm water conditions. In this paper, such uncertainty has been investigated by utilizing ISO 15016 standard 
speed/powering trial analysis procedure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Keywords : Monte carlo simulation(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ISO 15016(시운전해석법), Uncertainty(불확실성)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중 

하나로, 설계단계의 평가지수인 선박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
와 운항단계의 평가지수인 EEOI, SEEMP등을 강제화 하였다. 이
에 따라 선박의 선속/동력 시운전은 선주, 조선소, 선급 등 모든 
기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는 선속/동력 시운전의 해석법을 표준화하여 제정한 바 있다
(IMO 2015).

선속/동력 시운전은 실제해상에서 계측된 선속/동력을 정수 
중에서의 선속 성능으로 치환 평가를 위해서 실제 해상조건의 외
력항을 보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ISO 15016에서 제시한 시운전 해석법인 셈이다. 따라서 실제 해
상 상태에서의 계측값의 신뢰도의 따라 정수중으로 교정된 선속/
동력의 불확실성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Insel, 2008).

실선의 선속/동력 시운전 시험은 계측해야 할 물리량은 상당
히 많은 편이며, 각각의 계측된 값들의 정확도 수준에 따라 선속/
동력 결과의 불확실성이 결정된다. 선속/동력 결과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계측기가 가지는 오차를 줄이고, 시험환
경이 이상적인 조건(정수중)에서 계측하는 것이 추천되나, 실제 
해상에서 이뤄지는 시운전의 경우, 이상적인 시험환경조건에서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모든 시운
전 결과에는 계측 장비가 가지는 불확실성과 시운전 환경조건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실험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해서 ITTC에서는 저항

시험, 프로펠러 단독 성능시험등 다양한 유체역학 실험의 불확실
성 해석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ITTC 2011a, 2011b, 2011c). 

그러나, 실제 해상에서 수행되는 선속/동력 시운전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표준화된 불확실성 해석 절차가 없으며, 불확실성 
해석을 위한 시운전 raw data의 부재로 관련 연구진행이 아직까
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운전 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
운전의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여, 시운전 결과에 포함된 불확도 
요소 및 확장 불확도를 구하여 전체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연구를 
였다. 

2. 불확실성 해석
본 연구는 ISO-GUM을 바탕으로 시운전 불확실성 해석을 수

행하였다. 본 절차에 따르면, 불확실성의 평가방법으로는 Table 
1과 같이 A형 불확도와 B형 불확도가 있으며, 전체 불확도는 식 
(1)과 같이 두 불확도의 합의 형태로 정의된다. 

A형 불확실성은 실험과정에서 무작위성으로부터 기인되는 불
확실성 성분을 의미하며, 반복측정을 통해서 평가되는 반면 B형 
불확도는 A형 불확도를 제외한 모든 성분의 불확도로 정의된다.  
B형 불확도의 대표적인 요소로는 과거 측정값 및 경험, 일반적인 
지식, 장비 설명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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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모형시험을 통한 공기윤활 실선 확장법을 사용하였다.  

 

• SAVER Air에 의한 연료절감 최대화를 위해 2차례의 

실선 시운전 및 공기 분사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약 4~5% 

정도의 순 동력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시운전에서의 동력절감율과 최적유량 배분율이 모형시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윤활 모형시험/성능평가법 

뿐만아니라 공기층 척도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건조되는 공기윤활 

Twin-Skeg LNG 운반선에서는 SAVER Air 최적화를 

통하여 6% 이상의 순 동력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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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시운전 불확실성 해석
서대원(한국선급), 한기민(한국선급), 김준규(한국선급)

Uncertainty analysis on the speed and powering trial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s

Seo Dae-Won(Korean Register), Han Ki-Min(Korean Register), Kim Joon-Gyu(Korean Register)

요 약

To estimated ideal power in sea trial is more important to verify a ship performance. ISO had published the ISO 
15016 which is corelation method between model ship and full scale ship. Full-scale speed trials of a ship have been 
questioned for the uncertainty of speed and power measurements especially when the sea conditions differ from the 
ideal calm water conditions. In this paper, such uncertainty has been investigated by utilizing ISO 15016 standard 
speed/powering trial analysis procedure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Keywords : Monte carlo simulation(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ISO 15016(시운전해석법), Uncertainty(불확실성)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중 

하나로, 설계단계의 평가지수인 선박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
와 운항단계의 평가지수인 EEOI, SEEMP등을 강제화 하였다. 이
에 따라 선박의 선속/동력 시운전은 선주, 조선소, 선급 등 모든 
기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는 선속/동력 시운전의 해석법을 표준화하여 제정한 바 있다
(IMO 2015).

선속/동력 시운전은 실제해상에서 계측된 선속/동력을 정수 
중에서의 선속 성능으로 치환 평가를 위해서 실제 해상조건의 외
력항을 보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ISO 15016에서 제시한 시운전 해석법인 셈이다. 따라서 실제 해
상 상태에서의 계측값의 신뢰도의 따라 정수중으로 교정된 선속/
동력의 불확실성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Insel, 2008).

실선의 선속/동력 시운전 시험은 계측해야 할 물리량은 상당
히 많은 편이며, 각각의 계측된 값들의 정확도 수준에 따라 선속/
동력 결과의 불확실성이 결정된다. 선속/동력 결과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계측기가 가지는 오차를 줄이고, 시험환
경이 이상적인 조건(정수중)에서 계측하는 것이 추천되나, 실제 
해상에서 이뤄지는 시운전의 경우, 이상적인 시험환경조건에서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모든 시운
전 결과에는 계측 장비가 가지는 불확실성과 시운전 환경조건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실험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해서 ITTC에서는 저항

시험, 프로펠러 단독 성능시험등 다양한 유체역학 실험의 불확실
성 해석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ITTC 2011a, 2011b, 2011c). 

그러나, 실제 해상에서 수행되는 선속/동력 시운전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표준화된 불확실성 해석 절차가 없으며, 불확실성 
해석을 위한 시운전 raw data의 부재로 관련 연구진행이 아직까
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운전 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
운전의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여, 시운전 결과에 포함된 불확도 
요소 및 확장 불확도를 구하여 전체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연구를 
였다. 

2. 불확실성 해석
본 연구는 ISO-GUM을 바탕으로 시운전 불확실성 해석을 수

행하였다. 본 절차에 따르면, 불확실성의 평가방법으로는 Table 
1과 같이 A형 불확도와 B형 불확도가 있으며, 전체 불확도는 식 
(1)과 같이 두 불확도의 합의 형태로 정의된다. 

A형 불확실성은 실험과정에서 무작위성으로부터 기인되는 불
확실성 성분을 의미하며, 반복측정을 통해서 평가되는 반면 B형 
불확도는 A형 불확도를 제외한 모든 성분의 불확도로 정의된다.  
B형 불확도의 대표적인 요소로는 과거 측정값 및 경험, 일반적인 
지식, 장비 설명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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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A and B of standard uncertainty  
Type A Type B

Expression 
  



Measurement repeated
 observation

previous data
manufacturer’s spec. 
certificates

  



 




  

 




                        (1)

또한 입력값 또는 실험결과 값이 여러 가지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 이를 결합 불확실도로 정의한다. 결합 불확실성
은 uc(y)로 표시하며, 식(2)와 같다. 

 





 





 


  
 

  


   









 

                                               (2)

여기서 

 는 xi 의 민감도 계수이다. 

마지막으로 실험값의 신뢰구간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확장불
확실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SO-GUM에서는 불확실성 해석의 최종 결과로 확장불확실도
를 반드시 언급하게 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된 k값도 반드시 표
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운전 불확실성 요소
시운전 계측에서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 요소는 Fig. 1과 같이 

크게 축 동력 계측과 시운전 해석법에 대한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축동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축에 설치된 스트레
인게이지를 통해 축 토크를 측정하고, 광학 센서등을 이용하여 
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한 후 이를 축 동력으로 계산하게 된다. 또
한 계측된 축마력은 외란의 의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ISO 
15016시운전 해석법에 따라 각종 부가저항을 계산하여 보정하게 
된다. 조선소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시운전 raw 데이터를 기반
으로 축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선박의 길이(LBP)는 285m이며, 폭은 45.8m, 흘수 9.6m
인 LNG선박이다. 계측된 자료는 MCR의 50%, 75%, 90%의 시

운전 결과이며, 제공된 자료로는 30초 단위의 GPS의 선속, 축 
속도, 선박의 방향, 측정동력, 프로펠러 회전속도, 상대풍속, 풍
향, 기온, 수온 등이며, 파랑하중을 추정할만한 계측자료가 포함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은 제외하였으
나, 향후 해상조건(sea state)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 

Fig. 1 Uncertainty sources in sea trial 

4. 축 동력 불확실도
축 동력 계측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를 A형 불확도와 B형 

불확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계측장비로는 Fig. 2와 같이 Kyma 
Shaft Power meter(KPM)를 사용한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
측장비의 정확도는 B형 불확도 평가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계측된 raw 데이터는 A형 불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Fig. 2 Composition of the Kyma Shaft Power meter(KPM)

축동력 불확실도의 B형 불확실성(uc(Total Q)) 요소로는 스트
레인 게이지가 가지는 불확도(u(gauge)), 캘리브레이션 불확도
(u(ε)), 센서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u(α)), 토크산정 불확
도(u(Q))로 나뉘며, 각각은 Fig. 3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으며, 
B형 불확실성(uc(Total))의 계산은  식(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TotalQ         

(3)

Fig. 3 Uncertainty sources in measurement of shaft power

KPM 시스템의 축동력 계측시스템의 장비스펙을 조사한 결과 
게이지, 센서교정, 센서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를 포함한 
총 불확도를 0.29%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축토크 산정에 의
한 합성불확도(shear modulus 표준불확도, 축직경 표준불확도, 
상대변위 표준불확도)인 1.2%의 불확도를 더하면, 축 동력 계측 
시스템의 총 합성 불확도 TotalQ 는 1.24% 이다.

또한, 축의 회전 속도 계측 시스템의 총불확도 TotalN 

는 ±0.1% 총 합성 불확도는 약 0.06%로 무시할만한 값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축동력 합성불확도 uc(p)는 식(4)와 
같이 계산되어, 약 1.242%의 불확도로 산정된다.

 P   uc
TotalQ  uc

 TotalN 

     

      (4)

시운전 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시운전 조건에서 A형 표준 
불확도를 산정하고, 산정된 A형 불확도와 B형 불확도의 합을 통
해 Table 2와 같이 축동력 계측 시스템의 총 합성불확도(uc(p)를 
계산하였다. 

Table 2 Uncertainty of shaft power measuring system
Type A

(%)
Type B

(%)
Uc(p)
(%)

U
(95%, K=2)

50% 1st 0.534

1.242

1.350 ±2.7
50% 2nd 0.712 1.430 ±2.9
75% 1st 0.638 1.395 ±2.8
75% 2nd 0.654 1.402 ±2.8
90% 1st 0.412 1.307 ±2.6
90% 2nd 0.416 1.308 ±2.7

또한 합성불확도를 바탕으로 신뢰도 95%일 때 k=2로 가정할 
경우 각각의 시험조건에서 불확장도는 최소 ±2.6% 최대 ±2.8% 
로 나타났다.

5.  PDid 불확실성 해석

5.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핵심은 표본의 개수를 증가

시킬수록 추정결과는 더욱 정확해 진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가상
의 반복적 시행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kim 2011). 컴퓨
터의 계산능력의 발전과 더불어 몬테카를로 방법이 체계화되어
왔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하는 모델링 방법의 기초로 다양한 방
면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몬테카를로 구현과정은 크게 4단계
로 이뤄지며 다음과 같다(Fig. 4)

(1) 수학적 모델의 정의
(2) 각 입력변수에 확률분포함수 부여
(3) 입력변수를 모델에 넣어 출력 변수를 계산
(4) 결과 분석

Fig. 4 Uncertatinty assessment methodology be Monte 
Carlo Method(Insel, 2008)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ISO-GUM의 프레임을 준수하
면서, LPU(Law of Propagation of Uncertatinty)를 사용하는 대
신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그대로 불확도 전파에 이용하는 특징
을 가진다. 따라서 모델의 선형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뢰도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입력변수의 불확도가 측정결과
에 미치는 영향, 여러개의 입력변수가 조합되어 미치는 영향 등
을 쉽게 조사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이내에 얻은 시험자료로부
터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운전해석법에 대한 보정량의 불확실성을 추
정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방법을 적용하여 200,000번 반복계
산을 수행 하였다. 이때 입력자료의 확률분포는 시운전 계측 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계측 시스템이 가지는 불확도
인 A형 불확도는 미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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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A and B of standard uncertainty  
Type A Type B

Expression 
  



Measurement repeated
 observation

previous data
manufacturer’s spec. 
certificates

  



 




  

 




                        (1)

또한 입력값 또는 실험결과 값이 여러 가지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 이를 결합 불확실도로 정의한다. 결합 불확실성
은 uc(y)로 표시하며,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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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xi 의 민감도 계수이다. 

마지막으로 실험값의 신뢰구간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확장불
확실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SO-GUM에서는 불확실성 해석의 최종 결과로 확장불확실도
를 반드시 언급하게 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된 k값도 반드시 표
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운전 불확실성 요소
시운전 계측에서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 요소는 Fig. 1과 같이 

크게 축 동력 계측과 시운전 해석법에 대한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축동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축에 설치된 스트레
인게이지를 통해 축 토크를 측정하고, 광학 센서등을 이용하여 
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한 후 이를 축 동력으로 계산하게 된다. 또
한 계측된 축마력은 외란의 의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ISO 
15016시운전 해석법에 따라 각종 부가저항을 계산하여 보정하게 
된다. 조선소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시운전 raw 데이터를 기반
으로 축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선박의 길이(LBP)는 285m이며, 폭은 45.8m, 흘수 9.6m
인 LNG선박이다. 계측된 자료는 MCR의 50%, 75%, 90%의 시

운전 결과이며, 제공된 자료로는 30초 단위의 GPS의 선속, 축 
속도, 선박의 방향, 측정동력, 프로펠러 회전속도, 상대풍속, 풍
향, 기온, 수온 등이며, 파랑하중을 추정할만한 계측자료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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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다. 

Fig. 1 Uncertainty sources in sea trial 

4. 축 동력 불확실도
축 동력 계측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를 A형 불확도와 B형 

불확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계측장비로는 Fig. 2와 같이 Kyma 
Shaft Power meter(KPM)를 사용한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
측장비의 정확도는 B형 불확도 평가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계측된 raw 데이터는 A형 불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Fig. 2 Composition of the Kyma Shaft Power meter(KPM)

축동력 불확실도의 B형 불확실성(uc(Total Q)) 요소로는 스트
레인 게이지가 가지는 불확도(u(gauge)), 캘리브레이션 불확도
(u(ε)), 센서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u(α)), 토크산정 불확
도(u(Q))로 나뉘며, 각각은 Fig. 3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으며, 
B형 불확실성(uc(Total))의 계산은  식(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TotalQ         

(3)

Fig. 3 Uncertainty sources in measurement of shaft power

KPM 시스템의 축동력 계측시스템의 장비스펙을 조사한 결과 
게이지, 센서교정, 센서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를 포함한 
총 불확도를 0.29%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축토크 산정에 의
한 합성불확도(shear modulus 표준불확도, 축직경 표준불확도, 
상대변위 표준불확도)인 1.2%의 불확도를 더하면, 축 동력 계측 
시스템의 총 합성 불확도 TotalQ 는 1.24% 이다.

또한, 축의 회전 속도 계측 시스템의 총불확도 TotalN 

는 ±0.1% 총 합성 불확도는 약 0.06%로 무시할만한 값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축동력 합성불확도 uc(p)는 식(4)와 
같이 계산되어, 약 1.242%의 불확도로 산정된다.

 P   uc
TotalQ  uc

 TotalN 

     

      (4)

시운전 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시운전 조건에서 A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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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
Type B

(%)
U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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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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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Did 불확실성 해석

5.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핵심은 표본의 개수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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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적 모델의 정의
(2) 각 입력변수에 확률분포함수 부여
(3) 입력변수를 모델에 넣어 출력 변수를 계산
(4) 결과 분석

Fig. 4 Uncertatinty assessment methodology be Monte 
Carlo Method(Insel, 2008)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ISO-GUM의 프레임을 준수하
면서, LPU(Law of Propagation of Uncertatinty)를 사용하는 대
신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그대로 불확도 전파에 이용하는 특징
을 가진다. 따라서 모델의 선형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뢰도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입력변수의 불확도가 측정결과
에 미치는 영향, 여러개의 입력변수가 조합되어 미치는 영향 등
을 쉽게 조사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이내에 얻은 시험자료로부
터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운전해석법에 대한 보정량의 불확실성을 추
정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방법을 적용하여 200,000번 반복계
산을 수행 하였다. 이때 입력자료의 확률분포는 시운전 계측 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계측 시스템이 가지는 불확도
인 A형 불확도는 미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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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의 불확실도
ISO 15016에서는 바람에 의한 부가정항을 3가지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하중 모형시험결과가 
제공되어, 본 자료를 이용하였다. 바람의 의한 부가저항 모델식
은 식(5)와 같다.

 

 WRef WRef
   



  (5)
Table3 은 각 조건에서 시운전 raw데이터를 바탕으로 몇가지 

필터를 거쳐 통계 처리된 상대풍속, 상대속도, 기온의 입력자료
를 나타내고 있다. 바람의 부가저항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데이터
는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풍하중
의 불확도를 추정하였다.

Table 3 Input data for calculating wind resistance
WRef

(m/s)
WRef

(deg.)
Temp.Air

(°C)

50% 1st Mean
Std.

2.959
1.038

351.44
13.2

37.080
0.331

50% 2nd Mean
Std.

27.595
1.136

347.59
2.69

34.397
0.304

75% 1st Mean
Std.

30.32
1.491

342.803
2.996

32.550
0.385

75% 2nd Mean
Std.

4.833
1.209

49.020
9.617

31.918
0.466

90% 1st Mean
Std.

9.861
1.267

38.088
9.830

34.685
0.394

90% 2nd Mean
Std.

32.617
1.117

347.339
2.658

32.847
0.316

Table 4 Uncertainty of wind resistance
RAA
(kN)

U (95%, K=2)
(kN)

U (95%, K=2)
(%)

50% 1st -38.18 ±6.74 ±17.7
50% 2nd 390.02 ±70.7 ±18.2
75% 1st 529.57 ±76.4 ±14.5
75% 2nd -55.55 ±15.0 ±27.1
90% 1st -43.24 ±21.8 ±50.5
90% 2nd 498.48 ±95.1 ±19.1

Table 4는 상대풍속, 상대풍향, 기온등의 입력변수를 통해 추
정된 풍하중을 나태나고 있다. 불확실성 해석결과 50% MCR조

건에서는 95%신뢰구간이 약 18.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75%MCR, 90%MCR에서는 최대 27.1%, 50.5% 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시운전에서 계측된 상대풍속 및 풍향의 
큰 불확도가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Fig. 5, 6은 MCR 90% 1st 경우에 대한 바람에 대한 부가저항
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해석결과인 도수분포와 분산 기여
도를 나타내고 있다.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의 평균이 –43.24kN
이며, 95%신뢰구간에서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의 편차는 –
61.49kN ~ -19.55kN인 것을 알 수 있다. 부가저항의 불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Fig.6과 같이 상대풍향이 약 53.4%, 풍속
이 46.5%를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90% 
1st 의 경우,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불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
대 풍향, 풍속이 일정한 해역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
불어, 상대풍향의 경우 식(5)에서 CAA를 구하는 변수로 사용되
며, 제공된 풍향에 대한 공기저항계수(CAA) 곡선을 살펴보면, 
90% 1st 조건에서 풍향-CAA 기울기가 증가량이 커, 부가저항에 
대한 불확도가 더욱 크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Fig. 5 Uncertainty of wind resistance (90% 1st)

Fig. 6 Sensitivity of wind resistance(90% 1st)

5.3 수온 및 밀도에 대한 불확실도

ISO15016에서는 수온에 따른 밀도변화, 즉 점성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해, 식 (6)을 통해 15°C, 1026kg/m3을 기준으로 
실해역의 점성영향을 기준온도의 점성항으로 보정하고 있다.

  


  


              (6)

Table 5는 수온 및 밀도변화의 시운전 계측데이터의 통계값을 
보여주고 있다. 몬테카를로 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입력자료 중 
모형선의 전저항(RF)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모형
시험 전저항에 대한 불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
였다. 

Table. 5 Input data for correcting resistance the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and density

Temp.water RF 

50% 1st Mean
Std.

30.186
0.411

1
0

50% 2nd Mean
Std.

30.333
0.286

1
0

75% 1st Mean
Std.

30.296
0.323

1
0

75% 2nd Mean
Std.

30.188
0.417

1
0

90% 1st Mean
Std.

30.533
0.386

1
0

90% 2nd Mean
Std.

30.504
0.277

1
0

Table 6 Uncertainty for corrected resistance the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and density

RAS
(kN)

U (95%, K=2)
(kN)

U (95%, K=2)
(%)

50% 1st -32.71 ±1.5 ±4.6
50% 2nd -32.97 ±1.2 ±5.4
75% 1st -44.22 ±2.2 ±5.0
75% 2nd -43.86 ±2.0 ±4.6
90% 1st -49.44 ±2.0 ±4.1
90% 2nd -49.41 ±1.8 ±3.5

Fig. 7 Uncertainty for corrected resistance on temperature 
and density (50% 1st)

Table 5의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한 결과를 Table 6, Fig. 7 에 보이고 있다. 온도 밀도에 의한 
부가저항 불확도는 95%신뢰구간에서 최대 5.4% 미만으로 바람
에 의한 부가저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4 PDid의 불확실도
ISO 15016의 해석법에서는 PDid 의 계산은 식 (7)을 통해 산

정된다.

   ∆

   

∆
 

 
                                                  (7)

여기서, △R 은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 
등 시운전 해상조건을 정수 중으로 교정하기 위한 부가저항의 합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공된 시운전 데이
터 중 바람에 의한 영향과 수온 및 밀도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
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 할 예정임을 밝힌다.

앞장에서 계산된 축 동력불확실도와 부가저항의 불확실도를 
바탕으로 시운전 계측을 통해 최종 교정되는 이상적인 환경조건
에서의 동력(PDid)의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불확실도 해석 
결과 각각의 MCR조건에서 95%신뢰구간에서 최대 4%이하의 불
확실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MCR 75%
에서 시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ISO 15016의 시운전 해석법을 
이용하여 PDid를 계산할 경우 Fig. 8과 같이 16,414 kW로 계산되
며,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한 결과 95%신뢰구간에서 ±608kW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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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ef WRef
   



  (5)
Table3 은 각 조건에서 시운전 raw데이터를 바탕으로 몇가지 

필터를 거쳐 통계 처리된 상대풍속, 상대속도, 기온의 입력자료
를 나타내고 있다. 바람의 부가저항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데이터
는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풍하중
의 불확도를 추정하였다.

Table 3 Input data for calculating wind resistance
WRef

(m/s)
WRef

(deg.)
Temp.Air

(°C)

50% 1st Mean
Std.

2.959
1.038

351.44
13.2

37.080
0.331

50% 2nd Mean
Std.

27.595
1.136

347.59
2.69

34.397
0.304

75% 1st Mean
Std.

30.32
1.491

342.803
2.996

32.550
0.385

75% 2nd Mean
Std.

4.833
1.209

49.020
9.617

31.918
0.466

90% 1st Mean
Std.

9.861
1.267

38.088
9.830

34.685
0.394

90% 2nd Mean
Std.

32.617
1.117

347.339
2.658

32.847
0.316

Table 4 Uncertainty of wind resistance
RAA
(kN)

U (95%, K=2)
(kN)

U (95%, K=2)
(%)

50% 1st -38.18 ±6.74 ±17.7
50% 2nd 390.02 ±70.7 ±18.2
75% 1st 529.57 ±76.4 ±14.5
75% 2nd -55.55 ±15.0 ±27.1
90% 1st -43.24 ±21.8 ±50.5
90% 2nd 498.48 ±95.1 ±19.1

Table 4는 상대풍속, 상대풍향, 기온등의 입력변수를 통해 추
정된 풍하중을 나태나고 있다. 불확실성 해석결과 50% MCR조

건에서는 95%신뢰구간이 약 18.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75%MCR, 90%MCR에서는 최대 27.1%, 50.5% 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시운전에서 계측된 상대풍속 및 풍향의 
큰 불확도가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Fig. 5, 6은 MCR 90% 1st 경우에 대한 바람에 대한 부가저항
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해석결과인 도수분포와 분산 기여
도를 나타내고 있다.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의 평균이 –43.24kN
이며, 95%신뢰구간에서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의 편차는 –
61.49kN ~ -19.55kN인 것을 알 수 있다. 부가저항의 불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Fig.6과 같이 상대풍향이 약 53.4%, 풍속
이 46.5%를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90% 
1st 의 경우,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불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
대 풍향, 풍속이 일정한 해역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
불어, 상대풍향의 경우 식(5)에서 CAA를 구하는 변수로 사용되
며, 제공된 풍향에 대한 공기저항계수(CAA) 곡선을 살펴보면, 
90% 1st 조건에서 풍향-CAA 기울기가 증가량이 커, 부가저항에 
대한 불확도가 더욱 크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Fig. 5 Uncertainty of wind resistance (90% 1st)

Fig. 6 Sensitivity of wind resistance(90% 1st)

5.3 수온 및 밀도에 대한 불확실도

ISO15016에서는 수온에 따른 밀도변화, 즉 점성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해, 식 (6)을 통해 15°C, 1026kg/m3을 기준으로 
실해역의 점성영향을 기준온도의 점성항으로 보정하고 있다.

  


  


              (6)

Table 5는 수온 및 밀도변화의 시운전 계측데이터의 통계값을 
보여주고 있다. 몬테카를로 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입력자료 중 
모형선의 전저항(RF)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모형
시험 전저항에 대한 불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
였다. 

Table. 5 Input data for correcting resistance the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and density

Temp.water RF 

50% 1st Mean
Std.

30.186
0.411

1
0

50% 2nd Mean
Std.

30.333
0.286

1
0

75% 1st Mean
Std.

30.296
0.323

1
0

75% 2nd Mean
Std.

30.188
0.417

1
0

90% 1st Mean
Std.

30.533
0.386

1
0

90% 2nd Mean
Std.

30.504
0.277

1
0

Table 6 Uncertainty for corrected resistance the effects of 
water temperature and density

RAS
(kN)

U (95%, K=2)
(kN)

U (95%, K=2)
(%)

50% 1st -32.71 ±1.5 ±4.6
50% 2nd -32.97 ±1.2 ±5.4
75% 1st -44.22 ±2.2 ±5.0
75% 2nd -43.86 ±2.0 ±4.6
90% 1st -49.44 ±2.0 ±4.1
90% 2nd -49.41 ±1.8 ±3.5

Fig. 7 Uncertainty for corrected resistance on temperature 
and density (50% 1st)

Table 5의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한 결과를 Table 6, Fig. 7 에 보이고 있다. 온도 밀도에 의한 
부가저항 불확도는 95%신뢰구간에서 최대 5.4% 미만으로 바람
에 의한 부가저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4 PDid의 불확실도
ISO 15016의 해석법에서는 PDid 의 계산은 식 (7)을 통해 산

정된다.

   ∆

   

∆
 

 
                                                  (7)

여기서, △R 은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 
등 시운전 해상조건을 정수 중으로 교정하기 위한 부가저항의 합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공된 시운전 데이
터 중 바람에 의한 영향과 수온 및 밀도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
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 할 예정임을 밝힌다.

앞장에서 계산된 축 동력불확실도와 부가저항의 불확실도를 
바탕으로 시운전 계측을 통해 최종 교정되는 이상적인 환경조건
에서의 동력(PDid)의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불확실도 해석 
결과 각각의 MCR조건에서 95%신뢰구간에서 최대 4%이하의 불
확실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MCR 75%
에서 시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ISO 15016의 시운전 해석법을 
이용하여 PDid를 계산할 경우 Fig. 8과 같이 16,414 kW로 계산되
며, 불확실도 해석을 수행한 결과 95%신뢰구간에서 ±608kW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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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ncertainty for corrected ideal power 
PDid
(kW)

U (95%, K=2)
(kW)

U (95%, K=2)
(%)

50% 11,574 ± 454 ±4.0
75% 16,414 ± 608 ±3.7
90% 20,029 ± 772 ±3.9

Fig. 8 Uncertainty for corrected power (MCR：75%)

Fig. 9는 MCR 75%에서 왕복 시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동력(PDid)의 민감도 해석결과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해석결과 
불확실도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MCR 75% 1st 의 상대풍속
이 약 52%로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축동력 계측시스템이 차차
지하는 불확도는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９ Sensitivity of  corrected power(MCR :７５％)

Fig. 10은 제공된 시운전 자료를 바탕으로 각 선속에서 추정
된 동력(PDid)의 불확실성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선속-동력 곡선에 불확실성 해석을 통해 산정된 95% 신뢰도값
을 해당 선속에서 오차 막대로 가시화 한 것이다. 75%MCR 에서
의 추정된 동력(PDid)인 16,414kW에서 95%신뢰구간(k=2)에서 
속도편차를 확인한 결과 약 0.54knot의 속도차이가 발생하였다. 
다시말해 MCR 75%에서 축동력계측의 불확도와 시운전 해상조
건에 의해 ±0.27knot 정도의 불확도 요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10 Uncertainty for corrected speed - power curv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선 시운전 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ISO 

15016해석법을 적용하여 시운전 계측 및 해석의 불확실도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대상선박의 경우, MCR 50%, 75%, 90% 조건에서 전달동
력(PDid)은 95%신뢰구간(k=2)에서 확장불확도는 ±4.0%, 
±3.7%, ±3.9%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 MCR 75%에서 확장 불확도를 속도로 환산 할 경우, 
±0.27knot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에는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 수심, 조류 등의 영향
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선박의 연료소비량 5%이상 

절감을 위한 공기윤활시스템 개발 및 실해역 성능 검증
[10073164]", "실해역 실선의 추진성능 계측을 기반으로 한 모
형선-실선 상관관계 정확도 향상기술개발[10063575]" 과제의 
일부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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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활주선의 워터젯 유입면 형상이 유체성능에 미치는 영향 
박규린, 김동진, 김선영(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he effect of waterjet intake shape on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planing boat 

Kyurin Park, Dongjin Kim, Sun Young Kim(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Ocean 
Engineering/KRISO)

요 약

최근 개발되는 무인시스템 중 해양조사와 해양감시 임무 수행용도 등의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개발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으
며 무인선으로 개발되는 활주선은 운항 속도에 따라 활주선의 자세나 유체성능이 크게 변화하는데 이 때 선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워터젯 유입면의 형상 설계를 위해 이 부분이 유체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형시험과 CFD를 적용하
여 확인하였다. CFD 해석은 OpenFOAM을 기반으로 경계면 동적 압축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SNUFOAM 워터젯 유입면의 형
상이 저항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워터젯 유입구면의 평평한 부분이 넓을수록 선저 압력 중심이 선미로 이동하고 트
림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속에서 저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Planing boat(고속활주선),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 Hydrodynamic performance(유체 성능), Free 
surface(자유수면), OpenFOAM(오픈폼), SNUFoam(스누폼) 

1. 서 론

최근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무
인화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인자동차, 무인선박 
등 무인시스템이 국내/외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인시스템 중 무인선의 개발이 국내에서 최대 속도 45노트 최
고 중량 3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 중에 있다. 개발되는 무
인선은 활주선으로 항주 시 선저에서 발생하는 양력에 의해 지지
되어 선체의 일부가 수면위로 올라와 물의 저항력을 줄여주기 때
문에 일반 상선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활주할 수 있는 선박이다. 
이 때 물에 잠겨있는 선체 외곽 형상에 따라 활주선의 자세나 활
주선 주위 유동 분포가 달라지며 이것이 선형의 유체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활주선 선형 설계 시 모형시험이나 
수치해석으로 활주선의 유체성능을 미리 확인하여 설계에 적용
하고 있다. 활주선 선형 개발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 중 Kim et 
al.(2014)는 길이-폭 비, 선저경사각, 선수부 형상 등의 설계 변
수를 수정한 선형에 따라 모형시험을 통해 저항성능과 운동성능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활주선 설계 시 초기성능 추정 기법을 개

발하여 활주선 선형 개발 시 선체 외곽 형상이 유체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워터젯은 높은 추진 효율, 
좋은 기동성으로 인해 고속으로 운용되는 고속선에서 많이 사용
되며 Yun et al.(2004)에 의하면 유입관의 단면적이 확대 되어짐
에 따라 임펠러 표면 정압력이 증가하여 공동이 지연되거나 줄어
들 수 있으며 워터젯 유입관 내부 유동박리와 비균일 유입유동에 
의해 약 7~9%의 동력 손실이 생겨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입관 내부의 유동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논문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의 국산화 개발’ 연구 내용 중 무인선 설계에 모형
시험과 전산유체역학을 적용하여 워터젯 유입면 형상이 활주선
의 유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 고속 활주선 모형 시험
2.1 대상 활주선

대상 활주선의 제원은 Table 1과 같으며 트랜섬부터 선체중앙
부까지 16°에서 24°로 선저경사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 중량은 3ton 이며 8m길이의 실선이며 모형선은 그것의 
1/6.5으로 축소한 모형이다. Fig. 1에는 C모델의 정면선도이며 
C모델 워터젯 유입면 모양에 따른 모델 비교는 Table 2 측면도
를 통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원 실선 모형선(1/6.5)
LOA 8.000 m 1.231 m
LWL 7.539 m 1.160 m

Breadth 2.3 m 0.354 m
Draft 0.445 m 0.068 m
Mass 3000 kg 10.924 kg
LCG 2.647 m 0.407 m

선저 경사각 transom        16°
midship        24°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Hull C

C0

C1

C2

Table 2 Hull form of side view

2.2 모형 시험 결과 

모형 시험 결과는 저항, 트림각 그리고 부상량 세 가지를 확인
하였다. 모형 시험은 서울대학교의 선형예인수조(길이 117m x 
폭 8m x 깊이 3.5m)에서 최대 속도 10m/s인 무인고속예인전차
를 이용하여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다. 운용개념도는 Fig. 2와 같
다. 

Fig. 1 High speed towing system in Seoul Natinal 
University towing tank

 

Fig. 2는 모형시험 결과 중 인테이크 유입면의 형상과 속도에 
따른 저항 결과이다. C0는 인테이크 유입면이 깎이지 않은 V 모
양의 모델이며 모든 속도 조건에 저항이 크게 나타났다. 인테이
크 유입면이 가장 많이 깎여 평평한 면이 가장 넓은 C1모델은 속
도조건이 15knots~35knots일 때 다른모델의 저항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속구간인 40knots~45knots 일 때 저항이 작아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C0와 C1의 중간모델인 C2는 
20knots~35knots 구간에서 저항이 작게 나타났고 
40knots~45knots 에서는 C0의 저항보다는 작고 C1의 저항보다
는 크게 나타났다. Fig. 3은 트림각의 결과이다. 전 속도 구간에
서 C1의 트림각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워터젯 유입구
면의 평평한 면적이 넓을수록 즉 많이 깎일수록 트림각이 작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C0는 15knots에서 약 7도가 넘는 트림각을 
보이며 트림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4는 부상량을 나타낸 
결과이다. 부상량 결과에서는 C1의 부상량이 전 속도 구간에서 
작게 나타났으며 C2의 부상량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C1은 35knots 일 때까지 부상량이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2 Comparison of resistance depending on velocity 
and waterjet intake shape 

Fig. 3 Comparison of trim angle depending on velocity 
and waterjet intake shape 

Fig. 4 Comparison of rise depending on velocity and 
waterjet intake shape 

Fig. 5는 Kim et al.(2015)의 C1 모델로 자유항주시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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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활주선의 워터젯 유입면 형상이 유체성능에 미치는 영향 
박규린, 김동진, 김선영(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he effect of waterjet intake shape on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planing boat 

Kyurin Park, Dongjin Kim, Sun Young Kim(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Ocean 
Engineering/KRISO)

요 약

최근 개발되는 무인시스템 중 해양조사와 해양감시 임무 수행용도 등의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개발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으
며 무인선으로 개발되는 활주선은 운항 속도에 따라 활주선의 자세나 유체성능이 크게 변화하는데 이 때 선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워터젯 유입면의 형상 설계를 위해 이 부분이 유체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형시험과 CFD를 적용하
여 확인하였다. CFD 해석은 OpenFOAM을 기반으로 경계면 동적 압축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SNUFOAM 워터젯 유입면의 형
상이 저항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워터젯 유입구면의 평평한 부분이 넓을수록 선저 압력 중심이 선미로 이동하고 트
림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속에서 저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Planing boat(고속활주선),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 Hydrodynamic performance(유체 성능), Free 
surface(자유수면), OpenFOAM(오픈폼), SNUFoam(스누폼) 

1. 서 론

최근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무
인화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인자동차, 무인선박 
등 무인시스템이 국내/외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인시스템 중 무인선의 개발이 국내에서 최대 속도 45노트 최
고 중량 3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 중에 있다. 개발되는 무
인선은 활주선으로 항주 시 선저에서 발생하는 양력에 의해 지지
되어 선체의 일부가 수면위로 올라와 물의 저항력을 줄여주기 때
문에 일반 상선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활주할 수 있는 선박이다. 
이 때 물에 잠겨있는 선체 외곽 형상에 따라 활주선의 자세나 활
주선 주위 유동 분포가 달라지며 이것이 선형의 유체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활주선 선형 설계 시 모형시험이나 
수치해석으로 활주선의 유체성능을 미리 확인하여 설계에 적용
하고 있다. 활주선 선형 개발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 중 Kim et 
al.(2014)는 길이-폭 비, 선저경사각, 선수부 형상 등의 설계 변
수를 수정한 선형에 따라 모형시험을 통해 저항성능과 운동성능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활주선 설계 시 초기성능 추정 기법을 개

발하여 활주선 선형 개발 시 선체 외곽 형상이 유체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워터젯은 높은 추진 효율, 
좋은 기동성으로 인해 고속으로 운용되는 고속선에서 많이 사용
되며 Yun et al.(2004)에 의하면 유입관의 단면적이 확대 되어짐
에 따라 임펠러 표면 정압력이 증가하여 공동이 지연되거나 줄어
들 수 있으며 워터젯 유입관 내부 유동박리와 비균일 유입유동에 
의해 약 7~9%의 동력 손실이 생겨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입관 내부의 유동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논문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의 국산화 개발’ 연구 내용 중 무인선 설계에 모형
시험과 전산유체역학을 적용하여 워터젯 유입면 형상이 활주선
의 유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 고속 활주선 모형 시험
2.1 대상 활주선

대상 활주선의 제원은 Table 1과 같으며 트랜섬부터 선체중앙
부까지 16°에서 24°로 선저경사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 중량은 3ton 이며 8m길이의 실선이며 모형선은 그것의 
1/6.5으로 축소한 모형이다. Fig. 1에는 C모델의 정면선도이며 
C모델 워터젯 유입면 모양에 따른 모델 비교는 Table 2 측면도
를 통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원 실선 모형선(1/6.5)
LOA 8.000 m 1.231 m
LWL 7.539 m 1.160 m

Breadth 2.3 m 0.354 m
Draft 0.445 m 0.068 m
Mass 3000 kg 10.924 kg
LCG 2.647 m 0.407 m

선저 경사각 transom        16°
midship        24°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Hull C

C0

C1

C2

Table 2 Hull form of side view

2.2 모형 시험 결과 

모형 시험 결과는 저항, 트림각 그리고 부상량 세 가지를 확인
하였다. 모형 시험은 서울대학교의 선형예인수조(길이 117m x 
폭 8m x 깊이 3.5m)에서 최대 속도 10m/s인 무인고속예인전차
를 이용하여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다. 운용개념도는 Fig. 2와 같
다. 

Fig. 1 High speed towing system in Seoul Natinal 
University towing tank

 

Fig. 2는 모형시험 결과 중 인테이크 유입면의 형상과 속도에 
따른 저항 결과이다. C0는 인테이크 유입면이 깎이지 않은 V 모
양의 모델이며 모든 속도 조건에 저항이 크게 나타났다. 인테이
크 유입면이 가장 많이 깎여 평평한 면이 가장 넓은 C1모델은 속
도조건이 15knots~35knots일 때 다른모델의 저항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속구간인 40knots~45knots 일 때 저항이 작아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C0와 C1의 중간모델인 C2는 
20knots~35knots 구간에서 저항이 작게 나타났고 
40knots~45knots 에서는 C0의 저항보다는 작고 C1의 저항보다
는 크게 나타났다. Fig. 3은 트림각의 결과이다. 전 속도 구간에
서 C1의 트림각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워터젯 유입구
면의 평평한 면적이 넓을수록 즉 많이 깎일수록 트림각이 작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C0는 15knots에서 약 7도가 넘는 트림각을 
보이며 트림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 4는 부상량을 나타낸 
결과이다. 부상량 결과에서는 C1의 부상량이 전 속도 구간에서 
작게 나타났으며 C2의 부상량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C1은 35knots 일 때까지 부상량이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2 Comparison of resistance depending on velocity 
and waterjet intake shape 

Fig. 3 Comparison of trim angle depending on velocity 
and waterjet intake shape 

Fig. 4 Comparison of rise depending on velocity and 
waterjet intake shape 

Fig. 5는 Kim et al.(2015)의 C1 모델로 자유항주시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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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서 30knots 이상 고속에서 직진 불안정성이 확인 된 것
을 볼 수 있다. 

Fig. 5 Course-keeping tests above 30knots(Kim et 
al.(2015))

3. 해석 조건 및 방법
3.1 수치해석 방법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활주선의 유체성능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활주선의 항주자세를 잘 계산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계산
하기 위해서 활주선에 작용하는 유체력과 활주선의 무게, 모멘트 
등이 동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선체에 작용하
는 압력을 잘 계산해야 한다. 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정확히 계
산하기 위해서는 자유수면의 처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
수면 처리기법으로는 VOF(Volume Of Fluid), Level set 기법이 
알려져 있는다. 두 가지 기법 중 자유수면 처리 기법으로 VOF를 
사용했고 이 기법은 셀 내 밀도가 서로 다른 두 유체인 물과 공
기의 체적비율을 통해 자유수면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
로 질량보존을 만족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계면의 번짐현
상으로 격자 질에 따라 자유수면 근처 계산의 정확도가 낮아 비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면이 번지는 방향과 유속의 방향, 격자의 질 등에 따라 경계
면 압축을 주는 동적 압축 기법을 적용한 SNUFoam을 사용하였
다.  

3.2.1 격자계

Fig. 6은 C모델의 격자이다. 격자는 약 120만개의 정렬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자유수면 근처의 격자를 조밀하게 생성하였다. 저
항성능 해석으로 해석 계산 자원 절약을 위해 반폭 계산을 수행
하였다. 2자유도 운동 계산을 위해 안정적인 격자변형을 위해 실
린더의 형태로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안쪽 영역과 바깥쪽 영역을 
비정합경계면을 적용하여 회전 및 병진운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전체 해석 도메인의 크기는 Fig. 7과 같이 시험선의 길이를 기
준으로 –2.0L < x < 5.0L, 0 < y < 2.0L, -3.0L < z < 2.5L의 
크기이다. 

Fig. 6 Grids of hull C1 

Fig. 7 Computational domain 

 
3.2.2 경계조건 

 
유입류 조건은 속도에 대해 Dirichlet 타입, 압력에 대해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유출류 조건은 속도
에 대해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과 압력에 대해 Dirichlet 타입
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4. 해석 결과
CFD 해석 결과는 저항, 트림각 그리고 부상량을 모형시험 결과
와 비교하였다. CFD 해석 결과는 15knots와 30knots 두 가지 
속도에서의 결과이다 

4.1 저항

속도가 15knots 일 경우 C0와 C1의 저항은 약 0.53N의 차이
가 있으며 실험 결과와 같이 C0의 저항이 조금 크게 추정되었다. 
속도가 30knots일 때 다른 속도 조건의 결과와 달리 C0의 저항
이 C1의 저항과 거의 비슷하게 계산되었는데 실험 결과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4.2 항주 자세

인테이크 유입면의 깎인 정도가 큰 즉 평평한 면의 넓이가 넓
을수록 트림각이 작다는 실험 결과와 달리 해석 결과에서는 C1
의 트림각이 크게 계산되었다. 이전 연구에서도 트림각에 대한 
계산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는 선체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과소 추정하고 있는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 속도구간에서 C1의 부상량이 작게 나타났다. 동일한 속도
조건에서 C0의 부상량이 C1의 부상량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평
평한 부분이 넓은 모델인 C1이 깎이지 않은 C0보다 많이 부상한 
결과를 보여준다.   

4.3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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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ttom pressure distribution(V=15knots)

Table 3에는 속도가 15knots 일 때 압력분포를 보여준다. 
C0와 C1의 압력분포 중 가장 큰 차이는 워터젯 유입면에서의 

압력분포이다.  

Table 4는 속도조건 30knots 일 때 바닥의 압력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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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ottom pressure distribution(V=30knots)

Fig. 11 Calculation scheme of the dynamic 
equilibrium for planing boat 

Fig. 11은 선체의 중량과 선체에 작용하는 Lift 힘의 관계로 
Lp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길이방향(X)의 횡단면적 
힘을 2차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Fig. 12 Force on the bottom of C0(V=15knots)

Fig. 13 Force on the bottom of C1(V=15knots) 

두 모델의 Fig. 12는 속도 15knots 일 때 C0의 횡단면적 힘이
며 Fig. 13은 C1의 횡단면적 힘이다. 두 모델의 Lp를 계산한 결
과 C1의 Lp가 더 작은 값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압력중심이 선
미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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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워터젯 유입면의 형상에 따라 유체성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형시험과 CFD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확
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저항 : C1의 저항은 고속구간인 35knots~45knots에서는 
저항이 작아졌으며 C0는 전구간에서 가장 저항이 컸으며 CFD 
결과도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 트림각 : 동일한 속도인 경우 워터젯 유입면이 많이 깎일수
록 압력중심이 선미 쪽으로 치우치면서 상대적으로 트림각이 작
아짐을 확인하였다. 워터젯 유입면이 가장 많이 깎인 C1모델의 
트림각이 가장 작았으며 선미가 V 모양인 C0의 트림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부상량 : 가장 많이 깎인 C1의 부상량이 가장 작았고, 깎이
지 않은 모델인 C0의 부상량은 C2부상량보다 적게 나타났다. 
CFD 해석 결과에서도 C1의 부상량이 C0의 부상량보다 작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 추후 조종성능을 추가로 분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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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젯 추진 활주선의 인터셉터에 의한 속도 및 선회성능 개선
김동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선영(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mprovement of Speed and Turning Performance of Waterjet 
Propelled Planing Boat by Interceptors

Dong Jin Kim(KRISO), Sun Young Kim(KRISO)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활주선의 선미에 부착한 인터셉터가 저항 및 선회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대상선은 3톤
급 워터젯 추진 단동활주선이며 건조된 실선을 대상으로 내수면 시험을 수행하였다. 인터셉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중량조건에 대한 고속 직진 시 종방향 안정성을 비교하고 선행 문헌의 안정성 판별 기준과 비교하였다. 이어서 설계 중
량 및 흘수 조건을 맞춘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를 변경하며 직진 상태 선속과 항주트림을 계측하였다. 인터셉터를 적절히 사
용할 경우 특히 활주가 시작되는 속도 부근에서 항주 트림 조정에 의한 속도 증대 효과가 큼을 확인하였고, 소요마력 최소화
를 위한 각 선속 별 최적의 인터셉터 높이를 도출하였다. 추가로 등속 선회 시 선회하는 안쪽의 인터셉터를 돌출시킬 경우 해
당 선저면의 양력이 증가하여 횡복원모멘트가 발생하며, 내방 횡경사각은 감소하고 선회반경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Keywords : 워터젯 추진 활주선(Waterjet propelled planing boat), 인터셉터(Interceptor), 항주트림(Running trim), 소요마력(Required power), 
내방횡경사각(Inward heel angle), 정상선회반경(Steady turning radius)

1. 서 론
활주선은 운항 속도에 따라 직진 및 조종성능이 현저하게 변

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속도의 성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와 평가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위하여 부가물을 부
착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 안정화 및 선속 증가를 위하여 트림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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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트림 조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속도 영역에서 저항 
감소에 효과적이다.(Seo et al., 2014)

인터셉터는 일반적으로 트랜섬의 좌우 하단에 부착되며 트랜
섬과 수직으로 돌출되어 선저와 평행하게 흐르는 유동을 정체시
키고 트랜섬 근처 선저면의 압력 증가를 가져온다. 돌출 높이에 
따라 대상선의 항주트림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톤급 활주선에 인터셉터를 부착하고 소요마력 
최소화를 위하여 선속 별 최적 인터셉터 높이를 도출하였다. 그
리고 등속 선회 시 선회 안쪽의 인터셉터 높이를 변경할 경우 횡
경사각과 선회반경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대상 선형
대상선은 3톤급 워터젯 추진 활주선이며 주요 제원은 Table 1

과 같다. Kim et al.(2015)의 대상선과 기본 제원은 동일하나 선
미부 형상이 일부 수정되었고, Fig. 1은 건조된 실선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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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m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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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워터젯 유입면의 형상에 따라 유체성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형시험과 CFD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확
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저항 : C1의 저항은 고속구간인 35knots~45knots에서는 
저항이 작아졌으며 C0는 전구간에서 가장 저항이 컸으며 CFD 
결과도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 트림각 : 동일한 속도인 경우 워터젯 유입면이 많이 깎일수
록 압력중심이 선미 쪽으로 치우치면서 상대적으로 트림각이 작
아짐을 확인하였다. 워터젯 유입면이 가장 많이 깎인 C1모델의 
트림각이 가장 작았으며 선미가 V 모양인 C0의 트림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부상량 : 가장 많이 깎인 C1의 부상량이 가장 작았고, 깎이
지 않은 모델인 C0의 부상량은 C2부상량보다 적게 나타났다. 
CFD 해석 결과에서도 C1의 부상량이 C0의 부상량보다 작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 추후 조종성능을 추가로 분석 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

행한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PMS3490)”과제의 성
과 중 일부입니다.

 
참 고 문 헌

Kim, D.J. Kim, S.Y Kim, S.H Seo, J.H & Lee, S.H., 2014. 
Effect of Hull Form Variations on Resistance and 
Seakeeping Performance of Planing Hulls with and without 
Incoming Regular Wave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rchitects of Korea, 51(5),  pp.369-379. 

Yun, H.S. Park, W.G. Chun, H.H. & Kim, M.C., 2005. 
Numerical Internal Flow Analysis of Intake Duct of Waterjet 
Propuls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rchitects of 
Korea, 42(1), pp.1-9.

Lee, H.B. Lee, S.H. Kim, D.J. Kim, S.Y. & Park S.H., 2014. 
Dynamic Interface Compression Method for Reducing 
Numerical Interface Smearing on Free Surface and Its 
Application to Prismatic Body. 2014 Korean Society for 
Computational Fluids Engineering, Jeju, Republic of Korea, 
21-23 May 2014.

Park, K. Kim, D.J. Lee, H.B. Kim, S.Y. & Lee, S.H., 2016.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Analysis of Planing Hull by 
CFD. 2016 The Conference on Society of Naval 
Architecture of Korea, Geoje, Republic of Korea, 4-6, 
November 2015. 

Kim, D.J. Kim, S.Y Kim, & Son, N.S., 2015. The Effect of 
Course-stabilizing Fixed Fins on Manoeuvring Performance 
of a Water-jet Propelled Planing Bo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hip Manoeuvrability and Maritime 
Simulation(MARSIM), Newcastle University, UK, 8-11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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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Speed and Turning Performance of Waterjet 
Propelled Planing Boat by Interceptors

Dong Jin Kim(KRISO), Sun Young Kim(KRISO)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활주선의 선미에 부착한 인터셉터가 저항 및 선회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대상선은 3톤
급 워터젯 추진 단동활주선이며 건조된 실선을 대상으로 내수면 시험을 수행하였다. 인터셉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중량조건에 대한 고속 직진 시 종방향 안정성을 비교하고 선행 문헌의 안정성 판별 기준과 비교하였다. 이어서 설계 중
량 및 흘수 조건을 맞춘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를 변경하며 직진 상태 선속과 항주트림을 계측하였다. 인터셉터를 적절히 사
용할 경우 특히 활주가 시작되는 속도 부근에서 항주 트림 조정에 의한 속도 증대 효과가 큼을 확인하였고, 소요마력 최소화
를 위한 각 선속 별 최적의 인터셉터 높이를 도출하였다. 추가로 등속 선회 시 선회하는 안쪽의 인터셉터를 돌출시킬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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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Keywords : 워터젯 추진 활주선(Waterjet propelled planing boat), 인터셉터(Interceptor), 항주트림(Running trim), 소요마력(Required power), 
내방횡경사각(Inward heel angle), 정상선회반경(Steady turning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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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aning boat

대상 활주선의 선미 트랜섬 좌우에 Humphree 사의 인터셉터 
1쌍을 장착하였다. 1개 당 폭은 300mm 이고, 최대 돌출높이는 
50mm 이다.

3. 나선의 종방향 안정성
3.1 중량조건 별 40knots 직진시험 결과

인터셉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중량 조건에 대
하여 40 knots 고속 직진시험을 수행하였다. 중량조건 A와 B는 
Table 2 와 같다. Fig. 2와 3은 각 조건의 속도 및 종동요 시계열
그래프이다. Condition A는 초기트림이 있으므로 속도 0 knots 
일 때 계측되는 종동요는 0.8도이다. Condtion A은 40 knots에
서  종동요가 최대 ±2도 동요하며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Weight condition A and B
Displacement Initial trim

(bow up, (+))
ton degree

Condition A 2.6 0.8
Condition B 3.0 0.0

 

Fig. 2 Time histories of speed and pitch for Condition A

Fig. 3 Time histories of speed and pitch for Condition B

3.2 Porpoising 판별 기준에 의한 분석

Savitksy(1964)은 주상체 활주선의 선저경사각에 대한 
porpoising 발생 기준을 도표화하였다. 도표의 가로축은 중량을 
선폭과 선속으로 무차원화한 양력 계수()의 함수이며, 세로
축은 트림각이다. 3.1절의 중량조건 A와 B에 대한 양력 계수, 항
주트림각을 정리하면 Table 3 과 같다.

Table 3 Lift coefficient and trim angle for condition A & B
Condition A Condition B

( =Mg/(1/2ρB²V²) ) - 0.025 0.029
(/2)0.5 - 0.112 0.120

Trim angle, deg degree 5.7 2.9

Fig. 4 Porpoising criteria for Condition A & B (Savitsky, 1964)

Savitksy(1964)의 porpoising 판별 도표는 Fig. 4와 같다. 그
래프의 세 곡선은 각각 주상체 선저경사각이 0, 10, 20도 일 때 
porpoising 유무를 나타내며 곡선의 윗부분에 놓일 경우 
porpoising 발생 가능성이 높다. Table 3의 Condition A와 B 경
우도 각각 원점과 마름모점으로 함께 표기하였다.

Fig. 4의 도표는 0.13≤(/2)0.5 ≤0.30, 0≤β≤20° 일 경
우에만 직접 적용할 수 있고, 본 대상선의 두 가지 시험은 가로
축 하한을 벗어나 있다. 하지만 벗어난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물
리적인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삽해서 추정해 본다면, 선저경사각 
20도 곡선을 기준으로 Condition A는 위쪽, Condition B는 아래
쪽에 위치한다. 선저경사각 20도는 본 대상선의 트랜섬 선저경사
각 16도와 중앙부 선저경사각 24도의 평균, 즉 고속에서 주로 침
수가 이루어지는 선미부의 대표 선저경사각이다.

도표 가로축의 직접 적용 범위를 다소 넘기는 하나, Fig. 4 에 
의하면 Condition A의 불안정성은 자명해 보인다. 본 대상선의 
선폭 등 제원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고속 porpoising 불안
정성을 피하기 위하여 선저경사각을 키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고속에서 인터셉터를 사용한다면 항주트림각을 감소시키고 
porpoising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40 knots 전후의 고속
에서는 인터셉터 자체에 의한 저항 증가량이 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확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인터셉터에 의한 속도 및 선회성능 
개선

3장의 Condition B에 대하여 인터셉터 운용을 통한 속도 및 
선회성능 개선 가능성을 실선시험으로 확인하였다.

4.1 직진 시 인터셉터에 의한 항주트림 및 선속 변화

인터셉터의 돌출 높이를 0 % 부터 100 % 까지 20 % 씩 증
가시키면서 엔진 회전수에 따라 항주트림을 계측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돌출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트림각이 감소하며, 특히 
활주 시작 속도인 20노트 부근에서 트림 변화량이 가장 크다.

Fig. 5 Running trims according to interceptor heights

4.2 최소 소요마력을 위한 인터셉터 최적화

4.1절의 분석 내용을 근거로 엔진 회전수 별 소요마력을 최소
화하기 위한 인터셉터 돌출 높이를 도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3~20 knots 에서  인터셉터 높이에 따른 선속은 Fig. 6과 같다. 
각 그래프에서 최적 인터셉터 높이는 빗금으로 표기하였다.

Fig. 6 Boat speeds according to interceptor heights

소요마력 최소화, 즉 엔진 회전수 별 최대 선속을 목표로 최적
의 인터셉터 높이를 도출하고, 인터셉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최적의 인터셉터 제어를 수행한 경우 선속을 비교하면 Fig. 7과 
같다. 

Fig. 7 Interceptor optimization to minimize required power

1800~2600 rpm 에서 선속 감소 효과가 크며 이는 15~25 
knots에 대응한다. 대상선이 20 knots부터 본격적인 활주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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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A Condi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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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rpoising criteria for Condition A & B (Savitsky, 1964)

Savitksy(1964)의 porpoising 판별 도표는 Fig. 4와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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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unning trims according to interceptor heights

4.2 최소 소요마력을 위한 인터셉터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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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oat speeds according to interceptor heights

소요마력 최소화, 즉 엔진 회전수 별 최대 선속을 목표로 최적
의 인터셉터 높이를 도출하고, 인터셉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최적의 인터셉터 제어를 수행한 경우 선속을 비교하면 Fig. 7과 
같다. 

Fig. 7 Interceptor optimization to minimize required power

1800~2600 rpm 에서 선속 감소 효과가 크며 이는 15~25 
knots에 대응한다. 대상선이 20 knots부터 본격적인 활주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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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감안할 때 15~25 knots 는 활주 시작 전후 속도이다. 
활주선은 선속이 높아지면서 반활주 속도 영역에서 활주를 하기 
위하여 트림각도 꾸준히 커지며, 이 때 인터셉터로 트림각을 줄
일 경우 형상 저항 성분이 감소하고 전저항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인터셉터에 의한 선회성능 개선

초기속도 10, 20 knots 일 때 명령 노즐각 10, 20도에 대한 
우현 선회시험을 수행하였다. 매 시험마다 인터셉터를 한　쪽만 
작동하면서 등속선회 시 횡경사각과 정상선회반경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Fig. 8, 9 와 같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인터셉터 
돌출 높이이며 0은 양쪽 모두 내리지 않은 것, (+)값은 우현 인터
셉터만 내린 것, (-)값은 좌현 인터셉터만 내린 것이다.

Fig. 8 Inward heel angles according to one side 
interceptor heights

Fig. 9 Steady turning radius according to one side 
interceptor heights

전체적으로 우현 선회할 때 선미 우현 인터셉터를 내린 경우 
내방 횡경사각이 감소한다. 인터셉터에 의하여 선회하는 안쪽 선
저면에 양력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로서 횡복원모멘트가 증가하

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10 knots 20도 선회의 경우 횡경사각이 
약 0도이며 우현 인터셉터를 내릴 경우 횡경사각이 음의 값, 즉 
외방횡경사를 갖는다.

Fig. 9에 따르면 선회하는 안쪽의 인터셉터 작동에 의하여 선
회반경도 줄어든다. 내방횡경사는 고속 선회하는 활주선이 일반
적으로 갖는 특성이나, 선회반경을 줄이려면 가능한 외방횡경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선회반경이 감소하여 2.0 
L에 다다르면, 선회 안쪽 인터셉터 작동으로 횡경사각의 변화는 
있지만 선회반경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워터젯 추진 활주선의 실선시험을 통하여 직진 

시 종방향 안정성과 선미 인터셉터 작동에 의한 속도 및 선회성
능 개선 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Ÿ 두 가지 중량 조건에 대한 고속 종방향 안정성을 비교한 결
과, Savitksy(1964)의 불안정성 판별 기준과 일치하였다.

Ÿ 직진 시 엔진 회전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인터셉터에 
의한 항주트림 및 선속 변화를 확인하였다. 특히 활주 시작 
속도 전후에서 인터셉터에 의한 항주트림 변화가 크며, 선속
증대를 위한 최적의 인터셉터 높이를 도출하였다.

Ÿ 등속 선회 시 선회 안쪽의 인터셉터를 내릴 경우 내방 횡경
사각이 감소하며, 정상선회반경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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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파판 수중운동의 근사해석과 조파기 설계에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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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ed analytic solution of submerged wave board motion 
and its application on the design of wave generator

Jongoh Kw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yochul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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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segment of the wave board has been expressed as a submerged line segment in the two dimensional wave flume. The 
lower end of the line segment could be extended to the bottom of the wave flume and the other opposite upper end of the 
board could be extended to the free surface. It is assumed that the motion of the wave board could be defined by the 
sinusoidal motion in horizontal direction on ether end of the wave board. When the amplitude of sinusoidal motion of the 
wave board on lower and upper end are equal, the wave board motion could express the horizontally oscillating submerged 
segment of piston type wave generator. The submerged segment of flap type wave generator also could be expressed by 
taking the motion amplitude differently for the ether end of the board. The pivot point of the segment motion could play a 
role of hinge point of the flap type wave generator. Simplified analytic solution of oscillating submerged wave board 
segment in water of finite depth have been derived through the first order perturbation method at two dimensional domain. 
The case study of the analytic solution have been carried out and it is found out that the solution could be utilized for the 
design of wave generator in arbitrary motion by linear super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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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연구와 관련하여 실험실에서 파도를 발생시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다. 초기의 조파기는 이론 해석 결과에 
근거하기 보다는 물에 규칙적인 교란을 주고, 교란에 의하여 발
생되는 파도를 계측하여 교란과 파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어 조
파기 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험적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따라
서 초기에는 파도의 유체 입자 운동에 되도록 가까운 교란을 줄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감속
기와 연동되는 왕복동 기구를 설계하는 것이 조파기 설계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단순한 조파판의 운동은 많은 유체역학 연구자가 관심을 두게 
되면서 이론적 근사해를 구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조파기를 설

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론해석을 사용하여 조파기를 설계하였
을 때 이론값과 실제 발생파와 일치 하지 않으며 기계적인 규칙
적 운동을 주는 것만으로도 규칙파가 얻어지는 것이 확인되어 다
양한 형식의 조파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약 20여종
의 조파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약 40%정도는 순수한 실험적 
방법에 의한 경험적 설계로 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중력식 예인
수조를 건설되며 선박 모형 시험용 조파장치가 최초로 소개되었
다. 당시의 조파장치는 감속기로 구동되는 순수한 기계식 조파장
치로서 규칙 파만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수조 바닥에 힌지가 붙
여진 조파판이 크랭크 레버 방식으로 왕복 운동을 일으키는 조파
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파장과 파고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선형시험수조가 늘어나며 발전된 서보모터 
제어기술을 활용하여 불규칙 파의 발생이 가능한 조파기를 활용

하게 되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파기로는 플랩형 조파기, 

피스톤형 조파기 그리고  플런저형 조파기 등이 있다. 이들 조파
기를 설계할 때는 섭동이론에 근거한 1차 근사해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플런저 형 조파기인 경우에는 반복 계산
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치 해석법이 발전되어 있
어서 복잡한 형식의 조파기에 대하여서도 이론적 설계가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리고 서보모터 제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파기
의 구조는 기구적 부분이 간결하여지고 불규칙 파의 발생도 손쉽
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파기 설계에 사용하는 이론해석은 근본적으로 선형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선형 중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
중에서 조파판 요소에 대한 일반해를 구한다면 그 결과를 활용하
여 선형중첩 기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파기 설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2차원 수조에 수중에 잠겨있는 
조파판이 왕복운동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하고 이에 대한 일차 근
사 해를 구하였다. 

그동안 특수 경우에 대하여 많은 이론해가 구하여진바 있는
데, 그 결과는 수중에 잠겨서 왕복운동을 하고 있는 조파판 요소
에 대한 근사해석 결과로서 그 특수한 경우에 잘 일치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얻어진 일반해를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조파기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연구에서
는 조파기 설계에 관한 이론적 근사해를 소개하고 그 활용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조파판 요소의 수중운동의 이론해석

2.1 조파판의 수중 운동을 지배하는 방정식 
깊이가 h인 이차원 조파수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파판 요소

가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물에 잠겨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 

Fig. 1 Horizontally oscillating submerged wave board 

 

유체 영역에서 속도 포텐셜은 식 (1)로 표현되는 라플라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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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3)과 식 (4)에서 자유수면의 높이가 작다고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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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중에서 수평방향으로 동요하는 조파판의 
경계조건

수중에서 조파판이 수평방향으로 왕복 조화운동을 하는 경우
를 생각하자. 조파판의 상단은 수면으로부터 만큼 잠겨 있고, 
조파판 상단과 하단의 스트로크를 각각  라 할 때,  수평방
향 속도는 식 (6)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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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파판의 하단은  만큼 잠겨 있으며 수평방향 속도 
성분은 식 (7)로 표시 할 수 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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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파판의 상단과 하단의 스트로크는 다르지만 주기는 같
고 위상차가 없을 때를 생각하면, 즉  ≠,     , 
그리고     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조파판의 시간에 
따른 경사각 는 식 (8)의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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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중에 깊이 만큼 잠긴 위치에서 식 (8)의 관계를 사
용하고 경사각이 작다고 가정하여 tan ≈   라는 조건을 사용
하면 조파판에 수직한 속도 성분은 근사적으로 식 (9)와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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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ig. 1 과 같이 수중에 잠긴 조파판이 수평방향으로 동
요를 일으키면 그로 인한 경계조건은 식 (10)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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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segment of the wave board has been expressed as a submerged line segment in the two dimensional wave flume. The 
lower end of the line segment could be extended to the bottom of the wave flume and the other opposite upper end of the 
board could be extended to the free surface. It is assumed that the motion of the wave board could be defined by the 
sinusoidal motion in horizontal direction on ether end of the wave board. When the amplitude of sinusoidal motion of the 
wave board on lower and upper end are equal, the wave board motion could express the horizontally oscillating submerged 
segment of piston type wave generator. The submerged segment of flap type wave generator also could be expressed by 
taking the motion amplitude differently for the ether end of the board. The pivot point of the segment motion could play a 
role of hinge point of the flap type wave generator. Simplified analytic solution of oscillating submerged wave board 
segment in water of finite depth have been derived through the first order perturbation method at two dimensional domain. 
The case study of the analytic solution have been carried out and it is found out that the solution could be utilized for the 
design of wave generator in arbitrary motion by linear super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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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연구와 관련하여 실험실에서 파도를 발생시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다. 초기의 조파기는 이론 해석 결과에 
근거하기 보다는 물에 규칙적인 교란을 주고, 교란에 의하여 발
생되는 파도를 계측하여 교란과 파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어 조
파기 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험적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따라
서 초기에는 파도의 유체 입자 운동에 되도록 가까운 교란을 줄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감속
기와 연동되는 왕복동 기구를 설계하는 것이 조파기 설계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단순한 조파판의 운동은 많은 유체역학 연구자가 관심을 두게 
되면서 이론적 근사해를 구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조파기를 설

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론해석을 사용하여 조파기를 설계하였
을 때 이론값과 실제 발생파와 일치 하지 않으며 기계적인 규칙
적 운동을 주는 것만으로도 규칙파가 얻어지는 것이 확인되어 다
양한 형식의 조파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약 20여종
의 조파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약 40%정도는 순수한 실험적 
방법에 의한 경험적 설계로 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중력식 예인
수조를 건설되며 선박 모형 시험용 조파장치가 최초로 소개되었
다. 당시의 조파장치는 감속기로 구동되는 순수한 기계식 조파장
치로서 규칙 파만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수조 바닥에 힌지가 붙
여진 조파판이 크랭크 레버 방식으로 왕복 운동을 일으키는 조파
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파장과 파고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선형시험수조가 늘어나며 발전된 서보모터 
제어기술을 활용하여 불규칙 파의 발생이 가능한 조파기를 활용

하게 되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파기로는 플랩형 조파기, 

피스톤형 조파기 그리고  플런저형 조파기 등이 있다. 이들 조파
기를 설계할 때는 섭동이론에 근거한 1차 근사해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플런저 형 조파기인 경우에는 반복 계산
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치 해석법이 발전되어 있
어서 복잡한 형식의 조파기에 대하여서도 이론적 설계가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리고 서보모터 제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파기
의 구조는 기구적 부분이 간결하여지고 불규칙 파의 발생도 손쉽
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파기 설계에 사용하는 이론해석은 근본적으로 선형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선형 중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
중에서 조파판 요소에 대한 일반해를 구한다면 그 결과를 활용하
여 선형중첩 기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파기 설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2차원 수조에 수중에 잠겨있는 
조파판이 왕복운동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하고 이에 대한 일차 근
사 해를 구하였다. 

그동안 특수 경우에 대하여 많은 이론해가 구하여진바 있는
데, 그 결과는 수중에 잠겨서 왕복운동을 하고 있는 조파판 요소
에 대한 근사해석 결과로서 그 특수한 경우에 잘 일치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얻어진 일반해를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조파기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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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중에서 수평방향으로 동요하는 조파판의 
경계조건

수중에서 조파판이 수평방향으로 왕복 조화운동을 하는 경우
를 생각하자. 조파판의 상단은 수면으로부터 만큼 잠겨 있고, 
조파판 상단과 하단의 스트로크를 각각  라 할 때,  수평방
향 속도는 식 (6)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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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파판의 하단은  만큼 잠겨 있으며 수평방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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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파판의 상단과 하단의 스트로크는 다르지만 주기는 같
고 위상차가 없을 때를 생각하면, 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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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사각 는 식 (8)의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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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중에 깊이 만큼 잠긴 위치에서 식 (8)의 관계를 사
용하고 경사각이 작다고 가정하여 tan ≈   라는 조건을 사용
하면 조파판에 수직한 속도 성분은 근사적으로 식 (9)와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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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따라서 Fig. 1 과 같이 수중에 잠긴 조파판이 수평방향으로 동
요를 일으키면 그로 인한 경계조건은 식 (10)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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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파판 운동에 대한 일차 근사해
위의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조파판의 수중운동에 대한 속도 포

텐셜은 이미 오래전에 소개된 바 있는 해법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일차 근사 해에는 조파판으로부터 떨어지면 바로 소멸되는 항이 
포함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해양파를 나타내는 진행파의 성분을 
구할 수 있다.   

해를 구하면 조파판의 운동으로 얻어지는 진행파는 식 (11) 
로 표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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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osh                       (12)

유한수심에서 파는 식 (13)의 분산관계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tanh    (13)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조파판에 의해 
발생되는 파의 파고는 식 (12)와 식 (13)의 관계식을 사용하고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면 식 (14)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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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와 는 각각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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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4)로 얻어진 해는 Fig . 1에 보인 바와 같이 조파판이 깊
이 로부터 까지 잠겨 있으며 상단과 하단이 서로 다른 스트
로크로 운동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해이다. 

이 조파판을 구동하여 얻어지는 발생파의 파고-스트로크 비는 
수면 상의 스트로크, , 를 사용하여 식 (17)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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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파판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한 조파판에 작용
하는 압력의 일차 근사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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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파판의 양쪽 이 동일한 깊이로 잠겨 있는 경우에는 식 (18)
의 압력을 적분하여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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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를 사용하여  의 관계식을 구한 후 식 (19) 에 적용
하면 2차원 조파판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
다.

 cosh



cosh


×sinh

sinh
×






 sinh    sinh 

   

cosh cosh 





(20)

 
 


sinh sinh cos(21)

조파판에 작용하는 동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22)





coshcos

 
 

 cos 

 ×sinh

tanh
×






 sinh    sinh 

   

cosh cosh 






×  

여기서,

 

  



 cosh                  (23)



 


sinh 


 


sinh 



 



cosh 



 



cosh 

 

  




cosh           (24)



 


sinh 


 


sinh 

 3 조파판 운동에 대한 이론해의 검토
앞에서 식 (11)로 구하여진 이론 해는 Fig. 1에 주어진 것과 

같이 수중에 잠겨있는 2차원 조파판이 수평방향으로 동요하는 
경우에 대한 일차 근사해 이다. 조파판이 수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론해석에서는 자유수면 이하의 부분만을 생각
하게 된다. 따라서 생각하는 문제에서는 조파판의 상단은 자유수
면에 일치하는 경우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조파판의 하단은 생각
하는 유체영역에서 최대수심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론해를 구
한 조건은 조파판의 상단과 하단의 동요 스트로크가 다르고 동요
주기는 동일한 상태이며 위상차가 없는 경우가 된다. 선형시험수
조와 같은 시설은 비교적 수심이 깊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조
파기는 수면으로부터 일정한 깊이까지 조파판이 존재하는 경우
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파기 설계에 활
용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3.1 수면 근처에서 운동하는 조파판에 대한 이론 해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조파판의 상단은 수면에 이르고 하단

은 수조의 일정한 깊이  까지 잠긴 경우를 생각하자. 이때 발생
한 파고는 식 (14)~식 (16)에   ,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sinhcoshcosh

 sinh  coshc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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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tly submerged wave board 

 조파판의 수면위치와 조파판 하단이 서로 다른 스트로크로 
운동할 때 얻어지는 파고와 수면 상의 스트로크 사이에는 식 
(28)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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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단 플랩형 조파판의 운동에 대한 이론 해
Fig. 3 에 보인 바와 같이 자유수면에 놓인 힌지로부터 아래로 

매달린 조파판의 하단이 왕복운동을 일으키는 조파판 문제를 생
각하면, 앞절에서 주어진 조파판 상단의 스트로크가 0인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의 관계가 있으므로 파고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sinhcosh cosh    (29)

 s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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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조파판이 발생시키는 파고와 하단 스트로크 사이에
는 식 (31)의 관계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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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상단 플랩형 조파판의 운동에 대한 이론 해
다음에는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조파판의 하단이 힌지가 되

어 하단의 스트로크가 0인 경우, 즉     이고 조파판이 수
면 상에서 스트로크 로 왕복 운동을 하는 조파판의 문제는 다
음 관계식이 얻어진다.

 sinh cosh cosh    (32)

 sinh

sinh 

     (33)

Fig.4 Partly submerged lower end hinged wave board

식 (32)과 식 (33)을 사용하면 발생파고와 스트로크 사이에 식 
(34)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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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Fig. 4와 같이 수심이 깊은 수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랩형 조파기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결과는 Hyun(1976)의 결과
와 일치한다. 

그리고 Fig. 5에 보인 바와 같이 조파판의 하단이 수조 바닥과 
일치하는 플랩형 조파기로 확장하면   ,   ,   가 
되어 다음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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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생파의 파고와 스트로크 사이에는 식 (37)의 관계가 

얻어지고 이는 Dean et. al(1991)에 소개된 해석해와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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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ully submerged bottom hinged wave board 

3.4 피스톤형 조파판의 운동에 대한 이론해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물에 잠겨있는 조파판의 상단 부분의 

스트로크와 하단의 스트로크가 같은 상태로 동조 운전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 하자. 조파판이     의 구간에 존재하는 
피스톤형 조파기의 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식 (14) ~ 식 (17)은 다음 식으로 나타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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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특수한 경우로 Fig. 6의 우측 그림에 해당하는   

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는 조파수조 깊이 전체에 걸쳐 조파판이 
피스톤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 식 (41)와 식 
(42)로 표시되고, 이는 Hughes(1993)에 주어진 결과와 같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파고와 스트로크 사이에는 (36)식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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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경우를 조파판의 운동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즉 Fig. 6의 좌측은 식 (38) ~ 식 (40)으로 표시된 것으로
서 수직한 조파판의 상하부분이 같은 속도로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우측 부분은 수심 전체에 걸쳐서 조
파판이 식 (41) ~ 식 (43)에 따라서 왕복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Fig. 6 Partial and whole depth piston type wave board 

4. 조파기 설계에서 이론해의 응용
이론 해의 특수한 경우들을 별도의 방법으로 해가 별도의 방

법에 의하여 구하여진 경우들과 비교하여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
는 것을 확인 하였다. 얻어진 이론 해는 선형 근사해로서 원칙적
으로 선형 중첩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파기의 기본 유형이 되는 
경우로서 조파판 요소가 수평왕복하는 피스톤운동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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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동시에 이론해의 선형 중첩으로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조파판을 두 개의 요소로 분할하고 두 
개의 조파판의 운동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중첩함으로서도 동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수치계산은 수심이 1.5인 수조의 수조 깊이 전체에 걸쳐서 
설치된 (i)피스톤형, (ii)플랩형 조파판 운동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조파판이 0.95 m 깊이까지 잠겨있는 (iii)상단 플
랩형 조파판에 대해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조파판의 스트로크
는 모두 동일한 0.4m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고, 상부 플랩형은 
수면 하 0.95에 힌지가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얻어진 이론해가 임의의 깊이에 잠겨진 2차원 판 
요소의 동일한 주기로 규칙적인 왕복 운동을 하고 있으나 상단과 
하단이 수평방향의 진폭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일반해이다. 
따라서 이들 해는 하나의 조파판을 하나의 2차원 판 요소로 보아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 요소가 두 개의 요소로 분할되어 있
는 경우를 생각하고 각각의 판 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고 
각각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중첩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
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수치계산은 앞에서 언급한 i)피스톤형 , ii) 플랩형 그리고 수면근
처에 설치된 iii) 상부 플랩형 조파판을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들 각각은 다시 상부와 하부로 등 분할한 후 각각에 대하여 별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들 경우는 Fig.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
며 이들 계산에서는 Table 2 에 지정한 것과 같이 수치계산에 변
수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조파판에 대하여 주어진 파고와 스트로크의 비   를 
계산하였으며 파고는 Hughes (1983)에 의해 제안된 쇄파 기준
인 × 또는 × 보다 작은 경우에만 유효한 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7  Examples of wave maker for numerical computation 

   

Piston Type 0.0 0.75 0.4 0.4
0.75 1.5 0.4 0.4

Flap Type 0.0 0.75 0.4 0.2
0.75 1.5 0.2 0.0

Variable-draft 
flap type

0.0 0.475 0.4 0.2
0.475 0.95 0.2 0.0

 Table 1  Input data for numerical computations

 Fig. 8은 피스톤형 조파판의 파고-스트로크 비와 파 주기의 관
계를 나타내었다. 피스톤형 조파판을 상부조파판과 하부 조파판
으로 나누었으므로 각각의 조파판에 의해 얻어지는 의 특성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상부 조파판의 영향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며, 특히 파 주기가 짧을 때에는 상부 조파판이 조파
현상을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상
부조파판과 하부조파판의 영향을 합쳐주면 하나의 조파판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Fig. 8   Wave Height-to-Stroke ratio for 
piston-type wavemaker (2 segments)

Fig. 9에는 쇄파 현상을 피하며 발생 가능한 파고를 표기하였는
데 쇄파현상 발생 조건을 함께 도시하였다. 짧은 파 주기에서는 
선형 파 이론에 따라 발생되는 파고는 쇄파 현상을 피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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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상단 플랩형 조파판의 운동에 대한 이론 해
다음에는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조파판의 하단이 힌지가 되

어 하단의 스트로크가 0인 경우, 즉     이고 조파판이 수
면 상에서 스트로크 로 왕복 운동을 하는 조파판의 문제는 다
음 관계식이 얻어진다.

 sinh cosh cosh    (32)

 sinh

sinh 

     (33)

Fig.4 Partly submerged lower end hinged wave board

식 (32)과 식 (33)을 사용하면 발생파고와 스트로크 사이에 식 
(34)이 성립한다.




sinh

sinh

× sinh 
coshcosh 

   (34)

이 문제는 Fig. 4와 같이 수심이 깊은 수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랩형 조파기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결과는 Hyun(1976)의 결과
와 일치한다. 

그리고 Fig. 5에 보인 바와 같이 조파판의 하단이 수조 바닥과 
일치하는 플랩형 조파기로 확장하면   ,   ,   가 
되어 다음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sinh cosh   (35)

 sinh

sinh 
    (36)

  
이때 발생파의 파고와 스트로크 사이에는 식 (37)의 관계가 

얻어지고 이는 Dean et. al(1991)에 소개된 해석해와 일치 한다. 




sinh

sinh

× sinh cosh

             (37)

 

Fig. 5 Fully submerged bottom hinged wave board 

3.4 피스톤형 조파판의 운동에 대한 이론해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물에 잠겨있는 조파판의 상단 부분의 

스트로크와 하단의 스트로크가 같은 상태로 동조 운전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 하자. 조파판이     의 구간에 존재하는 
피스톤형 조파기의 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식 (14) ~ 식 (17)은 다음 식으로 나타
낼 수 있게 된다. 

   sinhsinh 
coshcosh             (38) 

 sinh

sinh 

     (39)




sinh

sinh

× sinhsinh 

coshcosh 
  (40)

이해의 특수한 경우로 Fig. 6의 우측 그림에 해당하는   

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는 조파수조 깊이 전체에 걸쳐 조파판이 
피스톤운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 식 (41)와 식 
(42)로 표시되고, 이는 Hughes(1993)에 주어진 결과와 같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파고와 스트로크 사이에는 (36)식의 
관계가 성립한다. 

   sinh           (41)
  sinh

sinh 
     (42)




sinh
sinh          (43)

이들의 경우를 조파판의 운동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즉 Fig. 6의 좌측은 식 (38) ~ 식 (40)으로 표시된 것으로
서 수직한 조파판의 상하부분이 같은 속도로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우측 부분은 수심 전체에 걸쳐서 조
파판이 식 (41) ~ 식 (43)에 따라서 왕복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Fig. 6 Partial and whole depth piston type wave board 

4. 조파기 설계에서 이론해의 응용
이론 해의 특수한 경우들을 별도의 방법으로 해가 별도의 방

법에 의하여 구하여진 경우들과 비교하여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
는 것을 확인 하였다. 얻어진 이론 해는 선형 근사해로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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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조파판 요소가 수평왕복하는 피스톤운동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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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조파판을 두 개의 요소로 분할하고 두 
개의 조파판의 운동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중첩함으로서도 동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수치계산은 수심이 1.5인 수조의 수조 깊이 전체에 걸쳐서 
설치된 (i)피스톤형, (ii)플랩형 조파판 운동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조파판이 0.95 m 깊이까지 잠겨있는 (iii)상단 플
랩형 조파판에 대해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조파판의 스트로크
는 모두 동일한 0.4m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고, 상부 플랩형은 
수면 하 0.95에 힌지가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얻어진 이론해가 임의의 깊이에 잠겨진 2차원 판 
요소의 동일한 주기로 규칙적인 왕복 운동을 하고 있으나 상단과 
하단이 수평방향의 진폭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일반해이다. 
따라서 이들 해는 하나의 조파판을 하나의 2차원 판 요소로 보아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 요소가 두 개의 요소로 분할되어 있
는 경우를 생각하고 각각의 판 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고 
각각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중첩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
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수치계산은 앞에서 언급한 i)피스톤형 , ii) 플랩형 그리고 수면근
처에 설치된 iii) 상부 플랩형 조파판을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들 각각은 다시 상부와 하부로 등 분할한 후 각각에 대하여 별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들 경우는 Fig.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
며 이들 계산에서는 Table 2 에 지정한 것과 같이 수치계산에 변
수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조파판에 대하여 주어진 파고와 스트로크의 비   를 
계산하였으며 파고는 Hughes (1983)에 의해 제안된 쇄파 기준
인 × 또는 × 보다 작은 경우에만 유효한 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7  Examples of wave maker for numerical computation 

   

Piston Type 0.0 0.75 0.4 0.4
0.75 1.5 0.4 0.4

Flap Type 0.0 0.75 0.4 0.2
0.75 1.5 0.2 0.0

Variable-draft 
flap type

0.0 0.475 0.4 0.2
0.475 0.95 0.2 0.0

 Table 1  Input data for numerical computations

 Fig. 8은 피스톤형 조파판의 파고-스트로크 비와 파 주기의 관
계를 나타내었다. 피스톤형 조파판을 상부조파판과 하부 조파판
으로 나누었으므로 각각의 조파판에 의해 얻어지는 의 특성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상부 조파판의 영향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며, 특히 파 주기가 짧을 때에는 상부 조파판이 조파
현상을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상
부조파판과 하부조파판의 영향을 합쳐주면 하나의 조파판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Fig. 8   Wave Height-to-Stroke ratio for 
piston-type wavemaker (2 segments)

Fig. 9에는 쇄파 현상을 피하며 발생 가능한 파고를 표기하였는
데 쇄파현상 발생 조건을 함께 도시하였다. 짧은 파 주기에서는 
선형 파 이론에 따라 발생되는 파고는 쇄파 현상을 피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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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인해 발생파고가 일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쇄파 현상은 수심의 영향을 받게 되는 데 파 주기가 길
어지면서 선형이론에 의한 파고는 작아지고 있어서 예제로 계산
한 수심조건에서는 쇄파 현상이 문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Maximum wave height obtainable by 
piston-type wavemaker

Fig. 10은 수조수심 전체에 설쳐 설치된 플랩형 조파판에서 얻어
지는 파고-스트로크 비와 파 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피스
톤형 조파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파판을 상부 조파판과 하부 
조파판으로 나누어주고 각각의 조파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
의 성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부 플랩의 운동조건을 살펴보면 
하부 플랩에 비하여 운동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도 중
에서의 유체 입자의 궤도 운동속도 조건을 함께 고려하면 상부 
플랩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Fig. 10  Wave Height-to-Stroke ratio for flap-type 
wavemaker (2 segments)

Fig. 11은 플랩형 조파판에 의하여 쇄파 현상을 피하며 발생 시
킬 수 있는 발생 가능 파고와 파 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플랩형 조파판도 피스톤 조파판과 마찬가지로 파주기가 작은 경
우에는 쇄파현상의 발생으로 파고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주기가 커지면 쇄파 현상은 수심의 영향을 받게 되고 
파고가 제한되지만 계산된 예에서는 수심의 영향보다는 선형이
론에 의하여 파고가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피스톤
형과 플랩형 조파판의 발생파를 조사해보면 피스톤형의 파고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두 조파판이 최대 스트
로크가 동일하다는 제한 조건상에서의 문제임으로 정당하게 비
교하기 위하여서는 동일 파고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기

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Fig. 11  Maximum wave height obtainable by 
flap-type wavemaker

Fig. 12와 Fig.13은 힌지점의 위치가 수면으로부터 일정한 깊이
까지만 잠겨진 플랩형 조파판에 대해서 파고-스트로크 비와 파 
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보인 수심전체에 걸
쳐서 설치된 피스톤형 조파판이나 플랩형 조파판인 경우와 동일
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또 상부 플랩과 하부 플랩으로 나누어 
각각의 해석 결과를 중첩시킨 결과가 당연히 전체의 결과와 동일
하게 된다는 기본적 특성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Fig. 12  Wave Height-to-Stroke ratio for 
partial-draft flap-type wavemaker (2 segments)

 
Fig. 13  Maximum capability of a 

variable-draft flap-type wavemaker

Fig. 14는 앞에서 언급한 i)피스톤형 , ii) 플랩형 그리고 수면 근
처에 설치된 iii) 상부 플랩형 조파판에 대하여 Table 1에 주어진 
계산 조건에서 얻어진 파고-스트로크 비와 파 주기 관계를 하나
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 결과만을 보면, 동일한 스트로크
로 운전하는 경우 피스톤형 조파판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Comparisons of wave Height-to-Stroke 
ratio for various type of wave board

Fig. 15에서는 앞에서 주어진 세 가지 조파판을 구동하는데 소요
되는 동력을 식 (22)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로 무차원
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모든 조파판에서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동력이 증가하다가 특정 주파수대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
고, 이어서 소요동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피스톤
형 조파판인 경우를 살펴보면 동일한 스트로크인 경우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파고를 얻는 데는 유리하였지만, 소요 동력을 기준
으로하면 플랩형 조파판인 경우에 비하여 매우 큰 동력을 소모하
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파장치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발생파의 특성에 집중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지 또는 소
요 동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15  Dimensionless mean wave power 
for various type of wave board 

5. 결 론
임의의 깊이에 잠겨있는 2차원 평판 요소가 수평방향으로 주

기적인 왕복운동을 하는 경우의 유동을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정
식화하고 섭동해석법을 적용하여 1차 근사해를 구하였다. 얻어지
는 이론해는 수중에 잠겨있는 평판요소의 주기적 운동에 관한 선
형 해에 해당한다. 판 요소의 상단과 하단의 위치를 임의로 지정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단과 하단의 운동을 지정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판의 운동을 모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를 이용하면 입
력 자료만을 바꾸어 줌으로서 피스톤형이나 플랩형 조파판을 모
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중에 부분 적으로 잠긴 조파판의 운동
에 대하여서도 적용이 가능한 일반해로서 공학적 가치가 매우 높
다. 본질적으로 선형해는 중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
므로 수치 계산을 통하여 이론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
양한 운동을 일으키는 조파장치의 해석에도 중첩하여 손쉽게 수
치적 근사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다양한 형상의 조파기의 설계와 해석에 연구 결과를 
적용해보고, 이를 수치 해석과 실험을 통해 비교 검증해 볼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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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인해 발생파고가 일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쇄파 현상은 수심의 영향을 받게 되는 데 파 주기가 길
어지면서 선형이론에 의한 파고는 작아지고 있어서 예제로 계산
한 수심조건에서는 쇄파 현상이 문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Maximum wave height obtainable by 
piston-type wavemaker

Fig. 10은 수조수심 전체에 설쳐 설치된 플랩형 조파판에서 얻어
지는 파고-스트로크 비와 파 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피스
톤형 조파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파판을 상부 조파판과 하부 
조파판으로 나누어주고 각각의 조파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
의 성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부 플랩의 운동조건을 살펴보면 
하부 플랩에 비하여 운동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도 중
에서의 유체 입자의 궤도 운동속도 조건을 함께 고려하면 상부 
플랩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Fig. 10  Wave Height-to-Stroke ratio for flap-type 
wavemaker (2 segments)

Fig. 11은 플랩형 조파판에 의하여 쇄파 현상을 피하며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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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기 위하여서는 동일 파고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기

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Fig. 11  Maximum wave height obtainable by 
flap-type wav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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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는 기본적 특성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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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aximum capability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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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앞에서 언급한 i)피스톤형 , ii) 플랩형 그리고 수면 근
처에 설치된 iii) 상부 플랩형 조파판에 대하여 Table 1에 주어진 
계산 조건에서 얻어진 파고-스트로크 비와 파 주기 관계를 하나
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 결과만을 보면, 동일한 스트로크
로 운전하는 경우 피스톤형 조파판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Comparisons of wave Height-to-Stroke 
ratio for various type of wave board

Fig. 15에서는 앞에서 주어진 세 가지 조파판을 구동하는데 소요
되는 동력을 식 (22)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로 무차원
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모든 조파판에서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동력이 증가하다가 특정 주파수대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
고, 이어서 소요동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피스톤
형 조파판인 경우를 살펴보면 동일한 스트로크인 경우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파고를 얻는 데는 유리하였지만, 소요 동력을 기준
으로하면 플랩형 조파판인 경우에 비하여 매우 큰 동력을 소모하
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파장치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발생파의 특성에 집중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지 또는 소
요 동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15  Dimensionless mean wave power 
for various type of wav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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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자료만을 바꾸어 줌으로서 피스톤형이나 플랩형 조파판을 모
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중에 부분 적으로 잠긴 조파판의 운동
에 대하여서도 적용이 가능한 일반해로서 공학적 가치가 매우 높
다. 본질적으로 선형해는 중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
므로 수치 계산을 통하여 이론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
양한 운동을 일으키는 조파장치의 해석에도 중첩하여 손쉽게 수
치적 근사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다양한 형상의 조파기의 설계와 해석에 연구 결과를 
적용해보고, 이를 수치 해석과 실험을 통해 비교 검증해 볼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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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를 이용한 2차원 몰수체의 후류 유동장 계측
박상태, 정소원, 안병권 (충남대학교)

PIV Measurements of Wake Flow Field of the Two-dimensional 
Submerged Body

Sang-Tae Park, So-Won Jeong, Byoung-Kwon Ah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vortex street on blunt bodies forms at a certain range of flow velocities, specified by a range of Reynolds numbers. As the flow 
accelerates past the body, pressure drops in the shear layer resulting in cavitation inception and cavities rolls up into vortices. 
Using a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we investigated velocities of the cavitating wake flow behind a two-dimensional wedge 
shaped submerged body, and also we measured pressure fluctuations induced by periodic motions of the shedding vortice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cavitation on shedding vortex shedding frequency.   

Keywords : Particle Image Velocimetry(입자영상유속계), Cavitation(캐비테이션, 공동), Wake Flow(후류 유동)  

1. 서 론
일반적으로 물과 공기와 같은 유체 유동의 거동은 특수한 장

치를 사용하지 않고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러
한 현상을 시각화하기 위한 유동가시화 실험연구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에 필요한 장비들 또한 발전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입자영상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이용
하여 2차원 몰수체 후류의 공동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PIV 는 입
자 추적법 (Particle tracer method)의 하나로 유동장내에 추적 
입자를 집어넣은 후 이를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하여 특정시간 
동안 입자가 이동한 거리를 추정하여 유동장의 변화를 계측할 수 
있다. 조선 산업에서 PIV의 활용은 단순한 2차원 실린더(Jang, 
et al., 2008)에서부터 복잡한 선박 프로펠러의 반류 유동(Lee, 
et al., 2009)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치 및 이론해석 결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PIV 연구의 대부분은 공기 중이나 넓
은 관측부내 저속 유동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험  및 영상 데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특히 몰수체 주위의 압력이 증
기압 보다 낮아져 물이 기화되는 캐비테이션 유동에 대한 PIV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실험연구는 저속 구간에서부터 
고속 구간에 걸쳐 2차원 쐐기형 몰수체 주위의 유동장 특성을 
PIV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비공동 및 공동 유동 상태에서의 
PIV 계측과 함께 시험부 상부에서의 변동압력 계측을 통해 쐐기
형 몰수체 후류유동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
히, 동일 레이놀즈수 유동을 대상으로 터널 내부의 압력을 조절
하여 공동 및 비공동 상태를 모사하고 이때 몰수체의 후류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박리특성을 계측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PIV의 개요
입자영상유속계(PIV)는 관심 대상이 되는 유동장에 투사된 레

이저 시트를 따라 이동하는 추적 입자를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해
석하여 유동장의 속도분포를 파악하고자하는 장치로써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유동장 계측이 필요한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컴퓨터 및 기기 장비가 발전함에 따
라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PIV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영상 정보를 해석 프로그램에 맞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 후 데이
터를 입력받아 컴퓨터 상 에서 각각의 입자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반복적인 계산과 연산을 수행하여 속도벡터를 얻어 시각
화 및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실험을 통해 유동장을 가
시화하고 얻어진 영상을 처리하여 짧은 시간 간격 내에 이동한 
입자의 이동 거리를 자동적으로 추적함으로 속도 벡터를 구하지
만 각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입자 사이에서 영상을 통해 
동일 입자로 인지하고 일정 시간 이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고속
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 이유인즉, 기존 카메라의 
프레임 수에 따른 시간 간격과 레이저가 발광되어 나오는 프레임 
값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화면에 
서로 다른 패턴의 프레임을 짝수 번과 홀수 번으로 번갈아 그리
며 두 패턴을 합쳐 하나의 온전한 프레임으로 이루어 표현하는 
방식인 비월 주사 방식을 이용한다. 또한, 유동가시화 실험의 특
성상 후처리 과정에서 결과 값이 상이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후처리 
과정은 사용하는 해석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점이 있지만 Fig. 1
과 같이 대부분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Fig. 1 Overview of the PIV analysis

첫 번째로 페어링 기능을 사용하여 두 개의 연속된 사진을 불
러와 processing 작업을 통해, 후 처리 작업을 실행한다. 먼저 
사진 속 몰수체로 인해 투과되지 못한 레이저의 시트 영역은 실
제로 측정되지 못한 부분이므로 계산 할 영역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따라서 mask 기능을 사용하여 계산하지 않을 부분은 가려
준다. 이후 계산 영역을 설정해 준다. 이 기능은 이미지가 로드 
될 때만 열 수 있다. 이미지는 상관 샘플의 중심을 나타내는 십
자 격자로 오버레이 된다. 격자의 크기는 window size로 조절할 
수 있다. 값을 더 많이 올릴수록 격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때 
격자 내에 들어가는 추적 입자는 최소 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면서 step size를 조절해 줘야 한다. 이는 이미지가 
샘플링 되는 증가량을 뜻하며, 이 값은 최종 데이터의 격자 크기
를 정의한다. 일반적인 값은 샘플링 기준을 충족시키는 창 크기

의 약 50 %이다. 더 큰 샘플 오버랩은 오버 샘플 데이터를 생성
하지만 반드시 추가 정보를 산출하지는 않는다. 즉, 중복되는 영
역의 크기는 값의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퍼센트로 
영역을 설정해준 다음 교정 작업을 한다. 해석프로그램을 통해 
후처리 작업을 할 때 찍힌 사진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
문에 실제 모델의 길이가 아닌 화면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다. 따라서 해석을 돌리기 전에 Validation 기능에서 사진 속 길
이 대비 실제 길이를 적용시켜 교정 작업을 수행해야 픽셀 대비 
정확한 속도 벡터 값을 얻을 수 있다. 이후 Least Squares 
Gauss fit 을 사용하여 각 추적 입자의 이동거리 픽셀을 잡아준
다. 즉, 상관관계에 있는 추적 입자들의 각 최댓값의 4 개의 가
장 가까운 이웃을 선택하고 2 개의 주축 각각을 따라 최대 8 포
인트 가우시안 곡선에 맞춘다. 다음 Maximum Displacement 이
용하여 문제의 벡터와 8개의 주변 이웃 사이의 벡터 차이의 크기
를 계산한다. 이 차이가 4개 이웃에 대해 지정된 값을 초과하면 
분석 된 벡터는 외부 변수로 레이블이 된다. 이 과정을 수행함으
로서 앞서 설명한 Least Squares  Gauss fit에서 계산한 픽셀 값
을 토대로 가장 많은 변수 값이 나온 방향을 동일 입자의 이동거
리로 판단 해석하게 된다. 다음 Image Post-Processing 을 통해 
back-ground 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해석하지 않도록 밝기 조절
을 하는 필터링 과정을 수행한다. 즉, 레이저가 추적 입자에 부
딪쳐서 발생하는 밝기 변화만 허용하고 배경의 장애물에 의한 간
섭은 배재하는 과정이다. Filtering 기능에는 크게 Median Filter 
와 Range Filter, Min/Max Filter, High Pass Filter가 있다. 
Median Filter 및 Range Filter의 경우 임의의 추적 입자를 가상
의 격자 영역 내에 넣고 다수의 추적 입자의 이동 방향을 평균으
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입자부분은 필터링 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경우 추적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 용이하게 사용이 가
능하나 추적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추적 입자 하나를 격자 영
역에 각각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적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Min/Max Filter 기능과 
High Pass Filter기능을 사용한다.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때 매 
순간 촬영된 사진에 따라 회전하는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
는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PIVview 
Plotting Parameters에서 벡터의 Stretch Factor 와 style를 통해 
Head Width , Length, Line width를 조절 한다. 이후 데이터의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 장치

 실험은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CNU-CT)에서 수행되었
으며, 터널 재원은 아래 Fig. 2와 같다. 실험에 사용한 모형은 
Fig. 3과 같은 2차원 쐐기형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쐐기의 크기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이 때 폭은 100mm로 하여 터널 내 관측부
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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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를 이용한 2차원 몰수체의 후류 유동장 계측
박상태, 정소원, 안병권 (충남대학교)

PIV Measurements of Wake Flow Field of the Two-dimensional 
Submerged Body

Sang-Tae Park, So-Won Jeong, Byoung-Kwon Ah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vortex street on blunt bodies forms at a certain range of flow velocities, specified by a range of Reynolds numbers. As the flow 
accelerates past the body, pressure drops in the shear layer resulting in cavitation inception and cavities rolls up into vortices. 
Using a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we investigated velocities of the cavitating wake flow behind a two-dimensional wedge 
shaped submerged body, and also we measured pressure fluctuations induced by periodic motions of the shedding vortice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cavitation on shedding vortex shedding frequency.   

Keywords : Particle Image Velocimetry(입자영상유속계), Cavitation(캐비테이션, 공동), Wake Flow(후류 유동)  

1. 서 론
일반적으로 물과 공기와 같은 유체 유동의 거동은 특수한 장

치를 사용하지 않고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러
한 현상을 시각화하기 위한 유동가시화 실험연구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에 필요한 장비들 또한 발전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입자영상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이용
하여 2차원 몰수체 후류의 공동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PIV 는 입
자 추적법 (Particle tracer method)의 하나로 유동장내에 추적 
입자를 집어넣은 후 이를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하여 특정시간 
동안 입자가 이동한 거리를 추정하여 유동장의 변화를 계측할 수 
있다. 조선 산업에서 PIV의 활용은 단순한 2차원 실린더(Jang, 
et al., 2008)에서부터 복잡한 선박 프로펠러의 반류 유동(Lee, 
et al., 2009)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치 및 이론해석 결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PIV 연구의 대부분은 공기 중이나 넓
은 관측부내 저속 유동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험  및 영상 데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특히 몰수체 주위의 압력이 증
기압 보다 낮아져 물이 기화되는 캐비테이션 유동에 대한 PIV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실험연구는 저속 구간에서부터 
고속 구간에 걸쳐 2차원 쐐기형 몰수체 주위의 유동장 특성을 
PIV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비공동 및 공동 유동 상태에서의 
PIV 계측과 함께 시험부 상부에서의 변동압력 계측을 통해 쐐기
형 몰수체 후류유동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
히, 동일 레이놀즈수 유동을 대상으로 터널 내부의 압력을 조절
하여 공동 및 비공동 상태를 모사하고 이때 몰수체의 후류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박리특성을 계측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PIV의 개요
입자영상유속계(PIV)는 관심 대상이 되는 유동장에 투사된 레

이저 시트를 따라 이동하는 추적 입자를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해
석하여 유동장의 속도분포를 파악하고자하는 장치로써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유동장 계측이 필요한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컴퓨터 및 기기 장비가 발전함에 따
라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PIV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영상 정보를 해석 프로그램에 맞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 후 데이
터를 입력받아 컴퓨터 상 에서 각각의 입자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반복적인 계산과 연산을 수행하여 속도벡터를 얻어 시각
화 및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실험을 통해 유동장을 가
시화하고 얻어진 영상을 처리하여 짧은 시간 간격 내에 이동한 
입자의 이동 거리를 자동적으로 추적함으로 속도 벡터를 구하지
만 각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입자 사이에서 영상을 통해 
동일 입자로 인지하고 일정 시간 이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고속
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 이유인즉, 기존 카메라의 
프레임 수에 따른 시간 간격과 레이저가 발광되어 나오는 프레임 
값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화면에 
서로 다른 패턴의 프레임을 짝수 번과 홀수 번으로 번갈아 그리
며 두 패턴을 합쳐 하나의 온전한 프레임으로 이루어 표현하는 
방식인 비월 주사 방식을 이용한다. 또한, 유동가시화 실험의 특
성상 후처리 과정에서 결과 값이 상이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후처리 
과정은 사용하는 해석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점이 있지만 Fig. 1
과 같이 대부분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Fig. 1 Overview of the PIV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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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설정해준 다음 교정 작업을 한다. 해석프로그램을 통해 
후처리 작업을 할 때 찍힌 사진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
문에 실제 모델의 길이가 아닌 화면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석한
다. 따라서 해석을 돌리기 전에 Validation 기능에서 사진 속 길
이 대비 실제 길이를 적용시켜 교정 작업을 수행해야 픽셀 대비 
정확한 속도 벡터 값을 얻을 수 있다. 이후 Least Squares 
Gauss fit 을 사용하여 각 추적 입자의 이동거리 픽셀을 잡아준
다. 즉, 상관관계에 있는 추적 입자들의 각 최댓값의 4 개의 가
장 가까운 이웃을 선택하고 2 개의 주축 각각을 따라 최대 8 포
인트 가우시안 곡선에 맞춘다. 다음 Maximum Displacement 이
용하여 문제의 벡터와 8개의 주변 이웃 사이의 벡터 차이의 크기
를 계산한다. 이 차이가 4개 이웃에 대해 지정된 값을 초과하면 
분석 된 벡터는 외부 변수로 레이블이 된다. 이 과정을 수행함으
로서 앞서 설명한 Least Squares  Gauss fit에서 계산한 픽셀 값
을 토대로 가장 많은 변수 값이 나온 방향을 동일 입자의 이동거
리로 판단 해석하게 된다. 다음 Image Post-Processing 을 통해 
back-ground 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해석하지 않도록 밝기 조절
을 하는 필터링 과정을 수행한다. 즉, 레이저가 추적 입자에 부
딪쳐서 발생하는 밝기 변화만 허용하고 배경의 장애물에 의한 간
섭은 배재하는 과정이다. Filtering 기능에는 크게 Median Filter 
와 Range Filter, Min/Max Filter, High Pass Filter가 있다. 
Median Filter 및 Range Filter의 경우 임의의 추적 입자를 가상
의 격자 영역 내에 넣고 다수의 추적 입자의 이동 방향을 평균으
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입자부분은 필터링 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경우 추적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 용이하게 사용이 가
능하나 추적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추적 입자 하나를 격자 영
역에 각각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적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Min/Max Filter 기능과 
High Pass Filter기능을 사용한다.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때 매 
순간 촬영된 사진에 따라 회전하는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
는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PIVview 
Plotting Parameters에서 벡터의 Stretch Factor 와 style를 통해 
Head Width , Length, Line width를 조절 한다. 이후 데이터의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 장치

 실험은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CNU-CT)에서 수행되었
으며, 터널 재원은 아래 Fig. 2와 같다. 실험에 사용한 모형은 
Fig. 3과 같은 2차원 쐐기형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쐐기의 크기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이 때 폭은 100mm로 하여 터널 내 관측부
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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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NU-CT Specifications

Fig. 3 Shape of test model

Table 1 Size of the 2D wedge model
  [deg] d [mm] c [mm] d/c

20 20 56.71 0.35

본 실험에서는 YAG(yttrium aluminium garnet) 레이저를 사용
하였다. YAG 레이저는 고체레이저로 Yttrim-Aluminum-Garnet 
결정체를 매질로 하는 근적외선 영역의 레이저이다. 레이저 조사
시간에 따라 연속파 펄스파, Q스위치 형태로 나뉘어 지는데 본 
실험은 짧은 펄스 폭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
상을 관찰하는 듀얼 펄스형태의 레이저인 Litron사의 Nano S 
65-15 PIV를 사용하였다. Nano S 65-15 PIV 레이저의 재원은 
Table 2와 같다.

3.2 PIV 실험 시스템 구성

PIV 실험 시스템 구성에는 크게 레이저, 카메라, 추적 입자, 
해석 프로그램을 실험 환경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실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때 레이저는 4mm의 직경을 갖는 원형의 형
태로 나오기 때문에 Fig. 4에서와 같이 레이저의 형태를 시트
(sheet)화 하고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평면거울과 원통렌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터널 내부에 물과 유사한 비중을 갖는 추적 
입자를 넣었으며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레이저로 인해 반사
되는 추적 입자를 촬영하였다.

Table 2 Nano S 65-15 PIV Specifications
Model Nano S 65-15 PIV

Repetition Rate
Per Laser Head(Hz) 0-15

Output Energy at 532nm
per Laser Head(mj) 65

Pulse – Pulse Stability(%) 2
Beam Diameter(mm) 4

Pulse Length @ 1064nm(ns) 6-8
Resonator Type Stable

Lamp Life(pulses) >5x
Voltage(VAC) 110-250
Frequency(Hz) 47-63

Power Single Phase
Ambient 5-35

Consumption(W) <350

3.2 PIV 실험 시스템 구성

PIV 실험 시스템 구성에는 크게 레이저, 카메라, 추적 입자, 
해석 프로그램을 실험 환경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실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때 레이저는 4mm의 직경을 갖는 원형의 형
태로 나오기 때문에 Fig. 4에서와 같이 레이저의 형태를 시트
(sheet)화 하고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평면거울과 원통렌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터널 내부에 물과 유사한 비중을 갖는 추적 
입자를 넣었으며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레이저로 인해 반사
되는 추적 입자를 촬영하였다. 이 때 레이저와 초고속 카메라는 
별도의 동기화 장치를 구성하여 약 10-4초 간격으로 레이저와 카
메라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촬영한 이미지
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PIVTec사의 해석프로그램
(PIVview2C)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5는 실제 구
성된 실험 시스템을 보여준다.

Fig. 4 Experiment schematic view

Fig. 5 Experiment setup

4. 실험분석 및 결과
4.1 쐐기형 몰수체 후류 유동 특성

일반적인 2차원 몰수체 후류의 유동 형태는 레이놀즈 수에 따
라 결정된다. 레이놀즈 수(Rn)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V는 유
속, d는 몰수체의 높이(두께)이며 는 동점성 계수를 의미한다.



                                           (1)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몰수체 후류의 유동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 와류인 Karman 와열(Fig. 6)
이 생성된다. Jeong et al.(2016)은 쐐기형 몰수체 후류에서 발
생하는 Karman 와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PIV를 이
용하여 비공동 및 공동 상태에서 쐐기형 몰수체 후류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터널 내부의 유속을 증가시켜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Fig. 7은 동일한 크기를 갖는 실험 모형에 대해 터널 내부 
유속 변화에 따른 모델 주위의 속도 분포를 보여준다. 모든 속도 
영역에 대해 몰수체 전방에는 일정한 유속이 유지되며 실제 유동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속도 분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터널 관측부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 벽의 
영향으로 인해 쐐기형 몰수체의 끝으로 갈수록 유속이 가속되는 
것도 속도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6 Characteristics of wake of a wedge shape 

submerged body

Fig. 7 Velocity contour around of 2D Wedge

(a) Non-cavitating condition

(b) Cavitating condition
Fig. 8 Comparison of flow characteristics at two different 

condtions

Fig. 8은 동일한 레이놀즈 수( ×)에서의 비공동 
및 공동 유동 상태의 초고속 카메라 이미지와 와도 분포를 보여
준다. (a)의 비공동 상태와는 달리 (b)의 공동 유동 조건에서는 
몰수체에서 발생하는 공동이 유동을 가시화 하는 것과 같은 효과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속도 조건을 갖는 쐐기
형상의 몰수체 후류에 유동 특성은 비공동과 공동 상태에서 동일
하게 나타나는 것을 와도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Fig. 10에서와 같이 비공동 및 공동 유동 조건에서 PIV를 통해 
계측된 와도 분포를 Fig. 6에서 정의된 Karman 와열의 수평방향 
거리(A)와 수직방향 거리(B)의 비로 나타낸 결과를 보여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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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NU-CT Specifications

Fig. 3 Shape of test model

Table 1 Size of the 2D wedge model
  [deg] d [mm] c [mm] d/c

20 20 56.71 0.35

본 실험에서는 YAG(yttrium aluminium garnet) 레이저를 사용
하였다. YAG 레이저는 고체레이저로 Yttrim-Aluminum-Garnet 
결정체를 매질로 하는 근적외선 영역의 레이저이다. 레이저 조사
시간에 따라 연속파 펄스파, Q스위치 형태로 나뉘어 지는데 본 
실험은 짧은 펄스 폭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
상을 관찰하는 듀얼 펄스형태의 레이저인 Litron사의 Nano S 
65-15 PIV를 사용하였다. Nano S 65-15 PIV 레이저의 재원은 
Table 2와 같다.

3.2 PIV 실험 시스템 구성

PIV 실험 시스템 구성에는 크게 레이저, 카메라, 추적 입자, 
해석 프로그램을 실험 환경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실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때 레이저는 4mm의 직경을 갖는 원형의 형
태로 나오기 때문에 Fig. 4에서와 같이 레이저의 형태를 시트
(sheet)화 하고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평면거울과 원통렌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터널 내부에 물과 유사한 비중을 갖는 추적 
입자를 넣었으며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레이저로 인해 반사
되는 추적 입자를 촬영하였다.

Table 2 Nano S 65-15 PIV Specifications
Model Nano S 65-15 PIV

Repetition Rate
Per Laser Head(Hz) 0-15

Output Energy at 532nm
per Laser Head(mj) 65

Pulse – Pulse Stability(%) 2
Beam Diameter(mm) 4

Pulse Length @ 1064nm(ns) 6-8
Resonator Type Stable

Lamp Life(pulses) >5x
Voltage(VAC) 110-250
Frequency(Hz) 47-63

Power Single Phase
Ambient 5-35

Consumption(W) <350

3.2 PIV 실험 시스템 구성

PIV 실험 시스템 구성에는 크게 레이저, 카메라, 추적 입자, 
해석 프로그램을 실험 환경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실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때 레이저는 4mm의 직경을 갖는 원형의 형
태로 나오기 때문에 Fig. 4에서와 같이 레이저의 형태를 시트
(sheet)화 하고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평면거울과 원통렌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터널 내부에 물과 유사한 비중을 갖는 추적 
입자를 넣었으며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레이저로 인해 반사
되는 추적 입자를 촬영하였다. 이 때 레이저와 초고속 카메라는 
별도의 동기화 장치를 구성하여 약 10-4초 간격으로 레이저와 카
메라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촬영한 이미지
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PIVTec사의 해석프로그램
(PIVview2C)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5는 실제 구
성된 실험 시스템을 보여준다.

Fig. 4 Experiment schematic view

Fig. 5 Experiment setup

4. 실험분석 및 결과
4.1 쐐기형 몰수체 후류 유동 특성

일반적인 2차원 몰수체 후류의 유동 형태는 레이놀즈 수에 따
라 결정된다. 레이놀즈 수(Rn)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V는 유
속, d는 몰수체의 높이(두께)이며 는 동점성 계수를 의미한다.



                                           (1)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몰수체 후류의 유동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 와류인 Karman 와열(Fig. 6)
이 생성된다. Jeong et al.(2016)은 쐐기형 몰수체 후류에서 발
생하는 Karman 와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PIV를 이
용하여 비공동 및 공동 상태에서 쐐기형 몰수체 후류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터널 내부의 유속을 증가시켜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Fig. 7은 동일한 크기를 갖는 실험 모형에 대해 터널 내부 
유속 변화에 따른 모델 주위의 속도 분포를 보여준다. 모든 속도 
영역에 대해 몰수체 전방에는 일정한 유속이 유지되며 실제 유동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속도 분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터널 관측부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 벽의 
영향으로 인해 쐐기형 몰수체의 끝으로 갈수록 유속이 가속되는 
것도 속도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6 Characteristics of wake of a wedge shape 

submerged body

Fig. 7 Velocity contour around of 2D Wedge

(a) Non-cavitating condition

(b) Cavitating condition
Fig. 8 Comparison of flow characteristics at two different 

condtions

Fig. 8은 동일한 레이놀즈 수( ×)에서의 비공동 
및 공동 유동 상태의 초고속 카메라 이미지와 와도 분포를 보여
준다. (a)의 비공동 상태와는 달리 (b)의 공동 유동 조건에서는 
몰수체에서 발생하는 공동이 유동을 가시화 하는 것과 같은 효과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속도 조건을 갖는 쐐기
형상의 몰수체 후류에 유동 특성은 비공동과 공동 상태에서 동일
하게 나타나는 것을 와도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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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A)와 수직방향 거리(B)의 비로 나타낸 결과를 보여준다. 이 

315



때 무차원수인 캐비테이션 수()는 식 (2)와 같이 정의되며  
∞는 유입류의 압력, 는 물의 증기압, 는 유속 이다. 

 




 

∞                                               (2)

식 (2)에서 유속이 증가할수록 캐비테이션 수는 감소하게 되며, 
Karman 와열 거리의 비(B/A)는 캐비테이션 수가 감소할수록 비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Distance ratio (B/A) versus cavitation number

4.2 쐐기형 몰수체 변동 압력 특성

쐐기형 몰수체 상부에 설치된 변동압력을 통해 몰수체에서 박
리되는 와류의 주기적인 특성을 평가하였다. 계측된 변동 압력 
값은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통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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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주파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Strouhal 수로 
표현하여 Fig. 11과 같이 나타내면 비공동 유동과 공동 유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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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Karman 와류의 박리 주파수, 는 몰수체의 두께
이며 는 유속이다. 비공동 상태에서의 Karman 와류의 무차원

화한 주파수 특성은 캐비테이션수에 대해 일정한 것을 알 수 있
으며, 캐비테이션수가 낮아져 공동이 발생하면서 증가했다가 다
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Fig. 10 Shedding frequency versus flow speed

Fig. 11 Strouhal number versus cavitation number

5. 결 론
본 연구는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기법을 사용하여 고

속 캐비테이션 터널 내 2차원 몰수체에서 발생하는 후류 유동장
을 가시화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IV 시스템을 구성
하여 쐐기형상에 대해 비공동 및 공동 유동 상태에서 PIV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레이놀즈 수 차이에 따른 쐐기형 몰수체 후류 
유동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변
동압력 계측을 통해 쐐기형 몰수체 후류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주
파수 특성을 파악하고, 초고속 카메라 영상 및 PIV 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 레이놀즈수 조건에서 공동으로 
가시화 되는 유동 특성이 PIV 해석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몰수체 후류에서 발생하는 Karman 와열이 변동압
력 특성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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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초고속 운행이 가능한 수중운동체 개발이 요구되면서  

초공동(supercavitation)을 이용하는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수중
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찰 및 압력항력을 극복하여야 하
는 바, 의도적으로 초공동을 발생시켜 수중운동체를 뒤덥게 되면 
기체와 물이 접촉하게 되면서 마찰항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수중운동체를 개발하려면 모형시
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장비가 요구되는 바, 고속의 유동이 
유입되고, 수중운동체 후류로 분사되는 기포들이 시험부로 재유
입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이 요
구된다. 최근까지 초공동 수중운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은 미국 미네소타 SAFL(Saint Amthony 
Falls Laboratory) 이다 (Kawakami & Arndt 2011, Escobar et 
al. 2014). SAFL의 시험부 최고 유속은 20㎧이고, 시험부 단면

이 0.19m×0.19m 인데, 국내에서도  SAFL보다  성능이 향상되
고 용량이 증가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이 요구되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설계․제작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은 
시험부 제원이 0.3mH×0.3mW×3.0mL 이며, 최고 유속은 SAFL과 
같이 20㎧이다. 초공동 실험을 위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은 고
속 유동의 실현 뿐만 아니라 발생된 기포를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공기포집장치가 설치됨으로서 유동 생성을 위한 저항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저항을 극복하면서 원하는 시험부 유속을 
생성하려면 고양정 구동펌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고속 캐비
테이션 터널 운용 조건에 적합한 기존 펌프 구입이 불가함에 따
라 설계 사양에 적합한 고양정 펌프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구동 펌프의 요구양정은 CFD 코드를 이용하여 고속 캐비테이
션 터널 내부 유동을 계산한 결과로부터 도출된다. 본 논문에서
는 요구양정을 가지고 펌프 종류, 회전수 및 크기를 선정하는 펌
프 설계사양을 도출하였으며, 정도가 검증된 CFX-10 상용코드
를 이용하여 성능해석을 수행하면서 펌프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임펠러/스테이터 형상에 따라 구동펌프를 제
작하였으며,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에 설치하여 성능시운전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 구동펌프 설계 사양 결정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설계 사양은 시험부 유속이 20㎧ 이

상이다. 요구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계 유량(Q)은 2.0㎥/s 
( 시험부 유속 22.2㎧ )로 정하여 Fig.1과 같이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을 설계하였다. 시험부 상류에는 면적비가 약 45배 정도 큰 
공기포집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유동의 균일도를 높
이기 위하여 3개의 타공판과 허니콤이 설치되어 있다. 가이드 베
인 및 구동펌프 축계 등이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 유량 2.0㎥/s를 
입력 조건으로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 해석 결과로부터 
요구 양정(H)이 약 7.0m로 도출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구동펌
프가  설계되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보유한 대형 캐비테
이션 터널(시험부 단면 : 2.8mL×1.8mH)의 요구양정이 약 3.92m 
인 것을 감안하면 (Ahn et al, 2015)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요구
양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Fig.1 CFD model for HCT flowfield predicrion

일반적인 캐비테이션터널 시험부 유속은 10.0㎧ 내외인데, 고
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시험부 유속은 20.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진동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설계 유속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동펌프가 진동과 소
음을 유발하는 기잔력을 제공하는 주요원인으로서 기진력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캐비테이션 
터널의 구동펌프는 유동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는 축류형 펌프
이다. 고양정에 경우 축류형 펌프를 사용하게 펌프 회전수가 높
아져 기진력을 높일 수 있다. 회전수를 낮추면서 고양정에 대처
하려면 경사각이 크지 않은 사류형펌프(mixed-flow pump)를 사
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펌프는 비속도(ns)를 가지고 선정하
는데 비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s=N×Qm0.5/H0.75                     (1)

여기서, N[RPM]은 펌프 회전수, Qm[㎥/min]는 유량,  
H[m]는 양정을 나타낸다.

유량과 양정이 결정되었으므로 펌프 회전수에 따라 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진동원의 기진력을 낮추려면 펌프 
회전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바, 10rps 이하로 고려한다. 
Table 1은 펌프 회전수 4.0~10.0에서 계산된 비속도를 보
여준다. 비속도 범위는 600~1500 사이에 형성되는데, 기
존 펌프 비속도 선도에 따르면 사류형펌프가 이 영역에서 
작동되며, 900 근처에서 최고의 효율이 도출된다. 따라서, 
펌프 회전수 6.0rps가 효율과 기진력 측면에서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축류형 펌프로 구동되는 SAFL의 경우 펌
프 최대 회전수가 약 15rps 인데, 터널 자체 진동이 심해 
10㎧ 이하에서 실험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ump rps (n) pump rpm (N) ns
4.0 240 611
5.0 300 764
6.0 360 916
7.0 420 1069
8.0 480 1222
9.0 540 1375
10.0 600 1527

Table 1 Pump specific speed 

사류형 펌프의 최대 직경은 펌프 입구(Inlet) 직경(D)에 
비하여 약 35~40%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입구 직경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입구 직경이 커지게 되면 펌프길이 및 
최대 직경이 증가되어 배치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에 
함정용 waterjet 추진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사류형 
펌프를 설계한 바, 그 중 성능이 검증된 펌프를 대상으로 
입구 직경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펌프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존 사류형 펌프의 설계 유량계수(JQ) 및 양정계
수(CH)는 다음과 같다 (Ahn et al. 2010).

  JQ= Q/nD3= 0.9087,  CH= gH/n2D2= 3.3107         (2)
 

 D (㎜) n (rps) JQ  CH
900 6.0 0.457 2.354 
850 6.0 0.543 2.639 
800 6.0 0.651 2.979 

750 6.0 0.790 3.390 

700 6.0 0.972 3.891 
650 6.0 1.214 4.513 
600 6.0 1.543 5.296 

Table 2  Design condition for pump inlet diameter 

  펌프 입구 직경에 따른 펌프 설계 조건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하부의 관로 직경이 900㎜이므로 이
보다 증가되면 배치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최대 입구직경을  900
㎜로 선정하였다. 식(2)에 가장 근접한 설계 조건은 750㎜에서 
보여지는데, 유량계수가 약 10% 정도 낮은 영역에서 조건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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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초고속 운행이 가능한 수중운동체 개발이 요구되면서  

초공동(supercavitation)을 이용하는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수중
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찰 및 압력항력을 극복하여야 하
는 바, 의도적으로 초공동을 발생시켜 수중운동체를 뒤덥게 되면 
기체와 물이 접촉하게 되면서 마찰항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수중운동체를 개발하려면 모형시
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장비가 요구되는 바, 고속의 유동이 
유입되고, 수중운동체 후류로 분사되는 기포들이 시험부로 재유
입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이 요
구된다. 최근까지 초공동 수중운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은 미국 미네소타 SAFL(Saint Amthony 
Falls Laboratory) 이다 (Kawakami & Arndt 2011, Escobar et 
al. 2014). SAFL의 시험부 최고 유속은 20㎧이고, 시험부 단면

이 0.19m×0.19m 인데, 국내에서도  SAFL보다  성능이 향상되
고 용량이 증가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이 요구되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설계․제작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은 
시험부 제원이 0.3mH×0.3mW×3.0mL 이며, 최고 유속은 SAFL과 
같이 20㎧이다. 초공동 실험을 위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은 고
속 유동의 실현 뿐만 아니라 발생된 기포를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공기포집장치가 설치됨으로서 유동 생성을 위한 저항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저항을 극복하면서 원하는 시험부 유속을 
생성하려면 고양정 구동펌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고속 캐비
테이션 터널 운용 조건에 적합한 기존 펌프 구입이 불가함에 따
라 설계 사양에 적합한 고양정 펌프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구동 펌프의 요구양정은 CFD 코드를 이용하여 고속 캐비테이
션 터널 내부 유동을 계산한 결과로부터 도출된다. 본 논문에서
는 요구양정을 가지고 펌프 종류, 회전수 및 크기를 선정하는 펌
프 설계사양을 도출하였으며, 정도가 검증된 CFX-10 상용코드
를 이용하여 성능해석을 수행하면서 펌프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임펠러/스테이터 형상에 따라 구동펌프를 제
작하였으며,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에 설치하여 성능시운전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 구동펌프 설계 사양 결정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설계 사양은 시험부 유속이 20㎧ 이

상이다. 요구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계 유량(Q)은 2.0㎥/s 
( 시험부 유속 22.2㎧ )로 정하여 Fig.1과 같이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을 설계하였다. 시험부 상류에는 면적비가 약 45배 정도 큰 
공기포집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유동의 균일도를 높
이기 위하여 3개의 타공판과 허니콤이 설치되어 있다. 가이드 베
인 및 구동펌프 축계 등이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 유량 2.0㎥/s를 
입력 조건으로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 해석 결과로부터 
요구 양정(H)이 약 7.0m로 도출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구동펌
프가  설계되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보유한 대형 캐비테
이션 터널(시험부 단면 : 2.8mL×1.8mH)의 요구양정이 약 3.92m 
인 것을 감안하면 (Ahn et al, 2015)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요구
양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Fig.1 CFD model for HCT flowfield predicrion

일반적인 캐비테이션터널 시험부 유속은 10.0㎧ 내외인데, 고
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시험부 유속은 20.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진동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설계 유속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동펌프가 진동과 소
음을 유발하는 기잔력을 제공하는 주요원인으로서 기진력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캐비테이션 
터널의 구동펌프는 유동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는 축류형 펌프
이다. 고양정에 경우 축류형 펌프를 사용하게 펌프 회전수가 높
아져 기진력을 높일 수 있다. 회전수를 낮추면서 고양정에 대처
하려면 경사각이 크지 않은 사류형펌프(mixed-flow pump)를 사
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펌프는 비속도(ns)를 가지고 선정하
는데 비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s=N×Qm0.5/H0.75                     (1)

여기서, N[RPM]은 펌프 회전수, Qm[㎥/min]는 유량,  
H[m]는 양정을 나타낸다.

유량과 양정이 결정되었으므로 펌프 회전수에 따라 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진동원의 기진력을 낮추려면 펌프 
회전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바, 10rps 이하로 고려한다. 
Table 1은 펌프 회전수 4.0~10.0에서 계산된 비속도를 보
여준다. 비속도 범위는 600~1500 사이에 형성되는데, 기
존 펌프 비속도 선도에 따르면 사류형펌프가 이 영역에서 
작동되며, 900 근처에서 최고의 효율이 도출된다. 따라서, 
펌프 회전수 6.0rps가 효율과 기진력 측면에서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축류형 펌프로 구동되는 SAFL의 경우 펌
프 최대 회전수가 약 15rps 인데, 터널 자체 진동이 심해 
10㎧ 이하에서 실험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ump rps (n) pump rpm (N) ns
4.0 240 611
5.0 300 764
6.0 360 916
7.0 420 1069
8.0 480 1222
9.0 540 1375
10.0 600 1527

Table 1 Pump specific speed 

사류형 펌프의 최대 직경은 펌프 입구(Inlet) 직경(D)에 
비하여 약 35~40%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입구 직경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입구 직경이 커지게 되면 펌프길이 및 
최대 직경이 증가되어 배치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에 
함정용 waterjet 추진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사류형 
펌프를 설계한 바, 그 중 성능이 검증된 펌프를 대상으로 
입구 직경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펌프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존 사류형 펌프의 설계 유량계수(JQ) 및 양정계
수(CH)는 다음과 같다 (Ahn et al. 2010).

  JQ= Q/nD3= 0.9087,  CH= gH/n2D2= 3.3107         (2)
 

 D (㎜) n (rps) JQ  CH
900 6.0 0.457 2.354 
850 6.0 0.543 2.639 
800 6.0 0.651 2.979 

750 6.0 0.790 3.390 

700 6.0 0.972 3.891 
650 6.0 1.214 4.513 
600 6.0 1.543 5.296 

Table 2  Design condition for pump inlet diameter 

  펌프 입구 직경에 따른 펌프 설계 조건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하부의 관로 직경이 900㎜이므로 이
보다 증가되면 배치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최대 입구직경을  900
㎜로 선정하였다. 식(2)에 가장 근접한 설계 조건은 750㎜에서 
보여지는데, 유량계수가 약 10% 정도 낮은 영역에서 조건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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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따라서, 기존 펌프를 기반으로 하중을 감소시키는 설계
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waterjet 펌프의 날갯수는 임펠러 7, 
스테이터 9개지만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용 구동 펌프는 제작성
을 고려하여 임펠러 5, 스테이터 7개로 결정하였다. 펌프 설계 
사양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Design specification of HCT driving pump
Item Impeller Stator

Diameter(D), ㎜ 750 750
Blade No. 5 7
N, rpm 360 (c.w) Fixed

Head(H), m 7.00
Flowrate(Q), m/s 2.0

Design JQ 0.790
Design CH 3.390

3.  구동펌프의 설계 및 성능해석 
기존의 waterjet 펌프는 효율 및 캐비테이션 특성이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 현재 운항중인 함정에 장착되어 문제없
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개 단면은 NACA66 단
면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우수한 캐비테이션 성능과 함께 임펠러 
토오크를 최소화 하여 펌프 효율을 향상시킨 바 있다(Ahn et al. 
2010). 당소에서 개발한 펌프설계 기법은 단면 및 전체 날개각도 
변경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Ahn et al. 2008), Table 
3의 설계 사양에 따라 기존 사류형 펌프를 기반으로 날갯수를 줄
이고 날개각도 분포를 변경하여 설계 요건을 충족하는 구동 펌프
를 설계하였다. 사류형 펌프를 표현하기 위한 날개 단면은 동등
한 간격으로 구분된 5개 반경에서 정의된다. 설계 방법은 기존에 
개발된 과정을 따라가게 된다(Ahn et al. 2010). 기존의 방법은 
각각의 반경에서 두께, 캠버, 피치분포를 정의하고, 날개형상 생
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펠러 및 스테이터의 날개 형상을 도출
한다. 임펠러 및 스테이터 날개 형상은 설계 유량에서 요구된 양
정이 도출될 때까지 변경된다. 요구된 성능이 도달된 후 효율을 
증가시키고 펌프 하류에서의 회전유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날개 
형상변경 및 성능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날개형상 변화와 함께 수행되는 펌프 성능해석은 기존 펌프 
연구에서 정도가 검증된 상용코드 CFX-10을 활용하였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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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스테이터를 지난 유선이 직진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회전유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Fig.4는 설계 유량 (JQ=0.79)을 중심으로 ±20% 범위에서 
해석된 펌프 성능 특성을 보여준다. 유량 ±10% 범위에서 펌프 

효율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설계 유량에서 최종 도출
된 양정은 약 7.1m이며, 효율은 약 91.5%이다. 임펠러에 걸리는 
토오크로부터 계산된 전달동력은 약 152.6㎾이다. 설치된 구동
모터 최대 출력이 250㎾이므로 모터 역률, 효율 및 축계손실 등
을 고려해도 펌프 구동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하부에 설치된 설계 펌프는 Fig. 5에 나
타나 있다. 구동축을 지지를 위하여 스트럿이 설치된다. Fig.6는 
설계펌프가 설치된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정면도를 보여준다. 
시험부 상류에 거대한 공기포집장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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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The design pump installed at lower part of HCT

Fig.6  Front view of HCT 

4.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성능시운전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용 구동펌프는 사류형으로서 임펠러 및 

스테이터로 구성된다. 물속에서 작동하므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
하여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는데, 직경이 750㎜ 정도여서 주
물로 제작되었다. 펌프 성능시운전은 고속터널 본체, 축계 및 각
종 관로시스템 등의 조립 및 설치가 완료된 후 수행되었다. 구동
모터는 용량 250㎾의 6극(pole)으로 최대 회전수는 1,185rpm이
다. 펌프 설계 회전수가 360rpm 이므로 모터 회전수 감속을 위
하여 3 :1 풀리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설치 완료 후 관로시스템 
누수, 각종 기계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속 캐비테이션 터
널 성능시운전을 수행하였다. 

성능시운전은 구동모터 회전수를 50~345rpm 범위에서 
50rpm 간격으로  조절하면서 수행되었다. 펌프 회전수가 조절되
면 Fig.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D LDV (Laser Doppler 
Velocimetry)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1 관측창(1st window)에서 유
속을 계측하고, 동시에 구동모터 인버터에서 출력 전류와 전압을 
계측하였다. LDV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부 중심에서 계측된 유
속은 Fig.8에 나타나 있다. 시험부 유속분포를 계측한 바 있는데, 
유동 균일도나 난류강도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부 중
심부에서 계측된 유속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요구 최고 유속이 20.0
㎧이므로 펌프 회전수 345 rpm까지만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시
험부 유속은 펌프 회전수와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펌프 회

전수 345 rpm에서 시험부 유속은 약 20.3㎧이다. 시험부를 지나
는 유량은 Fig.9에 나타나 있는데, 단순히 시험부 면적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345rpm에서의 유량은 약 1.827㎥/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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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따라서, 기존 펌프를 기반으로 하중을 감소시키는 설계
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waterjet 펌프의 날갯수는 임펠러 7, 
스테이터 9개지만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용 구동 펌프는 제작성
을 고려하여 임펠러 5, 스테이터 7개로 결정하였다. 펌프 설계 
사양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Design specification of HCT driving pump
Item Impeller Stator

Diameter(D), ㎜ 750 750
Blade No. 5 7
N, rpm 360 (c.w) Fixed

Head(H), m 7.00
Flowrate(Q), m/s 2.0

Design JQ 0.790
Design CH 3.390

3.  구동펌프의 설계 및 성능해석 
기존의 waterjet 펌프는 효율 및 캐비테이션 특성이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 현재 운항중인 함정에 장착되어 문제없
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개 단면은 NACA66 단
면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우수한 캐비테이션 성능과 함께 임펠러 
토오크를 최소화 하여 펌프 효율을 향상시킨 바 있다(Ahn et al. 
2010). 당소에서 개발한 펌프설계 기법은 단면 및 전체 날개각도 
변경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Ahn et al. 2008), Table 
3의 설계 사양에 따라 기존 사류형 펌프를 기반으로 날갯수를 줄
이고 날개각도 분포를 변경하여 설계 요건을 충족하는 구동 펌프
를 설계하였다. 사류형 펌프를 표현하기 위한 날개 단면은 동등
한 간격으로 구분된 5개 반경에서 정의된다. 설계 방법은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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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임펠러 및 스테이터 날개 형상은 설계 유량에서 요구된 양
정이 도출될 때까지 변경된다. 요구된 성능이 도달된 후 효율을 
증가시키고 펌프 하류에서의 회전유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날개 
형상변경 및 성능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날개형상 변화와 함께 수행되는 펌프 성능해석은 기존 펌프 
연구에서 정도가 검증된 상용코드 CFX-10을 활용하였다. 반복
적인 형상변경과 성능해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펌프 
형상은 Fig.2에 나타나 있다. 설계펌프의 압력분포 및 유선 해석 
결과는 Fig.3에 나타나 있다. 압력이 크게 감소된 부분이 없어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스테이터를 지난 유선이 직진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회전유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Fig.4는 설계 유량 (JQ=0.79)을 중심으로 ±20% 범위에서 
해석된 펌프 성능 특성을 보여준다. 유량 ±10% 범위에서 펌프 

효율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설계 유량에서 최종 도출
된 양정은 약 7.1m이며, 효율은 약 91.5%이다. 임펠러에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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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최대 출력이 250㎾이므로 모터 역률, 효율 및 축계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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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The design pump installed at lower part of H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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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회전수 변화에 대한 인버터 출력 전압과 전류 분포는 
Fig.10에 나타난다. 출력전압은 모터 회전수 변화에 대하여 선형
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반면에 출력전류는 회전수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지만 비선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Fig.10과 같은 경
향은 기존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구동모터와  거의 유사한 경향
이다 (Ahn et al. 2015). Fig.11은 계측된 출력 전류 및 전압을 
가지고 산정된 구동 모터 출력 동력을 보여준다. 3상 교류 전력
을 사용하는 모터 출력 동력은 출력전압(V)과 출력전류(I)를 이용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s ×                          (3)
 
여기서 cosθ는 모터 역률(power factor)이며, 은 모터 효

율이다. 역률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직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교류에서는 
회로 중 코일이나 콘덴서 성분에 의해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
차로 무효전력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모터 효율은 모터 자체 
기계적 손실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 값들은 모터 제조사가 하중
시험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다. 기존 대형캐비테이션 터널 구동 
모터의 경우 25%~125% 하중조건에서 역률과 효율을 제공한 바 
있는데, 50% 이하에서 역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 (Ahn et al. 2015). 현재의 구동모터는 100% 하중조건에서만 
이 값들을 제공하였는데, 모터 역률은 81.8%이며, 효율은 
93.3%이다. 제공된 역률과 효율을 모든 성능시험 영역에서 일괄 
적용하여 얻은 모터 출력동력은 Fig.11에 나타나 있다. 모터 회
전수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줌에 따라, 
설계 회전수인 360rpm 까지 외삽 (extrapolation)하여 얻은 모터 
출력동력은 약 156.7kW이다. CFX-10 코드를 이용하여 얻은 임
펠러 토오크로부터 계산된 전달동력은 약 152.6㎾이다. 모터 
출력동력에 축 전달손실을 약 3% 고려하면 거의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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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펌프 회전수를 변화시키면서 성능시운전을 수행한 바, 설계 

단계에서 성능계산을 수행한 상용코드 CFX-10을 사용하여 시운
전 조건에서  성능 계산을 수행하였다. CFX-10은 기존에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구동펌프인 축류형 펌프의 전달동력 등을 잘 예
측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된 사류형 펌프에서는 어떤 차
이를 보여주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임펠러 회전수와 성능
실험에서 도출된 유량을 CFX-10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얻어진 
펌프 양정과 토오크는 Fig.12와 Fig.13에서 볼 수 있다. 펌프효
율()은 펌프 회전수 100rpm 이상에서 90.5~91.7% 범위로 나
타났으며, 임펠러 회전수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구동펌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 설계 당시에 펌프 양정은 360 rpm에서 약 7.1m 
였으나, 성능시운전에서는  약 7.6m 정도로  약 7.4% 크게 나타
났다. 유량이 약 4.6% 감소함으로서 양정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
한 결과인데, 유량과 양정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Fig. 13에 나타난 토오크를 이용하여 축 전달동력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축 전달동력(PC)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4)

여기서 N은 임펠러 회전수(rpm) 이다.
구동펌프의 성능시험에서 얻어진 모터 출력 동력(PM)을 축 전

달동력으로 변환하려면 축 전달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속 캐비테이션 터널  펌프를 구동하는 구동축계는 waterjet 추진
시스템 축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상선이 보통 0.99, 함
정 및 waterjet이 약 0.97을 적용한다. 따라서, 축계 손실은 약 
3% 고려한다. 이런 방식으로 얻어진 축 전달동력 (Delivered 
Power)은 Fig.1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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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으로부터 얻은 축전달동력(delivered power)과 
CFX-10 으로부터 얻어진 축전달동력(calculated power)의 비교
는 Fig. 14에 나타나 있다.  성능시험 결과와 계산 결과는 임펠
러 회전수 345rpm에서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지만, 300 rpm 
이하부터 저속으로 갈수록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는 모터 역률 
자료가 최대하중 조건에서만 제공되면서 최고 하중 조건에 가까
운 345rpm 에서는 비교적 일치하지만 그 이하에서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 대형캐비테이션 터널 구동모터는 역률 자료를 검토해 
보면 50% 하중까지는 비슷한 역률을 유지하다가 50% 이하에서
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Ahn et al. 2015). 이때 
역률 분포를 이용하여 얻은 성능시운전 결과는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Fig. 14에 나타난 300rpm에서
의  모터 하중도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터 하중 변화
에 따른 모터역률 자료가 제공된다면  Fig. 14에 나타난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모터 역률만 제대로 적용되면 모터 전압 
및 전류 계측으로부터 얻은 전달 동력과 CFX-10 계산결과로부
터 얻은 전달동력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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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Comparison with trial test result

Fig. 15는 설계단계에서 임펠러 회전수를 360rpm으로 고정하
고,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CFX-10 결과와 성능시운전 시 
얻는 유량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설계 유
량계수는 약 0.79이지만, 성능시운전 결과 유량계수는 약 0.75
가 도출되었다. 이는 펌프 양정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설계조건이 
이동한 것을 나타내는데, 설계 양정은 모터회전수 360rpm, 유량 
2.0㎥/s에서 약 7.0m이다. Fig.12의 성능시운전 결과를 외삽하
여 얻은 360rpm에서의 양정은 약 7.6m 이다. Fig.1의 CFD 해석
모델로부터 얻은 설계 양정이 실제보다 약 8% 정도 작게 도출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개의 다공판과 허니콤을 포함하는 공
기포집장치에서의 양정 손실량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데, CFD 해석시 다공판과 허니컴은 경험식에 의한 고려를 하게 
된다 (Paik et al. 2016). 정도 높은 CFD 해석을 위하여는 이와
같은 경험식들의 수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공판, 가이드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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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회전수 변화에 대한 인버터 출력 전압과 전류 분포는 
Fig.10에 나타난다. 출력전압은 모터 회전수 변화에 대하여 선형
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반면에 출력전류는 회전수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지만 비선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Fig.10과 같은 경
향은 기존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구동모터와  거의 유사한 경향
이다 (Ahn et al. 2015). Fig.11은 계측된 출력 전류 및 전압을 
가지고 산정된 구동 모터 출력 동력을 보여준다. 3상 교류 전력
을 사용하는 모터 출력 동력은 출력전압(V)과 출력전류(I)를 이용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s ×                          (3)
 
여기서 cosθ는 모터 역률(power factor)이며, 은 모터 효

율이다. 역률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직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교류에서는 
회로 중 코일이나 콘덴서 성분에 의해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
차로 무효전력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모터 효율은 모터 자체 
기계적 손실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 값들은 모터 제조사가 하중
시험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다. 기존 대형캐비테이션 터널 구동 
모터의 경우 25%~125% 하중조건에서 역률과 효율을 제공한 바 
있는데, 50% 이하에서 역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 (Ahn et al. 2015). 현재의 구동모터는 100% 하중조건에서만 
이 값들을 제공하였는데, 모터 역률은 81.8%이며, 효율은 
93.3%이다. 제공된 역률과 효율을 모든 성능시험 영역에서 일괄 
적용하여 얻은 모터 출력동력은 Fig.11에 나타나 있다. 모터 회
전수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줌에 따라, 
설계 회전수인 360rpm 까지 외삽 (extrapolation)하여 얻은 모터 
출력동력은 약 156.7kW이다. CFX-10 코드를 이용하여 얻은 임
펠러 토오크로부터 계산된 전달동력은 약 152.6㎾이다. 모터 
출력동력에 축 전달손실을 약 3% 고려하면 거의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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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펌프 회전수를 변화시키면서 성능시운전을 수행한 바, 설계 

단계에서 성능계산을 수행한 상용코드 CFX-10을 사용하여 시운
전 조건에서  성능 계산을 수행하였다. CFX-10은 기존에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구동펌프인 축류형 펌프의 전달동력 등을 잘 예
측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된 사류형 펌프에서는 어떤 차
이를 보여주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임펠러 회전수와 성능
실험에서 도출된 유량을 CFX-10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얻어진 
펌프 양정과 토오크는 Fig.12와 Fig.13에서 볼 수 있다. 펌프효
율()은 펌프 회전수 100rpm 이상에서 90.5~91.7% 범위로 나
타났으며, 임펠러 회전수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구동펌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 설계 당시에 펌프 양정은 360 rpm에서 약 7.1m 
였으나, 성능시운전에서는  약 7.6m 정도로  약 7.4% 크게 나타
났다. 유량이 약 4.6% 감소함으로서 양정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
한 결과인데, 유량과 양정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Fig. 13에 나타난 토오크를 이용하여 축 전달동력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축 전달동력(PC)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4)

여기서 N은 임펠러 회전수(rpm) 이다.
구동펌프의 성능시험에서 얻어진 모터 출력 동력(PM)을 축 전

달동력으로 변환하려면 축 전달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속 캐비테이션 터널  펌프를 구동하는 구동축계는 waterjet 추진
시스템 축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상선이 보통 0.99, 함
정 및 waterjet이 약 0.97을 적용한다. 따라서, 축계 손실은 약 
3% 고려한다. 이런 방식으로 얻어진 축 전달동력 (Delivered 
Power)은 Fig.1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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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으로부터 얻은 축전달동력(delivered power)과 
CFX-10 으로부터 얻어진 축전달동력(calculated power)의 비교
는 Fig. 14에 나타나 있다.  성능시험 결과와 계산 결과는 임펠
러 회전수 345rpm에서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지만, 300 rpm 
이하부터 저속으로 갈수록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는 모터 역률 
자료가 최대하중 조건에서만 제공되면서 최고 하중 조건에 가까
운 345rpm 에서는 비교적 일치하지만 그 이하에서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 대형캐비테이션 터널 구동모터는 역률 자료를 검토해 
보면 50% 하중까지는 비슷한 역률을 유지하다가 50% 이하에서
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Ahn et al. 2015). 이때 
역률 분포를 이용하여 얻은 성능시운전 결과는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Fig. 14에 나타난 300rpm에서
의  모터 하중도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터 하중 변화
에 따른 모터역률 자료가 제공된다면  Fig. 14에 나타난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모터 역률만 제대로 적용되면 모터 전압 
및 전류 계측으로부터 얻은 전달 동력과 CFX-10 계산결과로부
터 얻은 전달동력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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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Comparison with trial test result

Fig. 15는 설계단계에서 임펠러 회전수를 360rpm으로 고정하
고,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CFX-10 결과와 성능시운전 시 
얻는 유량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설계 유
량계수는 약 0.79이지만, 성능시운전 결과 유량계수는 약 0.75
가 도출되었다. 이는 펌프 양정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설계조건이 
이동한 것을 나타내는데, 설계 양정은 모터회전수 360rpm, 유량 
2.0㎥/s에서 약 7.0m이다. Fig.12의 성능시운전 결과를 외삽하
여 얻은 360rpm에서의 양정은 약 7.6m 이다. Fig.1의 CFD 해석
모델로부터 얻은 설계 양정이 실제보다 약 8% 정도 작게 도출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개의 다공판과 허니콤을 포함하는 공
기포집장치에서의 양정 손실량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데, CFD 해석시 다공판과 허니컴은 경험식에 의한 고려를 하게 
된다 (Paik et al. 2016). 정도 높은 CFD 해석을 위하여는 이와
같은 경험식들의 수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공판, 가이드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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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부가물들이 설치된 초공동 실험을 위한 고속 캐비테
이션 터널의 경우 양정손실 8% 정도의 예측 차이는 그리 큰 오
차는 아니다.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의 경우 성능시운전 결과 설
계양정에 비하여 약 26% 작게 나타났는데, 양정이 작아지면서 
효율은 약간 감소했지만 모터 동력이 충분하여 설계 사양보다 
시험부 유속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Ahn et al. 
2015).  설계 유량보다 감소한 유량 영역에서 작동하는 경우 펌
프 하중이 증가되어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증가된 
유량 영역에서 작동하게 되면 펌프 효율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
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구동모터 용량은 250kW로서 설계 유
량에서 ±10% 범위에서만 작동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된다. 계측 유량이 설계 유량에 비하여 약 4.6% 감소됨에 
따라 모터동력은 약 2%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HCT)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펌프의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사류형 펌프를 설계ㆍ제작하
여 성능시운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ㆍ정리하였다. 또한 기존 
waterjet 사류형 펌프 및 대형터널 구동펌프 개발 단계에서 성능 
예측 정도가 확인된 CFD 해석 코드인 CFX-10 을 이용하여 설계 
펌프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은 범용 
CFD 코드인 STAR-CCM+를 이용하여 수두손실량을 예측한 바
(Baik et al. 2016), 경험식을 이용하여 수두손실량을 예측한 대
형 캐비테이션 터널 보다는 예측 오차가 적을 것이라 사료되었
다. 대형 캐비테이션 경우 수두손실량이 실제보다 크게 예측되면
서 유량은 설계사양보다 약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양정은 약 
26% 낮아졌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설계 유속은 22.2m/s 
이상이고, 설계 사양이 20.0m/s이므로 성능시운전 시 계측유량
이 10% 이상 감소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구동펌프도 ±10% 유량 범위에서 효율 등의 성능이 저
하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설계 펌프의 성능시운전 결과 펌프 
회전수 345rpm에서 시험부 유속이 약 20.3㎧로 설계 사양은 만
족하였다. 유량은 설계 사양보다 약 4.6% 감소하였고, 양정은 
약 8% 증가되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양정 증가에 따른 
모터 동력은 약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모터 용량이 
250㎾ 이므로 동력의 여유가 충분하여 양정증가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펌프 성능시운전에서 도출된 임펠러 회전수와 유량을 입
력하여 CFX-10에서 계산된 전달동력은 시운전 최대 회전수인 
345rpm 에서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45rpm 이하의 영역에
서는 시운전 결과가 계산 결과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경향이다. 현재의 구동모터의 성적서에는 최대 출력조건에서만 
역률 및 효율을 제공하였는데, 출력별로 이 값들은 차이가 있다. 
기존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구동모터의 역률은 출력별로 제공된
바, 제공된 자료를 사용하여 모터동력을 산정할 경우 CFX-10 계
산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때 제공된 역률은 50% 출력 이
하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현재의 구동모터

에 이와같은 역률 자료를 반영하면, 시운전 결과와 계산 결과의 
차이가 작아질 것이다. 모터 제작사에서 제공한 모터 역률(power 
factor)과 효율을 적용하여 얻은 전달마력이 CFX-10 추정결과와 
높은 출력에서 거의 일치하고 그 이하에서 경향이 일치하는 것으
로 보아 CFX-10이 사류형 펌프 분석을 위하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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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ree-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heat transfer around an elliptic cylinder inspired by a harbor 

seal vibrissa of which surface has an undulated asymmetric structures. The Reynolds number based hydraulic diameter of a 

harbor seal vibrissa shape is 500 and Prandtl number is 0.7. The numerical solution for unsteady forced convective heat transfer 

is obtained using the finite volume method. The present computational results for a harbor seal vibrissa shaped cylinder are 

compared with those for a circular and elliptic cylinder with a same hydraulic diameter to identify  the effect of asymmetric 

undulated surface structure on especially the forced convection heat transfer around the cylinder. The heat transfer around the 

harbor seal vibrissa shaped cylinder depends on the location along the spanwise direction. The distribution of time-averaged local 

Nusselt number for the vibrissa shaped cylinder is similar with that for the elliptic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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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부가물들이 설치된 초공동 실험을 위한 고속 캐비테
이션 터널의 경우 양정손실 8% 정도의 예측 차이는 그리 큰 오
차는 아니다.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의 경우 성능시운전 결과 설
계양정에 비하여 약 26% 작게 나타났는데, 양정이 작아지면서 
효율은 약간 감소했지만 모터 동력이 충분하여 설계 사양보다 
시험부 유속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Ahn et al. 
2015).  설계 유량보다 감소한 유량 영역에서 작동하는 경우 펌
프 하중이 증가되어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증가된 
유량 영역에서 작동하게 되면 펌프 효율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
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 구동모터 용량은 250kW로서 설계 유
량에서 ±10% 범위에서만 작동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된다. 계측 유량이 설계 유량에 비하여 약 4.6% 감소됨에 
따라 모터동력은 약 2%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HCT)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펌프의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사류형 펌프를 설계ㆍ제작하
여 성능시운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ㆍ정리하였다. 또한 기존 
waterjet 사류형 펌프 및 대형터널 구동펌프 개발 단계에서 성능 
예측 정도가 확인된 CFD 해석 코드인 CFX-10 을 이용하여 설계 
펌프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은 범용 
CFD 코드인 STAR-CCM+를 이용하여 수두손실량을 예측한 바
(Baik et al. 2016), 경험식을 이용하여 수두손실량을 예측한 대
형 캐비테이션 터널 보다는 예측 오차가 적을 것이라 사료되었
다. 대형 캐비테이션 경우 수두손실량이 실제보다 크게 예측되면
서 유량은 설계사양보다 약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양정은 약 
26% 낮아졌다. 고속 캐비테이션 터널의 설계 유속은 22.2m/s 
이상이고, 설계 사양이 20.0m/s이므로 성능시운전 시 계측유량
이 10% 이상 감소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구동펌프도 ±10% 유량 범위에서 효율 등의 성능이 저
하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설계 펌프의 성능시운전 결과 펌프 
회전수 345rpm에서 시험부 유속이 약 20.3㎧로 설계 사양은 만
족하였다. 유량은 설계 사양보다 약 4.6% 감소하였고, 양정은 
약 8% 증가되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양정 증가에 따른 
모터 동력은 약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모터 용량이 
250㎾ 이므로 동력의 여유가 충분하여 양정증가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펌프 성능시운전에서 도출된 임펠러 회전수와 유량을 입
력하여 CFX-10에서 계산된 전달동력은 시운전 최대 회전수인 
345rpm 에서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45rpm 이하의 영역에
서는 시운전 결과가 계산 결과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경향이다. 현재의 구동모터의 성적서에는 최대 출력조건에서만 
역률 및 효율을 제공하였는데, 출력별로 이 값들은 차이가 있다. 
기존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구동모터의 역률은 출력별로 제공된
바, 제공된 자료를 사용하여 모터동력을 산정할 경우 CFX-10 계
산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때 제공된 역률은 50% 출력 이
하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현재의 구동모터

에 이와같은 역률 자료를 반영하면, 시운전 결과와 계산 결과의 
차이가 작아질 것이다. 모터 제작사에서 제공한 모터 역률(power 
factor)과 효율을 적용하여 얻은 전달마력이 CFX-10 추정결과와 
높은 출력에서 거의 일치하고 그 이하에서 경향이 일치하는 것으
로 보아 CFX-10이 사류형 펌프 분석을 위하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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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ree-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heat transfer around an elliptic cylinder inspired by a harbor 

seal vibrissa of which surface has an undulated asymmetric structures. The Reynolds number based hydraulic diameter of a 

harbor seal vibrissa shape is 500 and Prandtl number is 0.7. The numerical solution for unsteady forced convective heat transfer 

is obtained using the finite volume method. The present computational results for a harbor seal vibrissa shaped cylinder are 

compared with those for a circular and elliptic cylinder with a same hydraulic diameter to identify  the effect of asymmetric 

undulated surface structure on especially the forced convection heat transfer around the cylinder. The heat transfer around the 

harbor seal vibrissa shaped cylinder depends on the location along the spanwise direction. The distribution of time-averaged local 

Nusselt number for the vibrissa shaped cylinder is similar with that for the elliptic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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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ree-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heat transfer around a wavy cylinder of which diameter varies sinusoidally along the 
spanwise direction are investigated using the large eddy simulation based on the finite volume method. Wavelengths ( ) of 
1.89 and 6.06 are consider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aviness especially on the forced convection heat transfer around a 
wavy cylinder. Those wavelengths have been reported as an optimum wavelength corresponding to a large force reduction in 
previous researches. For comparisons, a wavy cylinder with a wavelength of 3.79 corresponding to a minimum force reduction and 
a smooth cylinder are also considered. The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mean diameter and Prandtl number are 3000 and 0.7, 
respectively.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ose cylinders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Nusselt number. The time- and 
total surface-averaged Nusselt numbers(Nu) for a wavy cylinder with the three different wavelengths are smaller than that for a 
smooth cylinder. Among those wavy cylinders, Nu for the case of 3.79 observed large lift fluctuating is larger than that for the 
cases of 1.89 and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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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damaged ship maneuverability by founding a three degrees-of-freedom 
dynamic model. The dynamic model was based on the Abkowitz model and the asymmetry of the flooded hull was 
taken into account. A surface combatant model with tumblehome geometry was selected as the test model. The 
waterline length of the test model was 3.147m. A damaged compartment was located on the bow and it caused initial 
heel angle of 6.5°. The Froude numbers of the tests based on the waterline length and the advance speed were 0.1 
and 0.2. The model ship self-propulsion point was applied to the captive model tests, to be compared with the 
free-running model test results. Following the test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self-propulsion and oblique towing tests were performed. By the model tests, a nonlinear response of lateral force and 
moment was observed. 

Keywords : Damaged ship (손상 선박), Maneuverability (조종 성능), Towing tank test (예인수조 시험) 

1. 서 론
무기체계의 발전과 방어체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해

상 전투환경은 함정의 생존성을 늘 위협하고 있다. 1987년 5월 
17일,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 해상작전 중이던 미해군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 USS Stark(FFG-31)함은 이라크 제트기가 
쏜 2대의 Exocet 대함 미사일을 맞아 좌현 선수 40피트에 큰 구
멍이 뚫렸고 37명의 승조원이 사망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예멘의 아덴항에서 연료보급 작업 중이던 미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USS Cole(DDG-67)함은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한 
소형 보트의 기습공격을 받아 좌현 중앙에 40피트의 큰 구멍이 
뚫렸고 승조원 17명이 사망했다. USS-Stark, USS-Cole 함 모두 
취역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최신의 전투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적의 대함미사일에 의해, 후자는 소형보트에 의해 큰 피

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인명손실 뿐 아니라 화재, 침수 및 
구조 손상 등의 손상 메커니즘으로 이어져 함정 작전 수행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Lloyd, 1999).

위와 같이 현대의 전장에서는 저강도 분쟁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함정에 대한 공격이 격침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수리와 복구
를 통해 재취역이 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히 승조원의 생존만
을 꾀하는 수준을 넘어 함정의 자력 귀환이 가능한 수준의 조종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손상 상태의 조종성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 함정이 어떠한 운동 특성을 가지
는지, 그리고 이를 조종 성능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제
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초기 경사 상태의 
선박의 조종성을 연구하여 횡경사 정도에 따른 조종미계수의 변

화를 비교한 바 있다. (Yasukawa et al., 2013). 
손상 선박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내항 성능에 대해 수행

되어 왔다. 횡파나 선수, 선미파 조건에 놓인 손상 여객선 모형
의 운동 응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Lim, 2014, Lee 
et al., 2016), 이러한 손상 선박의 파랑 중 안정성의 연구 주제
를 확장하여 Course-keeping 모형선을 이용한 선박의 안전귀항
(Safe Return To Port)에 대한 실험 및 전산유체역학 해석 연구
가 수행되기도 하였다(Seo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종 관련 실험 및 전산유체역학 해석
이 수행된 바 있는 ONR Tumblehome 선형(Araki et al., 2012)
에 대하여 손상상태의 조종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대칭성의 경
사각을 가진 선박의 조종 성능을 추정할 수 있는 3자유도 운동 
모델을 우선 개발하였고, 이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유체력 미계
수의 도출을 위한 모형시험을 일부 수행하였다.

2. 운동모델 및 실험시설
2.1 운동 모델

지구 고정 좌표계와 선체 고정 좌표계는 Fig. 1에 기술되어 있
다. 선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은 선체 midship, centerline, 수면의 
교점으로 정하였고, 모형 시험에서 모형에 걸리는 힘과 모멘트도 
같은 위치에서 계측되었다.

    

Fig. 1 Coordinates system

 3자유도 운동 모델은 선체의 횡동요 운동을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의 세가지 운동 성분에 대
한 운동만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운동 모델은 Abkowitz 모델
에 기반하였으며, 식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선체에 작용하는 유
체력, 타력, 추력의 성분을 나누어 해석하였다. 아래첨자 HD, R, 
P는 각각 선체에 작용하는 동유체력 및 동유체모멘트[N, Nm], 
타력 및 타모멘트[N, Nm], 추력[N]을 나타낸다. 위 첨자 ⦁와 
아래첨자 는 각각 시간에 대한 미분과 무게중심의 위치를 의미
하고   은 각각 전후속도, 좌우속도, 선수동요 속도를 나타낸
다.


 

    


 

   





   

        (1)

Abkowitz 모델의 도출 과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는 대칭 항 삭제 단계에서 비대칭성을 반영해 일부 항을 보존
하였다. 주로 x방향 힘의 성분에 대해서는 우함수로 나타나는 성
분들이, y방향 힘과 z방향 모멘트에서는 기함수의 유체력 성분들
이 삭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 중 무시할 수 없는 크
기의 항들을 남겨두었다.

Fig. 2 Coordinates system

해석을 통해 얻어진 각 항들은 식 (2), (3),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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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propulsion and oblique towing tests were performed. By the model tests, a nonlinear response of lateral force and 
moment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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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s system

 3자유도 운동 모델은 선체의 횡동요 운동을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의 세가지 운동 성분에 대
한 운동만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운동 모델은 Abkowitz 모델
에 기반하였으며, 식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선체에 작용하는 유
체력, 타력, 추력의 성분을 나누어 해석하였다. 아래첨자 HD, R, 
P는 각각 선체에 작용하는 동유체력 및 동유체모멘트[N, Nm], 
타력 및 타모멘트[N, Nm], 추력[N]을 나타낸다. 위 첨자 ⦁와 
아래첨자 는 각각 시간에 대한 미분과 무게중심의 위치를 의미
하고   은 각각 전후속도, 좌우속도, 선수동요 속도를 나타낸
다.


 

    


 

   





   

        (1)

Abkowitz 모델의 도출 과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는 대칭 항 삭제 단계에서 비대칭성을 반영해 일부 항을 보존
하였다. 주로 x방향 힘의 성분에 대해서는 우함수로 나타나는 성
분들이, y방향 힘과 z방향 모멘트에서는 기함수의 유체력 성분들
이 삭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 중 무시할 수 없는 크
기의 항들을 남겨두었다.

Fig. 2 Coordinates system

해석을 통해 얻어진 각 항들은 식 (2), (3),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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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추력감소계수, 프로펠러 지름, 
추력계수(전진비)이다.

2.2 실험 시설

모형 실험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다. 개략적인 
배치도와 치수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예인수조에는 최대속도 
5m/s의 예인전차가 설치되었고, 이는 입력속도 대비 0.2%의 정
확도로 움직인다.

Fig. 3 Schemat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2.3 실험 모형

실험 모형은 축척비 1/48.94의 ONR Tumblehome 선형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모형선과 동일한 축척비로, 실험 
결과의 직접 비교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추가로 선체의 손상 
상태에서 초기 경사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현 함수에 손상 구획을 
설정하였다. 손상구획의 자세한 위치와 치수를 Fig. 4에 나타내
었다.

Fig. 4 Hull and damaged compartment design of the ONR 
Tumblehome model

Fig. 5는 정상과 손상 상태의 선박 자세를 촬영한 사진이다.실
험 모형의 상세 치수는 Table 1과 같다. 침수로 인한 흘수의 증
가를 선체 전체 중량의 증가로 여겨 손상 상태의 상세 치수를 구
하였다. 

Fig. 5 Model ship in intact (left) and damaged  
(right) condition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intact and damaged condition)

Full scale Model
(Intact)

Model
(Damaged)

Lwl(m) 154.0 3.147
T(m) 5.494 0.112 0.117

Displacement(ton) 8,507 0.0726 0.0764
LCG from FP(m) - 1.625 1.581
VCG from Keel 

(m) - 0.156 0.152
Radius of 

gyration in pitch 38.5 0.774 -
Initial trim(°) - - 0.38
Initial heel(°) - - 6.57

2.4 계측 장비

예인 시험 중 선체에 작용하는 3분력, 프로펠러 회전수를 계
측하여 기록하였다. Fig. 6은 계측 시스템의 배치도이다.

Fig. 6 Arrangement of the measurement system

2.5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조건의 구속모형시험 조건에 대한 모형시
험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우선 사항 시험을 수행하였다. 사항 시
험에서는 선체 자세는 침수 상태를 공칭 상태로 하여 고정되어 
예인 중 추가적인 경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선수각 –15 
~ +15°의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 예인 속도는 프루
드 수(Froude number) 0.1, 0.15, 0.2에 대응되었다. 프로펠러
는 항상 모형선 자항점 조건에서 구동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항 시험

우선 손상상태에서 각 선속에 대한 자항시험을 수행하여 모형
선 자항점에서의 프로펠러 회전수를 구하고 이 때 작용하는 횡력
과 선수동요 모멘트를 기록하였다. Fig. 7은 자항 실험 결과이다. 
모형선 자항점은 Fx 값이 0이 되는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Fig. 7 Self-propulsion point in model scale

얻어진 회전수는 비손상 상태의 자유항주 시험에서 얻어진 자
항점과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손상상태에서 프로펠러 
회전수는 약 7.7% 정도 높게 나왔으며 이는 높은 프루드 수에서 
침수유동이 저항 증가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회전수가 높이진 것
으로 보인다.

Table 2. Self-propulsion point(intact and damaged condition)

Froude number
Intact

(Araki et 
al., 2012)

Damaged
(present)

Difference
(%)

0.1 250 263 5.2
0.15 375 410 9.3
0.2 500 543 8.6

Fig. 8은 자항점에서의 횡력과 선수동요 모멘트 계측 결과이
다. 힘은 

으로 모멘트는 
  으로 무차원하

였다.

Fig. 8 Non-dimensionalized lateral force and yaw moment at 
the self propulsion point

Fig. 9는 각 선속에서의 침수구획의 유동 관측 결과이다. Fr 
0.2는 Fr 0.1보다 손상구획에서 자유수면의 요동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Fr 0.3, 0.4는 손상구획에 침수유동과 더불어 기포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 Flooding behavior in damaged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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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항 시험

Fig. 10은 사항시험 결과에서 x방향 힘의 해석 결과이다. 
′

의 경우 낮은 전진 속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 때 값이 크게 감소하는 높은 비선형성을 보인다.

Fig. 10 x-directional force (
′ ) results of oblique towing test

사항 시험 중 횡방향 힘의 계측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 의 경우 비교적 선형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에서 

값이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미 선형이 초기 경사
각을 가져 Camber를 가진 익형과 유사하게 선수각에 대한 힘, 모
멘트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상 상태에서는 더 
큰 선수각 조건에서 발생하는 힘, 모멘트 반응이 본 실험 조건에
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 y-directional force (
′ ) results of oblique towing test

Fig. 12는 선수동요 모멘트 계측 결과이다.   에서 작은 

′ 로 인하여 

′가 감소하는 영향을 보이지만 에서는 선형
성을 보인다.

  
Fig. 12 z-directional moment (

′ ) results of oblique towing 
tes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손상함정에 대한 조종성능의 평가를 위해 3자

유도 운동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구속모형시험을 설계 및 
수행하였다. 운동 모델은 기존의 Abkowitz 모델을 따르되, 비대
칭성으로 인해 삭제되던 항들을 보존하였다.

이러한 조건의 구속모형시험을 위해 손상구획을 포함한 ONR 
Tumblehome 모형선을 설계 및 제작하였고, 자항 및 사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자항시험 결과 손상 조건의 자항점에서의 프로펠러 
회전수 증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손상 시 함정의 초기 자세를 
고정하여 사항 시험을 실시하였고 선체 특정 선수각 조건에서의 

′  감소와 좌우 비대칭의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선

형항에 대한 추가적인 수학적 모델링 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항시험에서 

′ 는   에서 값이 증
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큰 에서의 유동박리가 작
은 횡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PMM 시험 및 조종 운동 시뮬레이
션을 통해 손상 선박의 운동 특성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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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항 시험

Fig. 10은 사항시험 결과에서 x방향 힘의 해석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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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20,000TEU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선박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유탄성 

응답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선수부 충격 압력으로 발생하는 휘핑(whipping)은 선형 하중에 비교될 정도의 종강도 하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휘핑으로 발생하는 종강도 하중은 불규칙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통계적 방안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휘핑으로 발생하는 비선형 

종강도 하중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비선형 해석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원하는 임계 하중을 발생시키는 입사파를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으로 구하였다. 비선형 해석은 입사파와 선체 

응답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으므로, 이 관계는 응답면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비선형 수치 해석은 경계요소-유한요소 연성 

해석 모델인 WISH-FLEX를 이용하였다. FORM, 응답면기법과 WISH-FLEX를 연계한 반복 계산으로 최적화된 입사파와 

하중을 효과적으로 계산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한 종강도 하중은 3시간의 Monte-Carlo 해석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Keywords: Container ship(컨테이너선), Hydroelastic analysis(유탄성해석), Whipping(휘핑),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FORM), Response surface 

method(응답면기법) 

 

1. 서 론 
 

최근 20,000TEU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탄성 

응답이 관심을 받고 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탄성 응답으로 스프링잉(springing)과 

휘핑(whipping)을 들 수 있다. 스프링잉은 파의 합주파수 

하중이 선박의 고주파 응답을 기진하여 발생하는 지속적인 

응답이다. 반면 휘핑은 충격에 의하여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고주파의 천이(transient) 거동을 의미한다. 휘핑의 경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고주파 하중의 크기가 선형 하중에 

비견될 정도로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선체 구조 

해석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적합한 하중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휘핑을 고려한 유탄성 해석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Lee, et al., 2011; Drummen and Holtmann, 2014; 

Malenica and Derbanne, 2014; Kim, et al., 2015). 특히 WILS 

JIP(KRISO, 2014) 같은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연구 및 수치 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휘핑과 같은 비선형 응답은 결과의 산포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수렴된 결과를 얻기 힘들다. 이에 따라 반복 

해석이 요구되는데, 통상적으로 비선형 해석은 계산 시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렴된 결과를 얻을 정도의 반복 해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선형 해석의 계산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Alford, et al. 

(2011), Kim, et al.(2013)은 Design Load Generator(DLG)를 

이용하여, 계산 시간을 줄이면서 비선형 극한 분포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FORM)를 이용하여 비선형 하중을 발생시키는 

critical wave episode를 찾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Jensen and Capul, 2006; Jensen, 2009). DLG를 

적용하는 경우 극한 분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요구되는 계산의 수가 적지는 않다. FORM을 이용한 critical 

wave episode는 극한 값들의 분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하중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비선형 

해석으로 도출된 대표 하중이 필요한 설계 분야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ORM을 이용한 critical wave episode를 

적용하여 비선형 휘핑 응답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Critical wave episode를 시간 영역 유탄성 해석 

프로그램인 WISH-FLEX에 적용하여, 선정한 휘핑 응답을 

추출하였다. FORM을 이용한 결과로부터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였고, 이를 Monte-Carlo 해석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배경 이론 
2.1 유탄성 해석 

 

유탄성 해석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인 

WISH-FLEX를 이용하였다(MHL, 2015). WISH-FLEX는 유체 

영역은 경계 요소, 구조 영역은 유한 요소를 이용하여 연성 

해석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휘핑은 선수부의 충격 

압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 압력을 정확히 추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WISH-FLEX에서는 충격 압력을 쐐기 

가정법(Wedge approximation)과 Generalized Wagner 

방법(GWM)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Kim, et al.(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극한 종강도 해석 

 

불규칙파는 규칙파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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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전진하고 있는 선박을 기준으로 선수 방향을 

양(positive)의 x, 좌현 방향을 양의 y로 정의한다. 식에서 

U는 선박의 전진 속도, θ는 입사파의 진행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A, k, ω, δ는 각각 규칙파가 지닌 진폭, 파수(wave 

number), 주파수, 위상에 해당한다. t는 시간을 의미하며, N은 

규칙파 성분의 수이다. 최종적으로 불규칙파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진폭 변수 iu ,
 iu 에 대한 식으로 정의되었다. 

변환된 식에서 각 성분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2)에서 S는 파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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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ontainer ship(컨테이너선), Hydroelastic analysis(유탄성해석), Whipping(휘핑),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FORM), Response surface 

method(응답면기법) 

 

1. 서 론 
 

최근 20,000TEU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탄성 

응답이 관심을 받고 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탄성 응답으로 스프링잉(springing)과 

휘핑(whipping)을 들 수 있다. 스프링잉은 파의 합주파수 

하중이 선박의 고주파 응답을 기진하여 발생하는 지속적인 

응답이다. 반면 휘핑은 충격에 의하여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고주파의 천이(transient) 거동을 의미한다. 휘핑의 경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고주파 하중의 크기가 선형 하중에 

비견될 정도로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선체 구조 

해석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적합한 하중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휘핑을 고려한 유탄성 해석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Lee, et al., 2011; Drummen and Holtmann, 2014; 

Malenica and Derbanne, 2014; Kim, et al., 2015). 특히 WILS 

JIP(KRISO, 2014) 같은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연구 및 수치 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휘핑과 같은 비선형 응답은 결과의 산포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수렴된 결과를 얻기 힘들다. 이에 따라 반복 

해석이 요구되는데, 통상적으로 비선형 해석은 계산 시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렴된 결과를 얻을 정도의 반복 해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선형 해석의 계산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Alford, et al. 

(2011), Kim, et al.(2013)은 Design Load Generator(DLG)를 

이용하여, 계산 시간을 줄이면서 비선형 극한 분포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FORM)를 이용하여 비선형 하중을 발생시키는 

critical wave episode를 찾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Jensen and Capul, 2006; Jensen, 2009). DLG를 

적용하는 경우 극한 분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요구되는 계산의 수가 적지는 않다. FORM을 이용한 critical 

wave episode는 극한 값들의 분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하중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비선형 

해석으로 도출된 대표 하중이 필요한 설계 분야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ORM을 이용한 critical wave episode를 

적용하여 비선형 휘핑 응답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Critical wave episode를 시간 영역 유탄성 해석 

프로그램인 WISH-FLEX에 적용하여, 선정한 휘핑 응답을 

추출하였다. FORM을 이용한 결과로부터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였고, 이를 Monte-Carlo 해석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배경 이론 
2.1 유탄성 해석 

 

유탄성 해석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인 

WISH-FLEX를 이용하였다(MHL, 2015). WISH-FLEX는 유체 

영역은 경계 요소, 구조 영역은 유한 요소를 이용하여 연성 

해석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휘핑은 선수부의 충격 

압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 압력을 정확히 추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WISH-FLEX에서는 충격 압력을 쐐기 

가정법(Wedge approximation)과 Generalized Wagner 

방법(GWM)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Kim, et al.(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극한 종강도 해석 

 

불규칙파는 규칙파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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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전진하고 있는 선박을 기준으로 선수 방향을 

양(positive)의 x, 좌현 방향을 양의 y로 정의한다. 식에서 

U는 선박의 전진 속도, θ는 입사파의 진행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A, k, ω, δ는 각각 규칙파가 지닌 진폭, 파수(wave 

number), 주파수, 위상에 해당한다. t는 시간을 의미하며, N은 

규칙파 성분의 수이다. 최종적으로 불규칙파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진폭 변수 iu ,
 iu 에 대한 식으로 정의되었다. 

변환된 식에서 각 성분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2)에서 S는 파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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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가 기진하는 종강도 하중을 찾는 문제는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Jensen and Capul, 2006). 식 (3)은 

통상적인 신뢰성 해석에 쓰이는 임계치 문제(limit state 

problem)와 같은 형태이다. φ0는 임계 값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대상으로 하는 선체 종강도 하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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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은 신뢰성 이론에 바탕을 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FORM은 대표적인 해석 방안의 하나로, 

임계 함수를 선형화하여 가장 원점에 근접한 해를 찾는 

방법이다. FORM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형화된 식은 식 (4),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4)를 만족하는 해로부터 

신뢰도 지수(reliability index)인 β는 식 (6)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신뢰도 지수는 기하학적으로는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의미하며, 식 (7)과 같이 문제를 정규화 시켰을 때 

분포 함수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임계 값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Φ는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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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은 해석적으로 정의된 문제에 대하여 최적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예로 선형 종강도 

문제의 경우, 굽힘 모멘트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NN uuuuφ ,,,,, 11  를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식 (4)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하중을 

발생시키는 critical wave episode를 식 (1)로 구할 수 있다.  

휘핑이 포함된 비선형 종강도 문제에 있어서는 

 NN uuuuφ ,,,,, 11  를 해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반복법을 이용한 해석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Jensen(2009), Jensen, et al.(2014)은 확률해석 

프로그램인 PROBAN을 접목하여 식 (3)의 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휘핑과 같은 비선형 문제에 있어서 FORM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식 (3)의  NN uuuuφ ,,,,, 11  를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해를 찾는데 필요한 미분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입력과 응답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FORM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사파와 종강도 응답의 

관계를 식 (8)과 같이 2차의 응답면기법(response surface 

method)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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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면기법의 경우 선체 구조 해석에서도 잘 알려지고 

응용된 방법이다(Yang, et al., 1999). 이 방법은 입력값을 

달리하여 해석한 결과들로부터 두 관계를 다항함수로 

묘사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석을 수행하는 입력은 full 

factorial, Central Composite Design(CCD)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규칙파를 묘사함에 있어서 

규칙파의 성분은 통상적으로 약 30~200여개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각 성분의 분산까지 고려하여 조합을 만드는 경우, 

비선형 해석이 필요한 조합의 수가 급수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빠르게 극한 하중을 찾고자 하는 의도와는 맞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형된 

방안을 사용하였다.  

식 (4)를 해석하기 전에 몇 가지 입사파의 예제로부터 

비선형 응답을 구할 수 있다. 테스트로 구한 입사파와 

응답을 이용하여 식 (8)의 응답면함수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의 수가 부족하여 정밀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식 

(4)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응답면함수가 정의되면 각 규칙파 성분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식 (4)를 만족하는 다음 과정의 

해를 구할 수 있다. 구해진 해를 이용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고, 얻은 응답이 임계 값 φ0를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식 (8)의 응답면 함수를 구축한다. 이 경우 표본이 

추가되었으므로 응답면함수의 정확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복과정으로부터 식 (3)을 만족하는 해를 찾게 되면, 

신뢰도 지수 및 설계점( **, ii uu )를 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crossing rate(ν) 및 누적 밀도 함수를 식 (9)와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Koo, et al., 2005; Jensen and Capul., 2006).  식 

(10)에서 ωz는 zero-crossing 주파수를 의미한다. 식 (10)은 

대상으로 한 하중 φ0의 누적 확률을 알게 해준다. 동일한 

과정으로 하중을 달리하면서 누적 분포를 구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원하는 설계 기간에 대응하는 하중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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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해석 결과 
3.1 선형 

 

해석에는 1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였다. 

컨테이너선은 삼성중공업에서 설계된 선형이며,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est vessel 

Item Value 

Lbp 382(m) 

Breadth 58(m) 

Draught 14.387(m) 

Displacement 224009(ton) 

 

3.2 모형 시험과의 비교 

 

컨테이너선의 유탄성 효과 및 수치 해석과의 비교 

목적에서 분할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 시험은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예인 수조에서 실시하였다. Fig. 1은 

수행된 모형시험의 구성을 보여준다. 7개로 나뉘어진 분할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실선과는 1/60의 크기로 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자유항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이 원하는 

속도 및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와 프로펠러를 

제어하였다.  

시험 및 수치 기법 간의 검증을 위하여 운동 및 

종굽힘모멘트(Vertical Bending Moment; VBM)의 

응답진폭함수(Response Amplitude Operator; RAO)를 

비교하였다. Fig. 2는 선속 5노트(knots)에서 선수파(head sea) 

중의 상하동요(heave), 종동요(pitch), 종굽힘모멘트의 RAO를 

보여준다. WISH-FLEX로 해석한 결과는 시험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상하동요와 종굽힘모멘트에서 

보여주는 국부적인 차이는 시험과 수치 해석 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용인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종동요의 최대 값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관성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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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가 기진하는 종강도 하중을 찾는 문제는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Jensen and Capul, 2006). 식 (3)은 

통상적인 신뢰성 해석에 쓰이는 임계치 문제(limit state 

problem)와 같은 형태이다. φ0는 임계 값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대상으로 하는 선체 종강도 하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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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은 신뢰성 이론에 바탕을 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FORM은 대표적인 해석 방안의 하나로, 

임계 함수를 선형화하여 가장 원점에 근접한 해를 찾는 

방법이다. FORM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형화된 식은 식 (4),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4)를 만족하는 해로부터 

신뢰도 지수(reliability index)인 β는 식 (6)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신뢰도 지수는 기하학적으로는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의미하며, 식 (7)과 같이 문제를 정규화 시켰을 때 

분포 함수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임계 값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Φ는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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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은 해석적으로 정의된 문제에 대하여 최적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예로 선형 종강도 

문제의 경우, 굽힘 모멘트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NN uuuuφ ,,,,, 11  를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식 (4)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하중을 

발생시키는 critical wave episode를 식 (1)로 구할 수 있다.  

휘핑이 포함된 비선형 종강도 문제에 있어서는 

 NN uuuuφ ,,,,, 11  를 해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반복법을 이용한 해석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Jensen(2009), Jensen, et al.(2014)은 확률해석 

프로그램인 PROBAN을 접목하여 식 (3)의 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휘핑과 같은 비선형 문제에 있어서 FORM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식 (3)의  NN uuuuφ ,,,,, 11  를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해를 찾는데 필요한 미분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입력과 응답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FORM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사파와 종강도 응답의 

관계를 식 (8)과 같이 2차의 응답면기법(response surface 

method)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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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면기법의 경우 선체 구조 해석에서도 잘 알려지고 

응용된 방법이다(Yang, et al., 1999). 이 방법은 입력값을 

달리하여 해석한 결과들로부터 두 관계를 다항함수로 

묘사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석을 수행하는 입력은 full 

factorial, Central Composite Design(CCD)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규칙파를 묘사함에 있어서 

규칙파의 성분은 통상적으로 약 30~200여개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각 성분의 분산까지 고려하여 조합을 만드는 경우, 

비선형 해석이 필요한 조합의 수가 급수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빠르게 극한 하중을 찾고자 하는 의도와는 맞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형된 

방안을 사용하였다.  

식 (4)를 해석하기 전에 몇 가지 입사파의 예제로부터 

비선형 응답을 구할 수 있다. 테스트로 구한 입사파와 

응답을 이용하여 식 (8)의 응답면함수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의 수가 부족하여 정밀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식 

(4)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응답면함수가 정의되면 각 규칙파 성분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식 (4)를 만족하는 다음 과정의 

해를 구할 수 있다. 구해진 해를 이용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고, 얻은 응답이 임계 값 φ0를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식 (8)의 응답면 함수를 구축한다. 이 경우 표본이 

추가되었으므로 응답면함수의 정확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복과정으로부터 식 (3)을 만족하는 해를 찾게 되면, 

신뢰도 지수 및 설계점( **, ii uu )를 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crossing rate(ν) 및 누적 밀도 함수를 식 (9)와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Koo, et al., 2005; Jensen and Capul., 2006).  식 

(10)에서 ωz는 zero-crossing 주파수를 의미한다. 식 (10)은 

대상으로 한 하중 φ0의 누적 확률을 알게 해준다. 동일한 

과정으로 하중을 달리하면서 누적 분포를 구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원하는 설계 기간에 대응하는 하중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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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해석 결과 
3.1 선형 

 

해석에는 1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였다. 

컨테이너선은 삼성중공업에서 설계된 선형이며,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est vessel 

Item Value 

Lbp 382(m) 

Breadth 58(m) 

Draught 14.387(m) 

Displacement 224009(ton) 

 

3.2 모형 시험과의 비교 

 

컨테이너선의 유탄성 효과 및 수치 해석과의 비교 

목적에서 분할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 시험은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예인 수조에서 실시하였다. Fig. 1은 

수행된 모형시험의 구성을 보여준다. 7개로 나뉘어진 분할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실선과는 1/60의 크기로 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자유항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이 원하는 

속도 및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와 프로펠러를 

제어하였다.  

시험 및 수치 기법 간의 검증을 위하여 운동 및 

종굽힘모멘트(Vertical Bending Moment; VBM)의 

응답진폭함수(Response Amplitude Operator; RAO)를 

비교하였다. Fig. 2는 선속 5노트(knots)에서 선수파(head sea) 

중의 상하동요(heave), 종동요(pitch), 종굽힘모멘트의 RAO를 

보여준다. WISH-FLEX로 해석한 결과는 시험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상하동요와 종굽힘모멘트에서 

보여주는 국부적인 차이는 시험과 수치 해석 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용인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종동요의 최대 값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관성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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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of subject vessel in towing tank 

 

불규칙파에서의 모형시험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수치 

해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3은 시험과 수치 기법으로 

구한 종굽힘모멘트의 시계열을 보여준다. 불규칙파는 

유의파고(Hs) 11.5m, modal 주기(Tp) 16.9초로 거친 환경에 

해당한다. 모형 시험에서 계측된 불규칙 입사파의 시계열을 

수치 해석에 적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종굽힘모멘트의 

시계열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WISH-FLEX를 이용한 수치 

해석은 선형, 약한 비선형(weakly nonlinear),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충격 하중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형 및 약한 비선형 해석의 

경우 충격에 의한 고주파 진동 성분인 휘핑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충격 하중을 적용한 두 방법의 경우 고주파 

진동을 유사한 경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유사한 경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Generalized 

Wagner법을 표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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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ertical bending moment (VBM) 

Fig. 2 Comparison of motions and VBM RAOs (5knot ship 

speed, head sea) 

 

Time (sec)

V
B

M
(N

m
)

80 100 120 140 160 180 200-1E+10

-5E+09

0

5E+09

1E+10

1.5E+10

2E+10

2.5E+10

Linear
Weakly nonlinear
Experiment

 

Time (sec)

V
B

M
(N

m
)

80 100 120 140 160 180 200-1E+10

-5E+09

0

5E+09

1E+10

1.5E+10

2E+10

2.5E+10

Weakly nonlinear + Wedge approximation
Weakly nonlinear + GWM
Experiment

 
Fig. 3 Comparison of VBM from different approach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3.3 극한 하중 해석 

3.3.1 수치 해석 인자 및 환경 조건 

 

3.2장에서의 검증을 바탕으로, WISH-FLEX를 이용하여 

극한의 종강도 하중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FORM을 

이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종굽힘모멘트에 대응하는 critical 

wave episode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여 비선형 수치 

해석을 수행하게 되므로, critical wave episode는 가급적 짧은 

시간에 원하는 응답을 발생시키는 것이 계산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비선형 수치 해석의 경우 초기 천이 

거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영향이 사라진 이후에 응답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서 천이 구간의 시간 및 

적합한 발생 시점을 우선 평가하였다.  

Fig. 4는 파의 성분 수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을 

달리하며 종굽힘모멘트의 시계열을 분석한 한 예를 

보여준다. 성분의 수 30개를 이용하여 75초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경우, 천이 구간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시점에서 critical wave episode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동일하게 성분의 수 30개를 이용하면서 이벤트 시점을 

125초로 늦추는 경우에는, 반복 주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초기에 critical wave episode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성분의 

수를 45개로 증가시켰고, 이 경우에는 반복 주기가 증가하여 

천이 구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45개의 파 성분을 이용하여, 125초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표준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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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st of wave components and targeted times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3.3.2 선형 응답 분포 

 

우선 선형 응답을 대상으로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선형 응답의 경우 RAO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하중에 대응하는 critical wave episode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Fig. 5는 한 예로 1.0E+10(Nm)에 해당하는 

동적(dynamic)인 새깅(sagging) 종굽힘모멘트를 125초에 

발생시키는 결과이다. 선체 중앙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대상 시간에 critical wave episode는 파저가 위치하여 

새깅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me (sec)

W
av

e
(m

)

0 50 100 150 200-10

-5

0

5

10

 
(a) Critical wave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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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duced linear sagging VBM 

Fig. 5 Critical wave episode and induced linear sagging VBM 

(target VBM: 1.0E+10(N) at t=125(sec),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대상이 되는 하중을 바꾸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이로부터 신뢰도 지수 및 누적확률을 구하였다. 누적확률 

분포는 Fig. 6에 나타내었으며, Rayleigh 분포함수와 같이 

결과를 비교하였다. FORM은 대상 하중을 가장 높은 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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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of subject vessel in towing tank 

 

불규칙파에서의 모형시험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수치 

해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3은 시험과 수치 기법으로 

구한 종굽힘모멘트의 시계열을 보여준다. 불규칙파는 

유의파고(Hs) 11.5m, modal 주기(Tp) 16.9초로 거친 환경에 

해당한다. 모형 시험에서 계측된 불규칙 입사파의 시계열을 

수치 해석에 적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종굽힘모멘트의 

시계열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WISH-FLEX를 이용한 수치 

해석은 선형, 약한 비선형(weakly nonlinear),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충격 하중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형 및 약한 비선형 해석의 

경우 충격에 의한 고주파 진동 성분인 휘핑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충격 하중을 적용한 두 방법의 경우 고주파 

진동을 유사한 경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유사한 경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Generalized 

Wagner법을 표준으로 선정하였다.  

 

Frequency (rad/sec)

H
ea

ve
(m

/m
)

0 0.2 0.4 0.6 0.8 1 1.2
0

0.2

0.4

0.6

0.8

1

WISH-FLEX
Experiment

 
(a) Heave 

Frequency (rad/sec)

Pi
tc

h
(d

eg
/m

)

0 0.2 0.4 0.6 0.8 1 1.2
0

0.2

0.4

0.6

0.8

1

WISH-FLEX
Experiment

 
(b) Pitch 

Frequency (rad/sec)

V
B

M
(N

m
/m

)

0 0.2 0.4 0.6 0.8 1 1.2
0

2E+08

4E+08

6E+08

8E+08

1E+09

1.2E+09

1.4E+09

1.6E+09

1.8E+09

2E+09

WISH-FLEX
Experiment

 
(c) Vertical bending moment (VBM) 

Fig. 2 Comparison of motions and VBM RAOs (5knot ship 

speed,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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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VBM from different approach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3.3 극한 하중 해석 

3.3.1 수치 해석 인자 및 환경 조건 

 

3.2장에서의 검증을 바탕으로, WISH-FLEX를 이용하여 

극한의 종강도 하중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FORM을 

이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종굽힘모멘트에 대응하는 critical 

wave episode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여 비선형 수치 

해석을 수행하게 되므로, critical wave episode는 가급적 짧은 

시간에 원하는 응답을 발생시키는 것이 계산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비선형 수치 해석의 경우 초기 천이 

거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영향이 사라진 이후에 응답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서 천이 구간의 시간 및 

적합한 발생 시점을 우선 평가하였다.  

Fig. 4는 파의 성분 수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을 

달리하며 종굽힘모멘트의 시계열을 분석한 한 예를 

보여준다. 성분의 수 30개를 이용하여 75초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경우, 천이 구간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시점에서 critical wave episode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동일하게 성분의 수 30개를 이용하면서 이벤트 시점을 

125초로 늦추는 경우에는, 반복 주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초기에 critical wave episode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성분의 

수를 45개로 증가시켰고, 이 경우에는 반복 주기가 증가하여 

천이 구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45개의 파 성분을 이용하여, 125초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표준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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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st of wave components and targeted times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3.3.2 선형 응답 분포 

 

우선 선형 응답을 대상으로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선형 응답의 경우 RAO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하중에 대응하는 critical wave episode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Fig. 5는 한 예로 1.0E+10(Nm)에 해당하는 

동적(dynamic)인 새깅(sagging) 종굽힘모멘트를 125초에 

발생시키는 결과이다. 선체 중앙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대상 시간에 critical wave episode는 파저가 위치하여 

새깅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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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duced linear sagging VBM 

Fig. 5 Critical wave episode and induced linear sagging VBM 

(target VBM: 1.0E+10(N) at t=125(sec),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대상이 되는 하중을 바꾸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이로부터 신뢰도 지수 및 누적확률을 구하였다. 누적확률 

분포는 Fig. 6에 나타내었으며, Rayleigh 분포함수와 같이 

결과를 비교하였다. FORM은 대상 하중을 가장 높은 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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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최적해를 구해주게 되며, 이는 Rayleigh 

분포에서 구할 수 있는 most probable maximum(MPM)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ORM으로 구한 선형 

응답은 Rayleigh 분포와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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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mulative distribution of linear sagging VBM in irregular 

waves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3.3.3 비선형 응답 분포 

 

휘핑을 포함하고 있는 비선형 해석에 FORM을 

적용하였으며, critical wave episode를 WISH-FLEX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7은 125초가 되는 시점에 

1.8E+10(Nm)의 새깅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critical wave 

episode 및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FORM, 응답면기법, 

WISH-FLEX을 연성하여 반복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지정한 시간에 원하는 하중을 발생시키는 최적 해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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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duced nonlinear sagging VBM with whipping 

Fig. 7 Critical wave episode and induced nonlinear sagging 

VBM (target VBM: 1.8E+10(N) at t=125(sec),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누적확률 분포를 계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선형 해석과는 달리 비선형 해석에 적합한 

누적분포의 해석해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단기 해석에 

부합하는 3시간 수치 해석을 파의 위상을 바꾸면서 25회 

수행하였고, 구해진 종굽힘모멘트의 시계열을 후처리하여 

누적 분포를 추출하였다. Fig. 8은 두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25회 수행한 3시간 수치 해석은 산포가 

생기는데, FORM은 그 추세선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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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umulative distribution of nonlinear sagging VBM in 

irregular waves compared to 25 Monte-Carlo simulations for 3 

hours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두 결과로부터 단기 해석에 대응하는 3시간의 설계 

하중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25회의 Monte-Carlo 해석의 

경우 각 해석마다 가장 큰 새깅 모멘트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25개의 극한 값들에 대한 분포를 구하였다. 

Fig. 9는 25개의 극한 값들을 Gumbel 함수로 분포를 구한 

결과이다. 분포 함수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지점이 MPM에 

해당하며, 이를 대표값으로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FORM을 이용한 누적 분포 결과를 Weibull 

함수로 추세선을 파악하였으며, 이로부터 3시간에 대응하는 

하중을 추출하였다. 두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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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umbel distribution on the maximum of nonlinear 

sagging moment from 25 Monte-Carlo simulations for 3 hours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Table 2 Comparison of design sagging moment including 

whipping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Monte-Carlo simulation FORM 

1.909E+10 (Nm) 1.834E+10 (Nm)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유탄성 해석으로부터 설계에 

필요한 새깅 모멘트를 빠르게 찾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FORM, 응답면기법과 WISH-FLEX를 연성하여 critical wave 

episode를 구하였고, 이 결과로부터 하중의 누적 분포를 

추출하였다. FORM을 적용한 결과는 25회의 Monte-Carlo 

해석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계산 시간에 부담이 되는 비선형 해석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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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ORM으로 구한 선형 

응답은 Rayleigh 분포와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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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mulative distribution of linear sagging VBM in irregular 

waves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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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핑을 포함하고 있는 비선형 해석에 FORM을 

적용하였으며, critical wave episode를 WISH-FLEX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7은 125초가 되는 시점에 

1.8E+10(Nm)의 새깅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critical wave 

episode 및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FORM, 응답면기법, 

WISH-FLEX을 연성하여 반복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지정한 시간에 원하는 하중을 발생시키는 최적 해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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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duced nonlinear sagging VBM with whipping 

Fig. 7 Critical wave episode and induced nonlinear sagging 

VBM (target VBM: 1.8E+10(N) at t=125(sec), 5 knot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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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umulative distribution of nonlinear sagging VBM in 

irregular waves compared to 25 Monte-Carlo simulations for 3 

hours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두 결과로부터 단기 해석에 대응하는 3시간의 설계 

하중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25회의 Monte-Carlo 해석의 

경우 각 해석마다 가장 큰 새깅 모멘트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25개의 극한 값들에 대한 분포를 구하였다. 

Fig. 9는 25개의 극한 값들을 Gumbel 함수로 분포를 구한 

결과이다. 분포 함수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지점이 MPM에 

해당하며, 이를 대표값으로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FORM을 이용한 누적 분포 결과를 Weibull 

함수로 추세선을 파악하였으며, 이로부터 3시간에 대응하는 

하중을 추출하였다. 두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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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umbel distribution on the maximum of nonlinear 

sagging moment from 25 Monte-Carlo simulations for 3 hours 

(5 knot ship speed, head sea, Hs=11.5m, Tp=16.9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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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배의 선형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객선들의 선수에 거위목 벌브(Gooseneck bulb)를 적용함으
로써 저항성능 개선을 통한 연료비의 감소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CFD를 이용하여 중형여객선인 Oriental pearl 
VI 선형을 기준선형으로 선정하였다. 일반벌브 형상을 갖고 있는 기준선형의 저항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위복 벌브를 적용
하였다. 그에 따른 부가저항 특성을 해석하고, 부가저항 증감의 원인 파악 및 부가저항 저감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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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선박연비제조지
수 (Energy Efficinecy Design Index, EEDI)를 도입하였다 (Oh. 
et al., 2015). 이에 따라 조선 및 해운 산업계 에서는 선박 연료 
및 운항 효율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많은 저항/추진 
분야 연구자들이 부가저항을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많이 시
도하였다. 정수 중 저항 상태와 달리 부가저항이란 선박이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는 경우 바람이나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저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박에 따라 정수 중 저항보다 15~30%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되어졌다 (Park et al., 2013).  여객
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운항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저항성능 개선을 위한 선형설계에 있어 조파저항감소를 위한 선
수선형설계가 필요하다. 선수형상의 중요한 설계개념 중 하나인 
선수 벌브의 경우, 선수 벌브와 선수 어깨에서 발생되는 파도들
의 상쇄에 의한 조파저항 감소를 얻을 수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여객선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객선에 거위목 
벌브(gooseneck bulb)를 적용함으로 저항성능 개선을 통한 연료
비의 감소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Heimann & Harries 2003; 
Maisonneuve, et al., 2003; Valdenazzi, et at., 2003; Heimann 
2005; James, 2006; Dominic, 2007). 거위목 벌브의 개념은 조

파저항감소를 위하여 일반 벌브들과는 다르게 수선면 위로 벌브
의 체적 중심을 올리고, 벌브 체적 중심 뒤에서는 벌브의 폭이나 
높이를 일반 벌브들에 비하여 작게 하여 좀 더 유리한 파도상쇄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위목 벌브를 여객선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Yu, et al. (2010)의 연구에
서는 유럽에서 연구되어진 여객선 선형 (Heimann, 2005)를 대상
으로 거위목 벌브의 최대 폭을 변화 시켜가며 자유수면 변화와 
압력저항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벌브 폭이 감소할수록 발
산파는 중가하였지만 비선형파가 감소하여, 압력저항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은 정수 중에서 평가된 
저항성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선박의 운항 시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이 발생되어진다. 따라서 정수 중에서의 저
항성능 뿐 아니라 파랑 중에서의 부가저항성능을 파악하는 것 또
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위목 벌브의 저항감소효과와 부가저
항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벌브와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여객선의 정수 중 저항성능을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여객선의 부가저항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
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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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을 이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난류 모
델은 Realizable K-e model의 All Y+ wall treatment를 사용하였
으며, 자유수면을 표현하기 위해 Volume of Fluid (VOF)를 적용
하였다. 

Fig. 1 Coordinate systems and volumetric grids for CFD

Fig. 1과 같은 격자와 좌표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전체 도메
인은 Background 영역과 선체 주변에 Overset 영역으로 설정되
어있다. 계산 영역은 선수방향으로 1.0 L, 선미방향으로 2.0 L, 
폭방향으로 2.0 L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유표면의 재현성과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사파의 파장과 파고를 기준으로 격자
를 매번 생성하였다. 파장 당 길이방향 격자의 수는 100개, 파고 
당 높이방향 격자의 수는 10개 이다. 총 격자 수는 단파장 영역
에는 약 300~400만개 장파장 영역에는 약 100~200만개를 사
용하였다. Time step 크기는 조우주기/100으로 설정하였으며, 
파고의 높이는 0.04m로 고정하였다.

3. 대상선형 및 저항성능
평가기법

본 연구에서는 단거리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
공하는 국내 여객선사의 여객선 중의 한척을 기준선형(reference 
hull)으로 선정하였다 (Yu, et al., 2014). 그리고 Yu, at 
el.(2014)에서 정수 중 저항성능이 우수한 거위목 벌브를 설계 
하였으며, 이를 설계선형(desinged hull)으로 결정하였다 (Yu, et 
al., 2015). Yu, et al. (2014)에서 이들 선형들을 각각 
KF(Original)과 KF(GB-B12M)으로 명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선형에 적용 된 일반 벌브를 NB(Normal bulb), 설계선형에 
적용한 거위목 벌브를 GB(Gooseneck bulb)라고 명칭 하였다. 
Yu, et al. (2014)에서의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설계선형의 경우 
선수부의 벌브 형상이 바뀜으로 인하여 자유수면과 자유수면 아
래의 유동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주 선체의 주요요목은 Table 1과 같으며, 기준선형과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설계선형의 개략적인 형상은 Fig. 2와 같다.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거위목 벌브가 일반 벌브에 비해서 돌출
되어 있는 형상을 가진다 (Yu, et al., 2015).

Table 1 Principle particulars of the reference hull and 
designed hull

LBP (m) 156.00
B (m) 22.00
T (m) 6.00

▽ (m3) 10519.74
WSA (m2) 3600.10

CB 0.512
Operated speed 18 Knots (Fn=0.235)

Normal bulb
(Reference hull)

Gooseneck bulb
(Designed hull 

01)
LB (m) 6.29 6.71
BB (m) 3.18 2.65
ZB (m) 2.87 4.43
▽B (m3) 54.114 60.765

(a) Normal bulb

(b) Gooseneck bulb

(a) Normal bulb (b) Gooseneck bulb 
Fig. 2 Normal bulb and Gooseneck bulb of passenger ship

4. 수치계산 결과 해석
4.1 정수 중 저항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NB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GB를 적용한 설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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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정수 중 저항성능 평가를 위해 트림과 침하가 고정시킨 상
태와 자유로운 상태,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트림과 침하를 고정시킨 상태를 Fixed 
model,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를 Free model 이라 명칭하였다.

Fig. 3 Comparison of the trim and sinkage between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Fig. 3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값은 Trim값을 나타내며, 실선은 
Sinkage값을 나타내며, 기준선은 검정색 설계선형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다. 거위목을 적용한 설계선형의 경우 일반벌브를 적용
한 기준선형에 비하여 선수트림이 약 9.10% 증가하였으며 침하
량은 10.14%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수 중에서 
배의 항주 자세가 선체에 걸리는 저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4는 수치계산결과 중 NB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GB를 적
용한 설계선형의 (a)선체 표면 압력분포와 선측파형, (b)선수 주
위의 파고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다. (a)의 선체 표면 압력분포와 
선측파형을 보면, 설계선형의 경우 거위목 벌브에 의하여 파의 
위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FP부근 선체에 
걸리는 양압력의 분포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Pressure distributions

(b) Wave height contours
Fig. 4 Pressure distributions and the wave height 

contours of the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b)의 파고분포를 보면, 기준선형의 경우 설계선형에 비해 선
수파가 더 높게 생성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설계선형의 경
우에는 거위목 벌브에 의하여 파형의 위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로인해 기준선형이 비해 선수파가 낮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는 Fixed model과 Free model에서의 압력저항 값과 
마찰저항 값의 비교를 나타내었다.

Fig. 5  Comparison of resistance components between the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Fig. 5를 보면, Fixed model로 계산을 수행 한 경우 거위목 벌
브 적용을 통하여 압력저항을 약 24.74% 감소하였고, 마찰저항
은 약 0.61% 증가하였으며 전 저항 측면에서는 약 2.60% 감소
하였다. Free model로 계산을 수행 한 경우 거위목 벌브를 적용
을 통하여 압력저항을 약 6.51% 감소하였고, 마찰저항은 약 
0.14% 감소하였으며 전 저항 측면에서는 약 0.02% 감소하였다. 
Fixed model과 Free model에서의 수치계산 결과 값을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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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을 이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난류 모
델은 Realizable K-e model의 All Y+ wall treatment를 사용하였
으며, 자유수면을 표현하기 위해 Volume of Fluid (VOF)를 적용
하였다. 

Fig. 1 Coordinate systems and volumetric grids for CFD

Fig. 1과 같은 격자와 좌표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전체 도메
인은 Background 영역과 선체 주변에 Overset 영역으로 설정되
어있다. 계산 영역은 선수방향으로 1.0 L, 선미방향으로 2.0 L, 
폭방향으로 2.0 L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유표면의 재현성과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사파의 파장과 파고를 기준으로 격자
를 매번 생성하였다. 파장 당 길이방향 격자의 수는 100개, 파고 
당 높이방향 격자의 수는 10개 이다. 총 격자 수는 단파장 영역
에는 약 300~400만개 장파장 영역에는 약 100~200만개를 사
용하였다. Time step 크기는 조우주기/100으로 설정하였으며, 
파고의 높이는 0.04m로 고정하였다.

3. 대상선형 및 저항성능
평가기법

본 연구에서는 단거리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
공하는 국내 여객선사의 여객선 중의 한척을 기준선형(reference 
hull)으로 선정하였다 (Yu, et al., 2014). 그리고 Yu, at 
el.(2014)에서 정수 중 저항성능이 우수한 거위목 벌브를 설계 
하였으며, 이를 설계선형(desinged hull)으로 결정하였다 (Yu, et 
al., 2015). Yu, et al. (2014)에서 이들 선형들을 각각 
KF(Original)과 KF(GB-B12M)으로 명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선형에 적용 된 일반 벌브를 NB(Normal bulb), 설계선형에 
적용한 거위목 벌브를 GB(Gooseneck bulb)라고 명칭 하였다. 
Yu, et al. (2014)에서의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설계선형의 경우 
선수부의 벌브 형상이 바뀜으로 인하여 자유수면과 자유수면 아
래의 유동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주 선체의 주요요목은 Table 1과 같으며, 기준선형과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설계선형의 개략적인 형상은 Fig. 2와 같다.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거위목 벌브가 일반 벌브에 비해서 돌출
되어 있는 형상을 가진다 (Yu, et al., 2015).

Table 1 Principle particulars of the reference hull and 
designed hull

LBP (m) 156.00
B (m) 22.00
T (m) 6.00

▽ (m3) 10519.74
WSA (m2) 3600.10

CB 0.512
Operated speed 18 Knots (Fn=0.235)

Normal bulb
(Reference hull)

Gooseneck bulb
(Designed hull 

01)
LB (m) 6.29 6.71
BB (m) 3.18 2.65
ZB (m) 2.87 4.43
▽B (m3) 54.114 60.765

(a) Normal bulb

(b) Gooseneck bulb

(a) Normal bulb (b) Gooseneck bulb 
Fig. 2 Normal bulb and Gooseneck bulb of passenger ship

4. 수치계산 결과 해석
4.1 정수 중 저항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NB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GB를 적용한 설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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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정수 중 저항성능 평가를 위해 트림과 침하가 고정시킨 상
태와 자유로운 상태,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트림과 침하를 고정시킨 상태를 Fixed 
model,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를 Free model 이라 명칭하였다.

Fig. 3 Comparison of the trim and sinkage between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Fig. 3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값은 Trim값을 나타내며, 실선은 
Sinkage값을 나타내며, 기준선은 검정색 설계선형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다. 거위목을 적용한 설계선형의 경우 일반벌브를 적용
한 기준선형에 비하여 선수트림이 약 9.10% 증가하였으며 침하
량은 10.14%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수 중에서 
배의 항주 자세가 선체에 걸리는 저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4는 수치계산결과 중 NB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GB를 적
용한 설계선형의 (a)선체 표면 압력분포와 선측파형, (b)선수 주
위의 파고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다. (a)의 선체 표면 압력분포와 
선측파형을 보면, 설계선형의 경우 거위목 벌브에 의하여 파의 
위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FP부근 선체에 
걸리는 양압력의 분포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Pressure distributions

(b) Wave height contours
Fig. 4 Pressure distributions and the wave height 

contours of the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b)의 파고분포를 보면, 기준선형의 경우 설계선형에 비해 선
수파가 더 높게 생성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설계선형의 경
우에는 거위목 벌브에 의하여 파형의 위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로인해 기준선형이 비해 선수파가 낮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는 Fixed model과 Free model에서의 압력저항 값과 
마찰저항 값의 비교를 나타내었다.

Fig. 5  Comparison of resistance components between the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Fig. 5를 보면, Fixed model로 계산을 수행 한 경우 거위목 벌
브 적용을 통하여 압력저항을 약 24.74% 감소하였고, 마찰저항
은 약 0.61% 증가하였으며 전 저항 측면에서는 약 2.60% 감소
하였다. Free model로 계산을 수행 한 경우 거위목 벌브를 적용
을 통하여 압력저항을 약 6.51% 감소하였고, 마찰저항은 약 
0.14% 감소하였으며 전 저항 측면에서는 약 0.02% 감소하였다. 
Fixed model과 Free model에서의 수치계산 결과 값을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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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압력저항의 감소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수 중 계산에서도 배의 항주 자세를 고려하여 
저항 값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결과

거위목 벌브는 체적 중심이 수선면 위로 돌출되면서, 파형의 
위상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벌브부근에서 발생되는 파도로 인하
여 부가저항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Yu et al., 2015). 주어진 
두 선형의 운동과 부가저항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목표속도는 Fn=18knots이며 규칙파 시
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Wave height(m) Wave length(m)

0.040

0.500 L 1.057
0.828 L 1.751
1.000 L 2.113
1.200 L 2.537
1.614 L 3.411
2.000 L 4.227

Table 2 Test conditions in regular head waves

4.2.1 운동응답 해석

부가저항은 회절 성분과 선박의 운동성분으로 구성되기 때문
에 정도 높은 선박의 운동 예측이 정확한 부가저항 예측으로 이
어진다. Fig. 4는 NB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GB를 적용한 설계선
형에 대하여 선수파 중 상하동요와 종동요의 파장에 따른 운동응
답을 계산한 결과이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를 제외한 나머지 운
동은 구속된 상태로 계산하였다.

x축과 y축은 각각 무차원화 된 파장(λ/L)과 운동응답 값을 나
타내며, A는 파 진폭, k는 파수를 의미한다.

(a) Heave

(b) Pitch
Fig. 6 Comparison of the vertical motion responses between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a)의 상하동요응답의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NB를 적용한 기
준선형과 GB를 적용한 설계선형의 결과가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의 종동요응답의 계산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형과 설계선형의 결과가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기준선형의 N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적이 커진 
GB를 적용하여도 선체 운동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2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

수행 된 수치계산 결과로부터 일반벌브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거위목 벌브를 적용한 설계선형의 부가저항을 해석하였다. 부가
저항의 무차원화 식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식 (1)에서 는 파랑 중 저항에서 시간 평균 값을 의미하
며 는 정수 중 저항을 의미한다.

Fig. 7 Comparison of the added resistance between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Fig. 7을 보면 NB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GB를 적용한 설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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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부가저항 계산 결과 값이 벌브의 변화에 따라 부가저항 값
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준선형과 설
계선형의 부가저항 값의 차이는 5% 이내를 보인다. 이를 전 저
항 값으로 비교하면 파장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을 제외하고는 기
준선형과 설계선형의 전 저항 값의 차이가 1.5% 이내인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STAR-CCM+)를 이용하여 거위목 

벌브 적용으로 인한 정수 중 저항성능, 파랑 중 부가저항성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1) 거위목 벌브는 일반 벌브에 비하여 자유수면 근처로 체적 
중심을 위치시켜, 선수부에 발생되는 압력저항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가져온다. 전 저항에서 압력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정도 이므로 전 저항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

2) 정수 중 계산에서 트림과 침하의 고정유무에 따라 수치계
산 결과 값을 비교하였을 때 압력저항의 감소량에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정수 중 계산에서도 배의 항주 자세를 고려하여 저항 
값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준선형과 설계선형의 상하동요응답과 종동요응답의 계산 
결과가 전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벌브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진 거위목벌브를 적용하여도 선체 운동
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다.

4) 거위목 벌브를 적용한 여객선의 경우 정수 중에서는 압력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파랑 중에서는 거위목 벌브에 
의한 부가저항은 증가하지 않는다. 파랑 중에서 거위목 벌브를 
적용한 선형의 부가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후 선수형상에 관
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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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압력저항의 감소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수 중 계산에서도 배의 항주 자세를 고려하여 
저항 값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결과

거위목 벌브는 체적 중심이 수선면 위로 돌출되면서, 파형의 
위상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벌브부근에서 발생되는 파도로 인하
여 부가저항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Yu et al., 2015). 주어진 
두 선형의 운동과 부가저항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목표속도는 Fn=18knots이며 규칙파 시
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Wave height(m) Wave length(m)

0.040

0.500 L 1.057
0.828 L 1.751
1.000 L 2.113
1.200 L 2.537
1.614 L 3.411
2.000 L 4.227

Table 2 Test conditions in regular head waves

4.2.1 운동응답 해석

부가저항은 회절 성분과 선박의 운동성분으로 구성되기 때문
에 정도 높은 선박의 운동 예측이 정확한 부가저항 예측으로 이
어진다. Fig. 4는 NB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GB를 적용한 설계선
형에 대하여 선수파 중 상하동요와 종동요의 파장에 따른 운동응
답을 계산한 결과이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를 제외한 나머지 운
동은 구속된 상태로 계산하였다.

x축과 y축은 각각 무차원화 된 파장(λ/L)과 운동응답 값을 나
타내며, A는 파 진폭, k는 파수를 의미한다.

(a) Heave

(b) Pitch
Fig. 6 Comparison of the vertical motion responses between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a)의 상하동요응답의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NB를 적용한 기
준선형과 GB를 적용한 설계선형의 결과가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의 종동요응답의 계산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형과 설계선형의 결과가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기준선형의 N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적이 커진 
GB를 적용하여도 선체 운동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2.2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

수행 된 수치계산 결과로부터 일반벌브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거위목 벌브를 적용한 설계선형의 부가저항을 해석하였다. 부가
저항의 무차원화 식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식 (1)에서 는 파랑 중 저항에서 시간 평균 값을 의미하
며 는 정수 중 저항을 의미한다.

Fig. 7 Comparison of the added resistance between 
reference and designed hulls

Fig. 7을 보면 NB를 적용한 기준선형과 GB를 적용한 설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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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부가저항 계산 결과 값이 벌브의 변화에 따라 부가저항 값
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준선형과 설
계선형의 부가저항 값의 차이는 5% 이내를 보인다. 이를 전 저
항 값으로 비교하면 파장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을 제외하고는 기
준선형과 설계선형의 전 저항 값의 차이가 1.5% 이내인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STAR-CCM+)를 이용하여 거위목 

벌브 적용으로 인한 정수 중 저항성능, 파랑 중 부가저항성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1) 거위목 벌브는 일반 벌브에 비하여 자유수면 근처로 체적 
중심을 위치시켜, 선수부에 발생되는 압력저항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가져온다. 전 저항에서 압력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정도 이므로 전 저항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

2) 정수 중 계산에서 트림과 침하의 고정유무에 따라 수치계
산 결과 값을 비교하였을 때 압력저항의 감소량에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정수 중 계산에서도 배의 항주 자세를 고려하여 저항 
값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준선형과 설계선형의 상하동요응답과 종동요응답의 계산 
결과가 전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벌브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진 거위목벌브를 적용하여도 선체 운동
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다.

4) 거위목 벌브를 적용한 여객선의 경우 정수 중에서는 압력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파랑 중에서는 거위목 벌브에 
의한 부가저항은 증가하지 않는다. 파랑 중에서 거위목 벌브를 
적용한 선형의 부가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후 선수형상에 관
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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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체의 상하동요 고유진동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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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heave natural frequency for floating bodies
Ki-Bum Kim(Samsung Heavy Industries), Seung-Joon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As the motion response of heave for floating bodies on the water surface is relatively large near the natural 
frequency, it is necessary to predict its value accurately from the stage of initial design. Bodies accelerating in fluid 
experience force acted upon by the fluid, and this force is quantified by using the concept of added mass. For 
predicting the natural frequency of heave we need to know the added mass, which is given as a function of frequency, 
and hence the natural frequency can be obtained through only by iteration process, as was pointed out by Lee(2008). 
His method was applied to circular cylinders, and two dimensional cylinders of Lewis form by making use of the 
Ursell-Tasai method in the previous works, Lee & Lee(2013), Kim & Lee(2013), and Song & Lee(2015). In this work, 
a similar algorithm employing the concept of strip method is adopted for predicting the heave natural frequency of 
KCS(KRISO Container Ship), and the obtained computational result was compared with other existing experimental 
data, and the agreement seems reasonable. Furthermore, through the error analysis, it is shown that why the frequency 
corresponding to the local minimum of the added mass and the natural frequency are very close. And it seems 
probable that we can predict the heave natural frequency if we know only the local minimum of added mass and the 
corresponding frequency under a condition, which holds for ship-like bodies in general.  

Keywords : heave(상하동요), natural frequency(고유진동수), added mass(부가질량), floating bodies(부유체), KRISO Container Ship(KCS, 
KRISO 컨테이너선), error analysis(오차해석), local minimum(국부 최소값) 

1. 서 론

수면 상에서 상하동요하는 부유체의 운동 응답  는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 상당히 큰 값을 보이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유진동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진동수 영역(frequency domain)에서의 자유동요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1)

여기서 은 부유체의 질량,  는 부가질량, 는 조파감
쇠, 는 복원계수이며,   위의 점은 미분을 나타내고,  는 진
동수를 뜻한다. SNAME(1989)에 따르면 고유진동수  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

이때 문제는  가  의 함수이므로, 위 식을 사용하여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의 값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Lee(2008)는 식 (2)를 다음과 같
은 반복자(iterator)로 사용하여 고유진동수  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 (3)

여기서   lim
→∞

이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원

고유진동수(pre-natural frequency)이다.  

  



 . (4)

한편, 위의 식들을 사용하여 얻는  를  를 사용하여 무차
원량  로 나타내면 다음을 얻으며, 

  




 (5)

  

 ,   ⋯ (6)

여기서     ,   lim
→∞

이고,   으로 

부가질량계수이다. Lee(2008)는 원주에 대해 Ursell(1949)의 해
를 2항 근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를 얻었다. 

2장에서는 원주와 Lewis 단면의 주상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오차해석을 통해 부가질량계
수의 국부 최소값과 고유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
며, 4장에서는 KCS(KRISO Container Ship)에 대한 계산 결과를 
소개하는데,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꽤 
만족스러운 것을 보인 뒤, 5장에서 결론을 요약하기로 한다.   

2. 2차원 문제
Lee & Lee(2013)는 Ursell(1949)의 부가질량 및 감쇠조파에 

대한 해를 공치법(collocation method)을 적용하여 매우 정확하
게 구하였으며,  Fig. 1에 의 함수로 얻은  를 Ursell(1949)
를 포함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보였다. 

Fig. 1 Added mass coefficient  for circular cylinder

여기서 파수    , 는 중력가속도, 는 원의 반경이
며, 원주에 대해서는 다음이 성립하므로, 

  




 





 






 (7)

  


을 얻으며, 여기서   

 인 무차원 진동수

이다. 이 결과를 이용하고 식 (5), (6)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원주의 상하동요에 대한 고유진동수   를 얻었다1). 
그들은 또한 진동수 영역에서 강제동요에 대한 운동 응답도 구하
여 복소진동수응답의 크기(Modulus of Complex Frequency 
Response, MCFR)가 국부 최대값을 가지는 진동수 
  을 얻었으며, 따라서 식 (5), (6)을 사용하여 얻
은 고유진동수가 그 간편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사용할 만한 것
임을 보였다. 

한편, Kim & Lee(2013)는 원주에 대해 시간 영역(time 
domain)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을 병행하여 상하동요의 
무차원 고유진동수에 대해 실험으로부터는  , 수치해석
으로부터는 를 얻었으며, Fig. 2에 그들이 얻은 MCFR, 
를 Maskell & Ursell(1970)을 포함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 도시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MCFR for circular cylinder

Song & Lee(2015)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Lewis 변환
(Lewis transform)을 사용하는 Ursell-Tasai(1955) 방법을 이용하
였는데, 

   

 

  (8)

1) 차후의 보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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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면 상에서 상하동요하는 부유체의 운동 응답  는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 상당히 큰 값을 보이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유진동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진동수 영역(frequency domain)에서의 자유동요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1)

여기서 은 부유체의 질량,  는 부가질량, 는 조파감
쇠, 는 복원계수이며,   위의 점은 미분을 나타내고,  는 진
동수를 뜻한다. SNAME(1989)에 따르면 고유진동수  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

이때 문제는  가  의 함수이므로, 위 식을 사용하여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의 값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Lee(2008)는 식 (2)를 다음과 같
은 반복자(iterator)로 사용하여 고유진동수  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 (3)

여기서   lim
→∞

이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원

고유진동수(pre-natural frequency)이다.  

  



 . (4)

한편, 위의 식들을 사용하여 얻는  를  를 사용하여 무차
원량  로 나타내면 다음을 얻으며, 

  




 (5)

  

 ,   ⋯ (6)

여기서     ,   lim
→∞

이고,   으로 

부가질량계수이다. Lee(2008)는 원주에 대해 Ursell(1949)의 해
를 2항 근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를 얻었다. 

2장에서는 원주와 Lewis 단면의 주상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오차해석을 통해 부가질량계
수의 국부 최소값과 고유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
며, 4장에서는 KCS(KRISO Container Ship)에 대한 계산 결과를 
소개하는데,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꽤 
만족스러운 것을 보인 뒤, 5장에서 결론을 요약하기로 한다.   

2. 2차원 문제
Lee & Lee(2013)는 Ursell(1949)의 부가질량 및 감쇠조파에 

대한 해를 공치법(collocation method)을 적용하여 매우 정확하
게 구하였으며,  Fig. 1에 의 함수로 얻은  를 Ursell(1949)
를 포함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보였다. 

Fig. 1 Added mass coefficient  for circular cylinder

여기서 파수    , 는 중력가속도, 는 원의 반경이
며, 원주에 대해서는 다음이 성립하므로, 

  




 





 






 (7)

  


을 얻으며, 여기서   

 인 무차원 진동수

이다. 이 결과를 이용하고 식 (5), (6)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원주의 상하동요에 대한 고유진동수   를 얻었다1). 
그들은 또한 진동수 영역에서 강제동요에 대한 운동 응답도 구하
여 복소진동수응답의 크기(Modulus of Complex Frequency 
Response, MCFR)가 국부 최대값을 가지는 진동수 
  을 얻었으며, 따라서 식 (5), (6)을 사용하여 얻
은 고유진동수가 그 간편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사용할 만한 것
임을 보였다. 

한편, Kim & Lee(2013)는 원주에 대해 시간 영역(time 
domain)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을 병행하여 상하동요의 
무차원 고유진동수에 대해 실험으로부터는  , 수치해석
으로부터는 를 얻었으며, Fig. 2에 그들이 얻은 MCFR, 
를 Maskell & Ursell(1970)을 포함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 도시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MCFR for circular cylinder

Song & Lee(2015)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Lewis 변환
(Lewis transform)을 사용하는 Ursell-Tasai(1955) 방법을 이용하
였는데, 

   

 

  (8)

1) 차후의 보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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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주상체의 횡단면을 얻는 물리적 복소평면이며, 
는 원주가 주어진 수학적 복소평면이고,  는 배율계수,  , 
 는 횡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인 폭-흘수 비  , 횡단면적계수 
의 함수로 주어지는 변환 계수이다. 2차원 주상체에 대해 공치
법을 적용, 부가질량계수를 구하였으며, 이 값을 이용하고 식 
(5), (6)을 사용하여  를 구하였는데, Fig. 3에 보인 바와 같이 
선박의 횡단면에 상응하는 매우 광범위한  , 의 값에 대해 
부가질량계수  가 국부 최소값을 가지는 진동수  과 상당
히 가까운 값을 가짐에 주목하였다.  

Fig. 3 Difference in % between   and 

원주의 경우   로,  와 매우 비슷한 값을 가
지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Lee et al.(2013)에 의해서도 주목된 
바 있는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  의 차이가 대
부분의 Lewis 단면에 대해 미만인 것은 3차원 선박에 대
해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
게 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기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Fig. 3에서    인 점에 유의한다.  

3. 오차해석
식 (6)과 관련하여 오차     로 정의하고, 또 

가 국부 최소값을 가지는 진동수   부근에서  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으므로, 

 ≃   
 (9)

여기서,  으로 부가질량계수의 국부 최소값이
며,   는 주어진 상수이다. 식 (5)에서 식 (6)을 빼면 다음을 
얻는데, 

  ≃





  

    


         ,  




 (10)

여기서     이고,   임에 유의한다. 식 
(10)으로부터 다음을 얻는데, 

  ≃    (11)

 충분히 큰 에 대해서는 위 식 우변의   항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다음을 얻는다.

  ≃                                        (12)

따라서 식 (6)으로부터 →∞일 때,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얻는다. 

  , ∴ 
  (13)

예를 들어 원주에 대해 위의 조건을 적용하면,    , 
  을 대입하여,  를 얻으며, Fig. 3의 
종축이  이고 ∼ 이므로, 위 조건은 Lewis 단면
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만족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수렴
조건이  를 포함하고 있어, 반복법을 사용하기 전에 이를 적
용하여 수렴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수치적으로 얻어진 수
렴치들이 위 조건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 식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으로 정의하고,   lim
→∞



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부근에서 
 는 식 (9)와 같이 근사할 수 있으므로, 식 (6)으로부터 다음
을 얻으며, 

    ≃

 





∴  ≃   
 ,  


  (14)

여기서 예를 들어 원주에 대해서는  을 얻는데, 
아래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이 ≃이 성립하는 이유는 바로 
≪ 인 것으로 보인다. 식 (14)를   번 적용하여 에 
대해 다음을 얻는데, 

   ≃   
 ≃     

  (15)

식 (13) 아래의 논의로부터 식 (15)의 좌변이 유한한 값을 가
져야 하므로, 우변에 대해   을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우변 둘째 항은 →∞일 때, 영이 되어 결국 다음을 
얻는다. 

lim
→∞

      (16)

이 식에 따르면 다음 결과를 얻는다. 

  lim
→∞

     (17)

예를 들어 원주에 대해   ,  이
므로,   을 얻는데, 이는 Lee & Lee(2013)가 얻은 
  과 매우 가까우며, 그 차이는 오차해석 시 고차 
항을 무시한 것과, 수치 계산 시의 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얻은 결과는 부가질량계수에 대한 계산을 수행한 후, 
≪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식 (3) 또는 식 (6)
의 반복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하동요의 고유진동수를 비교
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4. KCS에 대한 계산
3차원 부유체 또는 선박에 대해 식 (3) 또는 식 (6)에 의한 상

하동요의 고유진동수 예측이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또 3장에서
의 해석 결과가 유효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실선으로 
KCS(KRISO Container Ship)를 택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KCS의 주요제원은 Table 1에, 또 정면도와 선수미의 측면 형상
은 Fig. 4에 보였다[Kim et al.(2001)].

가능한 한 간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박 또는 부유체는 전
진속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진동수 영역에서 자유동요 문제
를 다루되 상하동요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식 (1)로 주어지는 것
으로 가정한다. 또 3차원 물체를 다수의 스트립(strip)의 합으로 
보며, 각 스트립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스트립의 부가질량의 합이 3차원 물체의 부가질량과 같은 것으
로 간주한다.

 후부수선(After Perpendicular, AP)을 0 번 스테이션
(station), 전부수선(Fore Perpendicular, FP)을 20 번 스테이션
이라고 할 때, 선미부의  AP부터 4 번 스테이션까지, 선수부의 
17 번 스테이션부터 FP까지 반(half) 스테이션을 고려하였고, 선
수부의 급격한 형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19.75 스테이션을 사
용하여, 도합 29 스테이션의 횡단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스트립의 횡단면에 대해 폭-흘수 비  , 횡단면적계수 를 
구한 뒤, 이들로부터 식 (8)의 변환 계수  ,  ,  를 구할 
수 있다. 단 선수 및 선미부의 몇 단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한 

 ,  가 Ursell-Tasai 방법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수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 수렴 범위는 Fig. 5에 마름모꼴로 보
였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KCS

Item Magnitude
LPP 230 

B, Moulded 32.2 
T, Moulded 10.8 

LWL 232.5 
Wetted surface area 9424.0 

Displacement volume 52030.0 

Block coeff.  0.6505
Load waterline coeff.  0.8314
Midship section coeff.  0.9849
Prismatic coeff.  0.6605
LPP/B 7.1429
LPP/T 21. 2963
B/T 2.9815

Fig. 4 Body Plan & Side Profile of KCS

Fig. 5 Range of  ,   before correction

이 마름모꼴에 속하지 않는 단면에 대해서는 반폭과 횡단면적
은 유지한 채 흘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단면을 작성, 사
용하였으며,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수정된 횡단면에 대한 
 ,  는 모두 수렴 범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은 Ursell-Tasai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수렴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특이점 분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단면에 
대한 수동역학적 계수를 정확하게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수정이 고려된 스트립의 체적이 전체 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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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주에 대해 위의 조건을 적용하면,    , 
  을 대입하여,  를 얻으며, Fig. 3의 
종축이  이고 ∼ 이므로, 위 조건은 Lewis 단면
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만족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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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식 (9)와 같이 근사할 수 있으므로, 식 (6)으로부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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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 아래의 논의로부터 식 (15)의 좌변이 유한한 값을 가
져야 하므로, 우변에 대해   을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우변 둘째 항은 →∞일 때, 영이 되어 결국 다음을 
얻는다. 

lim
→∞

      (16)

이 식에 따르면 다음 결과를 얻는다. 

  lim
→∞

     (17)

예를 들어 원주에 대해   ,  이
므로,   을 얻는데, 이는 Lee & Lee(2013)가 얻은 
  과 매우 가까우며, 그 차이는 오차해석 시 고차 
항을 무시한 것과, 수치 계산 시의 오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얻은 결과는 부가질량계수에 대한 계산을 수행한 후, 
≪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식 (3) 또는 식 (6)
의 반복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하동요의 고유진동수를 비교
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4. KCS에 대한 계산
3차원 부유체 또는 선박에 대해 식 (3) 또는 식 (6)에 의한 상

하동요의 고유진동수 예측이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또 3장에서
의 해석 결과가 유효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실선으로 
KCS(KRISO Container Ship)를 택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KCS의 주요제원은 Table 1에, 또 정면도와 선수미의 측면 형상
은 Fig. 4에 보였다[Kim et al.(2001)].

가능한 한 간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박 또는 부유체는 전
진속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진동수 영역에서 자유동요 문제
를 다루되 상하동요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식 (1)로 주어지는 것
으로 가정한다. 또 3차원 물체를 다수의 스트립(strip)의 합으로 
보며, 각 스트립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스트립의 부가질량의 합이 3차원 물체의 부가질량과 같은 것으
로 간주한다.

 후부수선(After Perpendicular, AP)을 0 번 스테이션
(station), 전부수선(Fore Perpendicular, FP)을 20 번 스테이션
이라고 할 때, 선미부의  AP부터 4 번 스테이션까지, 선수부의 
17 번 스테이션부터 FP까지 반(half) 스테이션을 고려하였고, 선
수부의 급격한 형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19.75 스테이션을 사
용하여, 도합 29 스테이션의 횡단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스트립의 횡단면에 대해 폭-흘수 비  , 횡단면적계수 를 
구한 뒤, 이들로부터 식 (8)의 변환 계수  ,  ,  를 구할 
수 있다. 단 선수 및 선미부의 몇 단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한 

 ,  가 Ursell-Tasai 방법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수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 수렴 범위는 Fig. 5에 마름모꼴로 보
였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KCS

Item Magnitude
LPP 230 

B, Moulded 32.2 
T, Moulded 10.8 

LWL 232.5 
Wetted surface area 9424.0 

Displacement volume 52030.0 

Block coeff.  0.6505
Load waterline coeff.  0.8314
Midship section coeff.  0.9849
Prismatic coeff.  0.6605
LPP/B 7.1429
LPP/T 21. 2963
B/T 2.9815

Fig. 4 Body Plan & Side Profile of KCS

Fig. 5 Range of  ,   before correction

이 마름모꼴에 속하지 않는 단면에 대해서는 반폭과 횡단면적
은 유지한 채 흘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단면을 작성, 사
용하였으며,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수정된 횡단면에 대한 
 ,  는 모두 수렴 범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은 Ursell-Tasai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수렴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특이점 분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단면에 
대한 수동역학적 계수를 정확하게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수정이 고려된 스트립의 체적이 전체 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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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Fig. 6 Range of  ,   after correction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얻어진  ,  를 사용하여 각 스
트립에 대한 수동역학적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2.5, 
10, 18 번의 세 스테이션에 대한 부가질량을 Fig. 7에 보였다. 
선박과 같은 3차원 물체에 대한 원고유진동수  는 식 (4)로부
터 다음과 같이 주어지므로, 

  




 






   





 




  (18)

여기서 는 수선면적, 는 배수량이며, Table 1에 보인 
KCS에 대한 값들을 대입하여    를 얻는다. 

Fig. 7 Added mass of strips at typical stations

수평축이 위에서 얻은  로 무차원화한 진동수 인 Fig. 7
로부터 중앙 횡단면인 10 번 스테이션에서의 부가질량이 의 
전 범위에 걸쳐 가장 큰 값을 가지며, 또 국부 최소값도 가장 현
저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스테이션에 대한 계산 결
과로부터도 기대했던 바와 같이 ∈  에서 국부 최
소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스트립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여 KCS에 대한 부가질량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의 형태로 Fig. 8에 보였다. 계
산 결과로부터    ,   을 얻으며, 식 
(14)로부터  을 얻으므로, 오차해석으로부터 얻은 
식 (17)에 의하면   를 얻는다. 한편, 식 (6)의 반복
자를 사용하면,   을 얻어 2장, 3장에서 얻은 2차원 
문제에 대한 결과들이 3차원 선박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Added mass of KCS

Simonsen et al.(2013)은 축척비 52.667의 모형선을 사용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앞파도의 규칙파 중에서 푸루드 수
(Froude number),     ,   일 
때, 상하동요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가 국부 최대값을 가
지는 것을 보였으며, 여기서  는 전진속도, 는 입사파의 파
장이다. 이에 상응하는 조우진동수(encounter frequency)  는 
다음과 같으며, 

   



   




 


            (19)

위에서 구한  를 이용하여 무차원화하면, 전달함수가 국부 
최대값을 가지는 무차원 진동수   을 얻는다. 앞에
서 보인 반복자를 사용하여 얻은 무차원 고유진동수 

  와의 차이는   정도인데, 이 차이에 대한 이유
로, 1차적으로는 전진속도에 따른 영향을 들 수 있으며, 이는 
Simonsen et al.(2013)의 실험 결과에서 높은 에 대한 전달
함수의 국부 최대값에 상응하는 진동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부터도 뒷받침된다. 또한 그들의 실험은  가  ,  , 
인 경우에 대해 수행되었으므로, 국부 최대값에 상응하는 진
동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는 약간의 오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
음도 이유로 들 수 있다. 

5. 결 론 
2차원 주상체에 대한 Ursell-Tasai 방법과 스트립 근사를 이용

하여 KCS의 상하동요 고유진동수를 예측하기 위해 수행된 해석 
및 계산 결과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1) 식 (5)로 부유체의 상하동요 고유진동수를 정확하게 정의
하였다. 

2) 오차해석을 통해 반복자인 식 (6)을 사용하여 부유체의 고
유진동수를 구할 수 있는 수렴조건이 식 (13)과 같이 주어지는 
것을 보였고, 이 조건이 Lewis 변환에 의해 생성되는 선형 횡단
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3) 식 (14)로 정의된  가 ≪ 의 조건을 만족하면, 식 
(17)의 근사를 사용하여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한 값은 반복자를 사용하여 구한 고유진동수와 매우 가까운 것
을 확인하였다. 

4) 식 (5)로 정의되고, 식 (6)을 사용하여 구한 고유진동수는  
Simonsen et al.(2013)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도 비교적 정확
한 결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이상으로부터 3차원 선박 및 부유체에 대해 부가질량계수 
를 구하여, 식 (14)로 정의된 에 대해 ≪ 이 
성립하면, 그 국부 최소값에 대한 정보, 즉 부가질량계수의 국부 
최소값  , 그에 상응하는  을 알면 식 (17)로부터  를 
구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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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sen et al.(2013)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도 비교적 정확
한 결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이상으로부터 3차원 선박 및 부유체에 대해 부가질량계수 
를 구하여, 식 (14)로 정의된 에 대해 ≪ 이 
성립하면, 그 국부 최소값에 대한 정보, 즉 부가질량계수의 국부 
최소값  , 그에 상응하는  을 알면 식 (17)로부터  를 
구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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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paper deploys optimization techniques to obtain the optimum hull form of a 66,000 DWT bulk carrier in calm 
water and in irregular head waves at sea state 6. Parametric modification functions for the bow hull-form variation are 
SAC shape, section shape (U-V type, DLWL type). Multi-objective functions are applied to minimize the values of 
wave-making resistance in calm water and mean added resistance in waves. WAVIS version 1.3 is used to obtain 
wave-making resistance in calm water condition. The modified Fujii and Takahashi's formula is applied to obtain the 
added resistance in short waves. The added resistance in long wave is obtained from the potential-flow solver based 
on the 3-D panel method. And the mean added resistance in irregular head waves is obtained by linear superposition 
of the wave spectrum and the response function. The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 is employed for the 
optimization technique. The resistance and motion characteristics in calm water, in regular head waves and in irregular 
head waves of the two hull forms are compared. It has been shown that the optimal brings 6.8% reduction in the mean 
added resistance at sea stat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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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선형설계에 있어 최근에는 파도나 바람 등 실제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선수형상을 설계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 직교격자 기반으로 하고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KCS 선형의 선수형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수형상에 따른 부가저항의 비교를 

위해, 규칙파 중 파장에 따른 KCS 부가저항 수치시뮬레이션 결과와 타 기관의 모형시험 결과 및 수치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선수형상 변화를 통해,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감소하기 위한 설계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다.  

 

Keywords:Added resistance(부가저항), Numerical Simulation(수치 시뮬레이션), Stem hull shape(선수 형상), regular waves(규칙파)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선박연비제조지수 (Energy Efficinecy Design Index, EEDI)를 

도입하였다(Oh. et al., 2015). 이에 따라 조선 및 해운 산업계 

에서는 선박 연료 및 운항 효율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많은 저항/추진 분야 연구자들이 부가저항을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많이 시도하였다. 정수 중 저항 

상태와 달리 부가저항이란 선박이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는 

경우 바람이나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저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박에 따라 정수 중 저항보다 15~30%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되어졌다(Park, et al., 2013).  

선박에 발생하는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감소하기 위해 

단파장 영역에서는 선체와 파랑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선체 

운동의 영향이 부가저항에 지배적인 장파장 영역에서는 

종동요 운동과 상하동요 운동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Fujii, et al., 1997; Chun, et al., 1992). 이에 

부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로 선수형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Matsumoto, et al. (2002), Kazuyosh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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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와 Hirota, et al. (2005)에 의해 일본에서 제안된 

Ax-bow와 Leadge bow가 대표적인 형상이다. 이 연구의 

모형시험에 따르면 Ax-bow를 170,000DWT 벌크선에 

적용하였을 때, 전 파장 영역에서 파랑 중 부가저항이 기존 

선형 대비 20~30%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Ax-bow는 

흘수선 위쪽 선수형상을 날카롭고, 길게 변형하여, 파도를 

가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Park, et al. 

(2014)와 Seo, et al. (2013) 등이 선수형상을 변형하여 

부가저항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Kamsvåg (2006)는 수면에 잠기는 체적의 변화가 급격할 

경우, 선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선체의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운동이 커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수 형상 설계 시, 수면에 

잠기는 체적의 변화를 완만하게 하여, 파랑에 의한 운동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직교격자계에서 KCS 선형과 

변형된 선수형상을 가진 KCS 선형에 따른 파랑 중 부가저항 

영향을 연구하였다. 수치 계산은 모형 축적 비 1:97이며, 

파장의 범위는 0.5~2.0λ/L, 파고는 0.015m 이다. 기존 선형의 

흘수에 따른 체적의 변화를 참고하여 날렵한 형태의 

선수부를 가지며, 흘수에 따른 체적의 변화를 기존 선형보다 

완만하게 하여 변형된 선수형상을 가진 KCS 선형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선형과 기존 선형의 정수 중 저항 수치 

계산 결과를 비교를 수행하고,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을 비교하였다.  

 

2. 파랑 중 부가저항 수치 기법 
 

본 연구에서는 직교 교차격자계를 이용하여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방정식을 Two step projection기법으로 푼다. 

대류항의 공간 이산화에는 Kawamura-Kuwahara기법이 

사용되고, 시간 이산화에는 Adams-Bashforth기법을 사용하였다. 

대류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공간에 대하여 2차 

중심차분법을, 시간에 대하여는 1차 전진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Subgrid-scale(SGS) 난류모델을 적용하여 사용된 

격자크기 이하에서 난류특성을 고려하였다. 각각의 수치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ee, et al. (2012)와 Lee, et al. (20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치계산에 사용된 모형의 축적은 1:97로 주요제원은 Table 

1과 같고, 사용된 유입파도의 조건은 Table 2에 명시되어 있다. 

선체 중심에서 대칭 조건을 주고 우현방향의 반폭만 계산하였다. 

계산영역은 Fig. 1과 같고, 유입부에서부터 길이방향으로 조밀한 

격자를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x-, y-, z-방향의 최소격자크기는 

0.02371m, 0.005m, 0.005m 이고 격자의 수는 272개, 72개, 

150개 이며, 시간 간격은 1/1000초 이다. 

 

Table 1 Main dimensions of test model  

Item Value 

LBP 2.371m 

Breath 0.332m 

Draft 0.111m 

Volume displacement 0.356m3 

Cb 0.651 

Fn 0.260 

Speed 1.254m/s 

LCG(%, fwd. +) -1.47 

VCG from keel 0.075m 

Kyy 0.5928m 

 

Table 2 Incident wave for the added resistance calculation of 

test model 

 
Length (m) Period (s) Height (m) 

0.4L 0.948 0.779 

0.015 

0.6L 1.423 0.955 

0.8L 1.897 1.102 

1.0L 2.371 1.232 

1.2L 2.845 1.350 

 
Fig. 1 Computational domain and the grid system on 

three-directional projected planes 

 

3. 대상선형 
 

본 연구에서 해석하는 선형은 일반적인 선수형상을 가진 

KCS와 Ax-bow형태의 선수를 가진 KCS B1 선형이다. Fig. 

2은 각 선형의 3차원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P에서 

17st까지 KCS B1 선형이 KCS 선형보다 날렵한 형상을 

갖게 하여, 단파장 영역에서 파도를 가르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KCS B1 선형은 KCS 선형의 흘수 위 

부분만을 변형하였기 때문에 설계 흘수 아래의 체적 변화는 

동일하다. KCS B1 선형의 경우, 수선에 따른 체적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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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와 Hirota, et al. (2005)에 의해 일본에서 제안된 

Ax-bow와 Leadge bow가 대표적인 형상이다. 이 연구의 

모형시험에 따르면 Ax-bow를 170,000DWT 벌크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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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랑 중 부가저항 수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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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dimensions of test model  

Ite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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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 0.332m 

Draft 0.111m 

Volume displacement 0.356m3 

Cb 0.651 

Fn 0.260 

Speed 1.254m/s 

LCG(%, fwd. +) -1.47 

VCG from keel 0.075m 

Kyy 0.5928m 

 

Table 2 Incident wave for the added resistance calculation of 

test model 

 
Length (m) Period (s) Height (m) 

0.4L 0.948 0.779 

0.015 

0.6L 1.423 0.955 

0.8L 1.897 1.102 

1.0L 2.371 1.232 

1.2L 2.845 1.350 

 
Fig. 1 Computational domain and the grid system on 

three-directional projected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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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histories of the pressure resistawnce on KCS and 

KCS B1 in regular waves 

 

5. 결 론 
 

본 연구는 고정된 직교격자계를 이용하여 선수선형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유입파도 

조건으로 주기는 0.4~1.2λ/L 범위를 가진 총 5가지 이며, 

파고는 0.015m로 고정하였다. 전 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수부의 형상을 길고 날카롭게 하였다. 

이는 선체와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선수부의 체적 변화를 기존 

선형보다 완만하게 하여, 장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의 

지배적인 원인인 운동을 줄이는 효과를 얻으려 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배의 길이보다 작은 유입파도의 

조건에서는 기존 선형보다 KCS B1의 선형이 작은 

부가저항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선체 주위의 유동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2λ/L인 경우 기존 선형보다 KCS B1의 

선형이 낮은 부가저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체의 운동의 

감소로 인한 부가저항의 감소로 보여지며, 계산 결과를 

토대로 선체 운동의 가속도 및 속도, 변위 변화를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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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변형을 가진 폴리머 폼의 LNG 함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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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performance investigation of LNG impregnated 
polymer foam with initial strain

Gi-Beom Park(Pusan National University,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Tae-Wook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ul-Kee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Jae-Myung Lee(Pusan National University,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요 약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changes of polymer foam materials which constitute the 
cryogenic insulation of cargo hold at LNG leakage due to damage of cargo hold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carrier. The 
primary barrier of the LNG carrier which is in contact with the LNG leads to leakage of the cryogenic liquid if the damage is 
accumulated due to fluid impact load and the like. This affects the inside of the polymer foam, which is a porous closed cell 
structure, and causes a change in behavior with respect to the working load. In this study, a polyisocyanurate foam (PIF) 
specimen, which is a polymer material used as an insulation material, is impregnated with a cryogenic liquid to perform a 
compression test.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cryogenic fluid Were compared and analyzed.

Keywords : 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 Leakage(누출), Impregnation(함침), Polymer foam(고분자 폼)

1. 서 론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 제재 강화와 함께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시행된, 선박운
항에 따른 산화질소 배출규제 조치로 인해 오염배출의 근원을 겨
냥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연료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도 그 중 하나이다.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가스로써 CO2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
스 감소 효과로 인한 환경 친화적 이점뿐만 아니라 정제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편리함 덕분에 꾸준한 소비 증가와 함께 그 수
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천연가스의 수요 증대는 이를 
저장, 운송하는 선박의 발주로 이어져 그 전망 또한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양의 천연가
스를 저장하기 위해 액화공정을 거치도록 하여 1/600의 부피로 

줄인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를 수송하는 
LNG 운반선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운반선의 화물창 
용적량을 포함한 강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110K에 달하는 온도을 지닌 LNG는 상온을 유지
하는 외부 탱크와의 극심한 온도차로 인해 주위 기자재들의 취화
(Embrittlement)를 포함해 대규모 단면력이나 응력을 발생시켜서 
기계적 성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Yu, et al., 2014). 

Yu, et al. (2014)은 극저온 영역에서 구조물의 취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E-Glass 섬유의 첨가를 통해 단열 
및 구조재로 사용되는 고분자 폼(Polymer form)의 압축 및 인장 
파괴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M. avalle et al. (2001)은 고
분자 폼의 재료에 따라 정하중 및 충격 하중 시에 달라지는 기계
적 성능들과 함께  폼의 에너지 흡수 효율에 있어 밀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Ouellet et al. (2006)는 여러 가지 변형률 속도 하에

358



 
Fig. 3 Time histories of the pressure resistawnce on KCS and 

KCS B1 in regular waves 

 

5. 결 론 
 

본 연구는 고정된 직교격자계를 이용하여 선수선형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유입파도 

조건으로 주기는 0.4~1.2λ/L 범위를 가진 총 5가지 이며, 

파고는 0.015m로 고정하였다. 전 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수부의 형상을 길고 날카롭게 하였다. 

이는 선체와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선수부의 체적 변화를 기존 

선형보다 완만하게 하여, 장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의 

지배적인 원인인 운동을 줄이는 효과를 얻으려 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배의 길이보다 작은 유입파도의 

조건에서는 기존 선형보다 KCS B1의 선형이 작은 

부가저항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나, 선체 주위의 유동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2λ/L인 경우 기존 선형보다 KCS B1의 

선형이 낮은 부가저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체의 운동의 

감소로 인한 부가저항의 감소로 보여지며, 계산 결과를 

토대로 선체 운동의 가속도 및 속도, 변위 변화를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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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변형을 가진 폴리머 폼의 LNG 함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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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performance investigation of LNG impregnated 
polymer foam with initial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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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l-Kee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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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changes of polymer foam materials which constitute the 
cryogenic insulation of cargo hold at LNG leakage due to damage of cargo hold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carrier. The 
primary barrier of the LNG carrier which is in contact with the LNG leads to leakage of the cryogenic liquid if the damage is 
accumulated due to fluid impact load and the like. This affects the inside of the polymer foam, which is a porous closed cell 
structure, and causes a change in behavior with respect to the working load. In this study, a polyisocyanurate foam (PIF) 
specimen, which is a polymer material used as an insulation material, is impregnated with a cryogenic liquid to perform a 
compression test.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cryogenic fluid Were compared and analyzed.

Keywords : 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 Leakage(누출), Impregnation(함침), Polymer foam(고분자 폼)

1. 서 론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 제재 강화와 함께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시행된, 선박운
항에 따른 산화질소 배출규제 조치로 인해 오염배출의 근원을 겨
냥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연료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도 그 중 하나이다.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가스로써 CO2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
스 감소 효과로 인한 환경 친화적 이점뿐만 아니라 정제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편리함 덕분에 꾸준한 소비 증가와 함께 그 수
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천연가스의 수요 증대는 이를 
저장, 운송하는 선박의 발주로 이어져 그 전망 또한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양의 천연가
스를 저장하기 위해 액화공정을 거치도록 하여 1/600의 부피로 

줄인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를 수송하는 
LNG 운반선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운반선의 화물창 
용적량을 포함한 강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110K에 달하는 온도을 지닌 LNG는 상온을 유지
하는 외부 탱크와의 극심한 온도차로 인해 주위 기자재들의 취화
(Embrittlement)를 포함해 대규모 단면력이나 응력을 발생시켜서 
기계적 성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Yu, et al., 2014). 

Yu, et al. (2014)은 극저온 영역에서 구조물의 취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E-Glass 섬유의 첨가를 통해 단열 
및 구조재로 사용되는 고분자 폼(Polymer form)의 압축 및 인장 
파괴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M. avalle et al. (2001)은 고
분자 폼의 재료에 따라 정하중 및 충격 하중 시에 달라지는 기계
적 성능들과 함께  폼의 에너지 흡수 효율에 있어 밀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Ouellet et al. (2006)는 여러 가지 변형률 속도 하에

359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Fig. 1 Damage to cargo hold tanks due to fluid impact
Fig. 2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 of porous foam 
material

서 동적 하중을 가했을 때 폼들의 압축 응답을 평가하였으며, 
Luo et al. (2010)은 상온 및 극저온에서 변형률 속도에 따른 강
화 폴리우레탄 폼의 압축 실험을 통해 폼 재료의 변형률 속도 의
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LNG 화물이 누출될 시 실제 극저온 액체에 노출된 환경
에서 화물창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분자 폼의 성능에 
관해 수행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화물과 맞닿아 있는 멤브
레인(Primary barrier)은 극저온 액체로 인한 영향을 1차적으로 받
는 기자재로써 오랜 시간 화물의 하역, 슬로싱과 같은 유체 충격
에 의해 손상이 누적되어 LNG의 누출로 이어지게 된다면 극저온
의 액체가 곧바로 화물창 보냉재(Insulation panel)로 스며들게 
된다. 이 구조의 대부분은 단열재(Insulator)로 사용되는 다공성
(Porous) 고분자 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재료는 액체 화물
에 의한 충격과 압력에 견디고 구조변형을 방지하는 핵심 재료로
써, 특성상 압축하중이 주를 이루는 화물창의 극저온 환경에서 
압축강도 및 전단강도 등 기계적 성능이 상온보다 우수하므로
(Luo, et al., 2010)(Krundaeva, et al., 2016),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극저온 분야에 주요 구조 부재로 선호된다. 이러
한 폼 재료는 분자 간 우레탄 결합을 가지며 미세한 밀폐 셀
(Closed-cell) 구조를 이루고 있어 내수성 또한 뛰어나지만, 주기
적으로 반복된 하역 작업과 여러 하중 요인들로 인해 cell 내부에 
소성항복(Plastic yielding)이 일어나 영구적인 변형으로 남는 경
우 액체 화물이 빠른 속도로 침투되어 내부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수한 단열 성능과 제품 안정성을 가져 단열시스템의 재
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Polyisocyanurate Foam, PIF) 같은 경우도, 주거용이나 상업용 
등의 육상 구조물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그 적용 범
위가 확대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 액체 화물을 포함한 여러 하중 요인들
로 인해 화물창에 크랙이 발생할 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작용하
는 하중에 대한 지지로 인해 성능의 노화를 겪고 있던 고분자 폼
이 극저온 액체에 노출되면서 기계적으로 어떠한 거동의 변화를 
보이는지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저온 액체의 함침
(Impregnation) 유무에 따라 이루어진 기계적 거동 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분자 폼의 거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함께 액체의 
함침 시간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시험편에 극저온 액
체의 함침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내부 구조, 기계적 성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오랜 기간에 걸쳐 작용하는 하중 요인
들로 인한 이력현상(Hysteresis)의 반영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인 
고분자 폼 재료가 압축 하중을 받게 될 때 나타내는 응력-변형률
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Fig. 2를 참고하여 초기 변형을 가하
였다. 고밀도화(Densification) 구간을 제외한 선형탄성(Linear 
elasticity) 구간과 평탄부(Plateau) 구간에서 1차 압축시험을 수
행해 초기 변형을 가한 뒤 상온에서 약 24시간 동안 보관해 충분
한 변형 회복을 진행시켰다. 일반적으로 선형탄성 구간에서는 폼 
시험편의 셀 벽(Cell wall)에 굽힘(Bending)이 발생하고, 평탄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항복 응력(Yield strength) 하에서 
셀 벽의 좌굴(Buckling) 또는 균열(Fracture)이 발생한다. 고밀도
화 구간까지 초기 변형을 가한 시험편의 경우 극저온 액체에 노
출시키게 되면 시험편 구조 전체가 가루 형태로 바스라지는 결과
를 낳아 본 연구에서는 1차 압축실험의 초기 변형 정도를 케이스
별로 나누어 고려할 때 고밀도화 구간은 변수 설정에서 제외시켰
다. 2차 압축실험을 수행하기 전에는 극저온 액체의 함침 유무, 
함침 시간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 초기 변형 이력에 따른 시편
들의 기계적 거동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극
저온 환경에서 전도나 복사에 의한 저온 취성 영향만 받은 고분
자 폼 시험편에 비해 극저온 액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시험편이 
어떠한 성능 변화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고, 극저온 액체 노출 유

No Strain level of
 first experiment

Prior condition of 
second experiment

Temperature of 
all experiment

1

0.05 
(Elastic)

1hour (Immersion)

110K

2 2hour (Immersion)
3 4hour (Immersion)
4 8hour (Immersion)
5 1hour (Precooling)
6

0.25 
(Plateau)

1hour (Immersion)
7 2hour (Immersion)
8 4hour (Immersion)
9 8hour (Immersion)
10 1hour (Precooling)

Table 1 Conditions for the cryogenic environments compression experiment

Fig. 3 Polyisocyanurate foam specimen 

Fig. 4 Insulation box and experimental equipment  

무와 함께 케이스별로 수행된 압축실험을 통해 지속적인 극저온 
액체의 함침이 고분자 폼의 성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2 실험 재료 및 장비

 본 연구에서는 압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 Fig. 3에 나
와 있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을 시험편으로 선정하였다. 폴
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은 이소시아네이트, 촉매, 발포제만을 사
용해 제조한 복합재료로 일반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 
PUF)과 같이 우레탄계열(PU)이며 발포할 때 자체적으로 반응하
여 고리형 구조를 갖는 열경화성 중합체를 형성해 상대적인 강도
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우 우수한 단열 및 난연 성능을 가지고 
있다(Park, et al., 2016). Fig. 3의 오른편에 나와 있듯이 z축 방
향으로 발포된 시험편의 겉보기 밀도는 41kg/이며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 50mm×50mm×25mm의 직육면체 형상으로 설정
하였다. 77K의 액화질소는 메탄이 주성분인 LNG와 달리 반응성
이 작아 화학적 측면에서는 정밀한 분석이 제한되지만, 물리적 
관점에서 110K의 온도가 저온 취성 영향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 
대체되기에 적합하기에 함침용 액체로 선정하였다.

 시험편을 극저온 액체에 담갔을 때 극저온 액체의 손실을 최
소하하여 액체질소의 급속한 기화를 지연시킴으로써, 실험 조건
에서 요구하는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하기 위해 Fig. 4 왼편에 나
와 있는 단열박스를 이용하였다. Fig. 4 오른편에 있는 실험 장

비는 만능재료시험기(KSU-5M)로, 극저온 환경 하에서 압축 실
험을 수행하기 위해 저온 챔버를 장착하였다. 챔버 내부에 달린 
온도계는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질소가스 유출입 양을 조절
하여 110K의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실험 조건

 본 연구의 전체 실험 과정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변형률 
속도에 의존하는 고분자 폼의 특성을 고려하여(Zhang, et al., 
1998) 폴리이소니아누레이트 시험편을 이용한 모든 압축실험의 
변형률 속도를 3mm/min로 설정하였다. 또한 LNG의 영향 아래 
작용하는 하중임을 고려해 110K를 유지하고 있는 챔버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술했듯이 고분자 폼 시험편의 고밀도화 구
간을 제외하여 선형탄성 구간과 평탄부 구간만을 고려해 0.02와 
0.25의 변형률 수준(Strain level)으로 1차 압축실험을 수행했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시험편들을 변형회복 
시켜 다시 제원을 측정하였다. 2차 압축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시편을 액화질소에서 담가 각각 1, 2, 4, 8 시간 동안 함침을 진
행시켜 극저온 액체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조건(Prior 
condition)을 만족시켰다. 또한 비교 분석 자료를 위해 저온 챔버 
내에서 예냉(Precooling) 작업을 한 시편도 실험 시나리오로 고
려하였다. 예냉 시간은 시편 내부의 열평형 상태를 고려해 110K
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하도록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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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mage to cargo hold tanks due to fluid impact
Fig. 2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 of porous foam 
material

서 동적 하중을 가했을 때 폼들의 압축 응답을 평가하였으며, 
Luo et al. (2010)은 상온 및 극저온에서 변형률 속도에 따른 강
화 폴리우레탄 폼의 압축 실험을 통해 폼 재료의 변형률 속도 의
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LNG 화물이 누출될 시 실제 극저온 액체에 노출된 환경
에서 화물창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분자 폼의 성능에 
관해 수행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화물과 맞닿아 있는 멤브
레인(Primary barrier)은 극저온 액체로 인한 영향을 1차적으로 받
는 기자재로써 오랜 시간 화물의 하역, 슬로싱과 같은 유체 충격
에 의해 손상이 누적되어 LNG의 누출로 이어지게 된다면 극저온
의 액체가 곧바로 화물창 보냉재(Insulation panel)로 스며들게 
된다. 이 구조의 대부분은 단열재(Insulator)로 사용되는 다공성
(Porous) 고분자 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재료는 액체 화물
에 의한 충격과 압력에 견디고 구조변형을 방지하는 핵심 재료로
써, 특성상 압축하중이 주를 이루는 화물창의 극저온 환경에서 
압축강도 및 전단강도 등 기계적 성능이 상온보다 우수하므로
(Luo, et al., 2010)(Krundaeva, et al., 2016),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극저온 분야에 주요 구조 부재로 선호된다. 이러
한 폼 재료는 분자 간 우레탄 결합을 가지며 미세한 밀폐 셀
(Closed-cell) 구조를 이루고 있어 내수성 또한 뛰어나지만, 주기
적으로 반복된 하역 작업과 여러 하중 요인들로 인해 cell 내부에 
소성항복(Plastic yielding)이 일어나 영구적인 변형으로 남는 경
우 액체 화물이 빠른 속도로 침투되어 내부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수한 단열 성능과 제품 안정성을 가져 단열시스템의 재
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Polyisocyanurate Foam, PIF) 같은 경우도, 주거용이나 상업용 
등의 육상 구조물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그 적용 범
위가 확대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 액체 화물을 포함한 여러 하중 요인들
로 인해 화물창에 크랙이 발생할 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작용하
는 하중에 대한 지지로 인해 성능의 노화를 겪고 있던 고분자 폼
이 극저온 액체에 노출되면서 기계적으로 어떠한 거동의 변화를 
보이는지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저온 액체의 함침
(Impregnation) 유무에 따라 이루어진 기계적 거동 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분자 폼의 거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함께 액체의 
함침 시간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시험편에 극저온 액
체의 함침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내부 구조, 기계적 성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오랜 기간에 걸쳐 작용하는 하중 요인
들로 인한 이력현상(Hysteresis)의 반영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인 
고분자 폼 재료가 압축 하중을 받게 될 때 나타내는 응력-변형률
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Fig. 2를 참고하여 초기 변형을 가하
였다. 고밀도화(Densification) 구간을 제외한 선형탄성(Linear 
elasticity) 구간과 평탄부(Plateau) 구간에서 1차 압축시험을 수
행해 초기 변형을 가한 뒤 상온에서 약 24시간 동안 보관해 충분
한 변형 회복을 진행시켰다. 일반적으로 선형탄성 구간에서는 폼 
시험편의 셀 벽(Cell wall)에 굽힘(Bending)이 발생하고, 평탄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항복 응력(Yield strength) 하에서 
셀 벽의 좌굴(Buckling) 또는 균열(Fracture)이 발생한다. 고밀도
화 구간까지 초기 변형을 가한 시험편의 경우 극저온 액체에 노
출시키게 되면 시험편 구조 전체가 가루 형태로 바스라지는 결과
를 낳아 본 연구에서는 1차 압축실험의 초기 변형 정도를 케이스
별로 나누어 고려할 때 고밀도화 구간은 변수 설정에서 제외시켰
다. 2차 압축실험을 수행하기 전에는 극저온 액체의 함침 유무, 
함침 시간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 초기 변형 이력에 따른 시편
들의 기계적 거동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극
저온 환경에서 전도나 복사에 의한 저온 취성 영향만 받은 고분
자 폼 시험편에 비해 극저온 액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시험편이 
어떠한 성능 변화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고, 극저온 액체 노출 유

No Strain level of
 first experiment

Prior condition of 
second experiment

Temperature of 
all experiment

1

0.05 
(Elastic)

1hour (Immersion)

110K

2 2hour (Immersion)
3 4hour (Immersion)
4 8hour (Immersion)
5 1hour (Precooling)
6

0.25 
(Plateau)

1hour (Immersion)
7 2hour (Immersion)
8 4hour (Immersion)
9 8hour (Immersion)
10 1hour (Precooling)

Table 1 Conditions for the cryogenic environments compression experiment

Fig. 3 Polyisocyanurate foam specimen 

Fig. 4 Insulation box and experimental equipment  

무와 함께 케이스별로 수행된 압축실험을 통해 지속적인 극저온 
액체의 함침이 고분자 폼의 성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2 실험 재료 및 장비

 본 연구에서는 압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 Fig. 3에 나
와 있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을 시험편으로 선정하였다. 폴
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은 이소시아네이트, 촉매, 발포제만을 사
용해 제조한 복합재료로 일반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 
PUF)과 같이 우레탄계열(PU)이며 발포할 때 자체적으로 반응하
여 고리형 구조를 갖는 열경화성 중합체를 형성해 상대적인 강도
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우 우수한 단열 및 난연 성능을 가지고 
있다(Park, et al., 2016). Fig. 3의 오른편에 나와 있듯이 z축 방
향으로 발포된 시험편의 겉보기 밀도는 41kg/이며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 50mm×50mm×25mm의 직육면체 형상으로 설정
하였다. 77K의 액화질소는 메탄이 주성분인 LNG와 달리 반응성
이 작아 화학적 측면에서는 정밀한 분석이 제한되지만, 물리적 
관점에서 110K의 온도가 저온 취성 영향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 
대체되기에 적합하기에 함침용 액체로 선정하였다.

 시험편을 극저온 액체에 담갔을 때 극저온 액체의 손실을 최
소하하여 액체질소의 급속한 기화를 지연시킴으로써, 실험 조건
에서 요구하는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하기 위해 Fig. 4 왼편에 나
와 있는 단열박스를 이용하였다. Fig. 4 오른편에 있는 실험 장

비는 만능재료시험기(KSU-5M)로, 극저온 환경 하에서 압축 실
험을 수행하기 위해 저온 챔버를 장착하였다. 챔버 내부에 달린 
온도계는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질소가스 유출입 양을 조절
하여 110K의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실험 조건

 본 연구의 전체 실험 과정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변형률 
속도에 의존하는 고분자 폼의 특성을 고려하여(Zhang, et al., 
1998) 폴리이소니아누레이트 시험편을 이용한 모든 압축실험의 
변형률 속도를 3mm/min로 설정하였다. 또한 LNG의 영향 아래 
작용하는 하중임을 고려해 110K를 유지하고 있는 챔버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술했듯이 고분자 폼 시험편의 고밀도화 구
간을 제외하여 선형탄성 구간과 평탄부 구간만을 고려해 0.02와 
0.25의 변형률 수준(Strain level)으로 1차 압축실험을 수행했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시험편들을 변형회복 
시켜 다시 제원을 측정하였다. 2차 압축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시편을 액화질소에서 담가 각각 1, 2, 4, 8 시간 동안 함침을 진
행시켜 극저온 액체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조건(Prior 
condition)을 만족시켰다. 또한 비교 분석 자료를 위해 저온 챔버 
내에서 예냉(Precooling) 작업을 한 시편도 실험 시나리오로 고
려하였다. 예냉 시간은 시편 내부의 열평형 상태를 고려해 110K
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하도록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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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scenario 

Fig. 5 Compressive stress of specimen according prior 
condition of second experiment  

확성과 반복 재현성을 위해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각 케이스 당 5회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값과 낮게 측정된 값을 제외한 3개의 결과 데이터를 이용
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선행 조건에 따른 압축 응력 분석 

2차 압축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극저온 액체에 노출된 폴리이소시
아누레이트 폼 시험편과 극저온의 영향만 받은 시험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래의 Fig. 5은 그러한 선행 조건
에 따라 초기 변형이 다른 시험편들의 압축 응력의 관계를 나타
낸 것으로, 그래프에서 나타낸 압축 응력은 한국산업표준과 미국
재료시험학회의 기준를 참고하여 항복점 또는 변형률 0.1 부근에
서 도출하였다. 두 가지 케이스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점은 단
순 극저온의 영향만 받은 후에 실험을 수행한 시험편 같은 경우 
압축응력(compressive stress)이 약  0.4MPa인데 반해, 극저온 

액체가 침투된 시험편들은 대부분의 압축 응력이 0.3MPa 미만
으로 이전 케이스에 비해 강도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1차 압축실험에서 초기 변
형률을 크게 가했던 시험편일수록 응력값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 변형으로 인해 시험편 구조 
내부가 파쇄되어 응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짐
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본 실험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
펴보면 극저온 액체는 특히 손상된 셀 내부 구조에 악영향을 끼
쳐서 기계적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운반선 화물창의 극저온 액체 화물이 누출

될 시 화물창 보냉재에 사용되는 고분자 폼의 변화된 기계적 성
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극저온 액체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업 및 주거용 건축 단열재로 활용되고 있는 폴리이소시아
누레이트 폼 시험편을 이용해 압축실험을 수행하였고, 분석된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극저온 액체에 담가 놓았던 시험편들은 단순히 극저온에만 
노출된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약 0.1MPa 만큼
의 응력 감소와 함께 기계적 성능의 저하를 나타냈다. 특히 
초기 변형률을 크게 가했던 시험편일수록 응력의 감소 폭이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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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paper,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impact behavior of primary barrier in GTT Mark-III type LNG cargo containment 

system under horizontal impacts. Impact test jig was fabricated to simulate impact loads on the wall at the horizontal direction. 

Two types of corrugation specimen, large and small corrugation, which horizontal impact loading mainly applied to in primary 

barrier, we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magnitude and the repeated number of impact loading, dynamic experiment for 

primary was performe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reaction force and deformed shape of primary barrier specimen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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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박의 대기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선박의 추진에 사용되는 연료인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교체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어 

왔으며,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선박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추진 방법대비 질소 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배출이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매우 각광받고 있다. 또한, 

선박추진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공급 

또한 많아져 천연가스 수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액화를 시키게 되면, 그 부피가 가스 상태에 

비해 600배가 감소하게 되어 운반에 대한 효율이 매우 

좋지만,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온도 조건 때문에 이와 같은 

극저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운송 방법이 제안되어 왔으며 그 중 

GTT Mark-III type LNG CCS(Liquefied natural gas cargo 

containment system)을 탑재한 선박 운반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며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Mark-III type 

LNG CCS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LNG의 수밀을 

담당하는 Primary barrier와 극저온 단열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Insulation panel로 구성되어 화물창 내부를 영하 

163도로 유지하고 선체의 Inner hull이 상온이 유지되도록 

한다. LNG CCS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요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차적으로 

수밀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Primary barrier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범위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 Kim et al. (2014)은 

Mark-III type primary barrier에 대해 여러 온도범위에서 인장 

하중이 가해질 때 소성 거동을 모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료적 손상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수치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Primary barrier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대부분 정적인 상태의 

하중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하중인 충격 

하중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rimary barrier에 가해지는 충격 하중은 크게 대칭 하중과 

비대칭 하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화물창 내부 유체 

화물이 CCS의 벽면을 수직으로 가격한 이후 벽면을 타고 

올라오며 Primary barrier의 Corrugation을 비대칭 방향으로 

충격을 가하는 Jet flow impact의 경우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이 작용하며(Noh et al., 2009). 

이러한 충격 하중은 LNG CCS의 수밀성 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설계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imary barrier에 주로 Jet flow 

impact가 가해지는 부위인 Large corrugation 및 Small 

corrugation에 여러 하중을 고려한 충격 시험을 수행한다. 

Corrugation에 가해지는 충격을 모사하기 위해 충격 하중 

전용 시험 기구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Corrugation의 변형 및 Reaction force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2. 시험 장비 및 방법 
 

2.1.1 시험편 

Mark-III type LNG CCS에 탑재되는 Primary barrier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304L을 가공하여 

제작되었으며, 스테인레스강 특유의 열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두가지 타입의 Corrugation과 교차점에 위치하는 knot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jet flow impact에 특히 더 취약한 

Large corrugation 및 Small corrugation에 대한 충격 거동을 

분석한다. 시험편은 Fig. 2에 나타냈으며, 두개의 knot부 

사이에 각 대상 corrugation을 가지며, 크기는 가로 및 세로 

각각 680mm, 340 mm이다. 시험편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hole은 시험 장비에 고정시키기 위해 가공하였으며, 충격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hole에 의한 crack propagation 혹은 

hole의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a) 

 
(b) 

Fig. 2 (a) Large corrugation specimen and (b) small corrugation 

specimen 

 

2.1.2 시험 장비 

시험 장비는 크게 고정부, 낙하부 및 계측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Fig. 3에 나타내었다. 고정부는 시험편이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 impactor에 의해 가격될 수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바로 하단에 위치한 계측부인 

반력계를 통해 반력이 측정되도록 한다. 낙하부는 시험편에 

충분한 하중을 가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며, 수직으로 

충격을 가하는 동안 장비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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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 system)을 탑재한 선박 운반 방법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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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장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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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Large corrugation specimen and (b) small corrugation 

specimen 

 

2.1.2 시험 장비 

시험 장비는 크게 고정부, 낙하부 및 계측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Fig. 3에 나타내었다. 고정부는 시험편이 

지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 impactor에 의해 가격될 수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바로 하단에 위치한 계측부인 

반력계를 통해 반력이 측정되도록 한다. 낙하부는 시험편에 

충분한 하중을 가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며, 수직으로 

충격을 가하는 동안 장비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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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었다. 낙하부는 전자석을 이용해 들어올려지며 특정 

높이에서 낙하가 가능하다. 

 
Fig. 3 Experimental apparatus and specimen 

 
Fig. 1 Schematic diagram of LNG CCS components and 

applied impact loading 

 

2.1.3 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Primary barrier에 가해지는 적절한 범위의 

하중을 찾고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Primary barrier가 

급격하게 붕괴되어 충격 시험 장비에 손상을 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Wet drop test 결과를 참고하여 시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Kim et al., 2008). 충격 시험 

시나리오는 2가지 Corrugation type, 4개의 낙하 높이 및 충격 

반복 횟수로 구성되어 최대 10회의 낙하 충격을 가해 

Corrugation이 붕괴되어 더 이상 충격 시험에 의미가 없으면 

10회 이전에 중지하였다. 시험 시나리오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Experimental scenario 

No. 
Corrugation 

Type 

Drop Height 

(mm) 

Repeated 

Number 

1 

Large 

0.038 

< 10 

2 0.071 

3 0.087 

4 0.127 

5 

Small 

0.038 

6 0.071 

7 0.087 

8 0.127 

 

3. 시험 결과 
Fig. 4는 반복 충격 하 Large corrugation 및 Small 

corrugation의 Reaction force를 나타낸다. Large corrugation의 

경우 0.127m에서 낙하 충격을 가한 시편이 5회의 충격에서 

붕괴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케이스가 10회의 충격까지 

붕괴되지 않았다. Small corrugation의 경우 0.038 낙하 

충격을 가한 시편만이 10회 충격까지 붕괴되지 않았으며, 

그 이상의 높이에서 충격을 가한 시편은 모두 3, 4회에서 

완전히 붕괴됨이 확인되었다.  

5회까지의 반복 충격에 대해서 모든 시나리오의 Peak 

reaction forc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5회 이후 small corrugation은 그 경향을 유지하였으나 

Large corrugation은 일정한 값에 도달함을 나타내었다.  

Fig. 5는 Jet flow impact와 같은 충격 하중이 측면으로 

가해지는 경우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형 현상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특정 구조물에 대해 준정적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와  충격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의 거동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중 하나가 전반적 변형 및 국부적 변형이다. 

정적인 하중이 비대칭 혹은 대칭으로 가해지는 경우, 

corrugation의 여러부위에 걸쳐 전반적으로 바닥 방향을 향해 

변형하지만, 충격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타격받는 부위와 그 

바로 인접부위까지 크게 변형이 발생한다. Primary barrier는 

소성 가공을 통해 제작이 되며 bottom sheet 부분과 

corrugation을 연결하는 corner section이 이미 경화 

 
(a) 

 
(b) 

Fig. 4 Peak reaction force of (a) large corrugation and (b) small 

corru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peated impacts 

 

 
Fig. 5 Leverage phenomenon of corrugation deformation 

현상을 겪지 않은 부위보다 더 이후에 소성거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치 지렛대와 같이 corrugation은 아래로 

붕괴하고 bottom sheet는 위로 들뜨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rimary barrier의 주름부를 구성하는 Large 

corrugation 및 Small corrugation에 대한 반복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거동을 Reaction force 및 변형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Large corrugation의 경우 반복 충격 

5회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Reaction force가 증가하였지만, 

Small corrugation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냈다. 

반복 충격 하 Primary barrier의 변형 거동은 준정적 

실험에서는 나타날 수 없으며 실제 LNG cargo tank내에서는 

Primary barrier에 매우 빠른 속도의 슬로싱 하중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더 정확한 실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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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브레인형 LNG선박의 리퀴드 돔 체어 구조개발 
김정환(인하대학교)†, 김유일(인하대학교) 

 

On the new design of liquid dome chair in membrane type LNG 

carrier 

 
Jeong-Hwan Kim(INHA University)†, Yooil Kim(INHA University) 

 
 

요 약 

 
A membrane type LNG cargo tank is equipped with a pump tower and a liquid dome for loading and unloading of LNG. However, the 

membrane to prevent leakage of LNG is disconnected by the liquid dome. Here, the chair structure is installed in front of the liquid dome to fix 

the disconnected membrane to the hull. The chair currently used in the GTT NO96 system cargo tank has a complicated structur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sign and install. In this study, an effort to develop a new concept chair structure has been carried out to maximize the 

design and installation efficienc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hair applied to GTT NO96 system liquid dome. In addition, structural 

integrity of the developed model was verified through structural strength, fatigue and fracture strength evaluation.  

 

Keywords: Membrane type LNG cargo tank(멤브레인 타입 LNG 화물창), Pump tower(펌프 타워), Liquid dome(리퀴드 돔), Chair structure(체어 

구조), GTT NO96 system(GTT NO96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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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 membrane type LNG cargo tank is equipped with a pump tower and a liquid dome for loading and unloading of LNG. However, the 

membrane to prevent leakage of LNG is disconnected by the liquid dome. Here, the chair structure is installed in front of the liquid dome to fix 

the disconnected membrane to the hull. The chair currently used in the GTT NO96 system cargo tank has a complicated structur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sign and install. In this study, an effort to develop a new concept chair structure has been carried out to maximize the 

design and installation efficienc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hair applied to GTT NO96 system liquid dome. In addition, structural 

integrity of the developed model was verified through structural strength, fatigue and fracture strength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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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동으로 인한 선체거더 굽힘응력(Hull girder bending 

stress)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GTT사에서는 

멤브레인의 강도를 고려하여 내부선각(Inner hull)에서의 

선체거더 굽힘응력을 120N/mm2 이하로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멤브레인 타입의 화물창에는 LNG의 선적과 하역 

등의 이송 처리를 위해 펌프 타워(Pump tower)와 리퀴드 

돔(Liquid dome)이 구비되는데 이 리퀴드 돔에 의해 단절되는 

멤브레인은 별도의 체어(Chair) 구조에 의해 고정된다. Fig. 

1에서는 GTT사의 NO96 타입 화물창에 적용된 체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체어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설계와 설치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TT사의 NO96 타입 화물창 리퀴드 돔에 

적용되는 체어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여 설계 및 설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 피로, 파괴강도 평가를 통해 개발된 모델의 

구조건전성을 검증하였다. 

 

 
Fig. 1 리퀴드 돔 체어의 모습 

 

2. 현재 체어 모델의 특징 

 
현재의 체어는 Fig. 1과 같이 리퀴드 돔의 선수쪽 면에 약 

500mm 간격으로 11개가 배치되어 멤브레인의 하중을 

지탱한다. 또한, 프라이머리 박스의 고정을 고려하여 Fig. 2와 

같이 두가지 타입의 체어가 번갈아가며 순서대로 배치된다. 즉, 

A타입 6개, B타입 5개로 구성된다. 

 

 
Fig. 2 두가지 타입의 체어 형상 비교  

 

Fig. 3에서는 현재 체어 모델과 그 주변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체어는 내부선각판(Inner hull plate)에 용접으로 부착되어 

세컨더리 박스와 프라이머리 박스 사이를 지나는 멤브레인을 

고정한다. 따라서, 체어와 세컨더리 박스의 높이차를 메우고 

멤브레인을 원활히 지지하기위해 목재 빔(Wooden beam), 

앵글 바(Angle bar), 합판 쐐기(Plywood wedge), 레진(Resin), 

등이 추가된다. 각 요소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목재 빔(Wooden beam): 멤브레인에 걸리는 하중을 

앵글바를 통해 체어에 전달하고, 멤브레인의 설치를 

원활하게 함. 

- 앵글 바(Angle bar): 목재 빔의 거동을 체어에 전달 

- 합판 쐐기(Plywood wedge): 체어의 스토퍼(Stopper)에 

의해 발생한 빈공간을 메움 

- 레진(Resin): 멤브레인 설치 시 체어부와 세컨더리 

박스의 높이차를 없앰   

 
Fig. 3 현재 체어 모델과 주변요소 

 

 

 

Fig. 2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체어 모델과 그 

주변요소들은 그 기능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단열박스들의 배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극저온으로 인한 열수축을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특별한 개선없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설계된 부분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3. 새로운 타입의 모델 제시 
 
새로운 타입의 체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

본 것은 체어의 개수이다. 설치되는 단열박스의 위치를 고려

하면 현재 11개의 체어를 최대 7개까지 줄일 수 있다. 체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응력은 체어 자체의 보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체어가 7개로 배치되면 B타입은 필요

가 없어진다. 최종적으로 Fig. 4와 같이 체어를 배치하고 체어

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Fig. 4 변경된 리퀴드 돔 체어의 배치 및 형상 

 

체어의 배치와 형상이 변경됨에 따라 목재 빔, 앵글 바 등

의 체어의 하부구조 또한 이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본 연구

를 통해 제안된 새로운 타입의 체어에서는 스토퍼(Stopper)의 

형상과 위치를 바꿔 Fig. 5와 같이 목재 빔(Wooden beam)과 

합판 쐐기(Plywood wedge)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목

재 빔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앵글 바(Angle bar)

와 합판 쐐기(Plywood wedge)를 없애 한층 간단한 구조로 변

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멤브레인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레

진(Resin)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a) 현재 체어 모델 

 
(b) 새로운 타입의 체어 모델 

Fig. 5 현재 체어 모델 vs. 새로운 타입의 체어 모델 

 

4. 제안 모델의 구조 건전성 평가 
 

7개의 체어 구조는 극저온에서의 열수축과 선체거더 굽힘응

력 120N/mm2 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여 각 조건의 하중을 구현하고 구조강도를 평

가하였다. Fig. 6에서는 선체거더 굽힘응력의 적용을 나타내고 

있다. 하중은 체어의 스토퍼(Stopper)와 내부선각판(Inner hull 

plate)에 인장력의 형태로 가하였다. Fig. 7에서는 극저온으로 인

한 열수축 효과의 적용을 나타내고 있다. 보수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목재 빔과 체어가 맞닿는 면을 -163°C 그리고 내부선

각(Inner hull)의 온도를 -30°C로 지정하였다. 각 위치에서의 정

확한 온도 정보가 없으므로 주어진 조건에 대해 열전달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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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50.6MPa이 계산되어 허용응력 299MPa에 대해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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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등가응력 허용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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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MPa 

* 요소크기에 따른 영향계수: 1.7 

* SUS의 항복응력: 207MPa 

* 안전계수: 0.85MPa 

Fig. 9에서는 피로강도 평가를 위해 선택된 위치를 나타낸

다. Fig. 6에서 나타낸 단위하중을 이용하여 주응력의 절대값이 

가장 큰 3곳을 선택하였다. 

전체 피로손상도(Total fatigue damage ratio)는 아래와 같이 

항해중(Voyage), 적하역(Loading&unloading), 검사(Inspection) 

시의 피로손상도를 각각 계산하여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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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굽힘 모멘트(Vertical wave bending mement)를 계산한 후 

각 위치에서의 응력범위를 계산하였다. 적하역시의 피로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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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범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계산된 전체 피로

손상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9 피로강도 평가 위치 

 

Table 2 전체 피로손상도 

Position FP-1 FP-2 FP-3 

Damage for 
voyage 

0.0316 0.0295 0.0271 

Damage for 
loading 

3.96×10-4 2.44×10-3 1.31×10-5 

Damage for 
inspection 

6.35×10-6 1.84×10-6 5.74×10-6 

Total Damage 0.0316 0.0295 0.0271 

 

리퀴드 돔 체어의 경우는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IGC 

코드에 따라 파괴강도 평가(Fracture analysis)가 반드시 필요

하다. 파괴강도 평가는 피로해석 시 가장 높은 손상도를 보인 

FP-1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초기균열 0.5*3mm를 가정하고 

120년간의 균열진전해석을 수행한 후 구조강도 평가에 사용

된 최대 응력을 적용하여 최종 파손여부를 판단하였다.  계산

을 위해서는 BS7910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함평가 프로그램

인 RESCEW(Kang, et al. 2014)를 이용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안정적(Stable)’을 나타내어 파괴강도 평가도 문제없음을 확인

하였다. Fig. 10은 RESCEW의 입력창을 보여준다. 

 

 

Fig. 10 결함평가 프로그램 RESCEW 2.0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TT사의 NO96 타입 화물창 리퀴드 돔에 

적용되는 체어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여 설계 및 설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 및 피로, 파괴강도 평가를 통해 개발된 모델의 

구조건전성을 검증하였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의 체어 모델을 살펴보면 단열박스들의 배치를 유지한 

채 극저온으로 인한 열수축을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각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체어의 개수를 최소화

하여 7개로 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맞추

어 체어와 그 주변 요소들을 변화시켰다. 또한, 체어의 형

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목재 빔

(Wooden beam)을 체어 형상의 변화를 통해 하나로 만들

어 형상을 간소화하였다.    

 제안된 형상에 대해 선체거더 굽힘응력 120MPa과 극저온

에 따른 열수축을 고려하여 검증 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 

등가응력이 250.6MPa로 계산되어 허용응력 299MPa에 

대해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DNV CN 30.7에 따라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항해시와 적하역시 그리고 

검사시의 피로손상도를 모두 계산하여 합한 결과 전체 피

로손상도는 0.0316으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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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로손상도가 가장 높게 계산된 위치에 대해 IGC 코

드에 따른 파괴강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해당 구조물은 총 

운항기간동안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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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and pressure loadings. The optimization of the cross-sectional shape of the corrugation including knot area was 

performed considering formability and residual stresses after forming process to reduce the stress level by static, dynamic and 

thermal loads. 

Keywords: Primary membrane sheet (1차 방벽), Knot(노트부), Thermal load(열 하중), Sloshing load(슬로싱 하중), Forming analysis(성형 해석), 

Formability(성형성), Residual stress(잔류응력), Springback(스프링백), Optimization(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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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as dome structure on LNG vessel is installed at the upper center of the LNG tank and serves to eject the vaporized LNG 

gas from the tank into the atmosphere through the vent mast. It is exposed to the cryogenic environment of about -163 ℃ and 

exposed to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exposure to the sloshing load due to the fluid movement inside the LNG tank when the 

LNG carrier is full loading condition. In this paper,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which should be preceded for a design process 

of the structure was introduced. The assessment was carried out by considering operating conditions of the LNG tank and 

evaluating the strength of the gas dome structure by heat transfer and static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finite element analysis. 

Also, for a weld spot of the structure, fatigue strength assessment caused by repeated internal pressure change during LNG 

cargo unloading was carried out.  

 

Keywords: Gas dome (가스 돔), LNG tank (액화천연가스 탱크), Structural safety assessment(구조 안전성 평가), Fatigue assessment(피로강도 

평가) 

 

1. 서 론 
 

LNG 선박에 설치되는 Gas dome 구조물은 Fig. 1에서와 

같이 LNG Tank 중앙 상부에 설치되어 액체화물 하역 시 

Tank 내에서 기화된 LNG Gas를 Vent mast를 통해 대기 

중으로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약 -163℃의 

극저온 환경에 노출되며, Gas dome 구조 하부에서는 LNG 

화물의 만재 상태 시 탱크 내부의 유체 운동에 의한 슬로싱 

하중에 노출되는 등의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다(Hwang et al, 

2016). 화물창 및 탱크 주변부의 구조물들은 설계단계에서는 

-163℃의 극저온 유체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단열성능 및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ABS, 2006). 일반적으로 화물창에 대해서는 

단열성능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선급 및 선주가 제시한 

단열성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사용한 

화물창의 구조를 구성한다. 그리고, 화물창과 주변 구조물의 

안전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액체 화물 적재로 인한 정수압, 

선체의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조건, 극저온 온도분포에 

의한 열하중 및 유체화물이 적재된 선박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하중 등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가 선행되며, 

선급에서 제시한 강도평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항목은 크게 극저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온도하중 

및 슬로싱 유체압력 등이 고려된 강도 평가와 선체 운동 시 

발생하는 탱크 가속도에 의한 강도평가 과정, 등으로 

진행된다(DNV, 2015; Johan, 2015). 

본 논문에서는 Gas dome 구조물의 설계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 안전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안전성 평가는 탱크 운용상태를 반영하여 

하중조건을 산정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열전달 및 

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제시된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따라서, LNG 선박의 Gas dome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Fig. 1 Configuration of LNG tank (GTT, 2017) 

 

2. Gas dome structure 설계 
 

본 연구에서 Gas dome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제시된 3차원 형상은 Fig. 2에서와 같으며, Gas dome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세부 부품들의 형상은 Fig. 3에서와 같다. Gas 

dome 구조는 LNG 탱크 상부에 고정되기 위해서, Fig. 

2에서와 같이 하부 Inner 갑판과 상부 Trunk 갑판에 

고정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as dome 커버 

부분은 Fig. 4에서와 같이 Gas dome 구조의 Main pipe에 

용접 접합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약 2m의 

지름을 가지는 형태이다. 또한 LNG 화물 적재 시 탱크의 

온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Spray nozzle의 형태는 Fig. 5와 

같다. 본 구조는 Gas dome 구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3차원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본 3차원 형상을 기반으로 Fig. 

6에서와 같이 2차원 설계 도면을 작성하였다. 

 

 
Fig. 2 3D model of gas dome structure 

 
Fig. 3 Parts of gas dome structure 

 
Fig. 4 Configuration of gas dom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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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as dome structure on LNG vessel is installed at the upper center of the LNG tank and serves to eject the vaporized LNG 

gas from the tank into the atmosphere through the vent mast. It is exposed to the cryogenic environment of about -163 ℃ and 

exposed to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exposure to the sloshing load due to the fluid movement inside the LNG tank when the 

LNG carrier is full loading condition. In this paper, the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which should be preceded for a design process 

of the structure was introduced. The assessment was carried out by considering operating conditions of the LNG tank and 

evaluating the strength of the gas dome structure by heat transfer and static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finite element analysis. 

Also, for a weld spot of the structure, fatigue strength assessment caused by repeated internal pressure change during LNG 

cargo unloading was carried out.  

 

Keywords: Gas dome (가스 돔), LNG tank (액화천연가스 탱크), Structural safety assessment(구조 안전성 평가), Fatigue assessment(피로강도 

평가) 

 

1. 서 론 
 

LNG 선박에 설치되는 Gas dome 구조물은 Fig. 1에서와 

같이 LNG Tank 중앙 상부에 설치되어 액체화물 하역 시 

Tank 내에서 기화된 LNG Gas를 Vent mast를 통해 대기 

중으로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약 -163℃의 

극저온 환경에 노출되며, Gas dome 구조 하부에서는 LNG 

화물의 만재 상태 시 탱크 내부의 유체 운동에 의한 슬로싱 

하중에 노출되는 등의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다(Hwang et al, 

2016). 화물창 및 탱크 주변부의 구조물들은 설계단계에서는 

-163℃의 극저온 유체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단열성능 및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ABS, 2006). 일반적으로 화물창에 대해서는 

단열성능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선급 및 선주가 제시한 

단열성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사용한 

화물창의 구조를 구성한다. 그리고, 화물창과 주변 구조물의 

안전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액체 화물 적재로 인한 정수압, 

선체의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조건, 극저온 온도분포에 

의한 열하중 및 유체화물이 적재된 선박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하중 등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가 선행되며, 

선급에서 제시한 강도평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항목은 크게 극저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온도하중 

및 슬로싱 유체압력 등이 고려된 강도 평가와 선체 운동 시 

발생하는 탱크 가속도에 의한 강도평가 과정, 등으로 

진행된다(DNV, 2015; Johan, 2015). 

본 논문에서는 Gas dome 구조물의 설계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 안전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안전성 평가는 탱크 운용상태를 반영하여 

하중조건을 산정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열전달 및 

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제시된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따라서, LNG 선박의 Gas dome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Fig. 1 Configuration of LNG tank (GTT, 2017) 

 

2. Gas dome structure 설계 
 

본 연구에서 Gas dome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제시된 3차원 형상은 Fig. 2에서와 같으며, Gas dome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세부 부품들의 형상은 Fig. 3에서와 같다. Gas 

dome 구조는 LNG 탱크 상부에 고정되기 위해서, Fig. 

2에서와 같이 하부 Inner 갑판과 상부 Trunk 갑판에 

고정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as dome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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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model of gas dome structure 

 
Fig. 3 Parts of gas dome structure 

 
Fig. 4 Configuration of gas dom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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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spray nozzle of gas dome structure 

 

 
Fig. 6 Drawing of gas dome structure 

 

3. Gas dome 의 안전성 평가 모델 
 

Gas dome의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해당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 조건을 분류하고, 구조 안전성이 평가되어야 

하는 취약부위를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모델을 

작성하였다. 

 

3.1 하중 조건 

Gas dome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조건은 Fig. 7에서와 

같이 액체화물에 의한 극저온 조건, 운항 시 발생하는 자중 

및 탱크의 가속도 조건 그리고 구조물 하부에서 탱크 내부 

유체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유체력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슬로싱 하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Fig. 8에서와 같이 해당 구조물에서 하부로 

노출되어 있는 Spray nozzle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CFD 해석을 통해 

계산하고 이를 모리슨 하중(Morrison force)으로 변환하여 약 

3,000N/m의 Sectional 하중이 작용되도록 정의하였다.  

 
Fig. 7 Loading conditions of gas dome structure 

 

 
Fig. 8 Sloshing fluid force for gas dome structure 

 

3.2 Gas dome 연결부 구조 강도평가 모델 

Gas dome 내부에서 Spray nozzle을 지지하는 구조용 

파이프와 그 연결부의 구조강도 평가를 위해서 하부 Spray 

nozzle에 작용하는 슬로싱 유체력과 구조물의 자중 및 

탱크의 수직 가속도에 의한 하중을 고려하여 모델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모델은 Fig. 9에서와 같이 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만 단순화하여 구성되었으며, 강도평가를 

위한 하중 조건은 Table 1에서와 같이 3가지 조건으로 

분류하여 강도평가 모델을 작성하였다. 

 

 
Fig. 9 Loading conditions of gas dome inner structure 

Table 1 Load case for support plate of gas dome structure 

 Components 

L.C. 1 Fluid Force (Sloshing) 

L.C. 2 Gravity(+) + Tank accel. (+z) 

L.C. 3 Gravity(+) + Tank accel. (-z) 

 

3.3 Duct fitting 장치 구조 강도평가 모델 

Duct Fitting 장치는 Fig. 10에서와 같이 LNG 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Gas를 배출하기 위한 Duct를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각각의 형상은 Fig. 11에서와 같으며, Primary 

duct는 Invar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ondary fitting 

장치는 Duct와 연결부위는 Invar로 구성되어 있고 Inner 

deck와 연결되는 부위는 SUS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구조물은 Duct를 수직방향으로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작용하는 하중은 Duct에 수직방향 가속도 및 자중을 

고려하여 Table 2에서와 같이 작성하였다. 

 

 
Fig. 10 Duct fitting parts of gas dome structure 

 

  
Fig. 11 Configur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fitting parts 

Table 2 Load case for duct fitting parts of gas dome structure 

 Components 

L.C. 1 Gravity of Duct 

L.C. 2 Gravity(+) + Tank accel. (+z) 

 

3.3 Gas dome 구조의 온도 분포 해석 모델 

극저온 운영 조건에서 Gas dome 구조물의 온도분포에 

애해서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계산하였다. 열전달 해석 

모델은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서 Fig. 12에서와 같이 해당 

구조물 중 온도변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재료로 구성된 부분을 선별하여 총 6개의 모델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국부 모델은 Fig. 13에서와 같이 2차원 

해석 모델로서 각 부위별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열전달 해석을 위한 해석 조건은 선급에서 

제시된 운항 환경에 따라, 외기의 온도조건이 5℃인 IGC 

code와 -18℃인 USCG code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Fig. 12 Localized zone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Fig. 13 Local model 1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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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spray nozzle of gas dome structure 

 

 
Fig. 6 Drawing of gas do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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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슬로싱 하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Fig. 8에서와 같이 해당 구조물에서 하부로 

노출되어 있는 Spray nozzle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CFD 해석을 통해 

계산하고 이를 모리슨 하중(Morrison force)으로 변환하여 약 

3,000N/m의 Sectional 하중이 작용되도록 정의하였다.  

 
Fig. 7 Loading conditions of gas dome structure 

 

 
Fig. 8 Sloshing fluid force for gas dome structure 

 

3.2 Gas dome 연결부 구조 강도평가 모델 

Gas dome 내부에서 Spray nozzle을 지지하는 구조용 

파이프와 그 연결부의 구조강도 평가를 위해서 하부 Spray 

nozzle에 작용하는 슬로싱 유체력과 구조물의 자중 및 

탱크의 수직 가속도에 의한 하중을 고려하여 모델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모델은 Fig. 9에서와 같이 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만 단순화하여 구성되었으며, 강도평가를 

위한 하중 조건은 Table 1에서와 같이 3가지 조건으로 

분류하여 강도평가 모델을 작성하였다. 

 

 
Fig. 9 Loading conditions of gas dome inner structure 

Table 1 Load case for support plate of gas dome structure 

 Components 

L.C. 1 Fluid Force (Sloshing) 

L.C. 2 Gravity(+) + Tank accel. (+z) 

L.C. 3 Gravity(+) + Tank accel. (-z) 

 

3.3 Duct fitting 장치 구조 강도평가 모델 

Duct Fitting 장치는 Fig. 10에서와 같이 LNG 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Gas를 배출하기 위한 Duct를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각각의 형상은 Fig. 11에서와 같으며, Primary 

duct는 Invar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ondary fitting 

장치는 Duct와 연결부위는 Invar로 구성되어 있고 Inner 

deck와 연결되는 부위는 SUS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구조물은 Duct를 수직방향으로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작용하는 하중은 Duct에 수직방향 가속도 및 자중을 

고려하여 Table 2에서와 같이 작성하였다. 

 

 
Fig. 10 Duct fitting parts of gas dome structure 

 

  
Fig. 11 Configur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fitting parts 

Table 2 Load case for duct fitting parts of gas dome structure 

 Components 

L.C. 1 Gravity of Duct 

L.C. 2 Gravity(+) + Tank accel. (+z) 

 

3.3 Gas dome 구조의 온도 분포 해석 모델 

극저온 운영 조건에서 Gas dome 구조물의 온도분포에 

애해서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계산하였다. 열전달 해석 

모델은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서 Fig. 12에서와 같이 해당 

구조물 중 온도변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재료로 구성된 부분을 선별하여 총 6개의 모델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국부 모델은 Fig. 13에서와 같이 2차원 

해석 모델로서 각 부위별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열전달 해석을 위한 해석 조건은 선급에서 

제시된 운항 환경에 따라, 외기의 온도조건이 5℃인 IGC 

code와 -18℃인 USCG code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Fig. 12 Localized zone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Fig. 13 Local model 1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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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as dome 의 구조 안전성 평가 결과 
 

4.1 Gas dome 연결부 구조 강도평가 

앞 절에서 정의된 하중 조건에 대해서 Gas dome 

구조물의 연결부의 강도평가를 수행한 결과 각각의 하중 

조건에 대해서 Table 3에서와 같이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구조물의 재료인 SUS의 

항복응력인 345 MPa와 비교하면, 각각의 하중 조건에 

대해서 해당 구조물은 안전하고 평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4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of the inner structure 

 

Table 3 Max. Equivalent stress of support plate  

 Max. Equivalent stress [MPa] 

L.C. 1 13.7 

L.C. 2 18.9 

L.C. 3 3.85 

 

4.2 Duct fitting 장치 구조 강도평가 결과 

Gas dome 구조에서 duct를 지지하는 primary와 

secondary fitting 장치에 대한 강도평가 결과는 각각 Table 

4와 Table 5에서와 같으며, Invar 재료의 항복응력인 276 

MPa을 고려하면 Primary fitting 장치는 각각의 하중 조건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secondary fitting에서는 

하중조건에 대한 발생 응력이 비교적 크게 나왔지만, 장치를 

구성하는 SUS 재료의 항복응력을 고려할 경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Max. Equivalent stress of primary fitting part 

 Max. Equivalent stress [MPa] 

L.C. 1 50.75 

L.C. 2 84.29 

 

Table 5 Max. Equivalent stress of secondary fitting part 

 Max. Equivalent stress [MPa] 

L.C. 1 150.2 

L.C. 2 240 

 

 
Fig. 15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of primary fitting part 

 

 
Fig. 16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of secondary fitting part 

4.3 Gas dome 구조의 온도 분포 해석 결과 

Gas dome 구조물 내부의 극저온 환경과 항해 시 

발생하는 운항 조건에 의해서 계산되었다. 온도분포 해석은 

내부 NG의 강제대류 조건과 운항 시 발생하는 외부의 

대류조건이 반영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각 대류조건이 반영되었을 때 정적인 

상태에서의 최소 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서와 같이 각각의 대류조건에 의해서 각 국부 모델에서의 

최소 온도분포를 나타내었을 때, 극저온 환경에 노출된 

부위에서는 -163도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부와 

접한 부분에서는 외기 온도에 의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7는 USCG code를 적용하였을 

때 각각의 국부모델에서 발생하는 최소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7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gas dome structure by 

thermal FEA for USCG code 

 

Table 6 Min. temperature for each local FE model 

 USCG code IGC code 

Model 1 -38.1℃ -21.8℃ 

Model 2 -20.9℃ -2.41℃ 

Model 3 -20.96℃ -2.46℃ 

Model 4 -163℃ -163℃ 

Model 5 -163℃ -163℃ 

Model 6 -163℃ -163℃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as dome 구조의 설계를 위해서 3D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행된 구조 안전성 평가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설계안은 LNG 탱크에 조립되기 위한 최적의 Gas dome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강도평가 결과 또한 LNG 선박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하중조건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강도평가는 정적 구조해석 및 열전달 해석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통해서 제시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NG 선박의 Gas dome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그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Gas dome의 생산 

및 조립, 등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피로강도평가 및 상세도면 

작성,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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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of the inner structure 

 

Table 3 Max. Equivalent stress of support plate  

 Max. Equivalent stress [MPa] 

L.C. 1 13.7 

L.C. 2 18.9 

L.C. 3 3.85 

 

4.2 Duct fitting 장치 구조 강도평가 결과 

Gas dome 구조에서 duct를 지지하는 primar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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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of secondary fitting part 

4.3 Gas dome 구조의 온도 분포 해석 결과 

Gas dome 구조물 내부의 극저온 환경과 항해 시 

발생하는 운항 조건에 의해서 계산되었다. 온도분포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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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부분에서는 외기 온도에 의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7는 USCG code를 적용하였을 

때 각각의 국부모델에서 발생하는 최소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7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gas dome structure by 

thermal FEA for USC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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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를 첨가한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의 
기계적 성능 강화 연구

김정대(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정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안재혁(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이제명(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Mechanical Reinforcement of Polyisocyanurate Foam with Chopped 
Glass Fiber

Jeong-Dae Kim(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Pusan National University), 
Jeong-Hyeon Kim(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Pusan National University), 
Jae-Hyeok Ahn(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Pusan National University),
Jae-Myung Lee(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In this study, compression tests for the polyisocyanurate foam which is recognized as the insulation material for 
pipe-insulation system and reinforced polyisocyanurate foam which is made by adding chopped glass fiber with 
polyisocyanurate were carried out for applying to the LNG storage tank and offshore structure. The mechanical behavior of 
foams were experimented in different temperature. To analyze the compressive strength, the Gibson and Ashby model was 
used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density. As a result, R-PIR showed more compressive strength in cryogenic temperature 
than R-PUF which is used insulation material in LNG storage tank. For industries that use allowable stress design,PIR may 
be an attractive substitute for LNG storage tank 

Keywords : 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 Insulation system(단열시스템)Glass-reinforced polyisocyanurate foam(R-PIR, 유리섬유 강
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Polyisocyanurate foam(PIR,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Glass-reinforced polyurethane foam(R-PUF, 유리섬유 
강화 폴리우레탄 폼), Polyurethane foam(PUF, 폴리우레탄 폼), Cryogenic Compression test(극저온 압축 실험), Stress-strain relationship(응
력-변형률 관계),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및 황

산화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벙커유 대신 액화 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LNG 운반선 
화물창, LNG 연료탱크와 같은 구조 안정성 평가 방법에 대한 관
심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중 LNG 단열시스템 등의 단열 
재료로는 폴리우레탄 폼(PUF)과 유리섬유가 복합된 강화 폴리우
레탄 폼(R-PUF)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특허
의 부족으로 해외 원천기술사에게 매번 건조를 할 때마다 특허료

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위성 발사로켓의 
연료탱크와 같은 고온영역(230℃)으로부터 극저온 영역(-235℃)
까지 광범위한 온도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인 폴리이소
시아누레이트 폼(PIR)은 낮은 열전도도(0.023W/m․k) 및 기계적 
물성, 그리고 경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육상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폴리우레탄 보다 
Isocyanate의 ring 구조로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 변형이 적은 걸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PIR)의 기계적 
거동을 평가한 연구는 있지만 Park, et al(2016) 폴리이소시아누
레이트 폼(PIR)의 극저온 환경에 대한 적용성에 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Siegmann, et al. (1983)은 폴리우레탄 폼, 강화 폴리우레탄 
폼의 발포 방향에 대한 상온 인장 및 압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폼의 셀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Han, et al.(2010)은  R-PUF의 
반복충격시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Park, et al(2014)은 
Mark-Ⅲ 단열시스템에 사용되는 R-PUF와 육상플랜트의 단열재
와 LNG 저장 및 파이프 시스템의 사용되는 PUF와 PIR의 극저온 
상태에서의 극저온 거동을 비교하였다. Tu, et al.(2011)은 PUF
의 발포 방향과 발포 방향에 수직한 방향에 관한 상온 압축시험
을 진행하여 기계적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온과 극저온에서의 고분자 폼(polymeric)의 거동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PIR이 압축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해양구조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도가 PUF보다 낮은 
PIR에 유리섬유를 첨가함으로써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적용성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PIR에 chopped glass fiber을 합성
한 뒤 극저온(-163℃)와 상온에서 압축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를 PIR과 비교하고, R-PIR의 LNG 운반선의 화물창 단열재로의 
적용 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실험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2. 실험 재료
본래 강화 폴리우레탄 폼은 폴리우레탄 원액과 CSM 형태의 

유리섬유를 낱장으로 적층하여 발포시킨다. 하지만 폴리우레탄 
폼과 비교하여 짧은 Gel time을 갖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은 
CSM 형태의 유리섬유를 이용하는 대신에 chopped glass fiber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과 강
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은 폴리올과 MDI을 100:190의 비율
로 폼을 합성하였다. homogenizer을 사용하여 6000rpm의 속도
로 15초간 섞은 후 만들어진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용액을 
개방형의 종이박스 틀에 붓고 상온에서 자연 발포 시킨다. 강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의 경우에는 chopped galss fiber을 넣
은 뒤 pressing 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발
포가 완료된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을 종이박스 틀에서 분리
시킨후 PIR 시편은 상온 및 극저온 압축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Fig. 1 Schematic diagram of making process of chopped glass fiber reinforced polyisocyanurate foam  

50×50×25mm의 크기로 절단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압축 시험편 중 5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평균값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약 59의 밀도를 가지는 PIR과 75의 밀
도를 가지는 R-PIR을 실험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계적 
특성평가에 이용된 모든 압축 시험편은 한국산업규격(KS M 
IMO844)을 준수하여 제작하였다. Fig. 1는 R-PIR의 제작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Fig. 2는 제작된 시편의 대표적 형상을 
촬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a) (b)

Fig. 2: Specimen of (a) polyisocyanurate foam (b) reinforced 
polyisocyanurate foam 

3. 실험
3.1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는 PIR과 R-PIR 제작 시 polyol과 M50을 혼합하
기 위하여 IKA사의 호모게나이저(T50-digital ULTRA-TURRAX)
를 사용하였다.  압축시험은 상온 및 극저온 환경에서의 기계적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극저온용 챔버가 장착된 만능재료시험
기(KSU-5M)을 이용하여 극저온 시험을 수행하였다. 극저온 챔
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세 개의 온도계를 통해 내부 온도를 측
정하여 질소 가스의 유동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
지하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시편 내부의 열평
형 상태를 고려하여 실험 전 1시간의 예냉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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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를 첨가한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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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study, compression tests for the polyisocyanurate foam which is recognized as the insulation material for 
pipe-insulation system and reinforced polyisocyanurate foam which is made by adding chopped glass fiber with 
polyisocyanurate were carried out for applying to the LNG storage tank and offshore structure. The mechanical behavior of 
foams were experimented in different temperature. To analyze the compressive strength, the Gibson and Ashby model was 
used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density. As a result, R-PIR showed more compressive strength in cryogenic temperature 
than R-PUF which is used insulation material in LNG storage tank. For industries that use allowable stress design,PIR may 
be an attractive substitute for LNG storage tank 

Keywords : Liquefied natural gas(액화천연가스), Insulation system(단열시스템)Glass-reinforced polyisocyanurate foam(R-PIR, 유리섬유 강
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Polyisocyanurate foam(PIR,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Glass-reinforced polyurethane foam(R-PUF, 유리섬유 
강화 폴리우레탄 폼), Polyurethane foam(PUF, 폴리우레탄 폼), Cryogenic Compression test(극저온 압축 실험), Stress-strain relationship(응
력-변형률 관계),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및 황

산화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벙커유 대신 액화 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LNG 운반선 
화물창, LNG 연료탱크와 같은 구조 안정성 평가 방법에 대한 관
심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중 LNG 단열시스템 등의 단열 
재료로는 폴리우레탄 폼(PUF)과 유리섬유가 복합된 강화 폴리우
레탄 폼(R-PUF)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특허
의 부족으로 해외 원천기술사에게 매번 건조를 할 때마다 특허료

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열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위성 발사로켓의 
연료탱크와 같은 고온영역(230℃)으로부터 극저온 영역(-235℃)
까지 광범위한 온도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인 폴리이소
시아누레이트 폼(PIR)은 낮은 열전도도(0.023W/m․k) 및 기계적 
물성, 그리고 경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육상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폴리우레탄 보다 
Isocyanate의 ring 구조로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 변형이 적은 걸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PIR)의 기계적 
거동을 평가한 연구는 있지만 Park, et al(2016) 폴리이소시아누
레이트 폼(PIR)의 극저온 환경에 대한 적용성에 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Siegmann, et al. (1983)은 폴리우레탄 폼, 강화 폴리우레탄 
폼의 발포 방향에 대한 상온 인장 및 압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폼의 셀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Han, et al.(2010)은  R-PUF의 
반복충격시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Park, et al(2014)은 
Mark-Ⅲ 단열시스템에 사용되는 R-PUF와 육상플랜트의 단열재
와 LNG 저장 및 파이프 시스템의 사용되는 PUF와 PIR의 극저온 
상태에서의 극저온 거동을 비교하였다. Tu, et al.(2011)은 PUF
의 발포 방향과 발포 방향에 수직한 방향에 관한 상온 압축시험
을 진행하여 기계적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온과 극저온에서의 고분자 폼(polymeric)의 거동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PIR이 압축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해양구조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도가 PUF보다 낮은 
PIR에 유리섬유를 첨가함으로써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적용성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PIR에 chopped glass fiber을 합성
한 뒤 극저온(-163℃)와 상온에서 압축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를 PIR과 비교하고, R-PIR의 LNG 운반선의 화물창 단열재로의 
적용 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실험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2. 실험 재료
본래 강화 폴리우레탄 폼은 폴리우레탄 원액과 CSM 형태의 

유리섬유를 낱장으로 적층하여 발포시킨다. 하지만 폴리우레탄 
폼과 비교하여 짧은 Gel time을 갖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은 
CSM 형태의 유리섬유를 이용하는 대신에 chopped glass fiber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과 강
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은 폴리올과 MDI을 100:190의 비율
로 폼을 합성하였다. homogenizer을 사용하여 6000rpm의 속도
로 15초간 섞은 후 만들어진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 용액을 
개방형의 종이박스 틀에 붓고 상온에서 자연 발포 시킨다. 강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의 경우에는 chopped galss fiber을 넣
은 뒤 pressing 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발
포가 완료된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을 종이박스 틀에서 분리
시킨후 PIR 시편은 상온 및 극저온 압축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Fig. 1 Schematic diagram of making process of chopped glass fiber reinforced polyisocyanurate foam  

50×50×25mm의 크기로 절단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압축 시험편 중 5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평균값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약 59의 밀도를 가지는 PIR과 75의 밀
도를 가지는 R-PIR을 실험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계적 
특성평가에 이용된 모든 압축 시험편은 한국산업규격(KS M 
IMO844)을 준수하여 제작하였다. Fig. 1는 R-PIR의 제작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Fig. 2는 제작된 시편의 대표적 형상을 
촬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a) (b)

Fig. 2: Specimen of (a) polyisocyanurate foam (b) reinforced 
polyisocyanurate foam 

3. 실험
3.1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는 PIR과 R-PIR 제작 시 polyol과 M50을 혼합하
기 위하여 IKA사의 호모게나이저(T50-digital ULTRA-TURRAX)
를 사용하였다.  압축시험은 상온 및 극저온 환경에서의 기계적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극저온용 챔버가 장착된 만능재료시험
기(KSU-5M)을 이용하여 극저온 시험을 수행하였다. 극저온 챔
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세 개의 온도계를 통해 내부 온도를 측
정하여 질소 가스의 유동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
지하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시편 내부의 열평
형 상태를 고려하여 실험 전 1시간의 예냉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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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Compressive test with cryogenic chamber
       (b) homogenizer 

3.2 실험 시나리오

Table 1와 같은 실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실험 온도는 
LNG의 저장 온도를 고려하여 상온과 극저온의 실험 온도를 설정
하였다. -163℃ 와 20℃의 온도에서 재료 단위 압축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온도별로 밀도
가 유사한 5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이들 결과를 이용하여 PIR
과 R-PIR의 해양구조물 단열재로서의 적용 가능성 평가에 필요
한 실험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Table 1 Test scenario for PIR and R-PIR compressive test
Temperature(℃) Specimen(EA) Test speed(mm/min)

PIR
20℃ 5 1.5

-163℃ 5 1.5

R-PIR
20℃ 5 1.5

-163℃ 5 1.5

4. 실험결과 및 분석
 일반적인 폴리머 폼의 압축 하중 하 거동은 선형 탄성(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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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돌아간다. 이 구간에서는 셀의 벽에 굽힘 또는 인장 하중
이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선형 탄성구간이 끝나는 항복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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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셀 붕의 붕괴로 보고되고 있다. 고밀도화 구간에서는 재료의 
전제적인 셀 붕괴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본 연구에서의 압축시험 
결과 PUF와 PIR 모두 3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Gibson, et 
al(2005) 밀도가 다른 PIR과 R-PIR의 압축거동을 비교하기 위하
여 gibson and Ashby model을 사용하였다. 밀도의 영향을 제거
하여 두 거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의 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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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봐야겠지만 기계적 거동의 측면으로 봤을 때 대체 가능한 
단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 3은 상온과 극저온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리고 Table 3은 응력
변형률 관계를 기반으로 탄성계수와 압축강도를 정리하였다. 극
저온에서 R-PIR은 PIR보다 압축강도는 높으나 탄성계수가 낮은 
단점을 보였다. PIR와 R-PIR 모두 상온보다 저온으로 갈수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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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성계수와 압축강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Table 3은 각 실험 재료의 온도별 압축시험 결과를 나타
낸다. 극저온으로 갈수록 응력이 불안정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편의 부서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
고 내부적으로는 셀 구조의 취하가 응력의 불안정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Table 3 Specific yield stress under compressive load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영역(230℃)으로부터 극저온 영역(-235℃)

까지 광범위한 온도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인 폴리이소

시아누레이트 폼(PIR)과 비교적 작은 압축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유리섬유를 첨가한 강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폼(R-PIR)에 대
한 상온과 극저온 압축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온에서는 
기계적 성능의 저하가 보였으나 극저온에서는 현재 단열 시스템
에서 사용하고 있는 PUF 와 R-PUF를 대체할 만한 기계적 성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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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Compressive test with cryogenic chamber
       (b) homogenizer 

3.2 실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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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Buckling Strength of FEA, Experiment 

and Harmonized CSR for Perforat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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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sage of perforated plate is essential for access, manufacturing and lightening in ship building process. However, steel plate has buckling 

issue by character of material, the buckling strength is getting smaller by cutout. So each class society has own calculation formula and lots of 

experiment have been performed so far., and in Harmonized CSR, new buckling formula is suggested. But results of class’ buckling calculation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still conservative. In this paper, buckling strength of perforated plate with simple support is calculate by 

FEA, compressed experiment and rule respectively and compared each other.  

 

Keywords: Buckling strength(좌굴 강도), Harmonized CSR(공통규칙), Perforated plate(유공판), Ultimate strength(최종 강도) 

 

1. 서 론 
 

기본적으로 선박은 판과 보강재로 이루어진 구조로 운항 

중 다양한 하중을 받게 된다. 이때 판 보강의 장•단축비가 

2배가 넘는 특성 때문에 압축 및 전단에 의한 좌굴 변형에 

취약하다. 구조부재가 좌굴 붕괴가 일어나면, 국부적으로 

강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주변 부재에 하중 부담이 

늘어나며 연쇄적인 구조붕괴로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선박 강도 계산 시 안전율을 크게 가져가면 

강도는 충분하지만, 구조 최적화 및 경량화의 디자인 흐름과 

역행함으로 정확한 구조강도 계산을 통한 최적 구조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구조가 가진 좌굴 강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까지 많은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계산식이 개발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 적용되는 Rule은 선급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 또한 다르다. 그로 인해 선급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유공판 

및 곡판에서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규칙을 제정 Tanker와 Bulkcarrier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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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sage of perforated plate is essential for access, manufacturing and lightening in ship building process. However, steel plate has buckling 

issue by character of material, the buckling strength is getting smaller by cutout. So each class society has own calculation formula and lots of 

experiment have been performed so far., and in Harmonized CSR, new buckling formula is suggested. But results of class’ buckling calculation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still conservative. In this paper, buckling strength of perforated plate with simple support is calculate by 

FEA, compressed experiment and rule respectively and compared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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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본적으로 선박은 판과 보강재로 이루어진 구조로 운항 

중 다양한 하중을 받게 된다. 이때 판 보강의 장•단축비가 

2배가 넘는 특성 때문에 압축 및 전단에 의한 좌굴 변형에 

취약하다. 구조부재가 좌굴 붕괴가 일어나면, 국부적으로 

강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주변 부재에 하중 부담이 

늘어나며 연쇄적인 구조붕괴로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선박 강도 계산 시 안전율을 크게 가져가면 

강도는 충분하지만, 구조 최적화 및 경량화의 디자인 흐름과 

역행함으로 정확한 구조강도 계산을 통한 최적 구조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구조가 가진 좌굴 강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까지 많은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계산식이 개발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 적용되는 Rule은 선급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 또한 다르다. 그로 인해 선급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유공판 

및 곡판에서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규칙을 제정 Tanker와 Bulkcarrier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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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SR-H에서 제공하는 방법(Closed Form Method)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CFM이 기존 각 선급의 기존 

Rule과 이전 CSR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기에, 평판 및 

평보강판의 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공판의 좌굴 

강도계산 결과는 평판에 비해 부정확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2015년 개정 발효 된 CSR의 유공판 계산 방식 및 결과를 

구조해석으로 검증하고 이를 시험 모델을 제작하여 

유공판의 특성치 변화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여 부재의 

좌굴강도 값을 비교하였다. 

 

 좌굴은 앞서 설명하였듯, 압축력 또는 전단력에 의해 발생 

되는 휨 변형으로 인하여 작은 힘에도 구조가 붕괴 되기에 

Steel의 최종강도 영역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Timoshenko (1963)은 평판의 압축 및 전단력에 대한 탄성 

좌굴 강도 결과를 이론적인 방법을 접근 제시하였다. 

 김을년 (2009)은 유공판의 좌굴에 대하여 유공판들로만 

배열 된 유공판구조와 유공판 주위에 무공판이 배치 된 

유공보강판으로 구분하여 구조해석 수행하여 탄성 좌굴강도 

및 최종좌굴강도에 대하여 설계식을 작성하고 좌굴 실험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김정현(2015)은 유공판의 보강방법에 따른 좌굴최종강도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외에도 고재용(204), 

주종길(2005)등이 유공판의 좌굴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 되었다. 

 최근 구조 강도 전반에 최종강도영역을 고려하는 추세이며, 

이는 좌굴 강도에서 더욱 활발해지리라 생각 된다. 하지만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기에, 설계 시 안전율을 

배제한 최종강도식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최종좌굴강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공판 분야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2. 본 론 
 

2.1 모델 선정 

 실제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Hole을 조사 한 결과, 

선박의 종류와 상관 없이 조선소 실정에 맞는 Hole이 대부분 

적용 되며, Large hole (Over 800X600)의 경우에만 특정한 

선박에 사용 됨을 알 수 있었다. 유공의 목적이 대부분 

선박의 검사를 위한 통로용 또는 선박의 Lightweight의 

감소를 위해 설치 되는 Lightening hole이며, 이런 Hole은 

Yard의 경험 및 Design Knowhow에 기초하여 응력집중이 덜 

한 부위에 설치 되나, Access용에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a. Suezmax Tanker 

 

b. Capesize Bulk carrier 

 

c. 11K Container 

Fig.1 Double bottom structure of Suezmax Tanker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무공판 유공판등의 다양한 

구조에 대하여 좌굴강도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험에 

사용 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Table 1 Property of Former studies 

Research Type 
Thick. 
(mm) 

Mat. 
Aspect 
ratio 

Kim et al., 
2009 

Flat Plate, 
Perforated 

plate 
4, 6, 8 

Mild 
steel 
A370 

2.0 ~ 4.0 

Kwon 
and Park, 

2011 

Longitudinal 
stiffened 

plate 
4 

Mild 
Steel 
A360 

2.1 ~ 5.0 

Kumar et 
al., 2006 

Stiffened & 
Perforated 

plate 
4 ~ 5 

σy =218, 
282 

MPa) 
1.0 

 

위  Table 1을 보면, 실험엔 주로 Mild steel이 사용되었으며, 

판의 종횡비는 0.6 ~ 5.0, 세장비를 결정하는 판의 폭과 

두께의 비율은 약 50 ~ 140내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Parameter of perforated plate 

 Perforated plate 

Size of opening, D×L 100~300 (D), 100~400 (L) 

Thickness, t (mm) 6, 7, 8 

Aspect ratio, α=a/b 1.0, 1.5, 2.0 

Slenderness 0.015 ~ 0.0075 

Breath, b (mm) 400 

Loading condition Longitudinal Compression 

Boundary condition Simply supported 

 

조사된 실적선 자료와 타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실험장비의 용량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에 사용 될 

유공판의 주요치수를 선정하였다. 

 

   

a/b = 2.0 

   

a/b = 1.5 

 
a/b = 1.0 

Fig.2 Test specimen with hole 

 

2.2 Buckling Experiment 

 실제 판 구조물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이전 

실험에서 판의 경계면에 Flat bar의 용접, ‘V’자 홈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 

Equipment for Test Shape of Specimen 

  
Kim et al., 2009 

  
Kwon and Park, 2011 

Fig.3 Specimen and machine in former buckl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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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좌굴 평가는 앞서 보였듯, 여러 선급에서 기준이 

제시 되고 있으며, 공통규칙(CSR-H)에서도 경계조건에 

대하여 크게 Unstiffened panel과 Stiffened panelr로 나누고 

있으며, Stiffened panel을 다시 지지부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경계조건에 따라 다양한 계수 값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한 구조에 속해 있는 판부재의 

경우 주변의 부재와 연속되어 있으며, 2차지지 부재에 

지지되어 있기에 회전이 완전히 자유롭거나,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실험에 있어서도 경계조건에 

대한 적절한 이상화 작업이 필요하다.  

 선박에서의 유공판이 보통 두변은 높은 강성을 가지는 

종방향 멤버에 지지되며, 나머지 두변 또한 다른 판부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지지부재 혹은 1차지지부재에 

의하여 보강되어 있기에. 유공판의 네변은 고정되어 있다 할 

순 없지만, 단순지지 이상의 구속은 되어 있다 볼 수 있다. 

즉, 유공판의 네변을 단순지지로 이상화하여 평가한다면, 

보수적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한 지그를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그에 ‘V’자 홈을 파서 장착된 유공판의 

경계가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판의 구속조건을 단순지지 

형태로 구현하였으며, 시편의 양 옆을 가운데와 위에 

밴드형태로 추가 보강하여 측면지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Fig.4 Shape of jig for buckling test 

2.3 FEA with perforated plate 

 해석에서 사용 될 경계조건은 앞서 설명하였듯 단순지지 

조건을 사용하여 진행 되었으며, X축과 Y축의 변위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과 마주하는 영역에 RBE2를 사용하여 

MPC를 묶음으로서 경계가 일정하게 같이 변하도록 

설정하였다. 가해지는 하중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포하중이며, 하중 범위는 650 ~ 800 kN이다. 

 

 

 
Fig.5 Boundary condition of Perforated plate 

 

 
Fig.6 Applied load and MPC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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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 때 사용 된 모델은 a/b 2.0, hole size 

200:300이며, 이를 통해 결정 된 Element size는 

2.5X2.5(mm)이다. 

 

 

 

 

 

 

Table 3 FEA result by size of element 

Minimum size 
of element 

(mm) 

Analysis result 

Linear 
(Factor) 

Lonlinear 
(Time) 

25.0 x 25.0 0.46151 0.48295 

12.5 x 12.5 0.46329 0.47989 

6.25 x 6.25 0.46330 0.47837 

3.12 x 3.12 0.46292 0.47727 

2.50 x 2.50 0.46282 0.47704 

1.56 x 1.56 0.46269 0.47675 

0.78 x 0.78 0.46261  

 

2.4 Buckling calculation with CSR 

 기존 CSR에서 Buckling check시 PULS란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사용 되어 왔으나, 지금의 CSR은 ‘Closed Form 

Method’라는 새로운 좌굴식을 작성 도입하였고, 이 식은 

Overall stiffened panel buckling, Plate buckling, Stiffener 

buckling 등 3가지 좌굴을 평가하며, 본 논문에서는 

CSR에서 유공판에 대한 좌굴식을 제안하는 Plate capacity에 

대한 영역만 평가 하기로 하였다. 

 

 

......................................................................…………………….(1) 

………...………..(2) 

………...…..……(3) 

……………………………………………………....(4) 

………………………………………(5) 

…………………………………………………………(6) 

 위 식(1) ~ (4)을 살펴보면 판의 길이와 너비 방향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통하여 γ의 각 식에서 추출 후 식(5), 

(6)을 최종 계산하여 좌굴이 발생 유무를 판단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결과의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 길이 방향 압축에 

의해 발생하는 너비 방향 및 두께 방향의 인장은 무시한다. 

 Rule에서 유공판의 좌굴 계산 시 사용하는 대표적으로 hole 

쪽을 무보강면으로 간주 하거나 hole의 면적에 따른 비율을 

계산 계수로 반영하는(DNV, KR)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본 Rule에서는 hole방향을 보강이 없는 면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Table 4 Case of buckling calculation of perforated plate 

Case 

a > b a < b 

  

  
 

2.5 Comparing the result  

 시험과 구조해석 Rule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Buckling result of model size perforat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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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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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size 

Result(kN/m2) 

Rule FEA Exp.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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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 234.30 182.30 161.99 

250/350 306.00 148.88 136.52 

300/400 343.00 110.33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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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 283.10 180.96 164.97 

250/350 343.00 163.74 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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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Length 
(mm) 

Thick. 
(mm) 

Hole 
size 

Result(kN/m2) 

Rule FEA Exp. 

800 8 

200/300 327.60 202.69 168.94 

250/350 343.00 158.52 127.40 

300/400 343.00 139.05 85.85 

600 

6 

200/300 234.30 196.29 159.63 

250/350 306.00 155.84 135.51 

300/400 343.00 115.06 92.40 

7 

200/300 283.10 185.89 216.52 

250/350 343.00 132.70 161.37 

300/400 343.00 113.55 125.72 

8 

200/300 327.60 174.69 168.49 

250/350 343.00 148.65 127.12 

300/400 343.00 133.02 86.53 

400 

6 
200/300 234.30 154.35 148.38 

250/350 306.00 152.73 125.91 

7 
200/300 283.10 173.25 148.76 

250/350 343.00 160.97 124.94 

8 
200/300 327.60 181.04 159.87 

250/350 343.00 147.70 126.31 

6 

100/100 343.00 207.48 205.46 

200/200 270.40 183.25 159.25 

300/300 343.00 130.38 97.85 

7 

100/100 343.00 215.88 204.26 

200/200 321.50 193.72 157.43 

300/300 343.00 136.60 90.75 

8 

100/100 343.00 213.25 218.34 

200/200 343.00 182.60 167.31 

300/300 343.00 135.61 92.41 

 

위 결과를 살펴 보면, 시험과 해석 결과는 결과 및 경향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결과는 하중을 

직교하는 부분의 면적(hole을 제외한)으로 나눈 응력 값이 

면적과 비례한다. 이에 반해 rule 값은 두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경향 또한 남은 면적이 적을수록 한계응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CFM에서 사용 되는 reference 

stress가 b값에 반비례하여 buckling 결과 도출 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공통규칙에서 제공하는 

좌굴 계산은 시편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되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Rule과 FEA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시험모델의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Fig.7 Real size specimen 

 

 평가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Buckling result of real size perforated plate 

Thick. 
(mm) 

Hole 
size 

Result(kN/m2) 

FEA 

(Elastic) 

FEA 

(Ultimate) 
Rule 

12 

400/600 41.87 89.21 51.60 

500/700 40.43 87.57 53.10 

600/800 39.17 85.95 54.80 

14 

400/600 56.97 100.92 68.50 

500/700 55.02 98.72 70.20 

600/800 53.30 96.52 72.40 

16 

400/600 74.39 113.08 86.60 

500/700 71.84 110.24 88.90 

600/800 69.60 107.37 91.60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공판의 좌굴 강도를 시험과 해석을 통하여 

확인 한 후, 2015년에 발효 된 새로운 공통규칙과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비교 하였다. 

 시험편은 33가지 조건으로 작성 되었으며, 이를 좌굴 

시험과 구조해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고, 유사한 

허용응력 수치와 경향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한편 

좌굴시험과 공통규칙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시험편을 실제와 유사한 크기로 확장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 크기 시험편의 해석결과와 공통규칙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할 경우 공통규칙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결과에 비해 보수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칙에서 제공하는 여러 하중 

조건 및 경계 조건에 대한 결과를 도출 비교하여 좀 더 

합리적인 좌굴강도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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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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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응력을 기준으로 비교 하였다. 

 시험편은 33가지 조건으로 작성 되었으며, 이를 좌굴 

시험과 구조해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고, 유사한 

허용응력 수치와 경향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한편 

좌굴시험과 공통규칙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시험편을 실제와 유사한 크기로 확장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 크기 시험편의 해석결과와 공통규칙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할 경우 공통규칙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결과에 비해 보수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칙에서 제공하는 여러 하중 

조건 및 경계 조건에 대한 결과를 도출 비교하여 좀 더 

합리적인 좌굴강도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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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response of plates mad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materials subjected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The numerical simulations performed using the ABAQUS commercial software package 
were validated against relevant experimental data from the open literature. In the calculations, the linear strain hardening was 
applied together with no strain rate hardening was considered due to insensitivity of strain rate of aluminum alloys. The two 
triangular pressure pulses with linear decay and with equal rising time and decaying time are idealized for the water impact 
pressure profile. The fully clamped unstiffened plate made of 5083-O with a practical plate slenderness ratio is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typical heat affected zone is also numerically evaluated. Simple design equations for prediction of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s due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are derived based on rigorous parametric studies. The results 
showed that permanent deflections of plat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beginning of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hile 
later the total permanent set tended to have certain values regardless of impulse and aspect ratio. Nevertheless, it indicates that 
effect of the repetition of the impulsive pressures cannot be neglected in the marine structural design against impulsive pressure 
loadings due to sl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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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uring the last two decades, high strength aluminum alloys 

have been widely and increasingly applied for marine 
structures including high-speed crafts and offshore structures 
due to their light weight and non-corrosive properties. Also, the 
energy absorption capacity per unit density of aluminium is high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steel. As part of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problem and to develop 
reliable design tools, it is important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material and structural dynamic behavior of structures 
made of aluminium alloys under extreme loadings. 

During its service life, marine structures are prone to be 

subjected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s arising from 
slamming, sloshing and green water. Among those, only the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 induced by slamming will 
be considered in this study. Even in a single storm, ships or 
offshore structures can be impacted due to slamming several 
times leaving permanent deflections over the impacted region 
and the repetition of these slam impact loads over time may 
then lead to the fatigue damage of structures. At the moment, 
no design guidance on the allowable permanent set due to 
slamming can be found.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estimate the permanent set for the more deliberate design of 
marine structures, especially for high-speed vessels against 
slamming.  

Nowadays, high-speed vessel designs strongly rely based 

on semi-empirical design methods provided by Det Norske 
Veritas (DNV, 2016),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2013), Germanischer Lloyd (GL, 2012) and other classification 
societies, the slamming impulsive pressure is assumed to be 
quasi-static neglecting its dynamic nature uniformly distributed 
on the bottom. The basis of this assumption is the short 
duration of the impulse comparing with the fundamental period 
of vibration of the impacted structure (Greenspon, 1956). At this 
juncture, a question can be raised whether the dynamic nature 
of the impulsive pressures can be neglected and treated in 
quasi-static manner. As indicated by DNV (2010), for practical 
design purposes, the problem of impact pressure actions in 
terms of structural behavior can be idealized within three 
domains: 

- Impulsive domain when td/Tn < 0.3  
- Dynamic domain when 0.3 ≤ td/Tn < 3 
- Quasi-static domain when 3 ≤ td/Tn, 

where td is the duration of impact loading and Tn is the 
fundamental period of vibration corresponding to the lowest 
natural frequency of the structure. It is inherent that the load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and applying theoretical models. In the past studies, the shape 
of pressure pulses were considered as rectangular, which do 
not resemble a typical slamming load time history. 

As mentioned earlier, the repetition i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marine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hen 
vessels get bigger and faster, actual slamming induced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s can cause local damage of 
its members becomes higher. Although the slamming 
problems considering single load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only few studies have been investigated on the effects 
of load repetition on the damage extents of impacted structures 

(Yuhara, 1975; Caradis & Stefanou, 1997; Shin et al. 2016; 
Mori & Nagai, 1976; Mori, 1977; Paik & Duran, 2004). Among 
them, in case of the steel structures, Yuhara (1975) performed 
the repeated wet drop tests on two clamped structural bow 
model made of 9 mm mild steel, and he found that the 
equivalent static pressure can be represented the impact 
pressure. The researcher then verified that the permanent 

deformations of the damaged panels in ship bow plating and 
other structural members are due to repeated wave impacts. 
Caridis and Stefanou (1997) numerically studied the effects of 
several load impacts on an unstiffened plate. The amplitude of 
the applied impulsive pressure was 1.5 times of the static 
collapse value of the plate. The permanent deflection was 
increased by about 40% after the 4th impact. Recently, Shin et 
al. (2016) conducted several repeated drop tests on 
unstiffened plates with various thicknesses at different drop 
heights. They concluded that the increment of the permanent 
set cannot be neglected and any dynamic approach need to 
be employed to consider this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for the structures fabricated from marine grade aluminium 
alloys, Mori and Nagai (1976), and Mori (1977) investigated the 
response of bottom plate due to slamming by performing the 
single and repeated wet drop tests on full and small scale 
model of the bottom plate of high-speed crafts, respectively 
and they also provided the theoretical studied using the finite 
strip method that well compared to test results. Regarding the 
other loadings applied on the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panels, there are several published studies on ultimate strength 
of aluminium structures. The available literature includes the 
studies on the structural response of aluminium plates and 
stiffened panels subjected to monotonically increasing extreme 
in-plane loads (Paik and Duran, 2004; Paik et al. 2007), as well 
as methods on predicting the progressive collapse of 
aluminium hull girders (Benson et al., 2013a). However, little 
effort has so far been taken with regard to the plastic damag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structures subjected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realistically induced by 
slamming. 

In this paper, response of plates mad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materials unde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was numerically studied. The 
repeated wet drop tests on stiffened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plates in the available literature were utilized to validate the 
present numerical simulations using the ABAQUS commercial 
software package (ABAQUS, 2010). Based on a rigorous 
parametric study, the simple equations for predi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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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uring the last two decades, high strength aluminum alloys 

have been widely and increasingly applied for marine 
structures including high-speed crafts and offshore structures 
due to their light weight and non-corrosive properties. Also, the 
energy absorption capacity per unit density of aluminium is high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steel. As part of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problem and to develop 
reliable design tools, it is important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material and structural dynamic behavior of structures 
made of aluminium alloys under extreme loadings. 

During its service life, marine structures are prone to be 

subjected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s arising from 
slamming, sloshing and green water. Among those, only the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 induced by slamming will 
be considered in this study. Even in a single storm, ships or 
offshore structures can be impacted due to slamming several 
times leaving permanent deflections over the impacted region 
and the repetition of these slam impact loads over time may 
then lead to the fatigue damage of structures. At the moment, 
no design guidance on the allowable permanent set due to 
slamming can be found.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estimate the permanent set for the more deliberate design of 
marine structures, especially for high-speed vessels against 
slamming.  

Nowadays, high-speed vessel designs strongly rely based 

on semi-empirical design methods provided by Det Norske 
Veritas (DNV, 2016),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2013), Germanischer Lloyd (GL, 2012) and other classification 
societies, the slamming impulsive pressure is assumed to be 
quasi-static neglecting its dynamic nature uniformly distributed 
on the bottom. The basis of this assumption is the short 
duration of the impulse comparing with the fundamental period 
of vibration of the impacted structure (Greenspon, 1956). At this 
juncture, a question can be raised whether the dynamic nature 
of the impulsive pressures can be neglected and treated in 
quasi-static manner. As indicated by DNV (2010), for practical 
design purposes, the problem of impact pressure actions in 
terms of structural behavior can be idealized within three 
domains: 

- Impulsive domain when td/Tn < 0.3  
- Dynamic domain when 0.3 ≤ td/Tn < 3 
- Quasi-static domain when 3 ≤ td/Tn, 

where td is the duration of impact loading and Tn is the 
fundamental period of vibration corresponding to the lowest 
natural frequency of the structure. It is inherent that the load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and applying theoretical models. In the past studies, the shape 
of pressure pulses were considered as rectangular, which do 
not resemble a typical slamming load time history. 

As mentioned earlier, the repetition i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marine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hen 
vessels get bigger and faster, actual slamming induced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s can cause local damage of 
its members becomes higher. Although the slamming 
problems considering single load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only few studies have been investigated on the effects 
of load repetition on the damage extents of impacted structures 

(Yuhara, 1975; Caradis & Stefanou, 1997; Shin et al. 2016; 
Mori & Nagai, 1976; Mori, 1977; Paik & Duran, 2004). Among 
them, in case of the steel structures, Yuhara (1975) performed 
the repeated wet drop tests on two clamped structural bow 
model made of 9 mm mild steel, and he found that the 
equivalent static pressure can be represented the impact 
pressure. The researcher then verified that the permanent 

deformations of the damaged panels in ship bow plating and 
other structural members are due to repeated wave impacts. 
Caridis and Stefanou (1997) numerically studied the effects of 
several load impacts on an unstiffened plate. The amplitude of 
the applied impulsive pressure was 1.5 times of the static 
collapse value of the plate. The permanent deflection was 
increased by about 40% after the 4th impact. Recently, Shin et 
al. (2016) conducted several repeated drop tests on 
unstiffened plates with various thicknesses at different drop 
heights. They concluded that the increment of the permanent 
set cannot be neglected and any dynamic approach need to 
be employed to consider this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for the structures fabricated from marine grade aluminium 
alloys, Mori and Nagai (1976), and Mori (1977) investigated the 
response of bottom plate due to slamming by performing the 
single and repeated wet drop tests on full and small scale 
model of the bottom plate of high-speed crafts, respectively 
and they also provided the theoretical studied using the finite 
strip method that well compared to test results. Regarding the 
other loadings applied on the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panels, there are several published studies on ultimate strength 
of aluminium structures. The available literature includes the 
studies on the structural response of aluminium plates and 
stiffened panels subjected to monotonically increasing extreme 
in-plane loads (Paik and Duran, 2004; Paik et al. 2007), as well 
as methods on predicting the progressive collapse of 
aluminium hull girders (Benson et al., 2013a). However, little 
effort has so far been taken with regard to the plastic damag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structures subjected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realistically induced by 
slamming. 

In this paper, response of plates mad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materials unde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was numerically studied. The 
repeated wet drop tests on stiffened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plates in the available literature were utilized to validate the 
present numerical simulations using the ABAQUS commercial 
software package (ABAQUS, 2010). Based on a rigorous 
parametric study, the simple equations for predi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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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deflection of plates due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are derived using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Additionally, the effect of the typical heat affected zone 
is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permanent 
deflections of plate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beginning 
of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hile later the total permanent 
set tended to have certain values regardless of impulse and 
aspect ratio. Nevertheless, it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the 
repetition of the impulsive pressures cannot be neglected in the 
marine structural design against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due to slamming. 

2. Brief description of repeated wet drop 
tests 

The repeated wet drop tests on two stiffened aluminium alloy 
plate conducted by Mori (1977) were utilized for substantiation 
of the current numerical analysis models. Two models have 
been fabricated using 5083-O aluminium alloy grade with 6 
mm thickness. The dimensions of two stiffened aluminium alloy 
plates together with measurement points of water pressure, 
strain and deflection are shown in Fig.1. Note that,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flexibility on the elastic responses, the cross 
sections of the stiffeners on each model were designed with 
different sizes. The model No. 1 is represented the bottom of 
high-speed crafts, while the model No. 2 is smaller than the 
model No. 1, implying equal to haft stiffener rigidity of model No. 
1.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ium alloy material of 
models are summarized in Table 1.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test model material 

Material Al 5083-O 

Yield strength, σY 

MPa 

134.4 

Young’s modulus, E 68700 

Hardening modulus, Eh 2750 

Poisson’s ratio, ν - 0.3 

 

 

Fig. 1 Geometry of the stiffened aluminium plates (Mori, 1977) 
Nineteen drop tests were repeated for the model No. 1 

changing the drop height from 0.3 m to 1.6 m and seven drop 
tests were repeated for the model No. 2 from 0.3 m to 1.0 m 
heights, as listed in Table 2. To measure the water pressure 
and strain of the models two pressure gauges (P1 and P2) and 
three strain gauges (S1, S2 and S3) as shown in Fig.1 were 
attached onto the models. From the pressure histories 
obtained from the tests (Mori, 1977),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ulses in terms of peak pressure and impulsive duration 
were identified as depicted in Table 2. Note that the strain 
gauge S3 located on mid length of the flange is not considered 
for model 2. The deflection of the models was recorded during 
each drop. The water pressures were recorded by P1 and P2. 
Here, these measured pressures were generally increased as 
the increasing drop height. However, a difference of pressures 
between P1 and P2 was decreased when drop height was 
increased. Also, the measured pressures were slightly 
decreased for the case of high drop height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ir layer (Mori, 1977), called the trapped air 
phenomenon. In addition, the duration of pressur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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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d was mostly the same for the different level of drop 
height, so in the numerical validation model, the pressure 
duration will be kept as constant value throughout impulses. 

The detailed experiment information can be found in Ref. (Mori, 
1977). The test results are summarized in Table 2 together 
with the current numerical analysis results.

 

Table 2 Test conditions and comparisons of numerical predictions and test results for permanent deflection 

Model 
Drop height 

[m] 
No. of 

repetition 
Impact 

Pressure 
[MPa] 

Impact duration 
[ms] 

Total deflection 
[mm] 

Xm 

Experiment Prediction Pred./Exp. 

D1 D2 D1 D2 D1 D2 

No. 1 

0.3 1 1 0.121 

10.269  

1.068 2.508 1.257 2.427 1.18 0.97 

0.4 2 
2 0.136 1.280 2.712 1.369 2.573 1.07 0.95 

3 0.216 1.280 2.712 1.468 2.711 1.15 1.00 

0.6 2 
4 0.240 1.924 4.076 2.047 3.646 1.06 0.89 

5 0.279 2.000 4.348 2.118 3.735 1.06 0.86 

0.8 3 

6 0.302 3.068 5.629 3.114 5.675 1.01 1.01 

7 0.302 3.136 5.773 3.177 5.745 1.01 1.00 

8 0.322 3.561 5.992 3.255 5.857 0.91 0.98 

0.9 2 
9 0.341 3.712 6.205 3.835 6.954 1.03 1.12 

10 0.322 3.773 6.636 3.904 7.043 1.03 1.06 

1.0 2 
11 0.341 3.848 7.068 4.009 7.229 1.04 1.02 

12 0.358 4.136 7.197 4.390 7.823 1.06 1.09 

1.1 2 
13 0.320 4.348 7.917 4.534 8.050 1.04 1.02 

14 0.358 4.561 8.697 4.540 8.059 1.00 0.93 

1.3 2 
15 0.333 4.856 8.977 4.543 8.064 0.94 0.90 

16 0.367 5.348 9.977 4.818 8.488 0.90 0.85 

1.5 2 
17 0.381 6.197 12.470 5.501 9.421 0.89 0.76 

18 0.396 8.053 14.811 5.773 9.852 0.72 0.67 

1.6 1 19 0.386 8.417 16.735 5.791 9.877 0.69 0.59 

No. 2 

0.3 2 
1 0.135 

11.786  

1.514 2.784 2.056 3.174 1.36 1.14 

2 0.139 1.764 2.932 2.061 3.181 1.17 1.08 

0.4 2 
3 0.148 1.973 3.649 2.111 3.249 1.07 0.89 

4 0.167 2.155 3.649 2.296 3.487 1.07 0.96 

0.6 1 5 0.244 3.257 5.493 3.700 5.516 1.14 1.00 

1.0 2 
6 0.260 6.682 11.041 6.542 9.296 0.98 0.84 

7 0.330 7.115 14.581 7.030 9.940 0.99 0.68 

 

3. Finite element modelling 
The extent of damage to the stiffened aluminium alloy plates 

obtained from the repeated wet drop tests were employed to 

substantiate the present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Here, 
the numerical computations were performed using the 
ABAQUS commercial software package (ABAQUS, 2010). 
Due to its symmetry condition, a quarter finite element model 
consisting of the plate model and support plates, as show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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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deflection of plates due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are derived using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Additionally, the effect of the typical heat affected zone 
is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permanent 
deflections of plate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beginning 
of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hile later the total permanent 
set tended to have certain values regardless of impulse and 
aspect ratio. Nevertheless, it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the 
repetition of the impulsive pressures cannot be neglec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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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s together with measurement points of water pressure, 
strain and deflection are shown in Fig.1. Note that,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flexibility on the elastic responses, the cross 
sections of the stiffeners on each model were designed with 
different sizes. The model No. 1 is represented the bottom of 
high-speed crafts, while the model No. 2 is smaller than the 
model No. 1, implying equal to haft stiffener rigidity of model No. 
1.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ium alloy material of 
models are summariz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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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y of the stiffened aluminium plates (Mori, 1977) 
Nineteen drop tests were repeated for the model No. 1 

changing the drop height from 0.3 m to 1.6 m and seven drop 
tests were repeated for the model No. 2 from 0.3 m to 1.0 m 
heights, as listed in Table 2. To measure the water pressure 
and strain of the models two pressure gauges (P1 and P2) and 
three strain gauges (S1, S2 and S3) as shown in Fig.1 were 
attached onto the models. From the pressure histories 
obtained from the tests (Mori, 1977),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ulses in terms of peak pressure and impulsive duration 
were identified as depicted in Table 2. Note that the strain 
gauge S3 located on mid length of the flange is not considered 
for model 2. The deflection of the models was recorded during 
each drop. The water pressures were recorded by P1 and P2. 
Here, these measured pressures were generally increased as 
the increasing drop height. However, a difference of pressures 
between P1 and P2 was decreased when drop height was 
increased. Also, the measured pressures were slightly 
decreased for the case of high drop height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ir layer (Mori, 1977), called the trapped air 
phenomenon. In addition, the duration of pressur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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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302 3.136 5.773 3.177 5.745 1.01 1.00 

8 0.322 3.561 5.992 3.255 5.857 0.91 0.98 

0.9 2 
9 0.341 3.712 6.205 3.835 6.954 1.03 1.12 

10 0.322 3.773 6.636 3.904 7.043 1.03 1.06 

1.0 2 
11 0.341 3.848 7.068 4.009 7.229 1.04 1.02 

12 0.358 4.136 7.197 4.390 7.823 1.06 1.09 

1.1 2 
13 0.320 4.348 7.917 4.534 8.050 1.04 1.02 

14 0.358 4.561 8.697 4.540 8.059 1.00 0.93 

1.3 2 
15 0.333 4.856 8.977 4.543 8.064 0.94 0.90 

16 0.367 5.348 9.977 4.818 8.488 0.90 0.85 

1.5 2 
17 0.381 6.197 12.470 5.501 9.421 0.89 0.76 

18 0.396 8.053 14.811 5.773 9.852 0.72 0.67 

1.6 1 19 0.386 8.417 16.735 5.791 9.877 0.69 0.59 

No. 2 

0.3 2 
1 0.135 

11.786  

1.514 2.784 2.056 3.174 1.36 1.14 

2 0.139 1.764 2.932 2.061 3.181 1.17 1.08 

0.4 2 
3 0.148 1.973 3.649 2.111 3.249 1.07 0.89 

4 0.167 2.155 3.649 2.296 3.487 1.07 0.96 

0.6 1 5 0.244 3.257 5.493 3.700 5.516 1.14 1.00 

1.0 2 
6 0.260 6.682 11.041 6.542 9.296 0.98 0.84 

7 0.330 7.115 14.581 7.030 9.940 0.99 0.68 

 

3. Finite element modelling 
The extent of damage to the stiffened aluminium alloy plates 

obtained from the repeated wet drop tests were employed to 

substantiate the present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Here, 
the numerical computations were performed using the 
ABAQUS commercial software package (ABAQUS, 2010). 
Due to its symmetry condition, a quarter finite element model 
consisting of the plate model and support plates, as show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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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was considered to save the computation time. 

3.1 Element and contact definition 

Every component of the stiffened plate model and support 
plates (see Fig. 2) was meshed with four-node shell element 
S4R from the ABAQUS element library. Five integration points 
were used through the thickness and default hourglass 
controls for this element. To consider computational efficiency 
and accuracy, convergence tests on different mesh sizes were 
performed. The chosen mesh sizes for the plate model and 
support plates are approximately 5 x 5 mm and 10 x 10 mm, 
respectively; these were is evaluated according to their ability to 

predict the experimental permanent deflection and deformation 
shape. 

The “surface-to-surface contact” option from the ABAQUS 
contact library was selected for representing the contact 
between the plate model and the support plates. The penalty 
and “hard” contact methods were used to define the tangential 
and normal interaction behavior of any possible self-contact 
among the model parts during impacts. The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the plate model and the support plates was set at 0.2, 
as proposed by Villavicencio and Guedes Soares (2011).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the test model (a quarter) 

 

3.2 Definition of material properties 

To properly represent the material of the test model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of the models provided by 
Mori (1977) were used in the current numerical models. In the 

analysis, a simple power-law expression for a true stress–strain 
relation, proposed by Park and Cho (2006) with an isotropic 
hardening model, was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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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σtr is the true stress corresponding to equivalent 
plastic strain εp, σY is the yield strength, E is the Young’s 

modulus and Eh is the hardening or second modulus, as given 
in Table 1. The true stress and plastic strain curve applied in 
the numerical model is shown in Fig. 3. 

It is known that due to its insensitivity of strain rate of 
aluminium alloys for dynamic loading as high velocity impacts 
(Jones, 1989) no consideration of strain rate was given on the 
numerical modelling of the rate-dependent material behavior of 
Al 5083-O in this study. Also, the experimental study recently 
conducted by Park et al. (2015) confirmed this fact again. 

0 

 

Fig. 3 True stress–plastic strain curves for Al 5083–O base 
material and HAZ 

3.3 Boundary conditions 

The four edges of the support plate were restrained, as 
shown for the experimental boundary conditions. To simplify 
the bolt connections, the tie constraint with beam elements was 
applied to model the bolt fastening between the plate model 
and the support plates. However, the ends of stiffeners were 
free in all degree of freedom except for translation in the 
x-direction. The boundary conditions applied in the quarter 
numerical models are shown in Fig. 2. 

3.4 Heat affected zone  

Due to fusion welding fabrication of the test models, the heat 
affected zone (HAZ) should be consider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s. The act of fusion welding on aluminium plates 
results in an important phenomenon known as HAZ. Since the 
heat caused the area adjacent to the weld to be slightly 
annealed, a considerable loss in strength was observed. In this 
study, the adverse effect of the HAZ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ium alloys in the welded areas was 
assumed as a parameter of influence and included in the 
numerical modelling of the tested plate models. 

For purpose of simplicity, the strength loss is usually 
assumed to be uniform in the HAZ and the yield strength in the 
HAZ can be approximated by a knock down factor. Following 
Ref. (Benson et al. 2013b), in the present study, a strength 
knockdown factor of 0.67 was also simply applied for Al 5083–
O. The knockdown factor was applied not only to the yield 
strength, but also the entire true stress–plastic strain curve of Al 
5083–O. The assumption here is that the strain hardening 

characteristics of Al 5083–O are maintained in the HAZ. The 
true stress–plastic strain curve for the HAZ is shown in Fig. 3 
and including the one without the HAZ effects for comparison. 
The width of the HAZ was taken to be 25 mm for this study 
following results from the experiments conducted by Zha and 
Moan (2001) and Paik and Duran (2004), and numerical 
investigations by many researchers (Kristensen, 2001; Rigo et 
al. 2001; Khedmati et al. 2009, 2014) regardless of the plate 
dimensions. The locations for the HAZ was at boundaries, as 
shown in Fig. 2. Also, since residual stresses caused by 
welding, the welding residual stresses were necessarily 
introduced in the numerical plate model. It was assumed that 
across the HAZ width of 25 mm, the tensile residual stress 
equal to the yield strength of the HAZ material exists (Benson 
et al. 2013b; Khedmati et al. 2009; Paik et al. 2008).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rresponding compressive residual stress 
was then determined by demanding equilibrium of internal 
forces. 

3.5 Simplification of pressure history and scenario of 

repeated loadings 

The actual slamming pressure provided by Mori (1977) was 
idealized as triangular pressure pulse with linear rise and decay 
characterized by peak pressure value and peak duration (see 
Fig. 4), as proposed by Jones (1973) and also confirmed by 
Cho et al. (2011). Note that because the actual duration of 
peak part of impulse induced by slamming was greater than 
the fundamental period of impacted plate (Mori, 1977),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s of tail part on the extent of damage 
can be negligible. Here, the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are simulated by repeatedly performing calculations. 
After each triangular pressure pulse, the simulation of artificial 
material damping is introduced into the model using the 
Rayleigh damping model to overcome the elastic vibrations 
caused by impulsive pressure, which quickly approach a static 
equilibrium state. The next impulse is then applied to the plate 
to simulate later impa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mpulses 
were assumed to be uniformly distributed over the entire 
surface of the stiffened plate. In each of the restarted analyses, 
deformed shape, residual stresses, and strain in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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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was considered to save the computation time. 

3.1 Element and contact definition 

Every component of the stiffened plate model and support 
plates (see Fig. 2) was meshed with four-node shell element 
S4R from the ABAQUS element library. Five integration points 
were used through the thickness and default hourglass 
controls for this element. To consider computational efficiency 
and accuracy, convergence tests on different mesh sizes were 
performed. The chosen mesh sizes for the plate model and 
support plates are approximately 5 x 5 mm and 10 x 10 mm, 
respectively; these were is evaluated according to their ability to 

predict the experimental permanent deflection and deformation 
shape. 

The “surface-to-surface contact” option from the ABAQUS 
contact library was selected for representing the contact 
between the plate model and the support plates. The penalty 
and “hard” contact methods were used to define the tangential 
and normal interaction behavior of any possible self-contact 
among the model parts during impacts. The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the plate model and the support plates was set at 0.2, 
as proposed by Villavicencio and Guedes Soares (2011).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the test model (a quarter) 

 

3.2 Definition of material properties 

To properly represent the material of the test model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of the models provided by 
Mori (1977) were used in the current numerical models. In the 

analysis, a simple power-law expression for a true stress–strain 
relation, proposed by Park and Cho (2006) with an isotropic 
hardening model, was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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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σtr is the true stress corresponding to equivalent 
plastic strain εp, σY is the yield strength, E is the Young’s 

modulus and Eh is the hardening or second modulus, as given 
in Table 1. The true stress and plastic strain curve applied in 
the numerical model is shown in Fig. 3. 

It is known that due to its insensitivity of strain rate of 
aluminium alloys for dynamic loading as high velocity impacts 
(Jones, 1989) no consideration of strain rate was given on the 
numerical modelling of the rate-dependent material behavior of 
Al 5083-O in this study. Also, the experimental study recently 
conducted by Park et al. (2015) confirmed this fac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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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ue stress–plastic strain curves for Al 5083–O base 
material and HAZ 

3.3 Boundary conditions 

The four edges of the support plate were restrained, as 
shown for the experimental boundary conditions. To simplify 
the bolt connections, the tie constraint with beam elements was 
applied to model the bolt fastening between the plate model 
and the support plates. However, the ends of stiffeners were 
free in all degree of freedom except for translation in the 
x-direction. The boundary conditions applied in the quarter 
numerical models are shown in Fig. 2. 

3.4 Heat affected zone  

Due to fusion welding fabrication of the test models, the heat 
affected zone (HAZ) should be consider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s. The act of fusion welding on aluminium plates 
results in an important phenomenon known as HAZ. Since the 
heat caused the area adjacent to the weld to be slightly 
annealed, a considerable loss in strength was observed. In this 
study, the adverse effect of the HAZ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ium alloys in the welded areas was 
assumed as a parameter of influence and included in the 
numerical modelling of the tested plate models. 

For purpose of simplicity, the strength loss is usually 
assumed to be uniform in the HAZ and the yield strength in the 
HAZ can be approximated by a knock down factor. Following 
Ref. (Benson et al. 2013b), in the present study, a strength 
knockdown factor of 0.67 was also simply applied for Al 5083–
O. The knockdown factor was applied not only to the yield 
strength, but also the entire true stress–plastic strain curve of Al 
5083–O. The assumption here is that the strain hardening 

characteristics of Al 5083–O are maintained in the HAZ. The 
true stress–plastic strain curve for the HAZ is shown in Fig. 3 
and including the one without the HAZ effects for comparison. 
The width of the HAZ was taken to be 25 mm for this study 
following results from the experiments conducted by Zha and 
Moan (2001) and Paik and Duran (2004), and numerical 
investigations by many researchers (Kristensen, 2001; Rigo et 
al. 2001; Khedmati et al. 2009, 2014) regardless of the plate 
dimensions. The locations for the HAZ was at boundaries, as 
shown in Fig. 2. Also, since residual stresses caused by 
welding, the welding residual stresses were necessarily 
introduced in the numerical plate model. It was assumed that 
across the HAZ width of 25 mm, the tensile residual stress 
equal to the yield strength of the HAZ material exists (Benson 
et al. 2013b; Khedmati et al. 2009; Paik et al. 2008).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rresponding compressive residual stress 
was then determined by demanding equilibrium of internal 
forces. 

3.5 Simplification of pressure history and scenario of 

repeated loadings 

The actual slamming pressure provided by Mori (1977) was 
idealized as triangular pressure pulse with linear rise and decay 
characterized by peak pressure value and peak duration (see 
Fig. 4), as proposed by Jones (1973) and also confirmed by 
Cho et al. (2011). Note that because the actual duration of 
peak part of impulse induced by slamming was greater than 
the fundamental period of impacted plate (Mori, 1977),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s of tail part on the extent of damage 
can be negligible. Here, the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are simulated by repeatedly performing calculations. 
After each triangular pressure pulse, the simulation of artificial 
material damping is introduced into the model using the 
Rayleigh damping model to overcome the elastic vibrations 
caused by impulsive pressure, which quickly approach a static 
equilibrium state. The next impulse is then applied to the plate 
to simulate later impa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mpulses 
were assumed to be uniformly distributed over the entire 
surface of the stiffened plate. In each of the restarted analyses, 
deformed shape, residual stresses, and strain in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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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ue to the previous impulse are preserved using 
multiple steps in ABAQUS/Explicit (ABAQUS, 2010). 

 

 

Fig. 4 Idealized load profile applied for validation of numerical 
simulation 

 
(a) model No. 1 

 
(b) model No. 2 

Fig. 5 Permanent deflection of the tested models against the 
number of impacts 

3.6 Validation of numerical analysis model 

The numerical analysis model is validated by comparing the 
numerical results with available slamming test results 
mentioned in the section 2. Note that the simulations of the 
tests were, so far performed using the measured pressure 

histories. The permanent sets at mid-length of the flange of the 
stiffeners and the center of the plate, denoted as D1 and D2, 
respectively were used as the basis for assessing the accuracy 
of numerical predictions. The results together with test 
conditions are shown in Table 1. The evolution of the 
permanent deflection numerically obtained compared to test 
results was also plotted in Fig. 5. From Table 1 and Fig. 5, it is 
evident that the numerical predictions are quite fairly to the 
experimental results. Except the first impact for D1 and last 
three impact for D2 of the model No. 1 and the first impact for 
D1 and last two impact for D2 of model No. 2, the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is less 
than 10%. The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obtained is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impacts, and the increment of deflection is decreased as well 
considering the case of the same pressure applied. However, 
there are discrepancies in predicted and experimentally 
obtained values for last three impact of the model No.1 on both 
D1 and D2 and for last two impacts of model No.2 on D2. 
General and possible sources of errors may be partly attributed 
to the idealization of load time history in the numerical 
simulations, non-uniform distribution of applied pressure on the 
test model surfaces during the tests and anisotropic material 
properties, which was induced due to rolling of plates during 
manufacturing. In general, considering the large uncertainties in 
slamming tests comparing with those of static tes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is reasonably accurate and reliable. Therefore, a rigorous 
parametric study based on the validated model will be 
performed in the next part of this paper. 

4. Parametric study 
After the validation of numerical analysis model, the validated 

model was employed to perform rigorous case studies to 
examine the effect of changing in impulse in terms of peak 
pressure and load duration, the profile of triangular pulse and 
aspect ratio as well.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hen for 
simplification of the impulsive pressure history of slamming. 
The HAZ with the assumption mentioned in the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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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s also applied to four edges of the fully clamped plate, 
as illustrated in Fig. 6, where HAZ pattern representing the 
welding method used for 5xxx series of flat plate sheet 
(Benson et al. 2013b). Such database can be useful for the 
structural designer in deriving a design formulation to predict 
the extents of damage to aluminium alloy plates from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Fig. 6 HAZ location in fully clamped plates applied in the current 
numerical models 

4.1 Plate models and material properties 

Based on the full scale tested model No. 1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a base unstiffened plate model of dimensions 
738 x 246 x 6 mm was selected. Note that the breadth of 246 
mm is kept as the same with the plating between two stiffeners 
of the tested aluminium plates (see Fig. 1), while the length of 
three times the breadth of the plate to yield a plate slenderness 
ratio, β value of 1.8, which is a typical value observed in 
practical design. The following equation gives slenderness 
ratio, 

Yb
t E


   (2) 

where b is the plate breadth, t is the plate thickness, E is the 
Young’s modulus and σY is the yield strength of the plate.  

In the parametric study, the plate length, a, was varied to 
obtain different plate aspect ratios, while the plate breadth, b, 
was kept as constant. This implies the same slenderness ratio, 
b, is considered for all plate models. Here, three different 
aspect ratio, a/b values of 2, 3 and 4 were used to generate the 
new plate models. It should be noted that only rectangular 
plate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fully clamped 
boundary conditions representing the typical case of loading on 
a stiffened panel were considered. It is obvious that due to the 
deformation of adjacent plates, the rotations of the plate will be 
fully restrained at the stiffeners. To realistically represent 

materials commonly used to fabricate the marine panels, the 
material of Al 5083-O which is the same with the Mori’s model 
(1977) was considered in the parametric study. Note that the 
strain rate effect was not considered in the current simulations 
due to the insensitivity of strain rate of aluminium alloys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The dimensions and other 
parameters calculated below were summarized in Table 3. 

 
Table 3 Dimensions and other corresponding parameters 
calculated using Eqs. (3~6) for the parametric study 
Plate No. 1 2 3 

Thickness, t 
[mm] 

6 

Aspect ratio, a/b 2 3 4 

Dimension, a x b 
[mm] 

492 x 246 738 x 246 984 x 246 

Fundamental period, Tn 
[ms] 

1.651 1.751 1.782 

Static collapse pressure, 
Pc 
[MPa] 

0.736 0.671 0.640 

 

4.2 Load characteristics 

Similar to validation simulation mentioned, here the load was 
assumed to be uniformly distributed over the entire surface of 
the plate. For single impulsive pressure loading, the effect of 
rising time before reaching the peak pressure, Pp and the type 
of decay on the response of plate was found to be negligible 
(Paik et al. 2004; Cho et al. 2012). However, this statement has 
not yet confirmed fo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Therefore,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profile of 
triangular pressure pulse on response of plates, two typical 
profiles of impulsive pressure pulses with same peak value 
were accessed (1) zero rising time with linear decaying time 
denoting as “0tri”, (2) equal rising and decaying time denoting 
as “0.5tri” (isosceles triangular). The considered time histories 
of dynamic pressure loading, as shown in Fig. 7, was idealized 
as triangular pressure pulses based on actual pressure 
induced by slamming. These load idealizations are 
characterized by two parameters, namely, the peak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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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ue to the previous impulse are preserved using 
multiple steps in ABAQUS/Explicit (ABAQU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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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impacts 

3.6 Validation of numerical analysis model 

The numerical analysis model is validated by comparing the 
numerical results with available slamming test results 
mentioned in the section 2. Note that the simulations of the 
tests were, so far performed using the measured pressure 

histories. The permanent sets at mid-length of the flange of the 
stiffeners and the center of the plate, denoted as D1 and D2, 
respectively were used as the basis for assessing the accuracy 
of numerical predictions. The results together with test 
conditions are shown in Table 1. The evolution of the 
permanent deflection numerically obtained compared to test 
results was also plotted in Fig. 5. From Table 1 and Fig. 5, it is 
evident that the numerical predictions are quite fairly to the 
experimental results. Except the first impact for D1 and last 
three impact for D2 of the model No. 1 and the first impact for 
D1 and last two impact for D2 of model No. 2, the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is less 
than 10%. The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obtained is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impacts, and the increment of deflection is decreased as well 
considering the case of the same pressure applied. However, 
there are discrepancies in predicted and experimentally 
obtained values for last three impact of the model No.1 on both 
D1 and D2 and for last two impacts of model No.2 on D2. 
General and possible sources of errors may be partly attributed 
to the idealization of load time history in the numerical 
simulations, non-uniform distribution of applied pressure on the 
test model surfaces during the tests and anisotropic material 
properties, which was induced due to rolling of plates during 
manufacturing. In general, considering the large uncertainties in 
slamming tests comparing with those of static tes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is reasonably accurate and reliable. Therefore, a rigorous 
parametric study based on the validated model will be 
performed in the next part of this paper. 

4. Parametric study 
After the validation of numerical analysis model, the validated 

model was employed to perform rigorous case studies to 
examine the effect of changing in impulse in terms of peak 
pressure and load duration, the profile of triangular pulse and 
aspect ratio as well.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hen for 
simplification of the impulsive pressure history of slamming. 
The HAZ with the assumption mentioned in the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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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s also applied to four edges of the fully clamped plate, 
as illustrated in Fig. 6, where HAZ pattern representing the 
welding method used for 5xxx series of flat plate sheet 
(Benson et al. 2013b). Such database can be useful for the 
structural designer in deriving a design formulation to predict 
the extents of damage to aluminium alloy plates from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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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models 

4.1 Plate models and material properties 

Based on the full scale tested model No. 1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a base unstiffened plate model of dimensions 
738 x 246 x 6 mm was selected. Note that the breadth of 246 
mm is kept as the same with the plating between two stiffeners 
of the tested aluminium plates (see Fig. 1), while the length of 
three times the breadth of the plate to yield a plate slenderness 
ratio, β value of 1.8, which is a typical value observed in 
practical design. The following equation gives slendernes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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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b is the plate breadth, t is the plate thickness, E is the 
Young’s modulus and σY is the yield strength of the plate.  

In the parametric study, the plate length, a, was varied to 
obtain different plate aspect ratios, while the plate breadth, b, 
was kept as constant. This implies the same slenderness ratio, 
b, is considered for all plate models. Here, three different 
aspect ratio, a/b values of 2, 3 and 4 were used to generate the 
new plate models. It should be noted that only rectangular 
plate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fully clamped 
boundary conditions representing the typical case of loading on 
a stiffened panel were considered. It is obvious that due to the 
deformation of adjacent plates, the rotations of the plate will be 
fully restrained at the stiffeners. To realistically represent 

materials commonly used to fabricate the marine panels, the 
material of Al 5083-O which is the same with the Mori’s model 
(1977) was considered in the parametric study. Note that the 
strain rate effect was not considered in the current simulations 
due to the insensitivity of strain rate of aluminium alloys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The dimensions and other 
parameters calculated below were summarized in Table 3. 

 
Table 3 Dimensions and other corresponding parameters 
calculated using Eqs. (3~6) for the parametric study 
Plate No. 1 2 3 

Thickness, t 
[mm] 

6 

Aspect ratio, a/b 2 3 4 

Dimension, a x b 
[mm] 

492 x 246 738 x 246 984 x 246 

Fundamental period, Tn 
[ms] 

1.651 1.751 1.782 

Static collapse pressure, 
Pc 
[MPa] 

0.736 0.671 0.640 

 

4.2 Load characteristics 

Similar to validation simulation mentioned, here the load was 
assumed to be uniformly distributed over the entire surface of 
the plate. For single impulsive pressure loading, the effect of 
rising time before reaching the peak pressure, Pp and the type 
of decay on the response of plate was found to be negligible 
(Paik et al. 2004; Cho et al. 2012). However, this statement has 
not yet confirmed fo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Therefore,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profile of 
triangular pressure pulse on response of plates, two typical 
profiles of impulsive pressure pulses with same peak value 
were accessed (1) zero rising time with linear decaying time 
denoting as “0tri”, (2) equal rising and decaying time denoting 
as “0.5tri” (isosceles triangular). The considered time histories 
of dynamic pressure loading, as shown in Fig. 7, was idealized 
as triangular pressure pulses based on actual pressure 
induced by slamming. These load idealizations are 
characterized by two parameters, namely, the peak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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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and the duration of the loading, td. Note that ten impacts 
repeatedly with the same impulse are performed in this 
parametric study. 

 
Fig. 7 Idealized slamming load profile applied for parametric 
study 

4.2.1 Peak pressure 

To achieve severe damage, the peak pressure value often 
approaches two to three times the static collapse pressure 
loads, Pc, of the plates (Paik, 2006). In this study, the upper 
bound solutions for static collapse pressure of fully clamped 
plates provided by Jones (1989) were util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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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fully plastic bending moment per unit width of plate, 
Mp is given by 

2

4
Y

p
tM  

  (4) 

In the parametric studies, the following five values were 
selected for fully clamped plates: Pp/Pc = 1.5, 2, 2.5 and 3. 
These selected Pp/Pc values are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result in typically normalized permanent deflection, wp/t, in the 
order of 1 to 4, along with no ductile fracture in the mode of 
tensile tearing at supports or transverse shear failure occurs. In 
other words, only accumulated plastic deformations of plate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4.2.2 Pressure pulse duration 

The pressure duration was considered to be in the dynamic 
domain and in the transition between dynamic, and quasi-static 

domains is added for comparison. The normalized time 
parameter td/Tn was selected within the range of 0.3 to 4 and 
having the following seven values: td/Tn = 0.3, 0.6, 0.9, 1.2, 2.5, 
3 and 4. Note that Tn is the fundamental period of vibration of 
the plate and was determined using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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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f is the fundamental frequency of plate and calculated 
using Eq. 6 proposed by Sinh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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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rametric study results and 
discussion 

The typical permanently deformed shape shown in Fig. 8 
reveal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response of plates 
under repeated dynamic pressure loadings. Fig. 8 shows that 
deformation occurs at the mid region of the plate at first 
impulsive then occurs near the boundary at the subsequent 
impulses. The progressed damaged modes indicate that all the 
models deformed due to the remarkable impulsive increasing 
during the subsequent impulses. However, the permanent 
deflection of the plate is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impacts 
and it tends to approach a stationary state. It is clearly seen that 
at the beginning the deflection is significant while later it 
converges to a certain value, as depicted in Fig. 8. In other 
word, the increment of deflection is decreased when the plate 
is repeatedly impacted regardless of the plate aspect ratio, the 
HAZ effect, impulse and profile of triangular pressure pulse. 
The evolution of deflection against the number of impacts and 
deflection time histories were plotted to present these 
responses of all plates considered in this study under ten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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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ypical permanently deformed shape of plate under 
repeated impulsive loadings 

5.1 Effect of aspect ratio 

The clamped plate without HAZ wa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spect ratio on the extent of damages of the plate 
under ten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ith “0tri” 
impulsive profile. The evolution of permanent deflection for 
different plate aspect ratios against the number of impacts is 
shown in Fig. 9. It can be seen from the figure that in dynamic 
domain, the tendencies of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s 
throughout ten impacts were nearly the same regardless plate 
aspect ratio values, but that was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other for the case in quasi-static domain.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except for the case of peak pressure of 
1.5 times collapse pressure, the increment of deflection was 
mostly the same for different plate aspect ratios independent 
on peak pressure and load duration. In addition, the deflection 
evolution of plate is slightly increased when both the plate 
aspect ratio and impulse loading are decreased with the 
number of impacts, as illustrated in Fig.9. 

 

 
Fig. 9 Variation of normalized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 for 
various cases (denoting, for example, 0.3Tn1.5Pc_4as means 
that td=0.3Tn, Pp=1.5Pc and 4 aspect ratio) 

5.2 Effect of pulse profile 

Nex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riangular pulse profile on the 
extent of damages of plate under ten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the clamped plate having a typical aspect 
ratio of 3 and without HAZ was employed. The evolution of 
permanent deflection for two profiles of triangular pulse against 
the number of impacts are shown in Fig. 10, where the 
deflection is dimensionless by the plate thickness. As seen 
from the figure that in the short load duration within a range of 
0.3 to 0.6 times fundamental period of plate, the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s is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impacts 
regardless type of triangular pulse and peak pressure, but 
except for several first impacts, the permanent deflection was 
the same for both triangular pulses, the increment of deflect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peak pressure increased.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except for the case of load 
duration out of a range of 0.3 to 0.6 times fundamental period 
of plate, the increment of deflection was zero, implying that no 
more deflection of plated was observed under second impact 
for “0.5tri” triangular pulse, indicating response of plate 
subjected to repeated quasi-static loadings. In addition, unlike 

the case of “0tri” triangular pulse in which the higher impulse 
results in the larger deflection of the plate, the deflection of the 
plate is remarkably reduced when load duration are longer 
than 0.6 times fundamental period of the plate for the case of 
“0.5tri” triangular pulse, as illustrated in Fi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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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and the duration of the loading, td. Note that ten impacts 
repeatedly with the same impulse are performed in this 
parametric study. 

 
Fig. 7 Idealized slamming load profile applied for parametric 
study 

4.2.1 Peak pressure 

To achieve severe damage, the peak pressure value often 
approaches two to three times the static collaps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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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rametric studies, the following five values were 
selected for fully clamped plates: Pp/Pc = 1.5, 2, 2.5 and 3. 
These selected Pp/Pc values are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result in typically normalized permanent deflection, wp/t, in the 
order of 1 to 4, along with no ductile fracture in the mode of 
tensile tearing at supports or transverse shear failure occurs. In 
other words, only accumulated plastic deformations of plate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4.2.2 Pressure pulse duration 

The pressure duration was considered to be in the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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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td/Tn was selected within the range of 0.3 to 4 and 
having the following seven values: td/Tn = 0.3, 0.6, 0.9, 1.2, 2.5, 
3 and 4. Note that Tn is the fundamental period of vibration of 
the plate and was determined using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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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tends to approach a stationary state. It is clearly seen that 
at the beginning the deflection is significant while later it 
converges to a certain value, as depicted in Fig. 8. In other 
word, the increment of deflection is decreased when the plate 
is repeatedly impacted regardless of the plate aspect ratio, the 
HAZ effect, impulse and profile of triangular pressure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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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3 and without HAZ was employed. The evol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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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impacts are shown in Fig. 10, where the 
deflection is dimensionless by the plate thickness. As seen 
from the figure that in the short load duration within a r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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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type of triangular pulse and peak pressure, but 
except for several first impacts, the permanent deflection was 
the same for both triangular pulses, the increment of deflect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peak pressure increased.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except for the case of load 
duration out of a range of 0.3 to 0.6 times fundamental period 
of plate, the increment of deflection was zero, implying that no 
more deflection of plated was observed under second impact 
for “0.5tri” triangular pulse, indicating response of plate 
subjected to repeated quasi-static loadings. In addition, unlike 

the case of “0tri” triangular pulse in which the higher impulse 
results in the larger deflection of the plate, the deflection of the 
plate is remarkably reduced when load duration are longer 
than 0.6 times fundamental period of the plate for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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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of normalized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 for 
two different impulsive profile cases 

5.3 Effect of load duration and peak pressure 

The clamped plate having an aspect ratio of 3 and without 
HAZ was employed to next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ad 
duration and peak pressure on the extent of damages of the 
plate under ten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ith “0tri” 
impulsive profile. As seen in Fig. 11, when the duration of 
impact increased, there are less oscillations in the curves. 
However, even when td/Tn (≥3) is in quasi-static domain, the 
oscillations do not cease not only for the first impact which was 
also mentioned in Ref. (Cerik, 2016), but also for repeated 
impacts.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increment of deflection of 
the plat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or the higher load 
duration is applied. In other word, for the case in quasi-static 
domain, the permanent set of plate appears to be unchanged 
even more load is applied. However, there was slight increase 
in permanent set of the plate under repeatedly impulses, with 
its duration equating to four times of the plate’s natural period. 
Therefore, the impulse duration in dynamic domain proposed 
by DNV (2010) appears to consider as longer than three times 
plate’s natural period. It can be said that when the impulse 
duration time is longer than that of the plate’s natural period, is 

in quasi-static domain, the pressure amplitude is the only 
design parameter for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 addition,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oscillations 
decreased when peak pressure, Pp increased. This can be 
related to the decrease of elastic strain energy relative to the 
total absorbed energy, as load magnitude was increased. As 
expected, the permanent set of the plate was increased when 
the plate is loaded with higher impulses. 

 
Fig. 11 Deflection time histories of plate having aspect ratio of 3 
for various cases 

5.4 Effect of heat affected zone 

In addition to the effect of impulses, the effect of HAZ with the 
assumption as described in the sub-section 3.4 on the extent of 
damages of plate under ten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s also assessed. Here, the clamped plate having 
aspect ratio of 3 subjected to “0tri” impulsive profile was 

employed as a reference model. Fig. 12 shows the variation of 
normalized permanent deflection against the number of 
impacts of the plate with HAZ and without HAZ.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ecrease in resistance of plate 
showing increasing in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 impulsively 
loaded with HAZ regardless peak pressure and load duration 
and the number of impacts as well. However, it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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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increase in the permanent deflection due to the HAZ is 
decreased when the plate is impacted repeatedly. Considering 
the plastic collapse mechanism of a fully clamped rectangular 
plate, whereby plastic hinges developed at the four edges of 
the plate, the reduced yield strength in the HAZ would be 
significantly affected to the response of the plates subjected to 
impulsive pressure loadings. Consequently, the HAZ reduced 
the resistance to these loads and less energy can be absorbed 
by the plate. Note that the increase of permanent set due to the 
HAZ effects can be associated with the assumed strength 
knockdown factor of 0.67; however, this knockdown factor 
could b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aluminium 
alloys and its welding metho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AZ may limit the ductile membrane deformation of the plates 
and result in failure earlier than it is assumed without HAZ in 
this study. 

 

 
Fig. 12 Variation of normalized permanent deflection against 
number of impacts of the plate w/ and w/o HAZ effects 

6. Closed-form equations for prediction 
of damage evolution 

For more deliberate design of marine structures,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estimate the damage evolution against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In 
the available literature, there are many studies focusing on 
estimation of permanent set of plates due to single impulse, 
while during service life of marine structures, single impulse 
may not be likely representation of realistic slam loads acting 
on structures. However, no existing formulation is applicable to 
predict the damage evolution of structures caused by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t is decided to derive a design formulation for predicting the 
evolution of damage to plates from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Prior to deriving the 
design formulation, the tendencies of non-dimensional design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rigorous 
parametric studies performed, as shown in Figs. 9, 10, 12 and 
13. The non-dimensional parameters chosen are the aspect 
ratio, a/b, peak pressure, Pp/Pc, peak duration, td/Tn and impact 
numbers, N. As seen in the figures, the extents of damage are 
monotonical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non-dimensional 
design parameters except for the peak duration and number of 
impacts. When the peak durations and impact numbers 
increased, the extents of damage tended to have certain 
values. The form of the equation for prediction of permanent 
set can be then selected. As observed by Cho et al. (2011), the 
following equation as a basis form provides a good fit for the 
variation of the permanent with td/Tn and N. Additionally, the 
other two parameters (Pp/Pc and a/b) can be considered as 
modification factors for thi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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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ffect of load duration and peak pressure 

The clamped plate having an aspect ratio of 3 and without 
HAZ was employed to next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ad 
duration and peak pressure on the extent of damages of the 
plate under ten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ith “0tri” 
impulsive profile. As seen in Fig. 11, when the duration of 
impact increased, there are less oscillations in the curves. 
However, even when td/Tn (≥3) is in quasi-static domain, the 
oscillations do not cease not only for the first impact which was 
also mentioned in Ref. (Cerik, 2016), but also for repeated 
impacts.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increment of deflection of 
the plat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or the higher load 
duration is applied. In other word, for the case in quasi-static 
domain, the permanent set of plate appears to be unchanged 
even more load is applied. However, there was slight increase 
in permanent set of the plate under repeatedly impulses, with 
its duration equating to four times of the plate’s natural period. 
Therefore, the impulse duration in dynamic domain proposed 
by DNV (2010) appears to consider as longer than three times 
plate’s natural period. It can be said that when the impulse 
duration time is longer than that of the plate’s natural period, is 

in quasi-static domain, the pressure amplitude is the only 
design parameter for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 addition,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oscillations 
decreased when peak pressure, Pp increased. This can be 
related to the decrease of elastic strain energy relative to the 
total absorbed energy, as load magnitude was increased. As 
expected, the permanent set of the plate was increased when 
the plate is loaded with higher im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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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ariou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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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d as a reference model. Fig. 12 shows the variation of 
normalized permanent deflection against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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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ecrease in resistance of plate 
showing increasing in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 impul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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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increase in the permanent deflection due to the HAZ is 
decreased when the plate is impacted repeatedly. Considering 
the plastic collapse mechanism of a fully clamped rectangular 
plate, whereby plastic hinges developed at the four edges of 
the plate, the reduced yield strength in the HAZ would be 
significantly affected to the response of the plates subjected to 
impulsive pressure loadings. Consequently, the HAZ reduced 
the resistance to these loads and less energy can be absorbed 
by the plate. Note that the increase of permanent set due to the 
HAZ effects can be associated with the assumed strength 
knockdown factor of 0.67; however, this knockdown factor 
could b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aluminium 
alloys and its welding metho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AZ may limit the ductile membrane deformation of the plates 
and result in failure earlier than it is assumed without HAZ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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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deliberate design of marine structures,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estimate the damage evolution against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In 
the available literature, there are many studies focusing on 
estimation of permanent set of plates due to single impulse, 
while during service life of marine structures, single impulse 
may not be likely representation of realistic slam loads acting 
on structures. However, no existing formulation is applicable to 
predict the damage evolution of structures caused by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t is decided to derive a design formulation for predicting the 
evolution of damage to plates from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Prior to deriving the 
design formulation, the tendencies of non-dimensional design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rigorous 
parametric studies performed, as shown in Figs. 9, 10, 12 and 
13. The non-dimensional parameters chosen are the aspect 
ratio, a/b, peak pressure, Pp/Pc, peak duration, td/Tn and impact 
numbers, N. As seen in the figures, the extents of damage are 
monotonical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non-dimensional 
design parameters except for the peak duration and number of 
impacts. When the peak durations and impact numbers 
increased, the extents of damage tended to have certain 
values. The form of the equation for prediction of permanent 
set can be then selected. As observed by Cho et al. (2011), the 
following equation as a basis form provides a good fit for the 
variation of the permanent with td/Tn and N. Additionally, the 
other two parameters (Pp/Pc and a/b) can be considered as 
modification factors for thi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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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ndencies of damage extent of plates (w/o HAZ) 
against non-dimensional typical design parameters 

By performing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equations are derived, which predict the extents of damage to 
plates from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 induced by 
slamming when the peak pressure and peak duration of the 
impulse are provided. Note that only dynamic domain 
(0.3≤td/Tn<3) is considered in deriving the following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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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mean of 0.9998 and COV of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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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mean of 0.9998 and COV of 5.62%. 
 

Note that for all equations, the bias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predicted wp/t using the above equations to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After deriving design formulations,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skewness of the predictions against 
numerical results using the cross-validation charts, as shown in 
Fig. 14.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predictions using the 
proposed design formulation are acceptable.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ll equations there is a slight discrepancy when td/Tn is 
less than 0.5 throughout impact times and less than 0.6 for the 
firs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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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repeated wet drop tests conducted on 
stiffened plates by other researchers were utiliz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validation of the current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of plates under repeated impulsive loadings. The 
respons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rectangular plates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s was then numerically 
studied.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the HAZ were also 
taken into account. The validated model was then used for 
performing a rigorous parametric study to evaluate effects of a 
number of key parameters such as the peak pressure, impact 
duration and aspect ratio on the response of the alumnium 
plat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 When the wet drop tests were repeatedly performed at the 
same drop height, the increases of the permanent set of the 
impacted plate cannot be neglected. However, when the same 
quasi-static load is applied several times, the permanent set 
cannot be increased. 

- The numerical analyses results of the repeated impulsive 
pressure impacts show that at the beginning, the increases of 
the permanent set are significant, but later the total permanent 
set converges to a certain value regardless of the plate aspect 
ratio, the HAZ effect, impulse and profile of triangular pressure 
pulse. 

- In dynamic domain, the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s at 
the first three impacts was almost identical regardless plate 
aspect ratio, whereas that was clearly different from each other 
for the case in quasi-static domain. However, the increment of 
deflection was mostly the same for different plate aspect ratios 
independent on peak pressure and load duration. In addition, 
the deflection evolution of plate is slightly increased when both 
the plate aspect ratio and impulse loading are decreased. 

- For single impulsive load, the response of plate is 

insignificantly affected by profile of triangular pressure pulse, 
whereas for the case of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hich often induces by actual slamming during service life of 
vessels, the shape of pressure time history is considerably 
affected on the response of plates. Therefore, the realistic 
pressure time history raised from slamming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the structural design of marine vessels. 

- The effect of the HAZ on the boundaries of fully clamped 
plat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ecrease in resistance of plate showing 
increasing in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 impulsively loaded 
with HAZ regardless impulses and the number of impacts. 
However, it is observed that the increase in the permanent 
deflection due to the HAZ is decreased when the plate is 
impacted repeatedly. 

Using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extensive numerical 
simulations, simple yet accurate design formulae to predict the 
permanent set of plates due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were derived as function of a 
non-dimensional impulse parameter and the number of 
impacts. The derived simple formulae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structural 
design of marine structures, especially high-speed vessels 
unde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So far, the experimental data focusing on aluminium 
alloy panels unde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have 
rarely been conducted in the past. Hence, further experimental 
test results for impact response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plates are desirably required considering typical slamming load 
in addition to properties of heat affected zone due to fusion 
welding process. Moreover, further investigation appears to be 
necessary with respect to the effects of the strain hardening 
and strain rate hardening on the dynamic respons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plates unde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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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repeated wet drop tests conducted on 
stiffened plates by other researchers were utilized to provide 
information for validation of the current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of plates under repeated impulsive loadings. The 
respons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rectangular plates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s was then numerically 
studied.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the HAZ were also 
taken into account. The validated model was then used for 
performing a rigorous parametric study to evaluate effects of a 
number of key parameters such as the peak pressure, impact 
duration and aspect ratio on the response of the alumnium 
plat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 When the wet drop tests were repeatedly performed at the 
same drop height, the increases of the permanent set of the 
impacted plate cannot be neglected. However, when the same 
quasi-static load is applied several times, the permanent set 
cannot be increased. 

- The numerical analyses results of the repeated impulsive 
pressure impacts show that at the beginning, the increases of 
the permanent set are significant, but later the total permanent 
set converges to a certain value regardless of the plate aspect 
ratio, the HAZ effect, impulse and profile of triangular pressure 
pulse. 

- In dynamic domain, the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s at 
the first three impacts was almost identical regardless plate 
aspect ratio, whereas that was clearly different from each other 
for the case in quasi-static domain. However, the increment of 
deflection was mostly the same for different plate aspect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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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lection evolution of plate is slightly increased when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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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nificantly affected by profile of triangular pressure pulse, 
whereas for the case of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which often induces by actual slamming during service life of 
vessels, the shape of pressure time history is considerably 
affected on the response of plates. Therefore, the realistic 
pressure time history raised from slamming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the structural design of marine vessels. 

- The effect of the HAZ on the boundaries of fully clamped 
plat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ecrease in resistance of plate showing 
increasing in permanent deflection of plate impulsively loaded 
with HAZ regardless impulses and the number of impacts. 
However, it is observed that the increase in the permanent 
deflection due to the HAZ is decreased when the plate is 
impacted repeatedly. 

Using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extensive numerical 
simulations, simple yet accurate design formulae to predict the 
permanent set of plates due to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were derived as function of a 
non-dimensional impulse parameter and the number of 
impacts. The derived simple formulae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structural 
design of marine structures, especially high-speed vessels 
unde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induced by 
slamming. So far, the experimental data focusing on aluminium 
alloy panels unde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have 
rarely been conducted in the past. Hence, further experimental 
test results for impact response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plates are desirably required considering typical slamming load 
in addition to properties of heat affected zone due to fusion 
welding process. Moreover, further investigation appears to be 
necessary with respect to the effects of the strain hardening 
and strain rate hardening on the dynamic response of marine 
grade aluminium alloy plates under repeated impulsive 
pressure lo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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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래(울산대학교), 박상현(울산대학교), 신현경(울산대학교) 

 

Damage of box girder structures subjected to  

lateral collision loadings 
Sang-Rai Cho(University of Ulsan), Sang-Hyun Park(University of Ulsan), Hyun Kyoung Shin(University of Ulsan) 

 
 

요 약 

 
This paper deals with an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n fracture damage of box girder structures subjected to 

lateral collision loadings. This study could represent the collision situation of bulbous bow of the ship between offshore structure, 

including offshore wind turbine and offshore service vessel and between ships. As a part of the study, dynamic impact tests were 

performed on four box girder structures consisting of stiffened plates. For dynamic impact tests, the dropping test machine was 

used. Numerical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using a commercial software ABAQUS/Explicit. The numerical prediction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Keywords: Fracture damage(파단 손상), Box girder(박스 거더), Lateral collision(횡충돌) 

 

1. 서 론 
 

해상에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은 다양한 하중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하중으로는 충돌 하중을 꼽을 수 있다. 

선박용 네비게이션 등 전자장비와 전자해도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해상 물동량의 증가와 선속의 증가, 인간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충돌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왔고, 인명 손실, 

화물 유실,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야기했다. 특히 

위험한 화물을 운송하는 원유 운반선이나 화학제품 

운반선의 충돌 사고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 사례 역시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해양구조물의 경우 거친 

해상에서 지원선 등이 접안하는 도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편이며, 선박과는 달리 도크에 

입거하여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구조물 분야에서도 

충돌 하중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돌 사고에 

의해 선각 구조가 손상되었을 경우 그 강도가 저하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이나 FPSO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긴 구조물이 손상을 입고, 거친 해상 상황이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선체가 두 동강나서 침몰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원유, 화학물질 혹은 연료유 등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환경 재앙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박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도 충분한 

최종강도를 갖는 구조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강도 평가와 관련된 실험으로 일본에서 유조선, 

이중저 유조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을 형상화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실험이 수행된 바 있으며 (Nishihara, 

1983), 영국에서는 실제 프리깃함을 1/3으로 축소한 대형 

모델에 대한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Dow, 1991). 또한 충돌 

및 좌초로 인해 손상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최종강도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Lee & Rim, 2008). 최종 종강도 

평가로는 주로 수치해석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노르웨이에서는 선박충돌로 인해 손상된 FPSO에 대하여 

(Notaro et al., 2013), 포르투갈에서는 부식에 의해 손상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Saad-Eldeen et al., 2015). 또한 영국에서는 충돌로 인한 

박스거더 구조물의 파단 손상 및 그로 인한 최종강도 감소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Benson, 2013). 

본 연구에서는 손상을 입은 선체의 최종강도 저하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에 앞서 다양한 충돌손상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2014년 Cho & Yoon에 의해 수행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충돌 실험에 이어 새로운 박스거더 모델에 대하여 

반구형 끝을 가진 원뿔모양의 충돌체를 통해 동적 횡하중을 

가하여 파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충돌하는 위치와 

낙하높이를 다르게 하여 충돌 사고 시 선박의 속력과 흘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실험은 선박의 구상선수 부분이 선박 및 

다른 구조물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실험의 결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으로는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Explicit를 충돌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모델 
 

2.1 실험 모델의 제작 

 

본 충격 낙하 실험에 사용된 실험모델은 단면의 크기가 

720mm×450mm 이며 시험체의 길이는 900mm로 총 5개의 

모델이 제작되었다. 모델의 갑판부와 측면에는 각각 7개와 

5개가 부착되어 총 24개의 종보강재가 부착되었으며, 2개의 

횡늑골 부재를 설치하였다. Fig. 1은 모델의 단면 및 제작된 

박스거더 모델에 그리드 작업을 완료한 모습을 나타낸다. 

 

 
(a) Overall view & Logitudinal stiffener 

 

 
(b) Test section (thickness =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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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충돌 하중을 받는 박스거더 구조물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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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of box girder structures subjected to  

lateral collision loadings 
Sang-Rai Cho(University of Ulsan), Sang-Hyun Park(University of Ulsan), Hyun Kyoung Shin(University of Ulsan) 

 
 

요 약 

 
This paper deals with an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n fracture damage of box girder structures subjected to 

lateral collision loadings. This study could represent the collision situation of bulbous bow of the ship between offshore structure, 

including offshore wind turbine and offshore service vessel and between ships. As a part of the study, dynamic impact tests were 

performed on four box girder structures consisting of stiffened plates. For dynamic impact tests, the dropping test machine was 

used. Numerical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using a commercial software ABAQUS/Explicit. The numerical prediction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Keywords: Fracture damage(파단 손상), Box girder(박스 거더), Lateral collision(횡충돌) 

 

1. 서 론 
 

해상에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은 다양한 하중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하중으로는 충돌 하중을 꼽을 수 있다. 

선박용 네비게이션 등 전자장비와 전자해도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해상 물동량의 증가와 선속의 증가, 인간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충돌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왔고, 인명 손실, 

화물 유실,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야기했다. 특히 

위험한 화물을 운송하는 원유 운반선이나 화학제품 

운반선의 충돌 사고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 사례 역시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해양구조물의 경우 거친 

해상에서 지원선 등이 접안하는 도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편이며, 선박과는 달리 도크에 

입거하여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구조물 분야에서도 

충돌 하중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돌 사고에 

의해 선각 구조가 손상되었을 경우 그 강도가 저하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이나 FPSO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긴 구조물이 손상을 입고, 거친 해상 상황이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선체가 두 동강나서 침몰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원유, 화학물질 혹은 연료유 등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환경 재앙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박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도 충분한 

최종강도를 갖는 구조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강도 평가와 관련된 실험으로 일본에서 유조선, 

이중저 유조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을 형상화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실험이 수행된 바 있으며 (Nishihara, 

1983), 영국에서는 실제 프리깃함을 1/3으로 축소한 대형 

모델에 대한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Dow, 1991). 또한 충돌 

및 좌초로 인해 손상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최종강도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Lee & Rim, 2008). 최종 종강도 

평가로는 주로 수치해석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노르웨이에서는 선박충돌로 인해 손상된 FPSO에 대하여 

(Notaro et al., 2013), 포르투갈에서는 부식에 의해 손상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Saad-Eldeen et al., 2015). 또한 영국에서는 충돌로 인한 

박스거더 구조물의 파단 손상 및 그로 인한 최종강도 감소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Benson, 2013). 

본 연구에서는 손상을 입은 선체의 최종강도 저하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에 앞서 다양한 충돌손상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2014년 Cho & Yoon에 의해 수행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충돌 실험에 이어 새로운 박스거더 모델에 대하여 

반구형 끝을 가진 원뿔모양의 충돌체를 통해 동적 횡하중을 

가하여 파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충돌하는 위치와 

낙하높이를 다르게 하여 충돌 사고 시 선박의 속력과 흘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실험은 선박의 구상선수 부분이 선박 및 

다른 구조물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실험의 결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으로는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Explicit를 충돌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모델 
 

2.1 실험 모델의 제작 

 

본 충격 낙하 실험에 사용된 실험모델은 단면의 크기가 

720mm×450mm 이며 시험체의 길이는 900mm로 총 5개의 

모델이 제작되었다. 모델의 갑판부와 측면에는 각각 7개와 

5개가 부착되어 총 24개의 종보강재가 부착되었으며, 2개의 

횡늑골 부재를 설치하였다. Fig. 1은 모델의 단면 및 제작된 

박스거더 모델에 그리드 작업을 완료한 모습을 나타낸다. 

 

 
(a) Overall view & Logitudinal stiffener 

 

 
(b) Test section (thickness =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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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abricated test model with grid 

Fig. 1 Box girder model for fracture test 

 

2.2 재료 물성치 

 

본 실험에 수행하기에 앞서 실험 모델의 재료 물성치를 

얻기 위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두께가 3mm인 모판 

10장, 6mm인 모판 2장으로 총 12장의 모판으로부터 각 

3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인장시험 결과 3mm 시편의 경우 

항복강도는 평균 222.92MPa, 인장강도는 평균 

329.15MPa의 결과가 나왔으며, 6mm 시편의 경우 

항복강도는 평균 268.95MPa, 인장강도는 평균 

408.89MPa의 결과가 나왔다. 

 

Table 1 Results of the static tensile tests 

Parent plate 
Yield Stress 

Ultimate Tensile 

Stress 

MPa MPa 

BG-3(2)-1 223.15 329.74 

BG-3(2)-2 223.05 329.13 

BG-3(2)-3 224.30 330.66 

BG-3(2)-4 222.69 330.88 

BG-3(2)-5 221.73 328.96 

BG-3(2)-6 220.45 328.67 

BG-3(2)-7 223.97 330.09 

BG-3(2)-8 225.58 330.31 

BG-3(2)-9 223.65 329.03 

BG-3(2)-10 225.90 329.35 

BG-6(2)-1 270.50 410.80 

BG-6(2)-2 267.41 406.98 

 

2.3 초기 변형 

 

본 실험에 사용된 박스거더 구조물은 용접에 의해 제작된 

구조물로 초기변형이 존재한다. 초기변형이 구조물의 

최종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된 Grid에 대하여 

초기변형을 측정하였다. 각 모델에서 모든 면에 대하여 

초기변형을 측정하였으며, 초기변형의 측정을 위해서 3차원 

좌표 측정장치를 이용하였다. Fig. 2는 3차원 측정장치와 

박스거더 모델을 나타낸다. 그리고 초기변형의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박스거더 모델의 표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방향을 양으로 가정하였고, 튀어나온 방향을 

음이라고 가정하였다. 5개의 모델에서 작게는 1mm에서 

크게는 3mm의 초기변형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측정된 초기변형의 크기 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Initial shape imperfection measuring machine 

 

Table 2 Results of imperfection measurement (Deck) 

Model 
Maximum 

positive imperfection 

Maximum 

negative imperfection 

IB-2 (Intact) 2.693mm -1.789mm 

DB-5 3.096mm -0.983mm 

DB-6 1.696mm -1.403mm 

DB-7 1.810mm -1.620mm 

DB-8 1.492mm -2.005mm 

 
Fig. 3 Imperfection measurement – Model: DB-5 (Deck) 

 

3. 충격 낙하 실험 
 

3.1 실험 장치 및 실험 조건 

 

손상된 선체가 최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에 

앞서 충돌로 인한 파단 손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충격 낙하 

실험을 4개의 박스거더 모델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Fig. 4는 

낙하 실험 장치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충돌 실험은 

전자석을 이용해 충돌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상승시킨 후 

전류를 차단하여 낙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상에서 선박이 충돌사고 시에 흘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Fig. 5에 나타낸 것처럼 2가지 충돌 위치를 

가정하였다.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모델에 대한 파단 

형상과 충돌체의 중량 및 낙하 높이(충돌 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적절한 충돌체의 형상 및 중량과 낙하 높이를 

결정하였다. 충돌체의 형상은 실험 모델에 충분한 파공을 

형성시키면서 충돌 후 충돌체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름 80mm의 반구형상의 끝을 가진 원뿔 모양으로 

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파단 

실험의 조건으로는 각 충돌 위치마다 2가지의 낙하 높이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충돌 시에 

모델의 변형률을 계측하기 위해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부착위치를 Fig.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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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abricated test model with grid 

Fig. 1 Box girder model for fracture test 

 

2.2 재료 물성치 

 

본 실험에 수행하기에 앞서 실험 모델의 재료 물성치를 

얻기 위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두께가 3mm인 모판 

10장, 6mm인 모판 2장으로 총 12장의 모판으로부터 각 

3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인장시험 결과 3mm 시편의 경우 

항복강도는 평균 222.92MPa, 인장강도는 평균 

329.15MPa의 결과가 나왔으며, 6mm 시편의 경우 

항복강도는 평균 268.95MPa, 인장강도는 평균 

408.89MPa의 결과가 나왔다. 

 

Table 1 Results of the static tensile tests 

Parent plate 
Yield Stress 

Ultimate Tensile 

Stress 

MPa MPa 

BG-3(2)-1 223.15 329.74 

BG-3(2)-2 223.05 329.13 

BG-3(2)-3 224.30 330.66 

BG-3(2)-4 222.69 330.88 

BG-3(2)-5 221.73 328.96 

BG-3(2)-6 220.45 328.67 

BG-3(2)-7 223.97 330.09 

BG-3(2)-8 225.58 330.31 

BG-3(2)-9 223.65 329.03 

BG-3(2)-10 225.90 329.35 

BG-6(2)-1 270.50 410.80 

BG-6(2)-2 267.41 406.98 

 

2.3 초기 변형 

 

본 실험에 사용된 박스거더 구조물은 용접에 의해 제작된 

구조물로 초기변형이 존재한다. 초기변형이 구조물의 

최종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된 Grid에 대하여 

초기변형을 측정하였다. 각 모델에서 모든 면에 대하여 

초기변형을 측정하였으며, 초기변형의 측정을 위해서 3차원 

좌표 측정장치를 이용하였다. Fig. 2는 3차원 측정장치와 

박스거더 모델을 나타낸다. 그리고 초기변형의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박스거더 모델의 표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방향을 양으로 가정하였고, 튀어나온 방향을 

음이라고 가정하였다. 5개의 모델에서 작게는 1mm에서 

크게는 3mm의 초기변형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측정된 초기변형의 크기 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Initial shape imperfection measuring machine 

 

Table 2 Results of imperfection measurement (Deck) 

Model 
Maximum 

positive imperfection 

Maximum 

negative imperfection 

IB-2 (Intact) 2.693mm -1.789mm 

DB-5 3.096mm -0.983mm 

DB-6 1.696mm -1.403mm 

DB-7 1.810mm -1.620mm 

DB-8 1.492mm -2.005mm 

 
Fig. 3 Imperfection measurement – Model: DB-5 (Deck) 

 

3. 충격 낙하 실험 
 

3.1 실험 장치 및 실험 조건 

 

손상된 선체가 최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에 

앞서 충돌로 인한 파단 손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충격 낙하 

실험을 4개의 박스거더 모델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Fig. 4는 

낙하 실험 장치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충돌 실험은 

전자석을 이용해 충돌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상승시킨 후 

전류를 차단하여 낙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상에서 선박이 충돌사고 시에 흘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Fig. 5에 나타낸 것처럼 2가지 충돌 위치를 

가정하였다.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모델에 대한 파단 

형상과 충돌체의 중량 및 낙하 높이(충돌 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적절한 충돌체의 형상 및 중량과 낙하 높이를 

결정하였다. 충돌체의 형상은 실험 모델에 충분한 파공을 

형성시키면서 충돌 후 충돌체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름 80mm의 반구형상의 끝을 가진 원뿔 모양으로 

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파단 

실험의 조건으로는 각 충돌 위치마다 2가지의 낙하 높이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충돌 시에 

모델의 변형률을 계측하기 위해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부착위치를 Fig.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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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set-up for fracture tests 

 

 
Fig. 5 Location of impact for fracture tests 

 
Fig. 6 Dimension of striker – Conical striker with hemisphere tip 

 

Table 3 Conditions of fracture tests 

Model Impact location Drop height Mass of striker 

DB-5 
1 

1901mm 

570kg DB-6 1603mm 

DB-7 2 1900mm 

DB-8 1602mm 

 
(a) Impact location 1 

 

 
(b) Impact location 2 

Fig. 7 Arrangement of strain gauges 

 

 

 

3.2 실험 결과 

 

충격 낙하 실험 결과 박스거더 모델 4개에 대하여 모두 

파공이 생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충돌 위치와 낙하 

위치에 따라 찢어지는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mpact location 1에서 모델 DB-5의 경우 손상의 정도가 가장 

컸으며 찢어지는 형상이 4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모델 DB-6의 경우는 DB-5와 다르게 3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Gunwale의 경우 두 모델 모두 

충돌한 위치로 굽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종보강재의 

경우 충돌체의 반구형상을 따라 변형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8은 충돌체가 Impact location 1에 충돌한 후의 

파단 손상된 모델의 모습을 보여준다. 

Impact location 2에서는 모델 DB-7과 DB-8, 두 모델 모두 

1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모델 DB-8의 경우 

4개의 모델 중에서 손상의 정도가 가장 작았다. Gunwale의 

경우 큰 변형이 발생하여 모델의 Deck부분까지 그 변형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종보강재의 경우 Impact 

location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구형상을 따라 변형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충돌체가 Impact location 2에 

충돌한 경우의 손상된 모델의 모습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또한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통해 

충돌체가 모델에 충돌하였을 때 예상하였던 충돌 위치보다 

한쪽으로 치우쳐 충돌하였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Impact location을 기준으로 양쪽에 대창적으로 부착된 

SG2와 SG3의 최대 peak 값과 그 경향이 다른 것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0 참고) 

 

 
(a) Outside view – Model: DB-5 

 
(b) Inside view – Model: DB-5 

 

 
(c) Outside view – Model: 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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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set-up for fracture tests 

 

 
Fig. 5 Location of impact for fracture tests 

 
Fig. 6 Dimension of striker – Conical striker with hemisphere tip 

 

Table 3 Conditions of fracture tests 

Model Impact location Drop height Mass of striker 

D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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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mm 

570kg DB-6 1603mm 

DB-7 2 1900mm 

DB-8 1602mm 

 
(a) Impact location 1 

 

 
(b) Impact location 2 

Fig. 7 Arrangement of strain gau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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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Fig. 8은 충돌체가 Impact location 1에 충돌한 후의 

파단 손상된 모델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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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종보강재의 경우 Impact 

location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구형상을 따라 변형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충돌체가 Impact location 2에 

충돌한 경우의 손상된 모델의 모습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또한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통해 

충돌체가 모델에 충돌하였을 때 예상하였던 충돌 위치보다 

한쪽으로 치우쳐 충돌하였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Impact location을 기준으로 양쪽에 대창적으로 부착된 

SG2와 SG3의 최대 peak 값과 그 경향이 다른 것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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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side view – Model: DB-5 

 
(b) Inside view – Model: DB-5 

 

 
(c) Outside view – Model: 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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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side view - Model: DB-6 

Fig. 8 Fracture damaged shape – Impact location 1 

 
(a) Outside view - Model: DB-7 

 
(b) Inside view - Model: DB-7 

 
(c) Outside view - Model: DB-8 

 
(d) Inside view - Model: DB-8 

Fig. 9 Fracture damaged shape – Impact location 2 

 
(a) Model: DB-5 

 
(b) Model: DB-6 

 
(c) Model: DB-7 

 
(d) Model: DB-8 

Fig. 10 Strain histories of fracture tests 

4. 수치 해석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는 

상용프로그램인 ABAQUS/Explicit를 이용하였다.  

 

4,1 수치해석 모델링 

 

충격 낙하 실험을 바탕으로 수치해석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실제 실험에서 모델을 

고정시켰던 부분에 대하여 변위와 회전을 모두 

구속하였으며, 충돌체는 강체로 하여 대표점을 통해 질량 및 

충돌 속도를 부여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충돌체가 모델에 

충돌한 위치와 충돌체가 낙하하는 동안 기울어진 각도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치를 결정하였다. 이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과 계측된 스트레인 게이지의 데이터를 통해 

결정 할 수 있었다. Fig. 11은 각 충돌위치에 대하여 FE 

모델링이 완료된 모습을 나타낸다. 

 

 
(a) Impact location 1 – Model: DB-5 & DB-6 

 
(b) Impact location 2 – Model: DB-7 & DB-8 

Fig. 11 Numerical modelling of test models 

4.2 재료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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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side view - Model: DB-6 

Fig. 8 Fracture damaged shape – Impact location 1 

 
(a) Outside view - Model: DB-7 

 
(b) Inside view - Model: DB-7 

 
(c) Outside view - Model: DB-8 

 
(d) Inside view - Model: DB-8 

Fig. 9 Fracture damaged shape – Impact location 2 

 
(a) Model: DB-5 

 
(b) Model: DB-6 

 
(c) Model: DB-7 

 
(d) Model: DB-8 

Fig. 10 Strain histories of fractur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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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한 위치와 충돌체가 낙하하는 동안 기울어진 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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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할 수 있었다. Fig. 11은 각 충돌위치에 대하여 FE 

모델링이 완료된 모습을 나타낸다. 

 

 
(a) Impact location 1 – Model: DB-5 & DB-6 

 
(b) Impact location 2 – Model: DB-7 & DB-8 

Fig. 11 Numerical modelling of tes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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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수치해석에 사용될 재료의 물성치로는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을 진 

응력-변형률 곡선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또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경우 동적 하중을 받을 시 재료의 변형률 

속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변형률 속도가 

증가할수록 항복응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강재에 있어서 

강도가 높을수록 변형률 속도에 대한 민감도가 작은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변형률 속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Cowper-Symonds(1957)에 의해 제안된 구성방정식을 

이용하였다. Cowper-Symonds 구성방적은 식 (1)과 같다. 

여기서 D와 q는 구성방정식의 재료 상수로써 일반적으로 

연강에서 사용되는 40.4와 5를 사용하였다. 

 

𝜎𝜎𝑌𝑌𝑌𝑌
𝜎𝜎𝑌𝑌

= 1 + (�̇�𝜀𝐷𝐷)
1
𝑞𝑞        (1) 

 

여기서, 𝜎𝜎𝑌𝑌𝐷𝐷는 동적 항복응력, 𝜎𝜎𝑌𝑌는 정적 항복응력이며, 

𝜀𝜀는̇ 변형률 속도를 나타낸다. 

 

4.3 파단 조건 

 

충돌과 좌초 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가 

전단 파단 조건에 근거하고 파단의 기준 물리량으로 등가 

소성변형률을 이용한다. 전단파단 모델은 구조물에 누적된 등가 

소성변형률이 재료의 파단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파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도 상수형 전단 파단 조건을 

사용하였고 파단상수를 찾는 과정은 실험결과와 수치해석에 

입력된 상수에 따른 파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4 수치해석 결과 

 

수치해석에서 사용된 요소의 크기는 앞서 Cho &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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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racture damaged model due to collis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체를 이상화한 박스거더 구조물에 

대하여 반구형상의 끝을 가진 원뿔모양의 충돌체로 

횡하중을 가하여 파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4개의 

박스거더 모델에 대하여 모두 파공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충돌 위치와 낙하 높이에 따라 파공의 형상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파단 실험에서 Impact location 

1의 경우가 파공의 크기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으며, 

Impact location 2의 경우 Gunwale에 큰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물론 그 변형이 모델의 Deck부분까지 큰 변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실험 결과의 비교 

검증으로 수치해석이 수행되었다. 수치해석 결과로 각 

모델에 대하여 전단 파단조건의 상수를 제시하였지만,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상수형 전단 파단조건은 요소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변하는 것이 연구되어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요소의 크기를 변경해 가면서 그에 맞는 파단 상수를 찾아 

그 경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파단 손상된 

모델에 대하여 종굽힘 실험을 수행하여 파공이 선체의 

최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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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ecently,  the demand for Liquefied Natural Gas (LNG) is increasing due to the reinforced regulations 
for nitrogen oxide (NOx). Also, the demand for design of various LNG vessels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in emerging market such as China and India. Therefore, a large number of LNG 
vessels such as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 (LNGC) and 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FLNG) have 
been manufactu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design of LNG vessels is the structural integrity of storage 
tanks. In general, low temperature materials such as stainless steel, aluminum and nickel alloy show 
outstanding fatigue performance at cryogenic temperature. The conditions to be verified for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LNG storage tank are the fatigue life portion for the ship operating environment 
when the LNG is load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fatigue propagation life for 9% nickel steels based on mean 
stress effects. In addition, the fatigue propagation lifes of nickel steels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Al 5083-O for various stress ratio.

Keywords : Low temperature materials(저온용 강재), Mean stress effect(평균 응력 효과), Fatigue crack propagation life(피로 균열 전파 수
명), Fatigue crack growth rate (피로 균열 전파 속도) 

1. 서 론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의 Oil을 대체 
할 수 있는 Liquefied Natural Gas (L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신 성장국가인 중국 및 인도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 다양한 LNG 선박 설계 및 건조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설
계 및 건조 시 LNG 저장 탱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는 LNG 선
박 설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LNG 저장 탱크의 구조적 안
전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최근에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극저온에서도 취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저온용 강재에 대한 연
구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온용 강재는 Al 5083-O, 

SUS304L, 고망간강 및 니켈강 등이 존재하며, 과거의 연구들은 
Al 5083-O와 SUS304L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니켈강과 고망간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
며, LNG 저장 탱크 적용을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LNG 저장 탱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검증해야 할 
조건은 LNG가 적재되어 있을 때 선박 운용 환경에 따른 피로 수
명 부분이다. 극저온 및 평균 응력 효과로 인해 피로 수명의 변
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온용 강재에 대해 극저온 및 
평균 응력 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연구들 중 9% 니켈강에 대해 심규택 등은 피로 균열 진
전 거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Shim et al. 2008). 그 결과, 피로 
균열 진전 속도는 응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응력비 0.1과 0.5 두 가지 조건에서만 시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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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tanding fatigue performance at cryogenic temperature. The conditions to be verified for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LNG storage tank are the fatigue life portion for the ship operating environment 
when the LNG is load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fatigue propagation life for 9% nickel steels based on mean 
stress effects. In addition, the fatigue propagation lifes of nickel steels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Al 5083-O for various stress ratio.

Keywords : Low temperature materials(저온용 강재), Mean stress effect(평균 응력 효과), Fatigue crack propagation life(피로 균열 전파 수
명), Fatigue crack growth rate (피로 균열 전파 속도) 

1. 서 론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의 Oil을 대체 
할 수 있는 Liquefied Natural Gas (L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신 성장국가인 중국 및 인도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 다양한 LNG 선박 설계 및 건조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설
계 및 건조 시 LNG 저장 탱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는 LNG 선
박 설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LNG 저장 탱크의 구조적 안
전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최근에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극저온에서도 취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저온용 강재에 대한 연
구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온용 강재는 Al 5083-O, 

SUS304L, 고망간강 및 니켈강 등이 존재하며, 과거의 연구들은 
Al 5083-O와 SUS304L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니켈강과 고망간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
며, LNG 저장 탱크 적용을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LNG 저장 탱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검증해야 할 
조건은 LNG가 적재되어 있을 때 선박 운용 환경에 따른 피로 수
명 부분이다. 극저온 및 평균 응력 효과로 인해 피로 수명의 변
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온용 강재에 대해 극저온 및 
평균 응력 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연구들 중 9% 니켈강에 대해 심규택 등은 피로 균열 진
전 거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Shim et al. 2008). 그 결과, 피로 
균열 진전 속도는 응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응력비 0.1과 0.5 두 가지 조건에서만 시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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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므로 정확한 평균 응력 효과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최근
에 진행된 연구 중 정대호 등은 망간 함유량에 따른 고망간강의 
피로 균열 전파 특성을 연구하였다 (Jeong, et al., 2015). 그 결
과, 특정 망간 함유량 이전까지는 망간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균
열 전파 속도를 더뎌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응력 효
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용 강재 중 9% 니켈강에 대해 평균 응력 
효과가 피로 균열 전파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9% 
니켈강에 대한 피로 균열 진전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 ASTM 
E647에 따라 피로 균열 전파 시험 (FCGR)을 총 4가지 응력비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얻어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피로 균열 
전파 수명을 예측하여 평균 응력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9% nickel steel 이며, 자세한 기계

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9% nickel steel
Materia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9% nickel steel 670.7 724.9 27.4

Fig. 1 Specimen Design of FCGR Test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 상수를 도출하기 위해 ASTM E647
에 따라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Fig. 1에 자세한 시험편 형상을 
나타내었다.

3. 결 과
피로 균열 전파 속도를 구하기 위한 시험은 ASTM E647에 따

라 진행하였으며, 균열 전파 속도를 구하기 위한 ∆K 및 재료 상
수는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



  

       (1)



                                         (2)

ASTM E647에서는 시험 종료 후 균열 진전 방향을 10도 이내
로 제시하고 있으며 Fig.2에 나타내었다. 시험 종로 후 시험편 
사진은 Fig. 3 나타내었다. 균열 진전 방향 확인 결과, 10도 이내
로 균열 진전이 나타났으므로 본 시험은 유효하다.

Fig. 2 Out of Plane Crack Limits

Fig. 3 Crack Path after FCGR Test

본 연구에서 수행된 피로 균열 전파 시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재료 상수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응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료 상수 m은 증가하고 C는 감소하였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Low Temperature Materials
Material Stress ratio m C [m/cycle]

9% Ni 0.1 2.01 7.32E-9
0.3 2.07 6.05E-9

(a) R = 0.1

(b) R = 0.3
Fig. 4 da/dN - ΔK Curves of 9% Nickel Steel

각각의 응력비에 따라 얻어진 재료 상수를 바탕으로 피로 균
열 진전 수명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평균 응력 효과를 많이 받
을수록 피로 균열 진전 수명은 짧아짐을 확인하였다. 비교 결과
는 아래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Fatigue Crack Propagation Life of 9% Nickel Stee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온용 강재 중 9% 니켈강에 대해 평균 응력 

효과가 피로 균열 전파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
과, 응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료 상수 m은 증가하고 C는 감소
하였다. 또한 평균 응력 효과를 많이 받을수록 피로 균열 진전 
수명은 짧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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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거주 구역의 와류 이탈 소음 규명 및 제어 
전종훈 (현대중공업 ㈜ ), 김태형 (현대중공업 ㈜ ), 김성훈 (현대중공업 ㈜ )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vortex shedding noise in accommodation 

space 
Jong-Hoon Jeon, Taehyung Kim, Sunghoon Kim 

 
 

요 약 

 
선박에서 발생하는 와류 이탈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현상은 유체 유동이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거주구에서는 승선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와류 이탈 현상은 설계 단계에서 발생유무 확인이 어려우며 

시운전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거주구역에서 

발생한 이상 소음의 원인 규명 과정과 제어 결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옥외 구역의 난간의 빔 형태의 구조물에서 발생한 

와류 이탈에 의한 진동은 구조물을 통해 조타실 내부로 진동이 전달되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난간 형상과 유입 

유속을 고려하여 와류 이탈 주파수를 계산하였으며, 구조물의 형상을 변경하여 공진을 제거하였다. 주기관 배기 가스 

유동에 의해 발생한 와류 이탈 소음은 브릿지윙의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주원인이었으며 와류 이탈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기 파이프에 연결된 국부 구조물의 형상을 변경한 후, 시운전을 통해 이상 소음이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Vortex shedding noise (와류 이탈 소음), Noise source identification (소음원 규명), Noise control (소음 제어) 

 

1. 서 론 
 

선박에서 발생하는 와류 이탈(vortex shedding)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현상[1]은 유체 유동이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주 구역에서는 승선자의 불편함을 

유발함과 동시에 최근 강화된 선박 소음 기준 (MSC Res. 

337(91))[2]을 초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와류 이탈 

현상은 선박 운항 중 특정 방향의 유동 및 유속 하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국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와류 이탈 소음 및 

진동은 설계 및 건조 단계에서 확인이 매우 어려우며, 선박 

인도를 앞둔 시점의 시운전 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와류 이탈 소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주구 

소음원 (예: 팬 소음, 엔진 및 프로펠러 고체음)과는 달리 

현장에서 원인 규명이 어렵다. 따라서 와류 이탈 현상 및 

선박 주요 소음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와류 

이탈 소음이 발생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 소개하고, 시운전 

중 발생한 이상 소음의 규명 과정 및 와류 이탈 소음 제거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와류 이탈 소음의 발생 원리 
 

유체 유동이 구조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와류 (vortex)는 

구조물의 진동 및 소음을 유발하며, 특히 유속, 구조물의 

형상 등에 의해 결정되는 와류의 주파수, 즉 와류 이탈 

주파수 (vortex shedding frequency) 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 와류는 구조물의 공진을 유발하며, 

이는 심각한 진동 및 소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와류 이탈 

주파수는 유동 유속 및 Strouhal 수, 그리고 구조물의 형상에 

의해 결정되며, 원형 실린더의 경우 와류 이탈 주파수는 

다음 식과 같다 [1].  

 

fs  =  SU / D,     (1) 

 

여기서 fs 는 와류 이탈 주파수, U는 유체 유속, D는 실린더 

직경, S는 Strouhal number로 유체의 Reynolds 수 에 의해 

결정된다. 와류 이탈에 의한 구조물의 공진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또는 와류 이탈 주파수를 변화시켜 

공진을 회피할 수 있다. 

 

3. 와류 이탈 소음 규명 및 제어 사례 
 

3.1 선내 거주구역 소음 규명 및 제어 

최근 건조된 선박의 해상 시운전 중, 선내에서 원인 불명의 

소음이 불규칙하게 발생하였다. 해당 소음은 운항 조건에 따

라 발생했다 사라짐을 반복하였으며, 발생 위치 주위에 의심

되는 소음원이 없어 원인 추정이 어려웠으나, 아래의 이상소

음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유동 기진력에 의한 소음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i) 특정 주파수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함(Fig. 3.1) 

ii) 특정 방향 및 속도로 운항할 때 발생함 

이를 토대로 이상 소음의 원인은 특정 유속 및 방향에서 

발생하는 유동 기진력에 의한 선실 부근 구조물의 공진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상 소음이 발생한 선실 

인근의 구조물을 대상으로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선실 부근의 핸드레일(hand rail)의 고유 진동수와 이상 소음

의 주파수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3.2). 그리고 공진을 

발생시키는 기진력 및 주파수를 평가하기 위해 풍속 및 핸드

레일의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와류 이탈 주파수를 계산하였

다. 이 때 와류이탈 현상에 의한 공진 문제의 일반적인 현상

인 Lock-in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와류 이탈 주파수의 일정 

영역의 상/하한치를 두어 계산하였으며, 발생된 이상 소음 주

파수가 계산으로 구해진 와류 이탈 주파수의 범위 내에 포함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3). 이러한 이상 소음을 제거

하기 위해 국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변화시켜 와류 이탈

에 의한 공진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경계조건을 변경

하였으며 선박의 인도 항해를 통해 문제 소음이 완전히 사라

졌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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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pectrum of abnormal noise in accommod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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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vortex shedding noise in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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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에서 발생하는 와류 이탈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현상은 유체 유동이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거주구에서는 승선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와류 이탈 현상은 설계 단계에서 발생유무 확인이 어려우며 

시운전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거주구역에서 

발생한 이상 소음의 원인 규명 과정과 제어 결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옥외 구역의 난간의 빔 형태의 구조물에서 발생한 

와류 이탈에 의한 진동은 구조물을 통해 조타실 내부로 진동이 전달되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난간 형상과 유입 

유속을 고려하여 와류 이탈 주파수를 계산하였으며, 구조물의 형상을 변경하여 공진을 제거하였다. 주기관 배기 가스 

유동에 의해 발생한 와류 이탈 소음은 브릿지윙의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주원인이었으며 와류 이탈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기 파이프에 연결된 국부 구조물의 형상을 변경한 후, 시운전을 통해 이상 소음이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Vortex shedding noise (와류 이탈 소음), Noise source identification (소음원 규명), Noise control (소음 제어) 

 

1. 서 론 
 

선박에서 발생하는 와류 이탈(vortex shedding)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현상[1]은 유체 유동이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주 구역에서는 승선자의 불편함을 

유발함과 동시에 최근 강화된 선박 소음 기준 (MSC Res. 

337(91))[2]을 초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와류 이탈 

현상은 선박 운항 중 특정 방향의 유동 및 유속 하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국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부근에서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와류 이탈 소음 및 

진동은 설계 및 건조 단계에서 확인이 매우 어려우며, 선박 

인도를 앞둔 시점의 시운전 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와류 이탈 소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주구 

소음원 (예: 팬 소음, 엔진 및 프로펠러 고체음)과는 달리 

현장에서 원인 규명이 어렵다. 따라서 와류 이탈 현상 및 

선박 주요 소음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와류 

이탈 소음이 발생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 소개하고, 시운전 

중 발생한 이상 소음의 규명 과정 및 와류 이탈 소음 제거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와류 이탈 소음의 발생 원리 
 

유체 유동이 구조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와류 (vortex)는 

구조물의 진동 및 소음을 유발하며, 특히 유속, 구조물의 

형상 등에 의해 결정되는 와류의 주파수, 즉 와류 이탈 

주파수 (vortex shedding frequency) 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 와류는 구조물의 공진을 유발하며, 

이는 심각한 진동 및 소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와류 이탈 

주파수는 유동 유속 및 Strouhal 수, 그리고 구조물의 형상에 

의해 결정되며, 원형 실린더의 경우 와류 이탈 주파수는 

다음 식과 같다 [1].  

 

fs  =  SU / D,     (1) 

 

여기서 fs 는 와류 이탈 주파수, U는 유체 유속, D는 실린더 

직경, S는 Strouhal number로 유체의 Reynolds 수 에 의해 

결정된다. 와류 이탈에 의한 구조물의 공진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또는 와류 이탈 주파수를 변화시켜 

공진을 회피할 수 있다. 

 

3. 와류 이탈 소음 규명 및 제어 사례 
 

3.1 선내 거주구역 소음 규명 및 제어 

최근 건조된 선박의 해상 시운전 중, 선내에서 원인 불명의 

소음이 불규칙하게 발생하였다. 해당 소음은 운항 조건에 따

라 발생했다 사라짐을 반복하였으며, 발생 위치 주위에 의심

되는 소음원이 없어 원인 추정이 어려웠으나, 아래의 이상소

음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유동 기진력에 의한 소음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i) 특정 주파수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함(Fig. 3.1) 

ii) 특정 방향 및 속도로 운항할 때 발생함 

이를 토대로 이상 소음의 원인은 특정 유속 및 방향에서 

발생하는 유동 기진력에 의한 선실 부근 구조물의 공진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상 소음이 발생한 선실 

인근의 구조물을 대상으로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선실 부근의 핸드레일(hand rail)의 고유 진동수와 이상 소음

의 주파수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3.2). 그리고 공진을 

발생시키는 기진력 및 주파수를 평가하기 위해 풍속 및 핸드

레일의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와류 이탈 주파수를 계산하였

다. 이 때 와류이탈 현상에 의한 공진 문제의 일반적인 현상

인 Lock-in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와류 이탈 주파수의 일정 

영역의 상/하한치를 두어 계산하였으며, 발생된 이상 소음 주

파수가 계산으로 구해진 와류 이탈 주파수의 범위 내에 포함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3). 이러한 이상 소음을 제거

하기 위해 국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변화시켜 와류 이탈

에 의한 공진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경계조건을 변경

하였으며 선박의 인도 항해를 통해 문제 소음이 완전히 사라

졌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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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pectrum of abnormal noise in accommod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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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Impact test result of handrail in accommod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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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hart to check the resonance due to vortex shedding 

 

3.2 브릿지윙 소음 규명 및 제어 

일반 상선의 브릿지윙은 기준치 70dBA가 적용되며, 주 

소음원은 엔진룸 환기팬 및 디젤발전기 배기 소음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조된 선박 중 브릿지윙 기준치 만족을 

위해 엔진룸 환기팬 및 디젤발전기에 소음 저감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중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초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소음원으로 알려져 있는 

엔진룸 환기팬 및 디젤발전기의 단독 운전시 브릿지윙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두 장비 모두 주 소음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시운전시 초과된 소음의 주파수 

분석 결과 우현에서의 소음이 좌현에 비해 특정 주파수 

대역의 성분이 컸음이 확인되었다 (Fig. 3.4). 

한편 본 호선은 주기관 배기 파이프가 우현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파이프 끝단에 spark arrestor 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설치 조건을 바탕으로 발생된 브릿지윙 소음은 

주기관 배기 파이프 유동이 spark arrestor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spark arrestor 고유 진동수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 

이상 소음이 발생한 주파수 대역에 고유진동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Fig. 3.5), 또한 spark arrestor의 mesh 단면 

형상 및 배기가스 유속, 온도를 고려하여 와류 이탈 

주파수의 범위를 계산한 결과 이상 소음이 발생한 

주파수에서 와류이탈주파수와 spark arrestor의 공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3.6).  

와류 이탈에 의한 spark arrestor의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 

와류 이탈 특성이 변경되도록 wire mesh 형상을 변경하고 

와류이탈에 의한 공진 요인을 제거하였다. Fig. 3.7 은 소음 

저감 대책 적용 전/후 시운전 시 브릿지윙 소음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기존의 피크 성분이 제거되어 소음은 6dB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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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1/3 octave band spectrum of bridge wing noise at stbd 

and por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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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Spark arrestor and its impact test result : acceleration 

response per uni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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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hart to check the resonance due to vortex sh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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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omparison between noise levels at the bridge wing 

before and after modific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시운전 중 발생한 거주구역 이상 

소음의 원인 규명 및 제어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진동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부구조물 형상과 유동 특성을 

고려한 와류이탈주파수와 국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의 공진 

여부를 평가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물의 경계조건 변경 또는 구조물 형상 변경을 통해 

와류이탈 현상에 의한 진동 소음 문제를 해결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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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O Res. MSC. 337(91), Adoption of the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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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브릿지윙 소음 규명 및 제어 

일반 상선의 브릿지윙은 기준치 70dBA가 적용되며, 주 

소음원은 엔진룸 환기팬 및 디젤발전기 배기 소음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조된 선박 중 브릿지윙 기준치 만족을 

위해 엔진룸 환기팬 및 디젤발전기에 소음 저감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중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초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소음원으로 알려져 있는 

엔진룸 환기팬 및 디젤발전기의 단독 운전시 브릿지윙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두 장비 모두 주 소음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시운전시 초과된 소음의 주파수 

분석 결과 우현에서의 소음이 좌현에 비해 특정 주파수 

대역의 성분이 컸음이 확인되었다 (Fig. 3.4). 

한편 본 호선은 주기관 배기 파이프가 우현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파이프 끝단에 spark arrestor 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설치 조건을 바탕으로 발생된 브릿지윙 소음은 

주기관 배기 파이프 유동이 spark arrestor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spark arrestor 고유 진동수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 

이상 소음이 발생한 주파수 대역에 고유진동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Fig. 3.5), 또한 spark arrestor의 mesh 단면 

형상 및 배기가스 유속, 온도를 고려하여 와류 이탈 

주파수의 범위를 계산한 결과 이상 소음이 발생한 

주파수에서 와류이탈주파수와 spark arrestor의 공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3.6).  

와류 이탈에 의한 spark arrestor의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 

와류 이탈 특성이 변경되도록 wire mesh 형상을 변경하고 

와류이탈에 의한 공진 요인을 제거하였다. Fig. 3.7 은 소음 

저감 대책 적용 전/후 시운전 시 브릿지윙 소음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기존의 피크 성분이 제거되어 소음은 6dB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SP
L [

dB
A]

Port

STBD

PORT
STBD

Frequency

SP
L[

d
B
A

] 5dB

 

Fig. 3.4 1/3 octave band spectrum of bridge wing noise at stbd 

and port side 

 

0.00E+00

1.00E-02

2.00E-02

3.00E-02

4.00E-02

100 150 200 250 300

FR
F 

[g
/N

]

Frequency [Hz]

Longi

Trans

Vert

Frequency

FR
F[

g
/N

]

Natural 
Frequency

 

Fig. 3.5 Spark arrestor and its impact test result : acceleration 

response per unit force 

 

Resonance 
occurring 

region

 
Fig. 3.6 Chart to check the resonance due to vortex shedding 

 

40

45

50

55

60

65

70

75

80

S
P
L
[d

B
A

]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2839

2840

Frequency [Hz]       

SP
L[

d
B
A

]

Before Modification
After Modification

5dB

 

Fig. 3.7 Comparison between noise levels at the bridge wing 

before and after modific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시운전 중 발생한 거주구역 이상 

소음의 원인 규명 및 제어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진동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부구조물 형상과 유동 특성을 

고려한 와류이탈주파수와 국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의 공진 

여부를 평가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물의 경계조건 변경 또는 구조물 형상 변경을 통해 

와류이탈 현상에 의한 진동 소음 문제를 해결하였다.  

 

참 고 문 헌 
[1] R.D. Blevins, 1990, Flow-induced vibration, Chapter 9.  

[2] IMO Res. MSC. 337(91), Adoption of the code on noise levels 

on board ships, 2012. 

427



횡 충돌 하중을 받는 이중보강 구조물에 대한 간이해석적 연구 
조상래(울산대학교), 송승욱(울산대학교), 신현경(울산대학교) 

 

Analytical investigations on the double-hull structures under lateral 

collision 
Sang-Rai Cho(University of Ulsan), Seung Uk Song(University of Ulsan), Hyun Kyoung Shin(University of Ulsan),  

 
 

요 약 

 
  The collision of ship or offshore structure including wind-turbine may occur during its lifetime and sustain permanent damage 

after that accident. Two methods, simplified plastic analysis and numerical simulation, are usually used to estimate 

crashworthiness of ship or offshore structure including wind-turbine. As the simplified analytic methods have been regarded as a 

useful method in the initial design phase and risk-based assessment, many analytical equations have been proposed to estimate 

the extents of damage by collision. 

In this paper, the damage extent of side structure hit by a rigid bulbous bow is investigated using the non-linear finite-element 

software ABAQUS. Based on the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the applying method of analytical equations is proposed. The 

analytical calculation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 results performed by cho et al,(2016) as well as the numerical results.  

 

Keywords : Collision (충돌), Double hulled structure (이중선체 구조), Simplified analytical method (간이 해석 방법), Non-linear FEM (비선형 

유한요소법) 

 

1. 서 론 
요즘에는 배의 충돌과 같은 복잡한 구조의 대규모 

분석에는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선형 

유한요소법이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 효율성의 측면과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점으로 인해 간이해석법이 초기 설계 단계에서와 위험기반 

평가에 특히 유익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간이해석법에서는 복잡한 배의 구조를 외판, 십자형의 

거더 교차부, 웹 거더들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로 

나누고, 각각의 요소들의 운동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변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내부에너지의 전체 합으로서 전체 구조물 

의 흡수 에너지를 추정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횡 충돌 하중을 받는 선체 구조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손상 모드 별 흡수 에너지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이로부터 얻어낸 간이 

해석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의 충돌에서의 

내부에너지를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web girder의 변형에 

대한 식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횡 충돌 하중을 

받는 이중보강 구조물의 각각의 요소들의 운동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변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내부에너지의 전체 

합으로서 전체 구조물 의 흡수 에너지를 추정하였다.    

이중보강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가정을 Cho and 

Kim(2014)이 제시한 가정을 참고하여 실험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2. 구조 요소들의 에너지 손실 추정

을 위한 이론식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제시되고 있는 이론식들은 복잡한 

배의 구조를 외판, 십자형의 거더 교차부, 웹 거더들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로 나누고, 각각의 요소들의 운동학적

으로 허용 가능한 변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내부에너지의 전

체 합으로서 전체 구조물 의 흡수 에너지를 추정한다. 즉, 각

각의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의 에너지 소산의 외부 및 내부 

변화율을 평형화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간이 해석법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료는 rigid-perfectly plastic으로 가정된다. 둘째, 

재료가 받은 bending energy와 membrane energy의 흡수 패

턴은 중첩되지 않고 각각 분리된다. 셋째, bending 

deformation은 소성힌지에 집중되며 지속적인 굽힘은 무시한

다. 넷째, 에너지의 흡수는 중간 변형과정에서 발생하지 않고 

최종 붕괴 패턴에서 발생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섯째, 다른 

구조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무시된다. 

동적 하중이 작용할 경우 재료의 물성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

라 동적 충격이 작용할 때 변형률 속도(Strain rate)를 고려하

기 위하여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이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다음은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과 사용

된 재료상수 값을 나타낸다. 

  

𝜎𝜎𝑌𝑌
𝑑𝑑 =  𝜎𝜎𝑌𝑌

𝑠𝑠  [1 + ( ∈̇𝑝𝑝

𝐷𝐷𝑐𝑐𝑐𝑐
)

1
𝑞𝑞𝑐𝑐𝑐𝑐]                                 (1) 

 

하지만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배의 충돌해석에 정확하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간이 해석 추정

식에는  변형률 속도의 영향은 무시하고, 변형 경화만을 고

려하여 flow stress 𝜎𝜎𝑜𝑜를 적용한다.  

 

𝜎𝜎𝑜𝑜 = 𝜎𝜎𝑌𝑌+𝜎𝜎𝑇𝑇
2                                                 (2) 

 

여기서, 𝜎𝜎𝑌𝑌 = yield stress 

               𝜎𝜎𝑇𝑇 = ultimate stress 

 

2.1 기본적인 구조 요소의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 

 

2.1.1 웹 거더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 

 

2.1.1.1 기존의 웹 거더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 

 

박판 구조물이 압축하중에 의하여 변형이 진행되는 동안의 

압괴 저항력은 변형 초기의 그것에 비해 크게 감소되고 일정

한 변형 길이에 대해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구조

물이 소성 변형되는 과정에 대한 평균 압괴 강도는 그 구조

의 손상량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 압괴 강도 Pm에 대한 간

이해석식이 Hong and Amdahl (2008)에 의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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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강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가정을 Cho and 

Kim(2014)이 제시한 가정을 참고하여 실험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2. 구조 요소들의 에너지 손실 추정

을 위한 이론식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제시되고 있는 이론식들은 복잡한 

배의 구조를 외판, 십자형의 거더 교차부, 웹 거더들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로 나누고, 각각의 요소들의 운동학적

으로 허용 가능한 변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내부에너지의 전

체 합으로서 전체 구조물 의 흡수 에너지를 추정한다. 즉, 각

각의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의 에너지 소산의 외부 및 내부 

변화율을 평형화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간이 해석법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료는 rigid-perfectly plastic으로 가정된다. 둘째, 

재료가 받은 bending energy와 membrane energy의 흡수 패

턴은 중첩되지 않고 각각 분리된다. 셋째, bending 

deformation은 소성힌지에 집중되며 지속적인 굽힘은 무시한

다. 넷째, 에너지의 흡수는 중간 변형과정에서 발생하지 않고 

최종 붕괴 패턴에서 발생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섯째, 다른 

구조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무시된다. 

동적 하중이 작용할 경우 재료의 물성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

라 동적 충격이 작용할 때 변형률 속도(Strain rate)를 고려하

기 위하여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이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다음은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과 사용

된 재료상수 값을 나타낸다. 

  

𝜎𝜎𝑌𝑌
𝑑𝑑 =  𝜎𝜎𝑌𝑌

𝑠𝑠  [1 + ( ∈̇𝑝𝑝

𝐷𝐷𝑐𝑐𝑐𝑐
)

1
𝑞𝑞𝑐𝑐𝑐𝑐]                                 (1) 

 

하지만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배의 충돌해석에 정확하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간이 해석 추정

식에는  변형률 속도의 영향은 무시하고, 변형 경화만을 고

려하여 flow stress 𝜎𝜎𝑜𝑜를 적용한다.  

 

𝜎𝜎𝑜𝑜 = 𝜎𝜎𝑌𝑌+𝜎𝜎𝑇𝑇
2                                                 (2) 

 

여기서, 𝜎𝜎𝑌𝑌 = yield stress 

               𝜎𝜎𝑇𝑇 = ultimate stress 

 

2.1 기본적인 구조 요소의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 

 

2.1.1 웹 거더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 

 

2.1.1.1 기존의 웹 거더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 

 

박판 구조물이 압축하중에 의하여 변형이 진행되는 동안의 

압괴 저항력은 변형 초기의 그것에 비해 크게 감소되고 일정

한 변형 길이에 대해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구조

물이 소성 변형되는 과정에 대한 평균 압괴 강도는 그 구조

의 손상량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 압괴 강도 Pm에 대한 간

이해석식이 Hong and Amdahl (2008)에 의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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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Assumed deformed shape of girder 

 

𝑃𝑃𝑚𝑚 = 𝐸𝐸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2𝐻𝐻∙𝜆𝜆                                                 (3) 

 

여기서, Pm 은 평균압괴강도, Etotal 은 소성 굽힘이 일어나는 

동안 흡수되는 에너지의 총합이며, 2H 는 유효 압괴 거리를 

나타낸다. 총 에너지 흡수율은 소성 힌지 굽힘으로 흡수되는 

에너지와 막인장으로 흡수되는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된다. λ 

는 유효 압괴 인자로써, 충돌체의 형상, 보강패턴, 판의 세장

비와 같은 인자들에 의해 좌우된다. 위의 식으로부터, 

 
𝑃𝑃(𝛿𝛿)
𝑀𝑀0

 =  1.2𝑏𝑏

H√1 − (1 − 0.3 𝛿𝛿
𝐻𝐻)

2
 

                      × (2 + (1−0.3𝛿𝛿
𝐻𝐻)

√3+(1−0.3𝛿𝛿
𝐻𝐻)2

) + 22.24 𝐻𝐻
𝑏𝑏𝑏𝑏 𝛿𝛿         (4) 

 

여기서, P(δ)= Instantaneous cursing force 

 𝑀𝑀0 = 𝜎𝜎0𝑡𝑡2/4, σ0= (σ𝑦𝑦 + 𝜎𝜎𝑢𝑢)/2 

𝐻𝐻 = 0.395𝑏𝑏2/3𝑡𝑡1/3 

 𝑏𝑏 = Half span of girder 

          𝑡𝑡 = plate thickness of girder  

𝛿𝛿 = Instantaneous indentation 

 

2.1.1.2 새로운 웹 거더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 

 

기존 추정식에서는 거더의 변형이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난

다고 보았지만 실제의 변형 형태는 Fig.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원래 거더와 수직으로 휘는 형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형 모델을 가정하여 식을 추정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거더의 새로운 변형 모델을 Fig.3에 나타내었다. 

 

 

Fig.2 Deformed girder cross-section of tested model. 

 

 

Fig.3. Assumed deformed shape of girder 
 

새로운 추정식에서는 변형된 후에도 거더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탄성변형은 무시하며 거더는 ‘ㄱ’ 자 형태로 꺾인다고 

가정하였다. 

거더의 전체 소성변형 에너지 손실량은 충격을 받는 거더

에서의 소성 힌지 굽힘으로 흡수되는 에너지와 막인장으로 

흡수되는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된다. 거더의 전체 소성변형 

에너지 손실량은 다음과 같다.  

 

𝑈𝑈𝑏𝑏𝑡𝑡𝑏𝑏𝑡𝑡𝑡𝑡 = 𝑈𝑈𝑏𝑏 + 𝑈𝑈𝑏𝑏 = ∫ 𝜀𝜀𝑝𝑝𝜎𝜎𝑌𝑌𝑌𝑌𝑑𝑑𝑑𝑑 + ∫ 𝑚𝑚𝑝𝑝𝜃𝜃𝑑𝑑𝜃𝜃            (5) 

 

막인장으로 흡수되는 에너지를 식 (6)에 나타내었다. 

 

Fig.4. Assumed deformed shape of girder (membrane) 
𝑈𝑈𝑡𝑡 =  𝜎𝜎0𝑡𝑡[(𝐻𝐻 − 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 − 𝛼𝛼)  

√(𝐻𝐻 − 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 − 𝛼𝛼)2 + (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2 + 𝐵𝐵2 

+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2 + 𝐵𝐵2 + 𝛼𝛼√𝛼𝛼2 + 𝐵𝐵2 + (𝐵𝐵2+(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2)  
𝑙𝑙𝐻𝐻 ((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𝛼𝛼)+√(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𝛼𝛼)2+(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2+𝐵𝐵2

√𝐻𝐻2+𝐵𝐵2−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𝐻
) +

𝐵𝐵2 𝑙𝑙𝐻𝐻 (√𝐻𝐻2+𝐵𝐵2−𝐻𝐻
√𝛼𝛼2+𝐵𝐵2−𝛼𝛼

) + 𝛼𝛼(√𝛼𝛼2 + 𝐵𝐵2 + 𝛿𝛿2 −

√𝛼𝛼2 + 𝐵𝐵2) + (𝐵𝐵2 + 𝛿𝛿2) 𝑙𝑙𝐻𝐻(𝛼𝛼+√𝛼𝛼2+𝐵𝐵2+𝛿𝛿2

√𝐵𝐵2+𝛿𝛿2 ) −

𝐵𝐵2𝑙𝑙𝐻𝐻(𝛼𝛼+√𝛼𝛼2+𝐵𝐵2

𝐵𝐵 )]      (6) 

 

여기서, 𝛼𝛼 = 𝛿𝛿 − 𝛿𝛿2

2𝐻𝐻 

 

 

Fig.5. Assumed deformed shape of girder (bending) 

 

소성 힌지 형성으로 인해 손실되는 에너지는 힌지 라인의 

회전각, 길이, 그리고 소성 굽힘 모멘트로 표현된다. 그에 대

한 식을 식(7)에 나타내었다. 

 

𝑈𝑈𝑏𝑏 = 𝑀𝑀𝑝𝑝[2(√𝐵𝐵2 + 𝛿𝛿2𝐻𝐻1 + 𝛼𝛼𝐻𝐻2 + √𝛼𝛼2 + 𝐵𝐵2 + 𝛿𝛿2𝐻𝐻3 +
√𝐵𝐵2 + 𝐻𝐻2𝐻𝐻5) + (𝐻𝐻 − 𝛼𝛼)𝐻𝐻4]     (7) 

 

여기서, 𝛼𝛼 = 𝛿𝛿 − 𝛿𝛿2

2𝐻𝐻 

𝐻𝐻1=∠𝐵𝐵𝐵𝐵′𝐸𝐸 = 𝜋𝜋
2 

𝐻𝐻2=∠𝐴𝐴𝐸𝐸𝐴𝐴 = 𝑡𝑡𝑡𝑡𝐻𝐻−1 𝛿𝛿
𝐵𝐵 

𝐻𝐻3=∠𝐵𝐵′𝐸𝐸𝐸𝐸 = 𝜋𝜋 − 𝐻𝐻𝐻𝐻𝐻𝐻−1 𝛼𝛼
𝐻𝐻−𝛼𝛼 

𝐻𝐻4=∠𝐵𝐵𝐵𝐵′𝐸𝐸 = 𝜋𝜋 − 2𝑡𝑡𝑡𝑡𝐻𝐻−1 𝐵𝐵(𝐻𝐻−𝛿𝛿)
𝐻𝐻𝛼𝛼  

𝐻𝐻5=∠𝐵𝐵𝐵𝐵′𝐸𝐸 = 

𝐻𝐻𝐻𝐻𝐻𝐻−1 𝛼𝛼

√𝐻𝐻2𝐵𝐵2 + 𝛼𝛼2𝐵𝐵2 − 2𝐻𝐻𝛼𝛼𝐵𝐵2 + 𝐻𝐻𝛼𝛼𝛿𝛿2 + 𝐻𝐻2𝛿𝛿2 − 0.25𝛿𝛿4

𝐻𝐻2 + 𝐵𝐵2

 

 

2.1.2 비보강판에서의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 

 

2.1.2.1 Knife edge 에 의한 변형 추정식 

 

동적인 충돌에 의해 외판의 움푹 들어간 깊이를 추정하는 

간이해석식이 Cho et al. (2002)에 의해 제안되었다. 충돌체의 

운동에너지는 충격을 받는 판에서의 소성 힌지 굽힘으로 흡

수되는 에너지와 막인장으로 흡수되 는 에너지의 합으로 표

현된다. 외판의 전체 소성변형 에너지 손실량은 다음 식(8)과 

같다.  

 

𝑈𝑈𝑡𝑡𝐻𝐻𝑡𝑡𝑡𝑡𝑡𝑡 = 𝑈𝑈𝑏𝑏 + 𝑈𝑈𝑡𝑡 = ∫ 𝑚𝑚𝑝𝑝𝐻𝐻𝜃𝜃𝜃𝜃 + ∫ 𝜀𝜀𝑝𝑝𝜎𝜎𝑌𝑌𝑌𝑌𝜃𝜃𝑑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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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𝛼𝛼 = 𝛿𝛿 − 𝛿𝛿2

2𝐻𝐻 

 

 

Fig.5. Assumed deformed shape of girder (bending) 

 

소성 힌지 형성으로 인해 손실되는 에너지는 힌지 라인의 

회전각, 길이, 그리고 소성 굽힘 모멘트로 표현된다.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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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Assumed deformed shape of damaged stiffen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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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소성 막인장으로 인해 손실되는 에너지는 두 구역으

로 나누어 추정하는데, 각각의 구역에서의 소성 변형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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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𝜎𝜎𝑌𝑌𝑌𝑌는 동적 항복응력이다.  

 

2.1.2.2 Bulbous bow 에 의한 변형 추정식 

 

Zhang(1999)은 strip plate에 hemisphere 형상의 striker를 

충돌시킨 실험에서의  변형 형상을 토대로 bulbous bow의 충돌에 

의한 판의 변형 형상에 대한 식을 제안하였다. 2a*2b 크기의 

직사각형 판의 중심부에 bulbous bow가 충격했을 시의 에너지 

손실량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Fig.7 A typical photo and assumed shape of a bulbous bow 

 

𝐸𝐸𝑝𝑝 = 16
15√3 𝜎𝜎0𝑡𝑡𝛿𝛿2 [(𝑏𝑏

𝑎𝑎 + 𝑎𝑎
𝑏𝑏) + 2 (𝑅𝑅𝑏𝑏𝛿𝛿

𝑎𝑎2 + 𝑅𝑅𝑏𝑏𝛿𝛿
𝑏𝑏2 ) + 3 ((𝑅𝑅𝑏𝑏𝛿𝛿

𝑎𝑎2 )
2

+

(𝑅𝑅𝑏𝑏𝛿𝛿
𝑏𝑏2 )

2
)]      (11) 

 

3. 이중보강 구조물에서의 간이해석식 

적용 
 

3.1 간이해석식의 적용방식에 대한 고찰 

 

각각의 구조 요소들의 간이해석식을 이용한 이중보강 

구조물에서의 간이해석식 적용에 대한 연구가 Cho and 

Kim(2014)에 의해 연구되었다. Cho and Kim은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girder가 변형이 일어나는 외판의 중간에 있는 

경우, girder의 붕괴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판의 

중앙부 처짐으로부터 판의 끝부분까지의 변형이 연속적인 

형태가 아님을 보였고, 이처럼 충돌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는 

외판의 중간에 girder가 있는 경우, 각 부분별 처짐 정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판의 변형에 대해 해석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분별로 다른 변형에 대해 계산을 수행 

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Fig.8은 위의 가정을 바탕으로 

외판의 변형 형상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1)은 

bow에 의한 중앙부 처짐, (2)는 kH와 k`H의 변형폭을 갖는 

girder의 변형, (3)과 (4)는 girder의 바깥부분에 있는 판의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3)의 변형 

형상은 위·아래 부분을 합친 형상과 좌·우를 합친 형상으로 

각각 나누어서 Knife edge 충돌체로 인한 판의 변형으로 

가정할 수 있었고, (4)부분은 4개의 부분을 하나의 판으로 

가정하고 1point load에 의한 판의 변형으로 가정하여 

간이해석식들을 적용하였다. 

 Fig.8 Assumption of deformation mode of upper plate 

 

3.2 판의 중앙부 변형량 추정을 위한 가정 

 

Cho and Kim(2014)은 충돌이 일어나면 먼저 중앙부 

판 부분에서만 변형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거더와 

나머지 판 부분의 전체적인 변형이 진행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어느 시점까지 중앙부 처짐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변형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Cho and Kim(2014)은 이 중앙부 처짐을 국부 

변형으로 생각하고 거더와 거더 바깥쪽의 판의 변형을 

전체적 변형으로 보고 전체 system에서 

전체강성(거더와 거더 바깥쪽 판의 강성)과 국부 

강성(중앙부 판의 강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국부강성 

k1이 전체강성 k2보다 커지기 전까지는 국부변형, 즉 

중앙부 처짐만 발생하고 k1이 k2보다 커지면 

국부변형은 멈추고, 전체 변형인 거더와 거더 

바깥쪽의 판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이중보강 구조물의 영구변형에 

대한 간이해석식의 검증 
 

이중보강 구조물의 연구변형에 대한 간이해석식의 

검증으로 cho et al.(2106) 의 실험 및 수치해석 데이터가 

비교되었다. 

 

4.1 이중보강 구조물의 영구변형에 대한 실험  

 

이중선각 VLCC (ISSC 2000 proceedings, Yao et al, 

2000)를 참고로 한 실선의 1/7의 크기의 실험모델을 

제작하여 구조물의 영구변형에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영구변형이 일어난 두 모델을 각각 DH-5와 DH-6라 

명명하였다. 

4.1.1 실험 모델 및 재료 특성 

 

충돌 하중을 받는 이중보강 구조물의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선의 1/7 스케일로 실험 모델을 제작 

하였고 모델의 치수는 Fig.9와 같으며 실제 실험모델의 

사진을 Fig.10에 나타내었다. 실험 모델의 재료 특성을 얻기 

위한 인장 시험이 수행되었고 각각의 재료 특성을 Table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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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8 Assumption of deformation mode of upper plate 

 

3.2 판의 중앙부 변형량 추정을 위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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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보강 구조물의 영구변형에 

대한 간이해석식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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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장 시험이 수행되었고 각각의 재료 특성을 Table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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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Fig.9 Dimensions of double hull side structure 
models: DH5 and DH6  
 

 
         (a) front view           (b) side view 
Fig.10 Photographs of Model DH-5 
 
Table 1 Thicknesses and material properties of 
models 

Model Location 
t 

(mm) 
σY 

(MPa) 
σT 

(MPa) 
E 

(GPa) 

DH-5 

Upper plate 2.81 316.2 472.5 213.6 

Lower plate 5.69 315.1 476.1 206.7 

Girder 
(horizontal) 

2.85 311.6 466.8 192.3 

Girder 
(vertical) 

2.84 311.4 470.9 195.6 

Side wall 
(horizontal) 

2.80 314.3 474.0 197.9 

Side wall 
(vertical) 

2.83 315.7 471.1 221.7 

DH-6 

Upper plate 2.96 319.4 404.7 215.7 

Lower plate 5.81 381.2 496.7 231.5 

Girder 
(horizontal) 

2.98 318.8 403.6 208.7 

Girder 
(vertical) 

2.97 319.5 404.2 224.7 

Side wall 
(horizontal) 

2.92 327.8 413.2 226.4 

Side wall 
(vertical) 

2.95 320.0 407.7 247.0 

 

4.1.2 스트라이커 

 

실험에 사용된 striker는 hemisphere 형상으로 지름은 

300mm이고 총 striker의 무게는 1694kg이다. Striker의 치수와 

striker header의 사진을 각각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Striker 

header는 실험 도중 어떠한 변형도 일으키지 않을 만큼 

단단하였으며 실험이 끝난 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Fig.11 Dimensions of striker header 

 

Fig.12 Header of the striker 
 

4.1.2 실험 조건 및 결과 

 

DH-5와 DH-6 모델의 실험에서의 striker의 충돌 속도 및 

영구변형의 깊이를 각각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Collision test conditions and results of DH-5 and DH-6 

Model 
Striker Mass 

(kg) 

Collision Velocity 

(m/s) 

Depth of dent 

(mm) 

DH-5 1694 3.0 74.0 

DH-6 1694 5.0 114.4 

 

 
(a) Model DH-5 

  
(b) Model DH-6 

Fig.13 Damaged models after collision tests 
 

4.2 이중보강 구조물의 영구변형에 대한 수치해석  

 

본격적인 수치해석에 앞서 수렴성 검증이 수행되었다. 

그에 대한 결과를 Fig.14에 나타내었으며 판 두께의  2.5배에 

해당하는 요소의 크기를 사용하였다. 

 

 
Fig. 14 Convergence test results of DH-6 model 

 

4.2.1 수치해석 모델 

 

모든 해석모델은 4절점 shell 요소를 적용하였고 

충돌체(Striker)는 rigid하게 모델링 하였다. 또한, 충돌체에 대표 

노드를 지정하여 앞서 언급된 속도와 질량을 적용하였다.   

다음의 Fig. 9에 수치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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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Numerical analysis model 

4.2.2 수치해석 결과 

 

 DH-5와 DH-6 모델의 수치해석의 결과를 Table 3에, 충돌 

후의 해석 모델을 Fig.16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3. Comparison of numerical predictions with test results 

of DH-5 and DH-6 models 

Model Depth of dent (mm) 

DH-5 70.5  

DH-6 114.1  

 

 
Fig.16 Numerical analysis model (After collision) 

 

4.2 이중보강 구조물의 영구변형에 대한 간이해석식 

적용  

 

DH-5와 DH-6 모델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Cho and 

Kim(2014)의 이중보강 구조물의 변형 형태의 가정을 

이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물의 국부 변형이 

끝나고 전체적 움직임이 시작되는 때의 영구변형량을 

강성비교를 통해 구하였다. DH-5와 DH-6의 국부 및 전체 

강성의 영구변형량에대한 그래프를 Fig.17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각각 270.4(mm)와 270.6(mm)에서 국부 강성이 

전체 강성보다 커지는 것을 나타내었다. 국부 강성과 전체 

강성이 역전되기 시작할 때의 각 구조 요소의 강성을 또한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의 K(knife1), K(knife2) 는 각각 

거더 바깥부분의 plate에 대하여 좌우, 위아래 부분을 각각 

합하여 knife edge striker에 의한 충돌 대한 식을 적용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a) Model DH-5 

 
(b) Model DH-6 

Fig.17 Stiffness of local and global zone 

 

Table 4 Calculation of local and global stiffness 

(a) Model DH-5 

(b) Model DH-6 

 

강성비교를 통해 구해진 국부와 전체의 강성이 역전되기 

전까지의 에너지는 모두 국부변형 즉, 식(11)에 나타내어진 

bulbous bow형상의 스트라이커와 비보강판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로 모두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DH-5와 DH-6 

모델의 실험에서 앞선 강성비교로 구해진 강성이 역전되는 

영구변형량을 식(11)에 대입하였을 때 각각 171(kJ)과 

166(kJ)로 각각의 충돌체의 총 충돌에너지인 8(kJ)와 

21(kJ)을 매우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두 

모델의 실험은 모두 국부 변형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식(11)을 이용하여 DH-5와 DH-6모델의 실험에서 충돌체의 

총 에너지가 이중보강 구조물의 국부 변형에 의한 에너지로 

흡수되는 영구변형량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실험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Comparison among the experiment, numerical 

analysis and analytical calculation results 

(a) Model DH-5 

Experiment 
δ(mm) 

numerical 
δ(mm) 

analytical 
δ(mm) 

Ana./ 
Exp. 

Ana./ 
Num. 

74  70.5 68.5 0.92 0.97 

(b) Model DH-6 
Experiment 
δ(mm) 

numerical 
δ(mm) 

analytical 
δ(mm) 

Ana./ 
Exp. 

Ana./ 
Num. 

114.4  114.1 111.7 0.98 0.98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의 충돌에서의 

내부에너지를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기존에 Hong and 

Amdahl (2008)에 의해 제시되었던 web girder의 변형에 대한 

식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인 

이중보강 구조물을 외판, 십자형의 거더 교차부, 웹 거더들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로 나누고, 각각의 요소들의 

운동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변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내부에너지의 전체 합으로서 전체 구조물 의 흡수 에너지를 

추정하였다. 이중보강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가정을 Cho 

and Kim(2014)이 제시한 가정을 참고하여 실험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간이해석식을 이용하여 DH-5와 DH-6 모델의 실험에서의 

영구변형량을 계산한 결과를 실험결과와 그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의 차이가 각각 8%와 2%, 수치해석 

결과와의 차이가 각각 3%와 2%로 간이해석식의 결과가 

신뢰할만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DH-5와 DH-6모델 모두 

Cho and Kim(2014)이 제시한 이중보강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가정을 통해 국부 강성과 전체 구조의 강성을 비교 

하였을 때 국부 변형만 있는 모델로 계산이 되었다. 따라서 

국부 변형 및 전체 구조의 변형까지 있는 실험과 수치해석이 

수행되어 구조 요소들의 내부에너지에 대한 간이해석식을 

이용한 이중 보강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검증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bulbous bow에 의해 중앙부의 파단이 일어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외판이 파단이 일어난 후에 내판의 

변형까지에 대한 간이해석식의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cknowledgments 

δ = 270.42 

k1(local) K(knife1) K(knife2) K(4girder) k2(Global) 

9741 3652 2289 3801 9741 

δ = 270.63 

k1(local) K(knife1) K(knife2) K(4girder) k2(Global) 

9428 3529 2211 3689 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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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물의 국부 변형이 

끝나고 전체적 움직임이 시작되는 때의 영구변형량을 

강성비교를 통해 구하였다. DH-5와 DH-6의 국부 및 전체 

강성의 영구변형량에대한 그래프를 Fig.17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각각 270.4(mm)와 270.6(mm)에서 국부 강성이 

전체 강성보다 커지는 것을 나타내었다. 국부 강성과 전체 

강성이 역전되기 시작할 때의 각 구조 요소의 강성을 또한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의 K(knife1), K(knife2) 는 각각 

거더 바깥부분의 plate에 대하여 좌우, 위아래 부분을 각각 

합하여 knife edge striker에 의한 충돌 대한 식을 적용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a) Model DH-5 

 
(b) Model DH-6 

Fig.17 Stiffness of local and global zone 

 

Table 4 Calculation of local and global stiffness 

(a) Model DH-5 

(b) Model DH-6 

 

강성비교를 통해 구해진 국부와 전체의 강성이 역전되기 

전까지의 에너지는 모두 국부변형 즉, 식(11)에 나타내어진 

bulbous bow형상의 스트라이커와 비보강판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로 모두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DH-5와 DH-6 

모델의 실험에서 앞선 강성비교로 구해진 강성이 역전되는 

영구변형량을 식(11)에 대입하였을 때 각각 171(kJ)과 

166(kJ)로 각각의 충돌체의 총 충돌에너지인 8(kJ)와 

21(kJ)을 매우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두 

모델의 실험은 모두 국부 변형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식(11)을 이용하여 DH-5와 DH-6모델의 실험에서 충돌체의 

총 에너지가 이중보강 구조물의 국부 변형에 의한 에너지로 

흡수되는 영구변형량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실험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Comparison among the experiment, numerical 

analysis and analytical calculation results 

(a) Model DH-5 

Experiment 
δ(mm) 

numerical 
δ(mm) 

analytical 
δ(mm) 

Ana./ 
Exp. 

Ana./ 
Num. 

74  70.5 68.5 0.92 0.97 

(b) Model DH-6 
Experiment 
δ(mm) 

numerical 
δ(mm) 

analytical 
δ(mm) 

Ana./ 
Exp. 

Ana./ 
Num. 

114.4  114.1 111.7 0.98 0.98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의 충돌에서의 

내부에너지를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기존에 Hong and 

Amdahl (2008)에 의해 제시되었던 web girder의 변형에 대한 

식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인 

이중보강 구조물을 외판, 십자형의 거더 교차부, 웹 거더들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요소들로 나누고, 각각의 요소들의 

운동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변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내부에너지의 전체 합으로서 전체 구조물 의 흡수 에너지를 

추정하였다. 이중보강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가정을 Cho 

and Kim(2014)이 제시한 가정을 참고하여 실험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간이해석식을 이용하여 DH-5와 DH-6 모델의 실험에서의 

영구변형량을 계산한 결과를 실험결과와 그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의 차이가 각각 8%와 2%, 수치해석 

결과와의 차이가 각각 3%와 2%로 간이해석식의 결과가 

신뢰할만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DH-5와 DH-6모델 모두 

Cho and Kim(2014)이 제시한 이중보강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가정을 통해 국부 강성과 전체 구조의 강성을 비교 

하였을 때 국부 변형만 있는 모델로 계산이 되었다. 따라서 

국부 변형 및 전체 구조의 변형까지 있는 실험과 수치해석이 

수행되어 구조 요소들의 내부에너지에 대한 간이해석식을 

이용한 이중 보강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검증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bulbous bow에 의해 중앙부의 파단이 일어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외판이 파단이 일어난 후에 내판의 

변형까지에 대한 간이해석식의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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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Lashing bridge and radar mast of ship are upright structures so they are generally exposed to excessive vibration. 

Recently, the use of low speed main engines for improving fuel efficiency has been increasing, and the excitation frequencies of 

the main engine are moving to the low frequency band. If the excitation frequencies are coincident with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local structure, excessive vibration occurs during main engine operating condition. The modal test is to experimentally 

determine resonance frequency, mode shape, and damping, which ar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a mechanical structure under 

dynamic external force. Through this study,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are obtained by modal tests and the low 

vibration measure is applied to the local structures. 

 

Keywords :  Excitation frequency (가진주파수) Modal test (모달 시험) 

 

1. 서 론 
 

선박의 주요 국부 구조물인 Lashing bridge와 radar 

mast는 직립형 구조이고 최상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동에 취약하다. 최근 연료효율 향상을 위한 

저속 주기관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선박의 

주가진원인 주기관 가진 주파수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진 주파수가 국부 구조물의 고유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일치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시운전시 공진으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진동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진동해석을 하여 공진회피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건조단계에서는 실선 진동시험을 통해 진동해석 결과를 

검증 및 보완해야 한다. 

모달 시험은 동적인 외력을 받고 있는 기계 구조물의 

진동특성인 공진주파수, 모드형상, 감쇠를 실험으로 찾아 

내는 것이다. Lashing bridge와 radar mast와 같은 국부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진동해석과 모달시험으로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부 구조물의 저진동 설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국부구조물의 진동현상 동향 

컨테이너 운반선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Lashing bridge의 

플랫폼의 단수도 2~3단에서 4~5단으로 높아져서 점점 더 

진동에 취약한 형상으로 되고 있다. 또한 저속 주기관이 

적용됨에 따라 선수미 방향의 주기관 종진동이 증가하였으며 

선체 가해지는 가진력도 증가하고 있다. Lashing bridge & radar 

mast의 고유주파수와 저속화된 주기관 가진 주파수의 공진에 

의해 시운전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국부 구조물의 

고유주파수와 주기관 상용 운전영역에서 가진 주파수와의 공진 

가능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최근 국부 구조물은 진동에 취약한 형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저속 주기관의 사용에 따라 가진력의 크기의 

증가함과 동시에 공진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Fig. 1 Trend between local structures and excita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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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시험을 통한 국부 구조물 방진대책 수립 
권종현, 김문수, 양성붕, 이원석, 이봉민 (한진중티엠에스) 

 

Vibration measures for local structures through modal tests 
Kwon Jong Hyun, Kim Mun Su, Yang Sung Boong, Lee Won Seok, Lee Bong Min (HHIC-TMS) 

 
 

요 약 

 
The Lashing bridge and radar mast of ship are upright structures so they are generally exposed to excessive vibration. 

Recently, the use of low speed main engines for improving fuel efficiency has been increasing, and the excitation frequencies of 

the main engine are moving to the low frequency band. If the excitation frequencies are coincident with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local structure, excessive vibration occurs during main engine operating condition. The modal test is to experimentally 

determine resonance frequency, mode shape, and damping, which ar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a mechanical structure under 

dynamic external force. Through this study,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are obtained by modal tests and the low 

vibration measure is applied to the local structures. 

 

Keywords :  Excitation frequency (가진주파수) Modal test (모달 시험) 

 

1. 서 론 
 

선박의 주요 국부 구조물인 Lashing bridge와 radar 

mast는 직립형 구조이고 최상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동에 취약하다. 최근 연료효율 향상을 위한 

저속 주기관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선박의 

주가진원인 주기관 가진 주파수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진 주파수가 국부 구조물의 고유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일치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시운전시 공진으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진동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진동해석을 하여 공진회피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건조단계에서는 실선 진동시험을 통해 진동해석 결과를 

검증 및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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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특성인 공진주파수, 모드형상, 감쇠를 실험으로 찾아 

내는 것이다. Lashing bridge와 radar mast와 같은 국부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진동해석과 모달시험으로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부 구조물의 저진동 설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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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부 구조물의 모달 시험 결과 

1) Lashing bridge 시험 결과 

Lashing bridge는 하부 구조와 형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3가지 종류에 대해 충격 해머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속도 계측지점 10개과 종 & 횡방향 그리고 해머 가진 

지점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Measuring points for lashing bridge 

 

해머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고유모드와 고유 

주파수를 아래와 같이 추출하였다. 주파수 응답 함수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4개의 주요 고유모드와 

주파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비틀림 모드 1절, 굽힘 2절, 

3절, 4절 순서로 계측되었다. 

 
Fig. 6 FRF for lashing bridge through impact hammer test 

 Table 1 Mode shapes for lashing bridge 

 
위의 고유모드와 추진기관 가진 주파수와의 공진을 검토 

하기 위해 캠벨 선도를 작성하며,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Campbell diagram for lashing bridge 

그리고 시운전시 주기관 RPM sweeping 결과를 통해 

공진 여부 확인하였으며 및 강제 진동결과를 회전 차수 별로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 RPM sweeping test for lashing bridge 

 

2) Radar mast 시험 결과 

Radar mast에 대해 충격 해머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9는 가속도 계측지점 4개와 종 & 횡방향 그리고 해머 가진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Radar mast의 종 & 횡방향 주파수 응답 함수를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고유모드와 주파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위의 고유모드와 추진기관 가진 주파수와의 공진을 

검토하기 위해 캠벨 선도를 작성하였으며, Fig. 1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시운전시 주기관 RPM sweeping 결과는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9 Measuring points for radar mast 

 
(Longitudinal direction) 

 
(Transverse direction) 

Fig. 10 FRF for radar mast through impact hammer test  

 

Table 2 Mode shapes for radar mast  

(Longitudinal direction) 

 
 

(Transverse direction) 

 

 
(Longitudinal direction) 

 
(Transverse direction) 

Fig. 11 Campbell diagram for radar m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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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PM sweeping test for radar mast 

 

2.4 국부 구조물의 해석결과와 비교 

 

Lashing bridge 고유 진동해석 결과와 모달 시험 결과는 

아래 Table 3에 비교하였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model test and FEM analysis 

 
 

강제 진동해석 결과를 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모달 

시험 결과에서 4개 주요 모드에 대해서 감쇠를 Fig. 13과 

같이 추출하였다. 

 

 
Fig. 13 Damping for lasing bridge 

 

3. 결 론 
 

선박의 국부 구조물 중 진동에 취약한 Lashing bridge와 

radar mast에 대해 모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동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강제 진동해석 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감쇠를 실험적으로 추출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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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formulation for calculation of strain-rate in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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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ccidental collisions occur frequently and can give rise to the collapse of ship structures. Predicting the extent of accidental 

damages assists in the prevention of catastrophic accidents. In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which is generally used for 

dynamic fracture analysis of such collisions, a reliable dynamic fracture strain must be considere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formula for estimating the dynamic fracture strain used in collision simulations. First, to obtain more realistic values for the dynamic 

fracture strain, the strain rate is calculated based on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of ship–ship collisions, in which the striking 

vessel takes various velocities from 0.5 to 20 knots. Second, on that basis, an empirical formula is proposed to calculate the strain 

rate, allowing a more realistic estimation of the dynamic fracture strain. 

  

Keywords: Strain rate, dynamic fracture strain,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collision, ship–ship collision. 

 

1. 서 론 
 

 해양 산업에서 운항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충돌사고는 주요 사고 예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종종 해양 환경 오염과 인명 손실 같은 특히 선박이 

과적상태일 때 엄청난 피해 결과를 초래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돌과 좌초 같은 사고들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 최근 기간 동안 다수의 연구자들은 선박 

충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피해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을 축소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Paik, et al., 

1998; Zheng, et al., 2007; Khan & Das, 2008; Samuelides, et al., 

2009; Tabri 2012; Samuelides 2015; Zhang, et al., 2015; 

Youssef, et al., 2014; 2016; 2017; Kim, et al., 2015; Faisal, et al., 

2016; Obisesan, et al., 2016).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사고는 적극적인 안전대책 그리고 

수동적인 안전대책으로 분류된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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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amping for lasing bridge 

 

3. 결 론 
 

선박의 국부 구조물 중 진동에 취약한 Lashing bridge와 

radar mast에 대해 모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동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강제 진동해석 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감쇠를 실험적으로 추출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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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ccidental collisions occur frequently and can give rise to the collapse of ship structures. Predicting the extent of accidental 

damages assists in the prevention of catastrophic accidents. In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which is generally used for 

dynamic fracture analysis of such collisions, a reliable dynamic fracture strain must be considere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formula for estimating the dynamic fracture strain used in collision simulations. First, to obtain more realistic values for the dynamic 

fracture strain, the strain rate is calculated based on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of ship–ship collisions, in which the striking 

vessel takes various velocities from 0.5 to 20 knots. Second, on that basis, an empirical formula is proposed to calculate the strain 

rate, allowing a more realistic estimation of the dynamic fracture strain. 

  

Keywords: Strain rate, dynamic fracture strain,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collision, ship–ship collision. 

 

1. 서 론 
 

 해양 산업에서 운항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충돌사고는 주요 사고 예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종종 해양 환경 오염과 인명 손실 같은 특히 선박이 

과적상태일 때 엄청난 피해 결과를 초래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돌과 좌초 같은 사고들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 최근 기간 동안 다수의 연구자들은 선박 

충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피해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을 축소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Paik, et al., 

1998; Zheng, et al., 2007; Khan & Das, 2008; Samuelides, et al., 

2009; Tabri 2012; Samuelides 2015; Zhang, et al., 2015; 

Youssef, et al., 2014; 2016; 2017; Kim, et al., 2015; Faisal, et al., 

2016; Obisesan, et al., 2016).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사고는 적극적인 안전대책 그리고 

수동적인 안전대책으로 분류된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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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승무원 교육, 차세대 전자 항법체제 같은 

사고원인조사 그에 따라 방지대책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고 

수동적인 안전대책은 선내 해수유입, 화물 유출 억제 같은 

사고 발생 후 대처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선박 충돌에 대한 구조개선 등의 방법이 있다. 

재정적인 노출 또는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환경의 피해를 

방지, 해양 또는 구조 수명의 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강 구조를 위한 사고 한계상태 (Accidental Limit State) 

설계는 보통 선박의 충돌사고에서 기준으로써 다루어진다.  

 이와 관련되어, 선박의 충돌, 좌초 사고의 거동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실험과 수치해석 등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유한요소해석 법을 이용하여 충돌 및 

좌초 사고에서의 거동을 해석할 때 정성적 평가 측면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에, 정량적 평가 

측면에서는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모델링을 할 때 사용된 부적절한 

요소크기나 모델에서 재료특성 값 설정에서 발생된다. 특히 

재료특성 모델의 경우 변형률 경화효과, necking 그리고 파단 

변형률 등의 적절한 설정이 중요하다. 

 조선 해양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등가 소성 변형률을 

사용하는 전단 파단 조건을 파단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물의 강도에 있어서 재료의 파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파단 변형률은 이전의 연구에서 Table 1을 기반으로 

충돌과 좌초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0.1로 쓰였다 (see Table 1 

for more detail) (Paik & Chung, 1999; Paik, et al., 1999; 2009; 

2014; Servis, et al., 2002; Sajdak & Brown, 2005; Jones, 2006; 

Paik & Thayamballi, 2007; Zheng, et al., 2007). 

 

Table 1 Dynamic loading modes versus strain rate (Paik & 

Thayamballi, 2003) 

Strain rate 

 (1/sec) 
<10-5 10-5-10-1 10-1-101.5 101.5-104 >104 

Dynamic 

loading 

mode 

Creep 
Static or 

quasi-static 
Dynamic Impact 

Hyper 

velocity 

impact 

Examples 

Constant 

loading 

machine 

Dead or 

live loading 

on a ship 

hull girder 

Impulse 

pressure 

effects 

on high- 

speed 

craft, 

wave 

breaking 

loads 

Explosion, 

ship 

collision 

Bombing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던 0.1은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따라서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인 파단 변형률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변형률 속도 

최종적으로는 동적 파단 변형률을 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속도를 가진 충돌선과 피 충돌선 사이의 충돌해석을 통해서 

각 속도에서의 변형률 속도를 계산하여 보다 현실적인 

변형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Procedure for calculation of dynamic fracture strain 

 

2. 변형률 속도 계산을 위한 충돌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충돌해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사 

사고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속도, 위치, 각도, 운항 

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충돌선과 피 충돌선은 같은 종류의 오일 

탱커로 선정하였으며 평가 측면에서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충돌각도를 90도로 정하였다. 또한, Fig. 2 과 같이 

충돌선과 피 충돌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실제상황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 충돌 선과 피 충돌 선에 LS DYNA의 

프로그램 내부 모듈인 MCOL을 사용하였다 (Hallquist, 2010). 

이에 관한 내용은 3.1.2절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Striking vessel

Struck vessel

In collision

V2

V1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hip–ship collision 

 

Table 2 Main parameters of the struck ship (VLCC) 

Parameter Dimension 

Overall length 318.2 m 

Moulded breadth 60.0 m 

Moulded depth 30.0 m 

Moulded draught 21.6 m 

Dead weight 300,000 ton 

Block coefficient 0.81 

 

3. 충돌에서의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 
 

본 연구에서는 충돌 해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3D/MCOL을 피 충돌 

선의 내부 메커니즘을 평가하였다. 이는 수치적 방법 중 

하나로써, 앞서 설명한 실험적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Kitamura, 2002; Haris & 

Amdahl, 2013). Fig. 3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의 

정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 Front section view of collision simulation 

 

3.1 FE 모델링 

3.1.1 대상 구조물 

 

본 연구에서는 충돌사고가 발생 시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원유 운반선 중, VLCC급 이중 선체 

유조선을 피 충돌 선박으로 선정 하였다.  

 충돌사고는 일반적으로 넓은 대해에서 일어나기 보다 연안 

및 좁은 강 등의 선박운항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 충돌선의 선속을 비교적 작은 2노트로 

선정하였다. 

 또한, 높은 운동에너지를 바탕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 충돌 선을 만재상태로 가정하였고, 연강 및 

AH32와 AH36이 사용되었다 (Paik & Thayamballi, 2003). 피 

충돌선 구조의 모든 판 부재와 보강재는 유한 요소 

프로그램인 LS-DYNA 재료정보의 옵션 “Mat.024 

Elastic/Plastic Isotropic with piecewise linear plasticity”으로 

설정하였다. 

 Figs. 4 과 5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피 충돌선 과 충돌선의 

유한 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충돌 선은 충돌에서 

실질적인 거동을 위해서 실선의 무게중심을 이용하였고 

과도한 요소의 개수로 인한 긴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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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부만 Rigid line을 이용하여 그 무게중심과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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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에 피 충돌선의 새로운 위치를 지정해준다. 그러므로 Fig. 

6에서처럼 별도의 경계 조건 없이 피 충돌선이 거동 할 수 

있다. 

 

 Fig. 6 LS-DYNA/MCOL collision simulation system (Le Sourne, 

et al., 2003) 

 

또한 피 충돌 선을 둘러싼 해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Surge, Sway 그리고 Yaw방향에 각각 부가 질량 효과를 

사용하였으며 (Sagdak, 2004), 식 (4) 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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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유효 압괴 거리를 도입 하였다. Fig. 7 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접힘 길이를 2H로 정의하고, 접히는 

길이의 절반인 H는 최소한 8개가 필요하게 된다.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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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값을 주면서, 복잡한 형상을 구현 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크기를 구하기 위해 식 (5)을 이용하였다 (Paik, 2006a; 

Paik, 2006b). 식 (5)을 통하여 계산된 각각 요소의 크기는 

200~250mm이다. 

 

 

Fig. 7 A thin-walled structure crushed under predominantly axial 

compressive loads & cut at its midsection (Paik & Thayamballi, 

2003; 2007) 

 
2/3 1/30.983H b t                                (5) 

 

여기서 b = 스트링거 또는 보강재들 사이 판의 폭, t = 판 두께 

그리고 H = 접힌 길이이며 본 연구에서 b와 t는 피 충돌선의 

늑골 간격과 늑골 두께로 지정하였다.  

또한, 각각, 950, 400, 200, 100mm 크기의 경우 요소 

sensitivity study를 통하여 최종 요소 크기를 200mm 로 

모델링 하였다. 이때 피 충돌선의 충돌 영역은 전선의 경우 

과도한 해석시간으로 인하여 1개의 기름 탱크로 정하였다. 

Fig. 8 은 각 요소 크기 별 흡수에너지 양과 피 충돌선 내 

침입 량 그리고 이 때 사용된 요소 개수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Fig. 8 Simulated curves from mesh sensitivity study 

 

3.2 변형률 속도 계산 

 

 선박구조의 외판에서 파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흡수 

에너지는 중요한 관점이다. 또한 전체 손상 정도는 다양한 

충돌선의 보우의 반경과 형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Haris & 

Amdahl, 2012a; 2012b). 변형률 속도와 동적 파단 변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충돌 중에 충돌선과 피 충돌선이 

처음 접하는 부분에서 6개의 요소를 선정하였다 (Fig. 9). 

 

 

Fig. 9 Elements at tip of striking ship for calculating strain rate. 

 

 본 연구에서는 충돌 시 초기에 접촉되는 6개의 선정된 

요소로부터 변형률을 계산하였고, 변형률 속도는 변형률과 

시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10은 대표적인 변형률과 시간, 변형률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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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mple strain–time history 

 

(b) Example strain rate–time history 

Fig. 10 Examples of results 

 

3.3 해석 결과 

 

Fig. 11은 각각 앞서 정한 시나리오대로 해석을 진행한 후 

얻은 동적 파단 변형률이 0.1과 0.3일 때 충돌선의 속도가 

0.5, 3, 5, 7, 10, 13, 15, 18 그리고 20 (Knots)에서의 변형률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와 변형률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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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rain rate–time curves 

Fig. 11 Simulated behavior with two different values of dynamic 

fracture strain 

 

450



수렴 값을 주면서, 복잡한 형상을 구현 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크기를 구하기 위해 식 (5)을 이용하였다 (Paik, 2006a; 

Paik, 2006b). 식 (5)을 통하여 계산된 각각 요소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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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형률 속도 계산을 위한 경험 식 

유도 
 

보다 현실적인 동적 파단 변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박 충돌 사고에서 피 충돌선의 변형률 속도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ig. 12 Curves of strain rate versus velocity of striking ship 

compared between dynamic fracture strain = 0.1 and 0.3 at the 

element’s maximum value 

 

Table 4 Maximum strain rate as a function of velocity at two 

different dynamic fracture strain values 

Velocity (knot) 
Maximum strain rate 

εFd = 0.1 εFd = 0.3 

0.5 0.279  0.284  

3.0 3.460  3.454  

5.0 6.663  6.670  

7.0 9.611  9.613  

10.0 14.411  14.375  

12.0 17.745 17.744 

15.0 22.397 22.394 

18.0 26.831 26.833 

20.0 30.091 30.093 

 

Fig. 12 는 충돌 시 파단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요소에서 

각각 동적 파단 변형률이 0.1과 0.3일 때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최대 변형률 속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그리고 Fig. 12 의 결과와 같이 동적 파단 변형률이 0.1 일 

때와 0.3 일 때의 경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식 (6.a) 와 (6.b) 은 동적 파단 변형률이 각각 0.1 과 

0.3일 때 Fitting을 통하여 구한 식들을 토대로 얻은 함수이다. 

 

=3.0( ) 0.95 for /V V m s                     (6.a) 

=1.54( ) 0.94 for V V knot                    (6.b) 

 

식 (6.a) 는 충돌선의 속도가 m/s 단위 일 때를 나타낸 

함수이고 식 (6.b) 는 knot 단위일 때를 나타낸 함수이다. 

 

5. 동적 파단 변형률 계산을 위한 경험식 

적용 
 

 구조적 내 충돌성과 큰 변형률을 포함하는 우연한 

상황에서 구조는 파손에 노출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단 거동은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 Plate-shell 종류 유한 

요소의 임계 파단 변형률은 특히 요소 크기와 판 두께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임계 파단 변형률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식 (7) 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요소 크기와 판 

두께의 함수로써 재료의 파단 변형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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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쿠폰 인장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얻어지는 

εf은 실험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0.4를 갖게 된다 (Paik, et al., 

2016). 상온과 저온에서의 자세한 재료 물성 치는 (Paik, et al., 

2017) 통해서 참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수 d1과 d2는 다양한 요소 크기와 일련의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결정 될 수 있고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에서 쿠폰 인장 시험에 대한 판 두께는 반드시 

파단 변형률에 대한 실험 결과 값과 일치해야 한다. 판 

두께의 증가와 함께 국부적인 굽힘의 영향은 좀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보정계수 γ은 0.3~0.4 로 1(unity)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 (Hughes & Paik, 2010). 

파단이 발생된다고 말해지는 임계 변형에 대한 정확성은 

요소 크기와 변형률 속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또한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에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의 재료모델에도 영향을 받는다. Fig. 17 

은 2mm의 판 두께에서 쿠폰 인장시험 시편의 요소 크기와 

재료 모델 종류의 함수로써 준 정적 하중조건에서 LS-DYNA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한 예상된 임계 파단 

변형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Paik & Thayamballi, 2007) 

 

 

Fig. 13 Variation of the critical fracture strain calculated by 

LS-DYNA finite element simulations as a function of mesh size 

at quasi-static loading conditions 

 

여타 다른 파단 또는 구조강의 찢김은 일찍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변형률 속도, 온도와 같은 충돌 효과와 

항복응력은 하중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증가한다. 다음 

동적 항복응력을 위한 Cowper-Symonds의 역함수인 

개략적인 식 (8) 은 변형률 속도의 함수로써 동적 파단 

변형률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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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와 q는 각각 Cowper-Symonds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적 특성에 대한 계수들이며 Table 3에 연강 및 

고장력강일 때로 나뉘어 나타나있다. 또한 εF은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정적 파단 변형률로써 식 (2)의 εfc와 

같다. 만약 파손에 대한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즉,  이 

독립적이라면, ζ=1 이라고 할 수 있다. (Paik & Thayamballi, 

2003) 

 

 

 

 

 

 

 

Table 5 Applied example of dynamic fracture strain at each 

velocity of striking vessel 

V 

(knots) 

Strain rate 

(1/sec) 

Dynamic fracture strain 

Mild steel AH32 and AH36 

3 3.68 0.074 0.095 

4 5.22 0.072 0.094 

5 6.76 0.071 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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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pplied example of dynamic fracture strain at each 

velocity of striking vessel 

V 

(knots) 

Stra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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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fractur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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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3 0.069 0.092 

7 9.84 0.068 0.091 

8 11.38 0.068 0.091 

9 12.92 0.067 0.090 

10 14.46 0.066 0.090 

11 16 0.066 0.089 

12 17.54 0.065 0.089 

13 19.08 0.064 0.088 

14 20.62 0.064 0.088 

15 22.16 0.064 0.088 

16 23.7 0.063 0.087 

17 25.24 0.063 0.087 

18 26.78 0.062 0.087 

19  28.32 0.062 0.086 

20  29.86 0.062 0.086 

 

Table 5 는 새롭게 제안된 변형률 속도를 구하는 함수를 

적용하여 3~20 (knots)에서 연강과 고장력강의 동적 파단 

변형률을 보여주고 있다. Fig. 14은 Table 5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식 (9.a) 와 (9.b)는 각각 연강일 

때와 고장력강일 때 Fitting을 통하여 구한 식들은 토대로 

얻은 함수이다. 

 

Fig. 14 Simulated curves of dynamic fracture strain versus strain 

rate for mild & high-tensile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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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design of the mooring line to maintain the position of the offshore structure in the rough marine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The conventional fatigue evaluation of the mooring line was performed by considering the tensile force 

acting on the mooring line, but recently mooring line fatigue analysis considering OPB/IPB(out-of-plane bending /in-plane bending) 

caused by chain link friction due to the excessive tensile strength of the mooring line, becomes the important issue. This study 

proposes fatigue analysis procedure for offshore structure mooring line considering OPB/IPB. In order to obtain the tension of 

mooring line, the fluid dynamic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the de-coupled analysis method, and the behavior of the mooring 

line during the motion analysis of moored offshore structure is assumed to be quasi-static. The dynamic behavior of mooring line 

was simulated by modeling a single critical line, which is expected to have the largest fatigue damage, and the motion response of 

the floater obtained from the quasi-static analysis was prescribed as a boundary condition. In order to derive the local stress of the 

chain link, interlink stiffness and SCF(stress concentration factor)were derived through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and 

correlation between the rotational motion of float and interlink angle wa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mooring line. 

 

Keywords:Out-of-plane bending(OPB, 면외굽힘), In-plane bending(IPB, 면내굽힘), De-coupled analysis(비연성 해석), Quasi-static analysis(준정적 

해석), Interlink stiffness(링크간 강성), Stress concentration factor(SCF, 응력집중계수) 

 

1. 서 론 
 

해양구조물이 특정 위치에 설치되면 약 20년의 

운용기간동안 해당 위치에서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거친 환경 하중 하에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계류라인의 설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계류라인을 구성하는 체인링크의 피로평가는 

체인링크에 작용하는 인장력의 변화를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서아프리타의 Girassol 지역에서 면내외 

굽힘효과로 인하여 설계수명보다 매우 짧은 기간에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계류라인의 피로강도 

평가시 면내 외 굽힘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05) 및 

DNV GL(Det Norske Veritas and Germanischer Lloyd, 

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로평가에 대한 규정 및 

방법론으로 실제 계류라인의 피로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PB/IPB를 고려한 해양구조물 

계류라인 피로해석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계류라인 피로해석 절차 
 

2.1 등가흘수의 결정 

 

해양구조물이 일생동안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흘수 

중에서 피로해석에 적용된 등가흘수(Equivalent draft)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그 방법은 아래의 Fig. 1과 같다.  

등가흘수를 결정하기 위해 해양구조물을 계산된 평균위치 

(Mean position)에 위치시킨다. 

 
Fig. 1 Determination of equivalent draft procedure 

 

평균위치는 해양구조물이 경험하는 환경하중에 의한 off 

set의 평균을 의미하며, offset은 준정적해석(Quasi-static 

analysis)을 통해 구한다. 이때 준정적해석은 계류라인의 동 

역학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으며, 환경하중에 의한 mean 

load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위치에 위치한 해양 

구조물을 다양한 흘수조건에서 주파수영역 선형 피로해석을 

수행하고, 고려된 흘수조건 중 가장 큰 피로손상을 유발하는 

흘수를 등가흘수로 선정한다. 

 

2.2 Critical line의 결정 

 

보통 3Ⅹ4 또는 4Ⅹ4 형태의 계류라인을 가지는 해양 

구조물의 모든 계류라인에 대한 시간영역해석 방법을 사용 

하면 시간과 비용의 소비가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critical 

line 하나에 대한 시간영역해석을 사용하여 단점을 보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이며 그 방법은 아래의 Fig. 2와 같다.  

Critical line을 선정하기 위해 해양구조물을 앞서 선정한 

등가흘수 조건하에서 계산된 cluster별 유의위치(Significant 

position)에 위치시킨다. 유의위치는 해양구조물이 경험하는 

환경조건 하에서의 cluster별 작용하는 tension의 상위 1/3에 

해당하는 offset의 평균을 의미하며, offset은 준정적해석 

(Quasi-static analysis)을 통해 구한다. 이때 준정적해석은 

계류라인의 동역학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으며, 환경하중에 

의한 mean load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의위치에 

위치한 해양구조물을 다양한 흘수조건에서 주파수영역 선형 

피로해석을 수행하고, 고려된 흘수조건 중 가장 큰 피로 

손상을 유발하는 계류라인을 critical line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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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ection of the critical line procedure 

 

2.3 시간영역 피로해석 

 

아래의 Fig. 3은 기존 인장 피로해석 절차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계류된 해양구조물의 동적해석을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비연성해석(De-coupled analysis)법을 이용 하였다. 

비연성해석법은 부유체와 계류라인을 각각 따로 해석하는 

방법으로써 크게 부유체의 운동해석과 계류라인의 동적해석 

으로 구분된다. 

 

 
Fig. 3 Tension-Tension fatigue analysis procedure 

 

부유체의 운동해석시 계류라인의 거동은 

준정적(Quasi-static)으로 가정하였고, 이는 계류라인의 

동적거동은 고려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준정적해석을 

통해 부유체의 운동을 해석함에 있어 저주파수 운동 성분과 

파랑 주파수 운동 성분 간의 연성효과도 고려하지 않았다. 

저주파수 운동 성분을 얻기 위해서 아래의 식(1)을 

수치적으로 풀어 해를 구한다. 

 

[𝑀𝑀]{�̈�𝑋} = ∑{𝐹𝐹(𝑡𝑡)} (1) 

 

여기서 {�̈�𝑋}는 부유체의 면내 운동성분을 포함하는 위치 

벡터를 의미한다. 부유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유체동역학적 

힘, 계류라인의 장력, 파 표류력, 조류력, 풍하중 등이 

고려된다. 유체동역학적 힘 중에는 저주파수 운동 성분에 

기여가 높은 2차 파 기진력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𝑀𝑀]은 

면내 운동성분에 대한 질량 행렬로 부유체의 질량과 

선수(yaw)운동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그 성분으로 가진다. 

파랑 주파수 성분의 운동은 저주파수 운동 성분과의 연성이 

없다는 가정 하에 6자유도 운동에 대한 운동 RAO를 이용 

하여 시계열을 생성한 후 저주파수 운동 성분과 더해진다.  

계류라인의 동적해석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피로손상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류라인(Critical line) 하나만 모델링 후, 계산된 

부유체의 6자유도 운동을 경계조건으로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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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ection of the critical lin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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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in water 

per unit length 
305.963 kg/m 51.204 kg/m 379.451 kg/m 

Breaking load 14508.19 kN 11004.78 kN 15335.83 kN 

 

단기 피로 손상도를 계산하기 위해 해상환경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그 상세는 Table 3에 보인 바와 같다. 

 

Table 3 Environment loads 

Item Value 

Wave (JONSWAP) Hs : 5 m, Tp : 12 s, Heading : 30  ̊

Wind (FPOYA) V : 3 m/s, Heading : 120  ̊

Current V : 3 m/s, Heading : 240  ̊

 

4. 해석결과 
 

4.1 Mean position의 결정 

 

Mean position은 해양구조물이 경험하는 환경하중에 의한 

offset의 평균을 의미하며, 아래의 Fig. 6은 임의의 20개의 

sea state 하에서의 current, wind, wave가 모두 고려된 

평균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6에서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것은 current와 wind가 고려된 mean position이며, 그 

위치에서 wave에 의한 offset을 초록색 십자가로 표시하였다. 

모든 wave에 발생하는 offset을 평균하여 빨간색 별로 

표시된 mean position을 선정하였다 

 

 
Fig. 6 Mean position under sea state 

 

4.2 유체동역학 해석 

 

본 연구에서는 준정적 해석을 통해 플로터의 운동 응답을 

구하고 이를 해석 대상 계류라인의 경계조건으로 적용하는 

비연성해석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3에 주어진 

환경하중 하에서 계류된 FPSO의 운동응답을 얻기 위해 

준정적 해석을 Ariane V7을 통해 수행하여 아래의 Fig. 7와 

같은 6자유도 운동응답의 시계열을 도출하였다. 

 

 
Fig. 7 Motions of F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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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 외의 운동성분의 경우 파랑주파수 영역의 

운동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류라인의 동적 거동이 고려된 인장력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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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력을 나타낸다. 

 
Fig. 8 Dynamic top tension 

 

4.3 계류라인 해석 

 

면내외 굽힘이 고려된 계류라인의 피로해석을 위해서는 

플로터의 회전운동과 링크간 각도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Fig. 9은 이를 위한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다. 

 

 
Fig. 9 Modeling of mooring line with interlink stiffness 

 

플로터의 회전에 의해 야기되는 링크간 각도의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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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링크간 강성을 탄성회전 스프링의 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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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 between rotation and interlink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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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tions of F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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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력을 나타낸다. 

 
Fig. 8 Dynamic top tension 

 

4.3 계류라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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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deling of mooring line with interlink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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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 between rotation and interlink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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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sidered area for fatigue life calculation 

 

 
Fig. 12 Fatigue damage contour without OPB&IPB (left) 

Fatigue damage contour with OPB&IPB (right) 

 

Table 4 Fatigue damage 

Node 16 21 

Fatigue damage 

without OPB&IPB 
1.4765Ⅹ10-7 2.6309Ⅹ10-6 

Fatigue damage 

with OPB&IPB 
2.994Ⅹ10-4 2.7626Ⅹ10-4 

 

Fig. 12의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면내외 굽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면내외 굽힘 효과를 고려한 경우에 

대한 피로손상도의 공간 상의 분포를 나타낸다. 면내외 굽힘 

효과를 고려한 경우 모든 절점에서 피로 손상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최대 피로손상도를 

보이는 위치가 면내외 굽힘의 고려여부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발생한 점이다. Tabl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면내외 굽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절점 21에서 최대의 

피로손상도가 계산되었으나 면내외 굽힘 효과를 고려한 

경우 절점 16의 위치에서 최대 피로손상도가 계산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연성해석 기법을 이용한 OPB/IPB를 

고려한 계류라인 피로해석 절차를 제시하고 사례 해석을 

통한 제시한 절차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상기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등가흘수의 결정 및 Critical line의 결정 과정이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나, 연성해석기법을 이용한 계류라인 피로 

해석보다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플로터의 회전운동과 링크간 각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선형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인링크의 비선형 구조해석을 통해 선인장력, 마찰계수 

등이 링크간 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계류라인 피로해석에 있어 면내외 굽힘 효과를 고려할 

경우 면내외 굽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큰 

피로손상을 보여주었다. 

 체인링크의 최대 피로손상도의 위치가 면내외 굽힘의 

고려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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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wind energy is one of fastest growing sources of energy 
around the world. The increased size of the wind turbines can have 
significant benefit by reducing the number of total wind turbines 
needed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power. Along with that trend, 
University of Ulsan has proposed a concept of 12M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on a design 
of catenary mooring systems for a 12M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with a semi-submersible support structure. The 12MW wind 
turbine is developed under a project of Korean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and the semi-submersible floating 
platform is scaled up from DeepCWind semi-submersible platform for 
the 5MW class wind turbine. The floating wind turbine system is 
moored by 3 catenary mooring lines which are studless chains. The 
calculation of the properties of mooring lines is carried out by UOU in-
house code to determine horizontal distance from fairlead to anchor, 
length of mooring lines, size of the chain. These properties must be 
satisfied the design constrains as maximum tension must not be 
exceeded the breaking load, the loading at anchor should be solely 
horizontal and the motions of platform must be within specified limit. 
The open-source, aero-hydro-servo-elastic wind turbine simulation 
program FAST v8 is used to perform the operation of the wind turbine 
system in extreme environment conditions, long term predictions of 
breaking strength and fatigue are considered for designation. 
 
KEY WORD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Catenary 
mooring system, Semi-submersible platform, studless chain 
 
INTRODUCTION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has a big opportunity to deploy huge 
number of wind farms around the world. Floating platform can support 
a bigger wind turbine to reduce the cost. Recently, the biggest 

prototype wind turbine is 8MW by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Siemens. DTU proposed a 10-MW wind turbine (Bak et al, 2012) and 
University of Ulsan proposed a 12-MW wind turbine (Shin, 2017) 
which was scaled up from NREL 5MW reference baseline wind turbine. 
 
For stationkeeping of FOWT, suitable mooring systems are needed to 
restrain motions of the platform. For designing a mooring system, it 
should be low cost, not exceeding mooring line breaking strength and 
drift constrains. There were many guideline to design and analysis 
mooring systems for oil and gas industry as Barltrop (Barltrop, 1998), 
Det Norske Veritas (DNV,2009)  , Bureau Veritas (BV ,2008)  or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2005). In case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Bureau Veritas and Det Norske Veritas also provide 
guidelines to design criteria and loading conditions for substructures 
and moorings (BV,2010) (DNV,2010).  
 
Several designs of mooring system were provided for 5-MW clas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as Catenary mooring line for OC3 
hywind (Jonkman, 2010)  and OC4 phase II semisubmersible platform 
(Roberson et al 2014) . Some researchers design optimization mooring 
systems for 5MW class semisubmersible floating wind turbine 
(Brommundt, 2012 and Kim et al, 2014). This paper aims to design a 
proper catenary mooring system for 12-MW wind turbine supported by 
a semisubmersible platform. A catenary mooring system should be 
complied with design constrains as ultimate load condition, horizontal 
load at the embedded anchors and the excursions of the floater have to 
be under special limit. Using a static mooring analysis in-house code of 
University of Ulsan, the primary design parameters are selected as size 
of the chain, length of mooring line, horizontal distance from fairlead to 
anchor. The primary parameters are input to FAST v8 to simulate all 
FOWT system with complex environmental conditions. FAST v8 is the 
aero-hydro-servo-elastic wind turbine simulation software which 
developed by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12 MW WIND TURBINE MODEL 
 
Table 1 shows properties of 12MW wind turbine. The nacelle mass is 
suggest at 400 tons as the willing to use a light generator. Other 
parameters are based on NREL 5MW baseline wind turbine. The 
submersible platform properties are briefly shown in Table2 and 
properties of 3 kind of mooring system can be seen in Table3. Fig. 1 
illustrates the 12-MW semisubmersible floating platform wind turbine 
with 3 catenary mooring lines. In this paper, 3 kinds of mooring line 
chain (D95, D102, D111) are selected to analysis.  
 
Table 1 

Description Value 

Rated power, P [MW] 12 

Rotor orientation Upwind, 3 Blades 

Control 
Variable Speed, 

Collective Pitch 

Rotor diameter [m] 195.2 

Hub height [m] 120.25 

Rated wind speed [m/s] 11.2 

Rated rotor speed [rpm] 8.25 (gearless) 

Hub Mass 169,440 kg 

Hub Inertia about Shaft 829,590 kg․ m2 

Nacelle Mass (Target) 400,000 kg 
 
 
  
 
 
 
 
 
 
 
 
 
 
 
 
 
 
 
 
 
 
Fig. 1, 12-MW semi-submersible floating wind turbine 
 
 
 
 

 
Table 2 

Water depth (h) 270 m 

Platform mass, including ballast 3.3241E+7 kg 

Displaced water in undisplaced position(V0) 34328.6 m3 

Center of buoyancy below SWL 17.76 m 

CM location below SWL 18.19 m 

Platform roll inertia about CM 3.075E+10 kg․m2 

Platform pitch inertia about CM 3.075E+10 kg․m2 

Platform yaw inertia about CM 5.523E+10 kg․m2 

 
Table 3 

Mooring System Properties  D95 D102 D111 

Mooring Line Diameter mm 95.0 102.0 111.0 

Number of Mooring Lines - 3.0 3.0 3.0 

Angle Between Adjacent Lines deg 120.0 120.0 120.0 

Depth to Anchors Below SWL m 19.0 19.0 19.0 

Depth to Fairleads Below SWL m 270.0 270.0 270.0 
Radius to Anchors from 
Platform Centerline 

m 1142.5 1134.6 1122.5 

Radius to Fairleads from 
Platform Centerline m 55.2 55.2 55.2 

Un-stretched Mooring Line 
Length 

m 1130.0 1130.0 1130.0 

Equivalent Mooring Line Mass 
Density kg/m 198.3 228.6 270.7 

Equivalent Mooring Line Mass 
in Water 

kg/m 172.5 198.9 235.5 

Equivalent Mooring Line 
Extensional Stiffness EA 

MN 812.3 936.4 1108.9 

Minimum Breaking Strength MN 7.3 8.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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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strength and fatigue are considered for designation. 
 
KEY WORD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Catenary 
mooring system, Semi-submersible platform, studless chain 
 
INTRODUCTION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has a big opportunity to deploy huge 
number of wind farms around the world. Floating platform can support 
a bigger wind turbine to reduce the cost. Recently, the biggest 

prototype wind turbine is 8MW by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Siemens. DTU proposed a 10-MW wind turbine (Bak et al, 2012) and 
University of Ulsan proposed a 12-MW wind turbine (Shin, 2017) 
which was scaled up from NREL 5MW reference baseline wind turbine. 
 
For stationkeeping of FOWT, suitable mooring systems are needed to 
restrain motions of the platform. For designing a mooring system, it 
should be low cost, not exceeding mooring line breaking strength and 
drift constrains. There were many guideline to design and analysis 
mooring systems for oil and gas industry as Barltrop (Barltrop, 1998), 
Det Norske Veritas (DNV,2009)  , Bureau Veritas (BV ,2008)  or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2005). In case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Bureau Veritas and Det Norske Veritas also provide 
guidelines to design criteria and loading conditions for substructures 
and moorings (BV,2010) (DNV,2010).  
 
Several designs of mooring system were provided for 5-MW clas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as Catenary mooring line for OC3 
hywind (Jonkman, 2010)  and OC4 phase II semisubmersible platform 
(Roberson et al 2014) . Some researchers design optimization mooring 
systems for 5MW class semisubmersible floating wind turbine 
(Brommundt, 2012 and Kim et al, 2014). This paper aims to design a 
proper catenary mooring system for 12-MW wind turbine supported by 
a semisubmersible platform. A catenary mooring system should be 
complied with design constrains as ultimate load condition, horizontal 
load at the embedded anchors and the excursions of the floater have to 
be under special limit. Using a static mooring analysis in-house code of 
University of Ulsan, the primary design parameters are selected as size 
of the chain, length of mooring line, horizontal distance from fairlead to 
anchor. The primary parameters are input to FAST v8 to simulate all 
FOWT system with complex environmental conditions. FAST v8 is the 
aero-hydro-servo-elastic wind turbine simulation software which 
developed by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12 MW WIND TURBINE MODEL 
 
Table 1 shows properties of 12MW wind turbine. The nacelle mass is 
suggest at 400 tons as the willing to use a light generator. Other 
parameters are based on NREL 5MW baseline wind turbine. The 
submersible platform properties are briefly shown in Table2 and 
properties of 3 kind of mooring system can be seen in Table3. Fig. 1 
illustrates the 12-MW semisubmersible floating platform wind turbine 
with 3 catenary mooring lines. In this paper, 3 kinds of mooring line 
chain (D95, D102, D111) are selected to analysis.  
 
Table 1 

Description Value 

Rated power, P [MW] 12 

Rotor orientation Upwind, 3 Blades 

Control 
Variable Speed, 

Collective Pitch 

Rotor diameter [m] 195.2 

Hub height [m] 120.25 

Rated wind speed [m/s] 11.2 

Rated rotor speed [rpm] 8.25 (gearless) 

Hub Mass 169,440 kg 

Hub Inertia about Shaft 829,590 kg․ m2 

Nacelle Mass (Target) 400,000 kg 
 
 
  
 
 
 
 
 
 
 
 
 
 
 
 
 
 
 
 
 
 
Fig. 1, 12-MW semi-submersible floating wind turbine 
 
 
 
 

 
Table 2 

Water depth (h) 270 m 

Platform mass, including ballast 3.3241E+7 kg 

Displaced water in undisplaced position(V0) 34328.6 m3 

Center of buoyancy below SWL 17.76 m 

CM location below SWL 18.19 m 

Platform roll inertia about CM 3.075E+10 kg․m2 

Platform pitch inertia about CM 3.075E+10 kg․m2 

Platform yaw inertia about CM 5.523E+10 kg․m2 

 
Table 3 

Mooring System Properties  D95 D102 D111 

Mooring Line Diameter mm 95.0 102.0 111.0 

Number of Mooring Lines - 3.0 3.0 3.0 

Angle Between Adjacent Lines deg 120.0 120.0 120.0 

Depth to Anchors Below SWL m 19.0 19.0 19.0 

Depth to Fairleads Below SWL m 270.0 270.0 270.0 
Radius to Anchors from 
Platform Centerline 

m 1142.5 1134.6 1122.5 

Radius to Fairleads from 
Platform Centerline m 55.2 55.2 55.2 

Un-stretched Mooring Line 
Length 

m 1130.0 1130.0 1130.0 

Equivalent Mooring Line Mass 
Density kg/m 198.3 228.6 270.7 

Equivalent Mooring Line Mass 
in Water 

kg/m 172.5 198.9 235.5 

Equivalent Mooring Line 
Extensional Stiffness EA 

MN 812.3 936.4 1108.9 

Minimum Breaking Strength MN 7.3 8.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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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study presents the reliability-based flaw assessment for the crack in the mooring chain of a floating type 
offshore structure. Flaw assessment procedure of BS7910 was combined with first- and second-order reliability 
method (FORM, SORM) so that the acceptance of a given flaw can be assessed considering the uncertainties of 
parameters that play important role in the flaw assessment. Considering the probabilistic nature of the crack size and 
long-term distribution of the stresses acting on the crack, the failure probability was calculated using FORM and 
SORM.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FORM and SORM, Monte Carlo simulation was also carried out to derive the true 
limit state function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FORM and SORM.

Keywords : Reliability(신뢰성), FORM(일차근사신뢰도법), SORM(이차근사신뢰도법), Monte Carlo simulation(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BS7910, Limit state function(LSF, 한계상태함수)

1. 서 론

FPSO와 같은 부유식 해양구조물은 계류체인으로 고정되고 계
류체인이 파손되었을 경우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어 설계수명동안 계류체인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체
인의 특성상 용접으로 각 링크가 연결되며 용접부분은 초기결함
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결함을 가질 경우 부유식 구조물에 
가해지는 피로 하중에 의해 균열이 성장해 설계하중보다 작은 하
중에도 체인이 파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수명동안 결
함의 성장으로 계류체인이 파손되는지에 대한 구조 안정성 평가
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함 평가 방법에는 결함크기, 
파괴인성, 피로하중분포, 체인의 물성 등 계산에 필요한 변수들
을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간주하여 결함평가를 수행하는 결정론
적 평가방법과 각 변수들의 확률론적 특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평
가로 구분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직접해석법의 경
우 고려하는 확률 변수의 수에 따라 해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Metropolis, N. & Ulam, S., 1949)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및 SORM(Second order 
reliability method)은 확률론적 결함평가가 가지는 이러한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파손 확률 등을 계산함에 있
어 수치적인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표준(BSI, 2005)의 결함평가 절차에 따라 
개발된 결함평가 프로그램(Kang et al.,2014)을 이용하여 계류 
체인에 내재된 결함에 대한 확률론적 결함평가를 수행하였다. 
BS7910의 파손평가도(Failure assessment diagram)를 이용하여 
한계상태함수(Limit state function)를 정의하고 신뢰도를 기반으
로 한 FORM과 SORM으로 한계상태함수를 근사하였다. Weibull
분포를 장기피로하중의 확률분포로 가정하고 Weibull분포의 계수
와 결함크기를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로 가정하여 확
률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기본적인 결함평가 정보인 결함형상, 
재료상수, 용접부의 응력집중계수, 정 하중, 파괴인성, 균열성장
선도 등은 고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FORM 및 SORM으로 구해진 
한계상태 함수의 파손영역에 해당하는 세 확률변수의 결합확률
분포영역을 적분하여 파손확률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파손확률
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8000개의 확률변수 조합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계산된 파손확률과 비교하였
다.

2. 이론적 배경

2.1 결함평가 해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피로하중에 의한 균열진전해석과 정하중에 의
한 파괴/항복 평가를 통해 무어링 체인에 존재하는 결함의 안정
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주어진 피로하중으로 균열진전해석을 수
행한 후 최종 결함크기에 정하중 조건을 가해 파괴 및 항복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BS7910의 절차를 따라 균열을 진전시키
고 항복비, 과 파괴비, 을 계산하였다. 과 은 식(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정 하중 조건에서 재료의 항복응력()과 참
조응력()의 비 및 재료의 파괴인성()과 응력확대계수
(Ⅰ)의 비이다. 과 Ⅰ은 BS7910의 절차에 따라 계산하
였고 이는 식 (4)와 같다. 

 



 

Ⅰ

(1)

Fig. 1은 위에서 설명한 균열진전해석 및 파괴/항복 평가 절차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Fig. 1 Procedure diagram of flaw assessment

2.2 한계 상태 함수

 결함의 확률론적 평가를 위해서는 한계상태함수의 정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S7910의 결함평가기준인 
Option1 파손평가도를 이용하여 한계상태함수를 정의하였다. 한
계상태함수는 주어진 하중조건의 위치에서 계산된 과 임계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Fig. 2은 BS7910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손평가도를 이용한 한계상태함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검
은색 실선은 BS7910의 Option1 파손평가도이며 붉은색 점과 파
란색 점은 각각 주어진 조건의 , 계산결과와 같은 위치
의 임계 값을 나타낸다. 한계상태함수 G는 식(2)과 같이 두 
점의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2)

식(3)의 정의에 따라 계산결과가 파손평가도의 파손영역인 바깥
쪽 영역에 위치하게 되면 G값이 음수를 가지게 되고 파손평가도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 양수 값을 가지며 그 경계에서는 G값이 0
이 된다.

Fig. 2 Limit state function in FAD

Fig.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공간에서 한계상태함수는 파
손평가도로 정식화 되어있지만 가정한 확률변수  , 와 , 
은 복잡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  공간에서 한계상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  공간
에서 정의되는 한계상태함수를 FORM 및 SORM을 이용하여 근
사화하고자 한다.

Fig. 3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in - and 
-  space

2.3 FORM 및 SORM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한계상태함수는 결함 조건에 따라 
복잡한 계산과정을 내재하고 있어 확률변수에 대해서 한계상태
함수를 정식화 하기는 쉽지 않다. FORM 및 SORM은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계상태함수의 경사도(gradient)를 이용하
여 한계상태함수를 근사하는 방법이다. 한계상태함수를 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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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the reliability-based flaw assessment for the crack in the mooring chain of a floating type 
offshore structure. Flaw assessment procedure of BS7910 was combined with first- and second-order reliability 
method (FORM, SORM) so that the acceptance of a given flaw can be assessed considering the uncertainties of 
parameters that play important role in the flaw assessment. Considering the probabilistic nature of the crack size and 
long-term distribution of the stresses acting on the crack, the failure probability was calculated using FORM and 
SORM.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FORM and SORM, Monte Carlo simulation was also carried out to derive the true 
limit state function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FORM and SORM.

Keywords : Reliability(신뢰성), FORM(일차근사신뢰도법), SORM(이차근사신뢰도법), Monte Carlo simulation(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BS7910, Limit state function(LSF, 한계상태함수)

1. 서 론

FPSO와 같은 부유식 해양구조물은 계류체인으로 고정되고 계
류체인이 파손되었을 경우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어 설계수명동안 계류체인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체
인의 특성상 용접으로 각 링크가 연결되며 용접부분은 초기결함
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결함을 가질 경우 부유식 구조물에 
가해지는 피로 하중에 의해 균열이 성장해 설계하중보다 작은 하
중에도 체인이 파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수명동안 결
함의 성장으로 계류체인이 파손되는지에 대한 구조 안정성 평가
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함 평가 방법에는 결함크기, 
파괴인성, 피로하중분포, 체인의 물성 등 계산에 필요한 변수들
을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간주하여 결함평가를 수행하는 결정론
적 평가방법과 각 변수들의 확률론적 특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평
가로 구분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직접해석법의 경
우 고려하는 확률 변수의 수에 따라 해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Metropolis, N. & Ulam, S., 1949)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및 SORM(Second order 
reliability method)은 확률론적 결함평가가 가지는 이러한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파손 확률 등을 계산함에 있
어 수치적인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표준(BSI, 2005)의 결함평가 절차에 따라 
개발된 결함평가 프로그램(Kang et al.,2014)을 이용하여 계류 
체인에 내재된 결함에 대한 확률론적 결함평가를 수행하였다. 
BS7910의 파손평가도(Failure assessment diagram)를 이용하여 
한계상태함수(Limit state function)를 정의하고 신뢰도를 기반으
로 한 FORM과 SORM으로 한계상태함수를 근사하였다. Weibull
분포를 장기피로하중의 확률분포로 가정하고 Weibull분포의 계수
와 결함크기를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로 가정하여 확
률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기본적인 결함평가 정보인 결함형상, 
재료상수, 용접부의 응력집중계수, 정 하중, 파괴인성, 균열성장
선도 등은 고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FORM 및 SORM으로 구해진 
한계상태 함수의 파손영역에 해당하는 세 확률변수의 결합확률
분포영역을 적분하여 파손확률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파손확률
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8000개의 확률변수 조합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계산된 파손확률과 비교하였
다.

2. 이론적 배경

2.1 결함평가 해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피로하중에 의한 균열진전해석과 정하중에 의
한 파괴/항복 평가를 통해 무어링 체인에 존재하는 결함의 안정
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주어진 피로하중으로 균열진전해석을 수
행한 후 최종 결함크기에 정하중 조건을 가해 파괴 및 항복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BS7910의 절차를 따라 균열을 진전시키
고 항복비, 과 파괴비, 을 계산하였다. 과 은 식(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정 하중 조건에서 재료의 항복응력()과 참
조응력()의 비 및 재료의 파괴인성()과 응력확대계수
(Ⅰ)의 비이다. 과 Ⅰ은 BS7910의 절차에 따라 계산하
였고 이는 식 (4)와 같다. 

 



 

Ⅰ

(1)

Fig. 1은 위에서 설명한 균열진전해석 및 파괴/항복 평가 절차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Fig. 1 Procedure diagram of flaw assessment

2.2 한계 상태 함수

 결함의 확률론적 평가를 위해서는 한계상태함수의 정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S7910의 결함평가기준인 
Option1 파손평가도를 이용하여 한계상태함수를 정의하였다. 한
계상태함수는 주어진 하중조건의 위치에서 계산된 과 임계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Fig. 2은 BS7910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손평가도를 이용한 한계상태함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검
은색 실선은 BS7910의 Option1 파손평가도이며 붉은색 점과 파
란색 점은 각각 주어진 조건의 , 계산결과와 같은 위치
의 임계 값을 나타낸다. 한계상태함수 G는 식(2)과 같이 두 
점의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2)

식(3)의 정의에 따라 계산결과가 파손평가도의 파손영역인 바깥
쪽 영역에 위치하게 되면 G값이 음수를 가지게 되고 파손평가도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 양수 값을 가지며 그 경계에서는 G값이 0
이 된다.

Fig. 2 Limit state function in FAD

Fig.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공간에서 한계상태함수는 파
손평가도로 정식화 되어있지만 가정한 확률변수  , 와 , 
은 복잡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  공간에서 한계상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  공간
에서 정의되는 한계상태함수를 FORM 및 SORM을 이용하여 근
사화하고자 한다.

Fig. 3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in - and 
-  space

2.3 FORM 및 SORM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한계상태함수는 결함 조건에 따라 
복잡한 계산과정을 내재하고 있어 확률변수에 대해서 한계상태
함수를 정식화 하기는 쉽지 않다. FORM 및 SORM은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계상태함수의 경사도(gradient)를 이용하
여 한계상태함수를 근사하는 방법이다. 한계상태함수를 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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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를 이용하여 근사점 위치에서 근사하면 식(3)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며, 일차항까지의 전개를 이용하는 것을 FORM, 이차항까
지의 전개를 이용하는 것을 SORM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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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확률변수 벡터를,  는 근사점을 나타내며, ▽
는 경사도 연산자를 H는 헤시안(Hessian) 행렬을 나타낸다. 실
제 한계상태함수를 근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적의 근사점은 미
지의 값이므로 다음과 같은 반복계산을 통해 결정되어진다.

n 확률변수를 평균 및 분산을 이용해 표준화한다.

  


n 임의의 초기 근사점 를 결정한다.
n 테일러 전개식을 기반으로 에서의 를 전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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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H is Hessian matrix H 

 

n 한계상태함수   을  정의 한다.
n    위에 있는 점 중 표준화된 확률변수 

공간의 원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을 다
음 근사점 으로 설정한다.

n      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계산을 수
행한다.
  min∥∥on    

3. 결함평가 해석

3.1 결함평가 해석 조건

 결함평가는 Mohammad(2015)의 연구에 제시된 FPSO의 계
류체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계류체인의 제원은 Stud R4 
chain으로 직경은 137mm이다. 최대임계하중, 탄성계수는 Table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 Particulars of Mooring chain

Chain diameter 137 mm
Modulus of elasticity 51050 MPa

Breaking strength 16992 kN

평가대상인 무어링 체인의 단면은 원형이므로 결함의 형상은 환
봉에 내재되 부분원형 표면균열로 선정하였으며 BS7910절차를 
따라 응력확대계수 등을 산정하였다. Fig.4는 환봉에 존재하는 
부분원형 표면균열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결함 정보는 
Table 2에 정리되어있으며 초기결함 크기는 반복계산을 수행하
기 위해 가정한 임의의 크기이다. 환봉에 내재된 균열의 형상은 
반타원형 혹은 부분원형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세 
개의 확률변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분원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였다.  

Table 2 Flaw type and geometry
Geometry Round bar

Flaw Semi-circular surface
Radius 68.5mm

Initial crack size 2mm

Fig. 4 Geometry of Semi-circular surface flaw on the 
round bar

파괴/항복 평가에 적용되는 정하중조건은 장력의 장기응답분포
를 통해 도출하여야 하나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Stud R4 chain
의 임계하중의 85%를 사용하였다. 이때 하중이 단면에 수직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하였고 굽힘 모멘트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
하였다. 이에 따라 1차 막 응력(Pm)은 460MPa, 1차 굽힘 응력
(Pb)은 0MPa으로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되는 항복강도, 인장
강도, 탄성계수, Poisson비, 파괴인성 등의 고정된 재료 물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Deterministic material properties
Yield strength 576 MPa

Tensile strength 690 MPa
Young’s modulus 51050 MPa

Poisson ratio 0.3
Toughness K 102 MPa

Pm (85% of Breaking strength) 460 MPa

결함평가는 BS791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함평가 프로그램
인 RESCEW (Kang, et al. 2014)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
다. Almar(1985)는 단순 피로평가에 사용되는 피로하중의 확률
분포를 Weibull 분포로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균열진전해
석에 사용되는 피로하중의 확률밀도함수가 식 (4)의 2-변수 
Weibull 분포를 따른다 가정하였다.

  





  

 




        (4)

여기서  는 Weibull 분포의 형상 파라미터를,   는 척도 파
라미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Mohammad(2015)가 추정한 
피로하중의 확률분포를 참조하여 Weibull 분포의 계수와 총 피로
하중 횟수를 선정하였으며 구조물의 수명을 고려해 참조한 
Weibull 계수가 20년 치의 확률분포를 대표한다고 가정하였다. 
Weibull 분포의 변수와 총 피로하중 횟수, 1/n확률의 하중진폭은 
Table 4에 정리되어있다.

Table 4 Fatigue loading parameters
Initial scale parameter (α) 4.08
Initial shape parameter (h) 0.559

Total cycle  (20 years) 3,262,420
Initial ∆

15.27 MPa

3.2 확률밀도함수

본 해석에 사용된 확률변수는 Weibull 분포의 두 계수와 환봉
의 결함 깊이로서, 모든 확률변수는 서로 독립이며 특정한 평균
과 분산을 가지는 Gaussian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Weibull 분포의 두 변수의 평균값은 Mohammad(2015)의 연구를 
참조하였고 각 변수의 표준편차는 효율적인 몬테카를로 시뮬레
이션이 가능하도록 적절히 선정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확률변수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변동계수와 함께 Table 5에 정리되어있다. 

Table 5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random 
variables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C.O.V [%]
Scale

parameter(α) 4.08 0.35 8.5
Shape

parameter(h) 0.559 0.1 18
Crack size(a) 3 mm 0.3 10

3.3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파손 확률을 근사적으로 계산해 내는 FORM과 SORM의 유효
성 검증을 위해 먼저 확률변수가 정의된 영역에 대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결함 깊이 a는 2부터 4까지 0.1간격

으로, 척도 파라미터 α는 3.5부터 5.4까지 0.1간격으로, 형상 파
라미터 h는 0.5부터 1.45까지 0.05간격으로, 전체 8000개의 조
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5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된 한계상태함수의 값이  0의 값을 가지는 등위면을 
확률변수 공간에 나타낸 것이다. 구조물의 파손확률은 음수 값을 
가지는 영역의 결합 확률분포를 적분하여 계산된다.

Fig. 5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G=0) in physical space

3.4 FORM과 SORM 근사

Fig.5에 보인 바와 같이 본 해석에서 고려하는 결함에 대한 실
제 한계상태함수는 3개의 확률 변수로 정의된 공간에서 곡면으
로 나타내어진다. 근사를 위한 초기 값은 고려된 확률변수의 평
균값을 사용하였고 2.3 절에서 언급한 절차대로 반복계산을 수행
하였다. 근사식의 위의 점 중 정규화 공간에서 결합 확률밀도함
수의 중심과 최단거리를 이루는 점을 찾기 위해 최적화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Fig.6는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FORM 근사 한계
상태함수의 결과이다. Fig.7는 SORM 근사 한계상태함수의 결과
를 보여준다. FORM과 마찬가지로 실제 한계상태 함수의 경향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ORM 대비 상대적으로 곡면
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and FORM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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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를 이용하여 근사점 위치에서 근사하면 식(3)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며, 일차항까지의 전개를 이용하는 것을 FORM, 이차항까
지의 전개를 이용하는 것을 SORM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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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확률변수 벡터를,  는 근사점을 나타내며, ▽
는 경사도 연산자를 H는 헤시안(Hessian) 행렬을 나타낸다. 실
제 한계상태함수를 근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적의 근사점은 미
지의 값이므로 다음과 같은 반복계산을 통해 결정되어진다.

n 확률변수를 평균 및 분산을 이용해 표준화한다.

  


n 임의의 초기 근사점 를 결정한다.
n 테일러 전개식을 기반으로 에서의 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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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H is Hessian matrix H 

 

n 한계상태함수   을  정의 한다.
n    위에 있는 점 중 표준화된 확률변수 

공간의 원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을 다
음 근사점 으로 설정한다.

n      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계산을 수
행한다.
  min∥∥on    

3. 결함평가 해석

3.1 결함평가 해석 조건

 결함평가는 Mohammad(2015)의 연구에 제시된 FPSO의 계
류체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계류체인의 제원은 Stud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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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law type and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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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68.5mm

Initial crack size 2mm

Fig. 4 Geometry of Semi-circular surface flaw on the 
roun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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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G=0) in physic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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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and FORM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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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육상 및 수심 250m 이하 천해의 oil & gas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 심해저 유정 개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현재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저유가는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침체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심해저 유정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심해저 유정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는 모두 부유식 구조물이 적합하며, 이를 
계류하기 위한 mooring system은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 때문에 매우 보수적
인 시장으로 대부분 제품에 대한 피로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mooring system 가운데 mooring chain의 
피로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사례 분석과 시험기술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mooring chain 피로시험절차를 제안하
고자 한다.

Keywords : Mooring(계류), Chain(체인), Fatigue testing(피로시험), Offshore cable(해양케이블)

1. 서 론
유정개발 전체비용을 고려할 때 해양플랜트 건조시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생애주기는 타당성 검토 → 
자금조달 → 설계 → 건조 → 운영(유지보수 포함) → 해체 순서
로 진행되며, 해양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조선소는 해양 
플랫폼 건조시장 한 부분만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상황에 따
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양플랫폼 건조비용은 해양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Subsea system, SURF 
(Subsea, Umbilical, Riser, Flowline) 및 mooring system 시장이 
80%로 더 큰 시장규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현재 우수한 성능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진입이 상대적으
로 낮은 mooring system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계류
장치(mooring system)는 해양플랫폼을 해상의 특정위치에 안전
하게 묶어 두기 위한 모든 기기 및 장비들을 의미한다.

 해양플랫폼은 해수면에서 고정, 유연, 부유 형태로 작업하는 
시추 및 생산 해양플랜트를 의미하며, 생산된 원유, 가스를 육상
이나 셔틀탱커로 이송하는 설비를 탑재하고 있다. 수심, 매장량, 

기후 등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및 운용, 관리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비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유연, 부유식 해양플랫폼은 
mooring line으로 고정되는데, 해양유정개발시 안전에 관련한 중
요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해양플랜트 계류장치 구성은 chain tensioner, chain jack & 
stopper, fairlead,platform chain, connector(chain to rope, 
rope to rope, rope to ground chain), ground chain, subsea 
connector,  anchor pile(suction pile) 등이 있다. 계류에 사용되
는 line에는 chain, steel rope, fiber rope를 주로 사용하며, 그에 
따른 특성과 비용이 차이가 크므로 적당한 배분과 설계가 필요하
다.

 계류장치의 파단은 해양플랜트의 소실과 oil & gas 유출로 
연결될 수 있어 재앙에 가까운 해양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mooring system 생산업체들은 후발 주자로서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제품의 안전성을 중요
하게 여기는 오일메이저의 높은 장벽 앞에 수차례 고배를 마시고 
있다. 프로젝트 진출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에 있어 다양한 지적
사항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품의 사용실적 부족
과 시험인증을 통한 제품 성능 증명이 경쟁사에 비해 부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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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육상 및 수심 250m 이하 천해의 oil & gas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 심해저 유정 개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현재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저유가는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침체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심해저 유정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심해저 유정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는 모두 부유식 구조물이 적합하며, 이를 
계류하기 위한 mooring system은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 때문에 매우 보수적
인 시장으로 대부분 제품에 대한 피로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mooring system 가운데 mooring chain의 
피로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사례 분석과 시험기술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mooring chain 피로시험절차를 제안하
고자 한다.

Keywords : Mooring(계류), Chain(체인), Fatigue testing(피로시험), Offshore cable(해양케이블)

1. 서 론
유정개발 전체비용을 고려할 때 해양플랜트 건조시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생애주기는 타당성 검토 → 
자금조달 → 설계 → 건조 → 운영(유지보수 포함) → 해체 순서
로 진행되며, 해양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조선소는 해양 
플랫폼 건조시장 한 부분만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상황에 따
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양플랫폼 건조비용은 해양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Subsea system, SURF 
(Subsea, Umbilical, Riser, Flowline) 및 mooring system 시장이 
80%로 더 큰 시장규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현재 우수한 성능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진입이 상대적으
로 낮은 mooring system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계류
장치(mooring system)는 해양플랫폼을 해상의 특정위치에 안전
하게 묶어 두기 위한 모든 기기 및 장비들을 의미한다.

 해양플랫폼은 해수면에서 고정, 유연, 부유 형태로 작업하는 
시추 및 생산 해양플랜트를 의미하며, 생산된 원유, 가스를 육상
이나 셔틀탱커로 이송하는 설비를 탑재하고 있다. 수심, 매장량, 

기후 등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및 운용, 관리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비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유연, 부유식 해양플랫폼은 
mooring line으로 고정되는데, 해양유정개발시 안전에 관련한 중
요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해양플랜트 계류장치 구성은 chain tensioner, chain jack & 
stopper, fairlead,platform chain, connector(chain to rope, 
rope to rope, rope to ground chain), ground chain, subsea 
connector,  anchor pile(suction pile) 등이 있다. 계류에 사용되
는 line에는 chain, steel rope, fiber rope를 주로 사용하며, 그에 
따른 특성과 비용이 차이가 크므로 적당한 배분과 설계가 필요하
다.

 계류장치의 파단은 해양플랜트의 소실과 oil & gas 유출로 
연결될 수 있어 재앙에 가까운 해양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mooring system 생산업체들은 후발 주자로서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제품의 안전성을 중요
하게 여기는 오일메이저의 높은 장벽 앞에 수차례 고배를 마시고 
있다. 프로젝트 진출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에 있어 다양한 지적
사항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품의 사용실적 부족
과 시험인증을 통한 제품 성능 증명이 경쟁사에 비해 부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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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Tensile Test
Charpy V-notch Impact 

Test
Yield 
S t re
n g th
N/mm2

(min.)

Tensile 
Strength
N/mm2

(min.)

Elonga
tion
%

(min.)

Reduc
tion of 
Area
%

(min.)

Absorbed 
Energy J (min.)

Test 
Temp.Clear 

of 
Weld

Weld 
Center

ORQ
(API-2

F)
- 641 17 40

58 49 0℃

40 36 -15℃

R3 410 690 17
50

*(40)
60 50 0℃
40 30 -20℃

R3S 490 770 15
50

*(40)
65 53 0℃
45 33 -20℃

R4 580 860 12
50

*(35)
50 36 -20℃

R4S 700 960 12
50

*(35)
56 40 -20℃

R5 760 1000 12
50

*(35)
58 42 -20℃

<표 1> Mechanical properties of mooring chain

구동방식 시험장비

주변에 강성보 
고정

Two columns
2개 

유압실린더

Four Columns
1개 

유압실린더

<표 2> Category of apparatus for mooring chain fatigue test

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
내에 인증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구축과 설비를 이용하여 수
행한 시험결과를 인정받기 위해 시험평가기술개발이 요구되어지
고 있다. 각 오일메이저마다 계류장치에 대한 선정 및 적용 기준
이 다르고, 계류장치의 형태 및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기자재 업
체에서는 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 시대에 맞춰 생산 단가 절감이 이슈화되면서 
계류장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발 주자인 
국내 업체들도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며 공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mooring chain에 관한 국외 시험 
사례 및 규격을 검토하여 신뢰성 높은 피로시험절차 및 평가방법 
규격 제정과 시험설비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험편의 특성(시험 대상인 해양 체인의 종류 
및 기계적 특성, 기하학적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시
험인증을 위한 피로시험 절차를 정리하여 장비의 사양 검토(시험 
장비의 기본 컨셉, 시편 최대 크기, 길이와 폭, 하중 선정, 스트
로크 길이 산정, 시험 주파수, 필요 부속장비 고안 등)을 수행하
였으며, 시험 결과의 분석(K value 계산, T-N curve 작성 등)을 
토대로 시험 성적서 발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시험 고려사항
2.1 시험편 특성

Offshore mooring chain 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형태는 <그
림 1>에 보여지는 것과 같다. 용도와 특성이 명확하여 설치 해역
조건 및 목적에 따라 선택·사용한다.

<그림 1> Mooring chain type
Offshore 체인의 경우 grade별 물성치가 다르며 설계 특성에 

최적화 된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물성치는 <표 1> 같다. 

해양플랜트 계류장치의 경우 반드시 해당 플랫폼에 적합한 강도
를 갖도록 설계되어져야 하고, 플랫폼 하부 보강도 계류장치로부
터 전해오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
하여 설계된 mooring chain에 형태와 재질이 고려되어지는 것이
다. 

2.2 시험장비

Chain Dia 
[mm]

length 
[mm] 

width 
[mm] 

30 203 120

length=6.75 x 
Dia.

Width=4 x Dia.

84 567 336
100 675 400
162 1,094 648
180 1,215 720

<표 3> Maximum length of chain by mooring chain diameter

체인 
길이  
[mm]

최대
하중 
[MN] 

단면적 
[mm2] 총변형 스트로크 [mm]

최소 
d i a . 
30

203*7 
= 1,421 0.94

3.14*15
*15*2
=1,413 

(940kN*1421mm)/(190k
N/mm2 * 1413mm2)
=4.98

최대
d i a . 
180 

1215*7 
= 8,505 24.1 

3.14*90
*90*2
=50,868

(24100kN*8505mm)/(190
kN/mm2 * 1413mm2)
=21.2

<표 4> Max. / Min. pure deformation stroke tester

Chain의 경우 link로 연결되어 있어 굽힘에 대해 유연하게 거
동하므로 편하중의 크기가 작다면 시험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설비 구동방식의 선택은 대용량 유압 
액츄에이터의 가격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
해야 한다.

Chain의 diameter는 최대 180 mm 까지 생산되고 있어 장비
의 길이는 최소 1,215 mm X 7 link를 계산하여 8,505 mm 이상
의 길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장비의 설계에 있어 변형 스트로크의 길이 산정이 필요
한데 일단 체인 체결 후 시험 하중을 가하기 위해선 정적하중으
로 체인 링크 간의 gap과 처짐 등을 없애기 위한 초기 인장을 위
한 스트로크가 필요하다. 이는 크로스헤드에서 초기 인장하중을 
가하여 이러한 영향을 없애주는 것이 피로하중장비의 스트로크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후 이
때 발생한 최대 변위를 고려하여 장비의 순수 스트로크를 결정하
게 된다. 본 장비의 설계에는 7개의 체인을 하나의 일축봉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일축봉의 변형량 = (하중 * 길이)/ (탄성계수 * 총단면적)

∗ 탄성계수 : 190 GPa 
∗ 총단면적 : 하중 방향에 수직한 체인의 총단면적

<표 4>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180mm 직경의 체인 피로시험
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트로크는 최소 21.2 m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Mooring chain의 경우 그 크기와 하중으로 인하여 10 Hz 미
만의 가진주파수가 작용하므로 공진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시험장비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구조물로 보강을 하므
로 감쇠비가 적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동적 증폭효과는 더욱 
커진다.

 
장비 사양

테스트 주 
장비 Dynamic : ~ 24MN

해수배스 
(장비쪽) 방수

해수욕조  
(전처리용) 시험전 해수 부식용 

비중계 해수 염분 농도 측정 
디지털 
온도계 해수 온도 측정 ( 0-100℃)

하중 
모니터링 
및 data 

수집 장치  

load cell or strain gauge용 

알람 및 
자동 스탑 

장치 

체인에 크랙의 성장으로 인해 신장이 급격해지면 
테스트를 멈추기 위한 알람 장비 및 스탑기능 설정 

각종 
조인트 
링크 

Kenter Joining Link/clevious Joint Link

크레인 180mm 체인 경우 무게 710kgf/m *8.5m = 6 tonf 

<표 5> Required device for fatigue test

직경 100 mm 이상의 체인을 오랜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구성하는 부품의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그림 2>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mooring chain 피로시험중에 시
험체가 아닌 클레비스 조인트에서 피로파괴가 일어난 사례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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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Tensile Test
Charpy V-notch Impact 

Test
Yield 
S t re
n g th
N/mm2

(min.)

Tensile 
Strength
N/mm2

(min.)

Elonga
tion
%

(min.)

Reduc
tion of 
Area
%

(min.)

Absorbed 
Energy J (min.)

Test 
Temp.Clear 

of 
Weld

Weld 
Center

ORQ
(API-2

F)
- 641 17 40

58 49 0℃

40 36 -15℃

R3 410 690 17
50

*(40)
60 50 0℃
40 30 -20℃

R3S 490 770 15
50

*(40)
65 53 0℃
45 33 -20℃

R4 580 860 12
50

*(35)
50 36 -20℃

R4S 700 960 12
50

*(35)
56 40 -20℃

R5 760 1000 12
50

*(35)
58 42 -20℃

<표 1> Mechanical properties of mooring chain

구동방식 시험장비

주변에 강성보 
고정

Two columns
2개 

유압실린더

Four Columns
1개 

유압실린더

<표 2> Category of apparatus for mooring chain fatigue test

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
내에 인증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구축과 설비를 이용하여 수
행한 시험결과를 인정받기 위해 시험평가기술개발이 요구되어지
고 있다. 각 오일메이저마다 계류장치에 대한 선정 및 적용 기준
이 다르고, 계류장치의 형태 및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기자재 업
체에서는 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 시대에 맞춰 생산 단가 절감이 이슈화되면서 
계류장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발 주자인 
국내 업체들도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며 공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mooring chain에 관한 국외 시험 
사례 및 규격을 검토하여 신뢰성 높은 피로시험절차 및 평가방법 
규격 제정과 시험설비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험편의 특성(시험 대상인 해양 체인의 종류 
및 기계적 특성, 기하학적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시
험인증을 위한 피로시험 절차를 정리하여 장비의 사양 검토(시험 
장비의 기본 컨셉, 시편 최대 크기, 길이와 폭, 하중 선정, 스트
로크 길이 산정, 시험 주파수, 필요 부속장비 고안 등)을 수행하
였으며, 시험 결과의 분석(K value 계산, T-N curve 작성 등)을 
토대로 시험 성적서 발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시험 고려사항
2.1 시험편 특성

Offshore mooring chain 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형태는 <그
림 1>에 보여지는 것과 같다. 용도와 특성이 명확하여 설치 해역
조건 및 목적에 따라 선택·사용한다.

<그림 1> Mooring chain type
Offshore 체인의 경우 grade별 물성치가 다르며 설계 특성에 

최적화 된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물성치는 <표 1> 같다. 

해양플랜트 계류장치의 경우 반드시 해당 플랫폼에 적합한 강도
를 갖도록 설계되어져야 하고, 플랫폼 하부 보강도 계류장치로부
터 전해오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
하여 설계된 mooring chain에 형태와 재질이 고려되어지는 것이
다. 

2.2 시험장비

Chain Dia 
[mm]

length 
[mm] 

width 
[mm] 

30 203 120

length=6.75 x 
Dia.

Width=4 x Dia.

84 567 336
100 675 400
162 1,094 648
180 1,215 720

<표 3> Maximum length of chain by mooring chain diameter

체인 
길이  
[mm]

최대
하중 
[MN] 

단면적 
[mm2] 총변형 스트로크 [mm]

최소 
d i a . 
30

203*7 
= 1,421 0.94

3.14*15
*15*2
=1,413 

(940kN*1421mm)/(190k
N/mm2 * 1413mm2)
=4.98

최대
d i a . 
180 

1215*7 
= 8,505 24.1 

3.14*90
*90*2
=50,868

(24100kN*8505mm)/(190
kN/mm2 * 1413mm2)
=21.2

<표 4> Max. / Min. pure deformation stroke tester

Chain의 경우 link로 연결되어 있어 굽힘에 대해 유연하게 거
동하므로 편하중의 크기가 작다면 시험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설비 구동방식의 선택은 대용량 유압 
액츄에이터의 가격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
해야 한다.

Chain의 diameter는 최대 180 mm 까지 생산되고 있어 장비
의 길이는 최소 1,215 mm X 7 link를 계산하여 8,505 mm 이상
의 길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장비의 설계에 있어 변형 스트로크의 길이 산정이 필요
한데 일단 체인 체결 후 시험 하중을 가하기 위해선 정적하중으
로 체인 링크 간의 gap과 처짐 등을 없애기 위한 초기 인장을 위
한 스트로크가 필요하다. 이는 크로스헤드에서 초기 인장하중을 
가하여 이러한 영향을 없애주는 것이 피로하중장비의 스트로크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후 이
때 발생한 최대 변위를 고려하여 장비의 순수 스트로크를 결정하
게 된다. 본 장비의 설계에는 7개의 체인을 하나의 일축봉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일축봉의 변형량 = (하중 * 길이)/ (탄성계수 * 총단면적)

∗ 탄성계수 : 190 GPa 
∗ 총단면적 : 하중 방향에 수직한 체인의 총단면적

<표 4>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180mm 직경의 체인 피로시험
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트로크는 최소 21.2 m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Mooring chain의 경우 그 크기와 하중으로 인하여 10 Hz 미
만의 가진주파수가 작용하므로 공진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시험장비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구조물로 보강을 하므
로 감쇠비가 적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동적 증폭효과는 더욱 
커진다.

 
장비 사양

테스트 주 
장비 Dynamic : ~ 24MN

해수배스 
(장비쪽) 방수

해수욕조  
(전처리용) 시험전 해수 부식용 

비중계 해수 염분 농도 측정 
디지털 
온도계 해수 온도 측정 ( 0-100℃)

하중 
모니터링 
및 data 

수집 장치  

load cell or strain gauge용 

알람 및 
자동 스탑 

장치 

체인에 크랙의 성장으로 인해 신장이 급격해지면 
테스트를 멈추기 위한 알람 장비 및 스탑기능 설정 

각종 
조인트 
링크 

Kenter Joining Link/clevious Joint Link

크레인 180mm 체인 경우 무게 710kgf/m *8.5m = 6 tonf 

<표 5> Required device for fatigue test

직경 100 mm 이상의 체인을 오랜 시간 동안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구성하는 부품의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그림 2>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mooring chain 피로시험중에 시
험체가 아닌 클레비스 조인트에서 피로파괴가 일어난 사례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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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racture parts of test frame

3. 피로시험
3.1 시험편 준비

 체인의 지름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30 ~ 180 mm 까지 다양
하게 선택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R4 127 mm studless chain을 
대상으로 피로성능평가법을 정리하여 보았다. 

 체인 시편/켄터링크/클레비스 조이닝 링크의 준비가 필요하
다. 시편 하나의 length는 6.75 X 127 mm 로 857.25 mm 이다. 
Width의 경우 4 X 127 mm 로 508 mm 이다. 1개 시편 failure 
후 연결하여 시험을 이어 나가기 위한 켄터링크가 준비되어야 한
다. 피로시험으로 인하여 클레비스 조인트에서 파단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클레비스에 대한 별도 피로하중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3.2 해수환경 모사시험

체인의 경우 해수 담금 전처리를 통하여 부식을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시험의뢰인과 협의를 통하여  pH 조절 및 기
간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체인 시험 장비에 세팅 후 해
수배스를 설치하여 해수환경 모사시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3> Example of test set considering sea water bath

3.3 시험방법

체결된 체인들에 인장력이 가해지도록 정적 하중을 부하 시킨
다. 로드셀/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체인 항복하중의 5% 까지 
초기인장력을 가한다. 

∗ 초기 장력 = 재료 항복응력 * 0.05 (Ex. R4의 경우 항복응
력이 580 MPa 이므로 초기응력 = 30MPa)

     
 초기인장력을 부하하고 잠시 기다리고 하중제하를 3번 이상 

반복하여 체인끼리의 간격과 초기표면상의 거칠기에 의한 간극
을 최소화 시킨다. 이후 설정된 피로하중으로 가진한다. 일반적
으로 최소파괴강도 (MLB, Minimum Breaking Load)의 20%로 
산정한다.

Min./mean/max. 하중을 모니터링하고, displacement, 
frequency, strain 값을 모니터링 한다. 해수배스의 염분 농도와 
온도, 초기 셋업 단계부터 파단 후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기록
하고, 모든 예기치 않은 정지는 최종 보고서에 기록한다.

크랙이 발생하고 크랙이 진전되어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할 때 
또는 하나의 체인 고리가 완전히 단면을 보일 때 장비를 멈추고 
파손된 체인을 켄터 링크로 교체한다.

이후 파손된 체인을 교체해 가며 원하는 피로 데이터가 얻어
질 때 까지 피로시험을 계속 진행한다.

<그림 4> Change procedure for fractured chain during test

3.4 시험결과 분석

피로시험 시 다른 부위에서 빈번하게 파손이 발생하면 장비의 
하중방향과 체인의 잔류응력 상태 및 제조과정에서의 결함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시편마다 파단 부위가 달라 예측하
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진 않으며, 용접부 HAZ (Heat Affected 
Zone) 내에서만 파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HAZ에서의 파단
은 mooring chain 용접 결함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경우 발생 시 
시험은 fail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5> Example fracture chain 
 

일반적인 응력(stress)와 싸이클수(N) 사이의 관계는 S-N 곡
선이라고 표현하나 무어링 체인의 경우 압축응력 하중을 작용할 
수 없어 인장응력(tension) 하중만으로 피로시험을 수행하므로 
API 에서는 T-N 곡선이라고 한다.

가진 응력(stress)과 싸이클수()의 관계는 다음식으로 표현
된다. 

log  log

∗ s (MPa) : 응력폭(stress range, △σ ) = 응력진폭(σa)의 2배 
∗ m : 선도의 기울기 (slope or inverse slope)
∗  : 선도의 절편 (intercept)

 상기 그림의 기울기 m 은 각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피로시험 후 선도의 절편값을 결정하는 것이 시험 결과 분석의 
관건이다. 아래 테이블에 각 코드별 결과 분석식을 정리하였다.

DNV OS-E301 API RP 2SK

  


 nc(s) == 사이클 수
 s = stress range (MPa)
 aD = S-N 곡선의 절편 
 m = S-N 곡선의 기울기 

∙

 N = 사이클 수
 R = MBS(ORQ 공통 체인 고
리의 크기에 대한 최소 파괴 
강도)로 표현된 참조 파괴강
도(RBS)에 대한 인장 범위
(진폭 두 배)의 비율
 K = T-N 커브의 절편
 M = T-N 커브의 기울기

<표 6> Fatigue curve parameters
 각 코드에서 제안하는 피로선도 파라미터를 적용하면 무어링 

체인의 피로시험을 하지 않고도 T-N 선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무어링 체인에 작용하는 실제 하중을 알면 피로수명을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mooring chain에 대한 국제 선급(ABS, BV, 
DNV-GL, API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mooring 
chain에 대한 피로시험기술 정립과 피로시험설비사양을 조사하
였다.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불필요한 장비 구축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오버스펙을 피
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 장비사양을 정리하였다. 
Mooring chain 시험을 수행할 피로시험장비의 기본 디자인을 완

료하였으며, 테스트에 필요한 부속장치들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품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개
략적인 방향성과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향후 개발한 
mooring chain 피로시험 장비 구축 및 실제 시험인증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타겟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제품 정보를 확보하여 최적의 
mooring chain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 시험인
증 중에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돌발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안된 피로시험장비는 고하중 장
비로 사소한 사고라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과 관
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각도로 장비에 반영된 설비를 제작하여
야 한다.

 본 시험인증 시스템은 국내 mooring line 시장 개척에 전략적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 기술
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Fatigue te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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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racture parts of test frame

3. 피로시험
3.1 시험편 준비

 체인의 지름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30 ~ 180 mm 까지 다양
하게 선택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R4 127 mm studless chain을 
대상으로 피로성능평가법을 정리하여 보았다. 

 체인 시편/켄터링크/클레비스 조이닝 링크의 준비가 필요하
다. 시편 하나의 length는 6.75 X 127 mm 로 857.25 mm 이다. 
Width의 경우 4 X 127 mm 로 508 mm 이다. 1개 시편 failure 
후 연결하여 시험을 이어 나가기 위한 켄터링크가 준비되어야 한
다. 피로시험으로 인하여 클레비스 조인트에서 파단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클레비스에 대한 별도 피로하중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3.2 해수환경 모사시험

체인의 경우 해수 담금 전처리를 통하여 부식을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시험의뢰인과 협의를 통하여  pH 조절 및 기
간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체인 시험 장비에 세팅 후 해
수배스를 설치하여 해수환경 모사시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3> Example of test set considering sea water bath

3.3 시험방법

체결된 체인들에 인장력이 가해지도록 정적 하중을 부하 시킨
다. 로드셀/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체인 항복하중의 5% 까지 
초기인장력을 가한다. 

∗ 초기 장력 = 재료 항복응력 * 0.05 (Ex. R4의 경우 항복응
력이 580 MPa 이므로 초기응력 = 30MPa)

     
 초기인장력을 부하하고 잠시 기다리고 하중제하를 3번 이상 

반복하여 체인끼리의 간격과 초기표면상의 거칠기에 의한 간극
을 최소화 시킨다. 이후 설정된 피로하중으로 가진한다. 일반적
으로 최소파괴강도 (MLB, Minimum Breaking Load)의 20%로 
산정한다.

Min./mean/max. 하중을 모니터링하고, displacement, 
frequency, strain 값을 모니터링 한다. 해수배스의 염분 농도와 
온도, 초기 셋업 단계부터 파단 후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기록
하고, 모든 예기치 않은 정지는 최종 보고서에 기록한다.

크랙이 발생하고 크랙이 진전되어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할 때 
또는 하나의 체인 고리가 완전히 단면을 보일 때 장비를 멈추고 
파손된 체인을 켄터 링크로 교체한다.

이후 파손된 체인을 교체해 가며 원하는 피로 데이터가 얻어
질 때 까지 피로시험을 계속 진행한다.

<그림 4> Change procedure for fractured chain during test

3.4 시험결과 분석

피로시험 시 다른 부위에서 빈번하게 파손이 발생하면 장비의 
하중방향과 체인의 잔류응력 상태 및 제조과정에서의 결함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시편마다 파단 부위가 달라 예측하
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진 않으며, 용접부 HAZ (Heat Affected 
Zone) 내에서만 파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HAZ에서의 파단
은 mooring chain 용접 결함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경우 발생 시 
시험은 fail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5> Example fracture chain 
 

일반적인 응력(stress)와 싸이클수(N) 사이의 관계는 S-N 곡
선이라고 표현하나 무어링 체인의 경우 압축응력 하중을 작용할 
수 없어 인장응력(tension) 하중만으로 피로시험을 수행하므로 
API 에서는 T-N 곡선이라고 한다.

가진 응력(stress)과 싸이클수()의 관계는 다음식으로 표현
된다. 

log  log

∗ s (MPa) : 응력폭(stress range, △σ ) = 응력진폭(σa)의 2배 
∗ m : 선도의 기울기 (slope or inverse slope)
∗  : 선도의 절편 (intercept)

 상기 그림의 기울기 m 은 각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피로시험 후 선도의 절편값을 결정하는 것이 시험 결과 분석의 
관건이다. 아래 테이블에 각 코드별 결과 분석식을 정리하였다.

DNV OS-E301 API RP 2SK

  


 nc(s) == 사이클 수
 s = stress range (MPa)
 aD = S-N 곡선의 절편 
 m = S-N 곡선의 기울기 

∙

 N = 사이클 수
 R = MBS(ORQ 공통 체인 고
리의 크기에 대한 최소 파괴 
강도)로 표현된 참조 파괴강
도(RBS)에 대한 인장 범위
(진폭 두 배)의 비율
 K = T-N 커브의 절편
 M = T-N 커브의 기울기

<표 6> Fatigue curve parameters
 각 코드에서 제안하는 피로선도 파라미터를 적용하면 무어링 

체인의 피로시험을 하지 않고도 T-N 선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무어링 체인에 작용하는 실제 하중을 알면 피로수명을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mooring chain에 대한 국제 선급(ABS, BV, 
DNV-GL, API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mooring 
chain에 대한 피로시험기술 정립과 피로시험설비사양을 조사하
였다.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불필요한 장비 구축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오버스펙을 피
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 장비사양을 정리하였다. 
Mooring chain 시험을 수행할 피로시험장비의 기본 디자인을 완

료하였으며, 테스트에 필요한 부속장치들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품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개
략적인 방향성과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향후 개발한 
mooring chain 피로시험 장비 구축 및 실제 시험인증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타겟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제품 정보를 확보하여 최적의 
mooring chain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 시험인
증 중에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돌발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안된 피로시험장비는 고하중 장
비로 사소한 사고라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과 관
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각도로 장비에 반영된 설비를 제작하여
야 한다.

 본 시험인증 시스템은 국내 mooring line 시장 개척에 전략적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 기술
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Fatigue tes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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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상황 대처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대표적이며, 

관련기술로써 선박 운용 시뮬레이션, 크레인 운용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Fig. 1은 

가상 현실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훈련을 받는 모습을 예로써 보여준다.  

운항중인 상선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사고 중 화재사고는 가장 빈도가 잦으며, 발생 시 

큰 위험을 야기한다. 따라서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 상황 대처 훈련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상선에서 승선하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와 같은 선원들은 정규적으로 화재 상황 대처 훈련을 

받는다. 선원들은 주로 육상에서 관련되는 훈련을 받으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모되는 편이다. 만약 

시뮬레이션이 선박 내에 설치될 경우, 선원들은 

시뮬레이터를 통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Fig. 1 VR training simulation applied in various fields 

 

2. 관련 연구 현황 
 

Ha, et al. (2015)는 선박에서 CO2 소화 시스템에 의해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선박의 

compressor room에서 이산화탄소의 화재진압 특징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시스템으로부터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보호 

안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Jose, et al. (2007)는 선박 내 

가상현실 기반 damage control simulation을 연구하였다. 선박 

설계 시 생성한 CAD 모델을 3춴 가시화 모델로 변환하여 

이를 시뮬레이션에 이용하였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침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시뮬레이션은 작업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Mohamed, et al. (2006)는 타워 

크레인 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과 3차원 가시 모델은 3차원 모델링 도구인 

3Ds MAX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장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였다. Shamus, et al. (2008)는 

컴퓨터 게임 기술을 이용하여 빌딩 내 화재 탈출 

시뮬레이션을 연구하였다. 테스트 지원자를 통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 

지원자들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You, 

et al. (2015)는 폭발 위험에 따른 선박의 화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확한 탈출 경로 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화재에 안전한 선박 구조와 내화성 재료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는 상선에서 사용되는 실제 화재 상황 대처 

매뉴얼을 기반으로 화재 상황 대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화재 상황 대처 시나리오는 4가지 상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Fig. 2~5는 각각의 상황에서 훈련생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Scenario 1은 훈련생이 화재 상황 근처에 있을 때 초기 

진압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선실, 

식당 또는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훈련생들은 화재 

발생 방송 또는 무전을 통해 화재 발생 위치를 인지할 수 

있다. 그 후 화재장소로 이동하여 근처의 소화장비, 담요 

등을 이용하여 화재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 화재가 진압되면 

시뮬레이션은 종료된다. 그러나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시뮬레이션 상황은 시나리오 2로 넘어간다. 

Scenario 2는 초기진압 실패 후의 상황이다. 먼저 화재 

상황을 보고한 뒤 훈련생은 비상 경보를 작동시킨다. 그 후, 

훈련생은 fire man outfits(F.M.O)를 착용 후 팬을 정지시키고, 

개구부를 닫고, 전력을 차단한 뒤 소화 호스를 연결한다. 

그리고 호흡구를 착용한 뒤 훈련생은 진입 허가를 요청한다. 

진입을 허가 받은 후 훈련생은 문을 열고 살수 후 문을 닫는 

과정을 3회 반복하고, 이 후 화재 장소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화재가 진압되면 시뮬레이션은 종료된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거나 부상자를 발견하면, 

시뮬레이션 상황은 시나리오 3 또는 4로 넘어간다. 

Scenario 3은 화재 장소에서 부상자를 발견하는 상황이다. 

부상자를 발견하면, 훈련생은 very high frequency (VHF) 

radio를 이용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그 후 훈련생은 들것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부상자 이동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부상자 이동 완료 후 화재 장소에 재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훈련생은 마지막 수단으로 CO2 방출을 

제안한다. CO2 방출을 허가 받은 후 개구부가 모두 닫혔는지 

확인 후 CO2 를 방출한다. CO2 방출 후 화재가 진압되면 

시뮬레이션은 종료된다. 그러나 화재 진압을 실패하면 

시뮬레이션은 실패로 종료된다. 

Scenario 4는 화재진압 실패 후 CO2를 방출하는 상황이다. 

CO2 방출의 허가 요청 및 방출 과정은 scenario4와 같다. 

 

 

 
Fig. 2 Situation extinguishing the fire when nearby fire scene 

(Scenario 1) 

 

 
Fig. 3 Situation extinguishing the fire when failing to extinguish 

the fire in the initial condition. (Scenario 2) 

 

 
Fig. 4 Situation transporting an injured person and 

extinguishing the fire using CO2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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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상황 대처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대표적이며, 

관련기술로써 선박 운용 시뮬레이션, 크레인 운용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Fig. 1은 

가상 현실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훈련을 받는 모습을 예로써 보여준다.  

운항중인 상선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사고 중 화재사고는 가장 빈도가 잦으며, 발생 시 

큰 위험을 야기한다. 따라서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 상황 대처 훈련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상선에서 승선하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와 같은 선원들은 정규적으로 화재 상황 대처 훈련을 

받는다. 선원들은 주로 육상에서 관련되는 훈련을 받으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모되는 편이다. 만약 

시뮬레이션이 선박 내에 설치될 경우, 선원들은 

시뮬레이터를 통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Fig. 1 VR training simulation applied in various fields 

 

2. 관련 연구 현황 
 

Ha, et al. (2015)는 선박에서 CO2 소화 시스템에 의해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선박의 

compressor room에서 이산화탄소의 화재진압 특징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시스템으로부터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 보호 

안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Jose, et al. (2007)는 선박 내 

가상현실 기반 damage control simulation을 연구하였다. 선박 

설계 시 생성한 CAD 모델을 3춴 가시화 모델로 변환하여 

이를 시뮬레이션에 이용하였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침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시뮬레이션은 작업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Mohamed, et al. (2006)는 타워 

크레인 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과 3차원 가시 모델은 3차원 모델링 도구인 

3Ds MAX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장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였다. Shamus, et al. (2008)는 

컴퓨터 게임 기술을 이용하여 빌딩 내 화재 탈출 

시뮬레이션을 연구하였다. 테스트 지원자를 통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 

지원자들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You, 

et al. (2015)는 폭발 위험에 따른 선박의 화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확한 탈출 경로 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화재에 안전한 선박 구조와 내화성 재료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는 상선에서 사용되는 실제 화재 상황 대처 

매뉴얼을 기반으로 화재 상황 대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화재 상황 대처 시나리오는 4가지 상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Fig. 2~5는 각각의 상황에서 훈련생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Scenario 1은 훈련생이 화재 상황 근처에 있을 때 초기 

진압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선실, 

식당 또는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훈련생들은 화재 

발생 방송 또는 무전을 통해 화재 발생 위치를 인지할 수 

있다. 그 후 화재장소로 이동하여 근처의 소화장비, 담요 

등을 이용하여 화재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 화재가 진압되면 

시뮬레이션은 종료된다. 그러나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시뮬레이션 상황은 시나리오 2로 넘어간다. 

Scenario 2는 초기진압 실패 후의 상황이다. 먼저 화재 

상황을 보고한 뒤 훈련생은 비상 경보를 작동시킨다. 그 후, 

훈련생은 fire man outfits(F.M.O)를 착용 후 팬을 정지시키고, 

개구부를 닫고, 전력을 차단한 뒤 소화 호스를 연결한다. 

그리고 호흡구를 착용한 뒤 훈련생은 진입 허가를 요청한다. 

진입을 허가 받은 후 훈련생은 문을 열고 살수 후 문을 닫는 

과정을 3회 반복하고, 이 후 화재 장소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화재가 진압되면 시뮬레이션은 종료된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거나 부상자를 발견하면, 

시뮬레이션 상황은 시나리오 3 또는 4로 넘어간다. 

Scenario 3은 화재 장소에서 부상자를 발견하는 상황이다. 

부상자를 발견하면, 훈련생은 very high frequency (VHF) 

radio를 이용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그 후 훈련생은 들것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부상자 이동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부상자 이동 완료 후 화재 장소에 재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훈련생은 마지막 수단으로 CO2 방출을 

제안한다. CO2 방출을 허가 받은 후 개구부가 모두 닫혔는지 

확인 후 CO2 를 방출한다. CO2 방출 후 화재가 진압되면 

시뮬레이션은 종료된다. 그러나 화재 진압을 실패하면 

시뮬레이션은 실패로 종료된다. 

Scenario 4는 화재진압 실패 후 CO2를 방출하는 상황이다. 

CO2 방출의 허가 요청 및 방출 과정은 scenario4와 같다. 

 

 

 
Fig. 2 Situation extinguishing the fire when nearby fire scene 

(Scenario 1) 

 

 
Fig. 3 Situation extinguishing the fire when failing to extinguish 

the fire in the initial condition. (Scenario 2) 

 

 
Fig. 4 Situation transporting an injured person and 

extinguishing the fire using CO2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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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tuation extinguishing the fire using CO2 after failing 

Scenario 2 (Scenario 4) 

 

4.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성 
 

Fig. 6은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 흐름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3D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인 UNITY 3D를 

사용하였다.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은 3차원 가시화 

모델, particle system, 시나리오, C# scripting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UNITY 3D를 통해 개발된 시뮬레이션은 

워크스테이션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다. 

워크스테이션은 시뮬레이션 및 주변 장치들과 상호작용하여 

사용자에게 현실과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해준다. 

시뮬레이션의 그래픽에 따라 적절한 워크스테이션이 

요구된다. 시뮬레이션 주변 장치는 시뮬레이터 시스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어떤 시뮬레이션 주변 장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와 효율성이 달라진다.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에서는 

Head Mounted Display (HMD)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HMD는 

머리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스피커와 

이동 거리를 인식하는 tracking 기능과 조하를 이루어 

훈련생에게 훈련에 대한 몰입감과 현실감을 극대화 한다. 

또한 keyboard, joystick, haptic device와 같은 입력장치는 

훈련생들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련을 수행할 때 

시뮬레이션 내에 있는 개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 

준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내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것, 

소화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 fire hose와 같은 소화 기구들을 

작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Fig. 6 Simulator system flow diagram 

 

5. 시뮬레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개발은 어떤 개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하는가에 따라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다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개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내의 object을 기술하였다.  

 

5.1 3D 게임 엔진 선택 

 

최근 3D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시뮬레이션 개발에도 많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임 엔진들을 비교 분석 후 특정 게임 엔진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 개발을 진행하였다. 현재 많은 개발자들은 Unity 

5, Unreal Engine, CRY Engine을 이용하여 가상 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개발한다.  

먼저 Unity 5는 Unity Technologies에서 개발되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는 C#과 Java Script를 지원한다. 

Unity 5의 특징은 한번의 빌드(build)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multiplatform building 기능과 간편한 editor 기능, 

사용자에게 편한 직관적인 UI를 제공한다. 그리고 3D 

모델이나 script 등을 참조할 수 있는 asset store가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Unreal Engine 4는 Epic games에서 개발되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어느 소속의 개발자라도 무료로 이용하여 개발 

할 수 있다. 또한 뛰어난 내장 shader를 통해 뛰어난 품질의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는 C#을 제공한다. 그리고 blueprint 기능을 이용하여 

코딩(coding) 없이 시뮬레이션을 개발 할 수 있다.  Unity 5와 

마찬가지로 참조 할 수 있는 market이 존재한다. CRY 

ENGINE은 Cry Teck에서 개발되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는 C# 과 C++을 제공한다. CRY Engine의 가장 큰 

특징은 배경을 표현하는 그래픽 기술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참조를 위한 market이 있고 royalty 

없이 저비용으로 3D 시뮬레이션을 개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게임 엔진 중에서 multiplatform 

building 기능을 지원하고 market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Unity 5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5.2 시뮬레이션 개발 오브젝트 

 

시뮬레이션 내에 있는 모든 3D 모델들을 각각 object라고 

지칭하며 각 object에는 다양한 물리 기반의 component와 

제어하기 위한 script가 있다.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도 

많은 object들이 있다.  

먼저 3D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에는 선박 모델과 엔진, 소화장비 등의 다양한 

의장 모델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에 코딩을 

작성하여 모델들 object에 component로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이 개발된다. 

선박 내부 3D 모델은 상세 설계 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선소에서 제공하는 상세 설계 모델은 Unity에 바로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해야 한다. 

상세 설계 모델은 AM(AVEVA Maine) CAD로 개발된 

모델이며, 다른 3D 모델 변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Unity에서 적용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이용하였다. 

Unity는 C#과 Java Script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C#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캐릭터의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문을 여는 등의 행위, 

소화장비 착용과 같은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캐릭터의 

움직임은 Unity에 내장되어있는 character controller나 VR 

platform에서 제공하는 기본 camera를 통해 표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character controller를 이용하여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행동에 대한 적절한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걸음, 문을 열고 닫는 손동작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력 장치의 입력 신호와 동시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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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tuation extinguishing the fire using CO2 after failing 

Scenario 2 (Scenario 4) 

 

4.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성 
 

Fig. 6은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 흐름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3D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인 UNITY 3D를 

사용하였다.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은 3차원 가시화 

모델, particle system, 시나리오, C# scripting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UNITY 3D를 통해 개발된 시뮬레이션은 

워크스테이션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다. 

워크스테이션은 시뮬레이션 및 주변 장치들과 상호작용하여 

사용자에게 현실과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해준다. 

시뮬레이션의 그래픽에 따라 적절한 워크스테이션이 

요구된다. 시뮬레이션 주변 장치는 시뮬레이터 시스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어떤 시뮬레이션 주변 장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와 효율성이 달라진다.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에서는 

Head Mounted Display (HMD)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HMD는 

머리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스피커와 

이동 거리를 인식하는 tracking 기능과 조하를 이루어 

훈련생에게 훈련에 대한 몰입감과 현실감을 극대화 한다. 

또한 keyboard, joystick, haptic device와 같은 입력장치는 

훈련생들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련을 수행할 때 

시뮬레이션 내에 있는 개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 

준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내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것, 

소화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 fire hose와 같은 소화 기구들을 

작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Fig. 6 Simulator system flow diagram 

 

5. 시뮬레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개발은 어떤 개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하는가에 따라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다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개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내의 object을 기술하였다.  

 

5.1 3D 게임 엔진 선택 

 

최근 3D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시뮬레이션 개발에도 많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임 엔진들을 비교 분석 후 특정 게임 엔진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 개발을 진행하였다. 현재 많은 개발자들은 Unity 

5, Unreal Engine, CRY Engine을 이용하여 가상 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개발한다.  

먼저 Unity 5는 Unity Technologies에서 개발되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는 C#과 Java Script를 지원한다. 

Unity 5의 특징은 한번의 빌드(build)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multiplatform building 기능과 간편한 editor 기능, 

사용자에게 편한 직관적인 UI를 제공한다. 그리고 3D 

모델이나 script 등을 참조할 수 있는 asset store가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Unreal Engine 4는 Epic games에서 개발되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어느 소속의 개발자라도 무료로 이용하여 개발 

할 수 있다. 또한 뛰어난 내장 shader를 통해 뛰어난 품질의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는 C#을 제공한다. 그리고 blueprint 기능을 이용하여 

코딩(coding) 없이 시뮬레이션을 개발 할 수 있다.  Unity 5와 

마찬가지로 참조 할 수 있는 market이 존재한다. CRY 

ENGINE은 Cry Teck에서 개발되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는 C# 과 C++을 제공한다. CRY Engine의 가장 큰 

특징은 배경을 표현하는 그래픽 기술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참조를 위한 market이 있고 royalty 

없이 저비용으로 3D 시뮬레이션을 개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게임 엔진 중에서 multiplatform 

building 기능을 지원하고 market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Unity 5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5.2 시뮬레이션 개발 오브젝트 

 

시뮬레이션 내에 있는 모든 3D 모델들을 각각 object라고 

지칭하며 각 object에는 다양한 물리 기반의 component와 

제어하기 위한 script가 있다.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도 

많은 object들이 있다.  

먼저 3D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에는 선박 모델과 엔진, 소화장비 등의 다양한 

의장 모델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에 코딩을 

작성하여 모델들 object에 component로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이 개발된다. 

선박 내부 3D 모델은 상세 설계 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선소에서 제공하는 상세 설계 모델은 Unity에 바로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해야 한다. 

상세 설계 모델은 AM(AVEVA Maine) CAD로 개발된 

모델이며, 다른 3D 모델 변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Unity에서 적용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이용하였다. 

Unity는 C#과 Java Script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C#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캐릭터의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문을 여는 등의 행위, 

소화장비 착용과 같은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캐릭터의 

움직임은 Unity에 내장되어있는 character controller나 VR 

platform에서 제공하는 기본 camera를 통해 표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character controller를 이용하여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행동에 대한 적절한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걸음, 문을 열고 닫는 손동작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력 장치의 입력 신호와 동시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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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행동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어야 한다. 행동에 대한 

애니메이션들은 시뮬레이션 내에서 행위에 대한 입력을 

자연스럽게 하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훈련자가 현실감을 

느끼게 해준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애니메이션은 3D 모델 

개발 소프트웨어에서 개발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3Ds 

MAX를 이용하여 행동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화재, 물, 기체 같은 효과들은 Unity내의 Legacy 

particle system이란 기능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Particle 

system의 수 많은 particle의 component를 디자인하고 

제어하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rticle syste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화재 사고 및 폭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호스의 살수와 CO2 기체를 만들어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내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teraction의 대표적인 예는 캐릭터의 

행동이다. 대표적으로 캐릭터와 선박 내에 있는 문과 같은 

개폐구와의 interaction을 통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화 장비의 착용, 전력 차단, 소화호스의 활성화, 

CO2 기체의 활성화, 소화 장비를 통한 화재 진압 등의 

interaction을 구현하였다.  

 

6. 화재 대처 훈련 시뮬레이션 테스트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을 개발 후,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테스트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현실감을 

주기 위해, 캐릭터의 시점은 1인칭으로 표현하였다. Fig. 7은 

실제 선박에서 선원들이 사용하는 개인실의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모델을 기반으로 3D 모델을 만들어 내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훈련생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훈련 할 때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고 교육의 효과를 높여준다. 

 

 
Fig. 7 Private room of worker in vessel 

 

Fig. 8은 Fig. 7의 작업자의 개인실을 Unity 5에서 디자인한 

모습이다. 시뮬레이션 내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본 모습이고 

개인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다. 화재의 초기 단계로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1에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고하는것보다 화재 진압을 먼저 

시작한다. 훈련생은 근처에 있는 소화 장치를 찾아 화재를 

진압한다. Fig. 9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 장치를 발견한 

모습이다. Fig. 9에서는 소화 담요와 소화기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Scenario 2로 넘어가게 

된다. 

 

 
Fig. 8 Simulation situation where a fire occurs in priviate room  

 

 
Fig. 9 Fire fighting equipment is arramged in vessel 

 

Fig. 10은 선실 중 작업자의 식당을 Unity 5에서 디자인한 

모습이다. 그리고 조리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식당공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Fig. 10의 상황은 큰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써 

시나리오 2에 해당한다. 훈련생은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화재 진압 매뉴얼대로 행동을 한다. 훈련생이 화재 장소에서 

부상자를 찾거나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시나리오 2는 

종료되고 시나리도 3 또는 4에 상황대로 진행하게 된다.  

 
Fig. 10 Simulation situation where a fire occurs in restaurant of 

cabin  

 

Fig. 11 엔진룸을 Unity 5에서 디자인한 모습이다. 엔진에서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한 후 엔진룸 전체로 번져나가는 

상황이다. Fig. 11의 상황은 큰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시나리오 2에 해당한다. 

훈련생은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화재 진압 매뉴얼대로 

행동한다. 훈련생이 화재 장소에서 부상자를 찾거나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시나리오 2는 종료되고 시나리오 3 

또는 4에 상황대로 진행하게 된다.  

 
Fig. 11 Simulation situation where a fire occurs in engine room  

 

 

7. 결론  
 

본 연구에서,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3D 모델은 상선을 대상으로 하였고, 

훈련 대상은 선박에서 작업하는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상황에 

대하여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전체 배경에 해당하는 

선박 내부 3D 모델은 보유하고 있는 선박 모델을 

활용하였다. 화재 진압 시나리오는 선원 훈련기관에서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개발은 게임엔진인 Unity 5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object와의 

interaction을 통해 훈련생에게 실제 상황과 같은 느낌을 주어 

훈련 효과를 높였다. 훈련 시뮬레이션은 해양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의무 훈련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해주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줄 수 있고, 화재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훈련 

시뮬레이션은 선원들의 선박 또는 해양 구조물의 구조를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향후에는, 

상선이 아닌 해양 구조물을 대상으로 다른 사고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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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행동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어야 한다. 행동에 대한 

애니메이션들은 시뮬레이션 내에서 행위에 대한 입력을 

자연스럽게 하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훈련자가 현실감을 

느끼게 해준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애니메이션은 3D 모델 

개발 소프트웨어에서 개발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3Ds 

MAX를 이용하여 행동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화재, 물, 기체 같은 효과들은 Unity내의 Legacy 

particle system이란 기능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Particle 

system의 수 많은 particle의 component를 디자인하고 

제어하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rticle syste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화재 사고 및 폭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호스의 살수와 CO2 기체를 만들어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내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teraction의 대표적인 예는 캐릭터의 

행동이다. 대표적으로 캐릭터와 선박 내에 있는 문과 같은 

개폐구와의 interaction을 통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화 장비의 착용, 전력 차단, 소화호스의 활성화, 

CO2 기체의 활성화, 소화 장비를 통한 화재 진압 등의 

interaction을 구현하였다.  

 

6. 화재 대처 훈련 시뮬레이션 테스트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을 개발 후,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테스트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현실감을 

주기 위해, 캐릭터의 시점은 1인칭으로 표현하였다. Fig. 7은 

실제 선박에서 선원들이 사용하는 개인실의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모델을 기반으로 3D 모델을 만들어 내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훈련생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훈련 할 때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고 교육의 효과를 높여준다. 

 

 
Fig. 7 Private room of worker in vessel 

 

Fig. 8은 Fig. 7의 작업자의 개인실을 Unity 5에서 디자인한 

모습이다. 시뮬레이션 내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본 모습이고 

개인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다. 화재의 초기 단계로 

시나리오 1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1에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고하는것보다 화재 진압을 먼저 

시작한다. 훈련생은 근처에 있는 소화 장치를 찾아 화재를 

진압한다. Fig. 9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 장치를 발견한 

모습이다. Fig. 9에서는 소화 담요와 소화기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Scenario 2로 넘어가게 

된다. 

 

 
Fig. 8 Simulation situation where a fire occurs in priviate room  

 

 
Fig. 9 Fire fighting equipment is arramged in vessel 

 

Fig. 10은 선실 중 작업자의 식당을 Unity 5에서 디자인한 

모습이다. 그리고 조리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식당공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Fig. 10의 상황은 큰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써 

시나리오 2에 해당한다. 훈련생은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화재 진압 매뉴얼대로 행동을 한다. 훈련생이 화재 장소에서 

부상자를 찾거나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시나리오 2는 

종료되고 시나리도 3 또는 4에 상황대로 진행하게 된다.  

 
Fig. 10 Simulation situation where a fire occurs in restaurant of 

cabin  

 

Fig. 11 엔진룸을 Unity 5에서 디자인한 모습이다. 엔진에서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한 후 엔진룸 전체로 번져나가는 

상황이다. Fig. 11의 상황은 큰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시나리오 2에 해당한다. 

훈련생은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화재 진압 매뉴얼대로 

행동한다. 훈련생이 화재 장소에서 부상자를 찾거나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시나리오 2는 종료되고 시나리오 3 

또는 4에 상황대로 진행하게 된다.  

 
Fig. 11 Simulation situation where a fire occurs in engine room  

 

 

7. 결론  
 

본 연구에서, 화재 상황 대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3D 모델은 상선을 대상으로 하였고, 

훈련 대상은 선박에서 작업하는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상황에 

대하여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전체 배경에 해당하는 

선박 내부 3D 모델은 보유하고 있는 선박 모델을 

활용하였다. 화재 진압 시나리오는 선원 훈련기관에서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개발은 게임엔진인 Unity 5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object와의 

interaction을 통해 훈련생에게 실제 상황과 같은 느낌을 주어 

훈련 효과를 높였다. 훈련 시뮬레이션은 해양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의무 훈련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해주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줄 수 있고, 화재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훈련 

시뮬레이션은 선원들의 선박 또는 해양 구조물의 구조를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향후에는, 

상선이 아닌 해양 구조물을 대상으로 다른 사고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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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상에서 무거운 중량물 이동을 위해 해상크레인을 이용한다. 해상크레인은 중량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윈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제어기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 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중량물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제어기를 제작하기 전 설계, 
개발 단계에서 성능을 시험, 평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HILS(Hardware-In-the-Loop-Simulation)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HILS란 검증대상 Hardware 제어시스템과 제어시스템을 제외한 주변환경을 가상의 모델로 구현하여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 시험, 평가
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150톤급 해상크레인용 윈치 제어시스템 HILS 구축을 위한 윈치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였다. 윈치 시스템 모델은 유도
전동기, 전력변환기, 감속기어, 제동장치 등으로 구성된 윈치 구동부 모델과 구동부 제어를 위한 윈치 제어기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윈
치 시스템 모델은 제어기를 통해 전력변환기, 제동장치를 제어하여 유도전동기를 운전하며 유도전동기의 운전 상태에 따라 윈치의 로프
가 감기거나 풀린다. 개발된 윈치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구동부와 제어기 각각의 정상동작 유무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윈치 제어시
스템 성능검증을 위한 HILS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Keywords : 윈치 시스템(Winch system), 윈치 제어시스템(Winch control system), HILS(Hardware-In-the-Loop-Simulation), 
            해상크레인(Floating crane), 모델링(Modeling)

1. 서 론

해상크레인은 바지선(Barge)이나 반잠수식, 고정식 해양구조
물에 설치되어 해상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이동, 하역하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해상크레인은 해상 건설현장, 조선
소, 심해 구조물 설치작업 등 폭 넓은 영역에서 활용 되고 있으
며 육상크레인보다 규모가 크고 더 무거운 중량물을 이동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조선소의 경우 
육상크레인인 골리앗크레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규모가 큰 해상
크레인을 사용 시 작업속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
진다.

이처럼 해상크레인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중요도가 증가

함에 따라 해상크레인 구성장비들의 개발, 설계, 제작에 대한 중
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상크레인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
거나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장비인 윈치 
시스템(Winch System)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윈
치 시스템은 전동기, 전력변환기, 감속기, 제동장치 등으로 구성
된 윈치 구동부와 구동부 제어를 위한 윈치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기를 통해 구동부의 전력변환기, 제동장치가 제어되어 
전동기를 운전하며 전동기의 정,역회전 운전 상태에 따라 윈치의 
로프가 감기거나 풀려 중량물을 이동 시킨다.

윈치 시스템의 제어기가 실제 해상크레인에 탑재되었을 때 안
정적으로 동작 하는 지에 대한 확인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제어기 제작 전 단계에서 제어기의 
성능을 시험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윈치 시스템 구동부의 용
량과 규모가 커지고 제어로직이 고도화 될수록 제어기 개발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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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기거나 풀린다. 개발된 윈치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구동부와 제어기 각각의 정상동작 유무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윈치 제어시
스템 성능검증을 위한 HILS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Keywords : 윈치 시스템(Winch system), 윈치 제어시스템(Winch control system), HILS(Hardware-In-the-Loop-Simulation), 
            해상크레인(Floating crane), 모델링(Modeling)

1. 서 론

해상크레인은 바지선(Barge)이나 반잠수식, 고정식 해양구조
물에 설치되어 해상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이동, 하역하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해상크레인은 해상 건설현장, 조선
소, 심해 구조물 설치작업 등 폭 넓은 영역에서 활용 되고 있으
며 육상크레인보다 규모가 크고 더 무거운 중량물을 이동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조선소의 경우 
육상크레인인 골리앗크레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규모가 큰 해상
크레인을 사용 시 작업속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
진다.

이처럼 해상크레인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중요도가 증가

함에 따라 해상크레인 구성장비들의 개발, 설계, 제작에 대한 중
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상크레인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
거나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장비인 윈치 
시스템(Winch System)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윈
치 시스템은 전동기, 전력변환기, 감속기, 제동장치 등으로 구성
된 윈치 구동부와 구동부 제어를 위한 윈치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기를 통해 구동부의 전력변환기, 제동장치가 제어되어 
전동기를 운전하며 전동기의 정,역회전 운전 상태에 따라 윈치의 
로프가 감기거나 풀려 중량물을 이동 시킨다.

윈치 시스템의 제어기가 실제 해상크레인에 탑재되었을 때 안
정적으로 동작 하는 지에 대한 확인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제어기 제작 전 단계에서 제어기의 
성능을 시험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윈치 시스템 구동부의 용
량과 규모가 커지고 제어로직이 고도화 될수록 제어기 개발 엔지

487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니어에게 제작 전 단계에서의 제어기 성능에 대한 시험, 검증, 
평가에 대한 필요성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제어기 제작 전 설계, 
개발 단계에서 제어기 성능을 시험, 검증, 평가하기에는 많은 제
약이 따른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HILS 또는 HIL-test
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HILS는 검증대상 Hardware 제어시스템과 
제어시스템을 제외한 주변환경을 가상의 모델로 구현하여 제어
기의 성능을 검증, 시험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제어기를 실제 해상크레인에 탑재하여 실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가상의 환경에서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 시험,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HILS를 위해선 검증대상 Hardware의 주변환경을 모사하
는 모델 구현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윈치 제어시스
템 HILS를 위해 필요한 윈치 시스템 모델 개발을 수행하였다. 윈
치 시스템 모델을 구동부 모델과 제어기 모델로 구성하였고 실제 
윈치 시스템 제어기의 로직 일부를 제어기 모델에 구현하여 구동
부 모델을 제어한다. 윈치 시스템 모델의 제어기 제어신호에 따
른 구동부 모델의 정상동작 유무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2. 윈치 시스템 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윈치 시스템 모델은 구동부 모델과 제어

기 모델로 구성되며 Table 1과 Table 2에 모델의 구성을 나타내
었다. 구동부 모델은 윈치의 동력공급을 위한 전동기(Motor), 전
동기가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을 위한 주전원(Main Power), 전동
기 토크와 회전수 제어를 위한 전력변환기(Power Converter), 윈
치의 드럼과 전동기 제동을 위한 제동장치(Brake), 전동기 고속
의 회전속도와 낮은 토크를 저속의 회전속도와 높은 토크로 변환
하기 위한 감속기 & 드럼(Reducer & Drum) 모델로 구성되어있
다.

Table 1 Components of the winch driver model
Component Specification

Motor

 - Type: Induction Motor
 - Rated power : 644Kw
 - Rated speed : 1192rpm
 - Pole : 6P
 - Rated voltage : 440V, 60Hz

Main power
 - Type : 3-Phase Power
 - Supply voltage : 440V
 - Rated frequency : 60Hz

Power converter  - Type : 3-Phase IGBT Inverter
 - Control type : VVVF, PWM

Brake  - Type : Band bake, Caliper brake, 
Rachet & pawl

Reducer & Drum  - Reduction ratio : 1 : 365.4
 - Drum speed : 3.26 rpm

제어기 모델은 구동부 모델들의 신호를 받아 각 구동부 모델 
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제어기 모델의 입력으로는 전
동기 회전수, 온도, 중량물 감지, 운전자 조작신호, 중량물 위치 

신호가 있으며, 출력 제어 신호로는 전동기on/off 신호, 제동장
치 신호가 있다.

Table 2 Input and output components of the winch 
controller model

Input Signal

Motor speed (RPM)
Motor Temperature (°C)

Load (Ton)
Operator Control (RPM)

Load position (m)

Output Signal Motor on/off
Brake on/off

윈치 시스템 모델들은 Matlab/Simulink를 활용하여 모델링 하
였다. 특히 구동부의 전동기 모델은 d-q axis를 사용한 유도전동
기 모델이며, Matlab/Simulink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는 내부 파라메터와 크기, 용량에 대한 값
을 조절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Park, et al., 2009) 메인전원은 
전동기가 요구하는 전력을 제한 없이 공급 가능한 이상적인 전원
으로 모델링 하였고, 전력변환기의 인버터와, DC 전원 생성을 
위한 정류기는 일반적인 3상 IGBT 인버터와 전파 정류기를 모델
링 하였다.(Nho, et al., 2011) 제동장치와 감속기는 제동토크와 
감속비를 적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제어기는 
Matlab/Simulink의 Stateflow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동부 모
델을 제어하기 위한 로직을 구성하였다. 실제 제어기 기능 중 일
부분을 제어기 모델에 구현하여 구동부 모델의 성능과 정상동작 
유무 확인을 위한 제어기 모델을 구성하였다.

Fig. 1의 윈치 시스템의 단선도 다이어그램과 시스템 구성 모
델들을 이용하여 Fig. 2와 같은 윈치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였다. 
다이어그램의 점선은 전력의 흐름을 나타내고, 실선은 기계적 출
력을과 제동장치의 제동력의 흐름을 나타낸다. 감속기를 거쳐 드
럼에 전달된 전동기 2대의 동력은 감속기를 거쳐 드럼으로 전달
되며 드럼은 중량물을 들어올리기에 충분히 큰 토크와 낮은 회전
속도를 가진다.

 

Fig. 1 Single line configuration diagram of winch system 
for floating crane

Fig. 2 Configuration of winch system with winch driver and 
controller in Matlab/Simulink

3.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윈치 시스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 하
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Fig. 3과 같이 전동기 구동을 위한 전동
기 회전수의 신호를 윈치 제어기에 입력하여 그에 따른 제어 신
호와 윈치 구동부 모델들의 구동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하였
다.

시나리오에 대한 전동기 운전 조건은 0~1초: 1192rpm, 1~2
초: 정지, 2~3초: -1192rpm(역회전), 3~4초: 1192rpm, 4~5초: 
정지 이다. 각 상태에 대한 전동기의 회전수가 제어기에 입력되
면 제어기는 전동기 on/off 신호, 제동창치 on/off 신호, 전력변
환기의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전동기가 해당 시간에서 주어진 회
전수와 중량물에 맞은 토크를 생성하게 한다. 시나리오에서 드럼
에 가해지는 중량물의 하중은 100ton으로 설정 하였다.

Fig. 3 Motor speed scenario for winch system model 
simulation

3.2 시뮬레이션 결과
Fig. 3과 같은 전동기 운전 시나리오를 윈치 시스템 모델에 적

용 하여 윈치 구동부 모델과 윈치 제어기의 동작 상태를 살펴본
다. Fg. 4는 전동기 회전속도가 변화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윈치 
제어기의 제어신호의 결과를 나타낸다. 전동기 on/off, 제동장치
(밴드, 캘리퍼 브레이크, 라쳇)시호와 브레이크 시호는 전동기의 
운전 조건에 만족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각 신호들의 값은 1 
= on, 0 = off을 의미하고, Brake 신호는 3가지 제동장치 중 하
나 이상의 제동장치가 동작하면 on 신호를 나타낸다.

Fig. 4 Winch controller output signals for simulation 
scenario

Fig. 5, 6은 전동기 2개의 회전 속도와 토크의 결과이며, 회전
속도 결과는 Fig. 3의 전동기 회전속도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인다. 정격 회전속도에서 각 전동기의 평균토크 또한 약 
2000Nm으로 전동기의 전동기 사양서의 값과 비슷한 값을 나타
내었다. 전동기 2대의 사양은 같기 때문에 회전수와 토크의 결과
가 서로 같음을 보인다.

Fig. 5 Speed and torque of winch motor1 for simulation 
scenario

Fig. 6 Speed and torque of winch motor1 for simulat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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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에게 제작 전 단계에서의 제어기 성능에 대한 시험, 검증, 
평가에 대한 필요성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제어기 제작 전 설계, 
개발 단계에서 제어기 성능을 시험, 검증, 평가하기에는 많은 제
약이 따른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HILS 또는 HIL-test
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HILS는 검증대상 Hardware 제어시스템과 
제어시스템을 제외한 주변환경을 가상의 모델로 구현하여 제어
기의 성능을 검증, 시험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제어기를 실제 해상크레인에 탑재하여 실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가상의 환경에서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 시험,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HILS를 위해선 검증대상 Hardware의 주변환경을 모사하
는 모델 구현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윈치 제어시스
템 HILS를 위해 필요한 윈치 시스템 모델 개발을 수행하였다. 윈
치 시스템 모델을 구동부 모델과 제어기 모델로 구성하였고 실제 
윈치 시스템 제어기의 로직 일부를 제어기 모델에 구현하여 구동
부 모델을 제어한다. 윈치 시스템 모델의 제어기 제어신호에 따
른 구동부 모델의 정상동작 유무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2. 윈치 시스템 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윈치 시스템 모델은 구동부 모델과 제어

기 모델로 구성되며 Table 1과 Table 2에 모델의 구성을 나타내
었다. 구동부 모델은 윈치의 동력공급을 위한 전동기(Motor), 전
동기가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을 위한 주전원(Main Power), 전동
기 토크와 회전수 제어를 위한 전력변환기(Power Converter), 윈
치의 드럼과 전동기 제동을 위한 제동장치(Brake), 전동기 고속
의 회전속도와 낮은 토크를 저속의 회전속도와 높은 토크로 변환
하기 위한 감속기 & 드럼(Reducer & Drum) 모델로 구성되어있
다.

Table 1 Components of the winch driver model
Component Specification

Motor

 - Type: Induction Motor
 - Rated power : 644Kw
 - Rated speed : 1192rpm
 - Pole : 6P
 - Rated voltage : 440V, 60Hz

Main power
 - Type : 3-Phase Power
 - Supply voltage : 440V
 - Rated frequency : 60Hz

Power converter  - Type : 3-Phase IGBT Inverter
 - Control type : VVVF, PWM

Brake  - Type : Band bake, Caliper brake, 
Rachet & pawl

Reducer & Drum  - Reduction ratio : 1 : 365.4
 - Drum speed : 3.26 rpm

제어기 모델은 구동부 모델들의 신호를 받아 각 구동부 모델 
제어를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제어기 모델의 입력으로는 전
동기 회전수, 온도, 중량물 감지, 운전자 조작신호, 중량물 위치 

신호가 있으며, 출력 제어 신호로는 전동기on/off 신호, 제동장
치 신호가 있다.

Table 2 Input and output components of the winch 
controller model

Input Signal

Motor speed (RPM)
Motor Temperature (°C)

Load (Ton)
Operator Control (RPM)

Load position (m)

Output Signal Motor on/off
Brake on/off

윈치 시스템 모델들은 Matlab/Simulink를 활용하여 모델링 하
였다. 특히 구동부의 전동기 모델은 d-q axis를 사용한 유도전동
기 모델이며, Matlab/Simulink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는 내부 파라메터와 크기, 용량에 대한 값
을 조절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Park, et al., 2009) 메인전원은 
전동기가 요구하는 전력을 제한 없이 공급 가능한 이상적인 전원
으로 모델링 하였고, 전력변환기의 인버터와, DC 전원 생성을 
위한 정류기는 일반적인 3상 IGBT 인버터와 전파 정류기를 모델
링 하였다.(Nho, et al., 2011) 제동장치와 감속기는 제동토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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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ngle line configuration diagram of winch system 
for floating crane

Fig. 2 Configuration of winch system with winch driver and 
controller in Matlab/Simulink

3.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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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해지는 중량물의 하중은 100ton으로 설정 하였다.

Fig. 3 Motor speed scenario for winch system model 
simulation

3.2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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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조건에 만족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각 신호들의 값은 1 
= on, 0 = off을 의미하고, Brake 신호는 3가지 제동장치 중 하
나 이상의 제동장치가 동작하면 on 신호를 나타낸다.

Fig. 4 Winch controller output signals for simulation 
scenario

Fig. 5, 6은 전동기 2개의 회전 속도와 토크의 결과이며, 회전
속도 결과는 Fig. 3의 전동기 회전속도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인다. 정격 회전속도에서 각 전동기의 평균토크 또한 약 
2000Nm으로 전동기의 전동기 사양서의 값과 비슷한 값을 나타
내었다. 전동기 2대의 사양은 같기 때문에 회전수와 토크의 결과
가 서로 같음을 보인다.

Fig. 5 Speed and torque of winch motor1 for simulation 
scenario

Fig. 6 Speed and torque of winch motor1 for simulat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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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드럼의 회전속도와 토크를 나타내며 전동기의 회전
속도, 토크 그래프 분포와 일치함을 보인다. 회전속도는 약 
3.23rpm, 평균토크는 약 1400kNm으로 전동기 회전속도와 토크
에 감속비를 만족한다.

Fig. 7 Speed and torque of winch drum for simulation 
scenario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50톤급 해상크레인 윈치 시스템을 

Matlab/Simulink를 통하여 개발하였고, 윈치 시스템 모델을 시뮬
레이션하기 위해 전동기 회전속도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시나
리오에 따른 윈치 시스템 구동부 모델과 제어기 모델의 결과를 
통해 모델의 정상동작 유무를 확인 하였다. 개발한 윈치 시스템 
모델은 윈치 시스템 제어기 HILS를 위한 HIL 시뮬레이터로 적용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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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cident Case of During Block Lifting
Seon-Yeob Kim, Se-Jin Ahn, Tak-Kee Lee(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효율적인 건조을 위해 이용되는 은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의 대형화는 건조 공기 
단축 원가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어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게 되나 각 조선소 마다 보유한 장비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내 일부 조선소
에서는 해상 크레인을 제작하여 골리앗 크레인으로 하기에 무거운 중량 구조물로 을 제작하여 들어 올리는 해상 
크레인에 의한 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건조 기간을 보다 단축시키기 위한 

의 대형화와 생산공법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작업의 경우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이며 잘못 
운용될 경우 인명 상해와 구조물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중 잘못된 배치로 인하여 이 손상된 경우와 박판 이 용접 열변형에 의해 손상된 
경우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제출된 손상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작업 도중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중점적인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정리 작업은 시 보다 합리적인 사전 검토 및 구조 
보강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Keywords : Block Lifting(블록 리프팅), Deformation(변형), Block Displacement(블록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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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5L X70 심 용접 파이프의 용접잔류응력에 관한 연구 및 
잔류응력을 고려한 ECA 적용 

조석제(부산대학교), 김명현†(부산대학교)

 
 Study on welding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f API 5L X70 seam 

welded pipe and consideration of residual stress in ECA 
Seok Je Joe (Pusan National University), Myung Hyun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Seam weld is usually used in large diameter pipes and it is essential to evaluate welding residual stresses in this 
seam welded pipes. As for long seam welds, residual stress profiles given by fitness for service procedures are rather 
limited in scope. 

In this study,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f API 5l X70 seam welded pipe was evaluated by experiments and 
simulation. The results of residual stresses measured by hole-drilling method was compared to those of predicted by 
FEA and it was illustrated that the trend matched each other. 

Keywords : Seam welds(심 용접), Welding residual stress(용접 잔류 응력) 

1. 서 론
극한지에 사용되는 배관은 고강도, 고인성 재질의 대구경 강

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가스 주 배관으로서 API 5L 
X70과 같은 고인성, 고강도 배관에 있어서 용접부에 대한 구조
건전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대구경 강관에 사용되는 축 방향 심 용접은 파이프 제조공정
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러한 심 용접부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파
괴역학 기반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잔류응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까지 BS 7910, API 579 그리고 R6과 같은 코드화된 구
조건전성평가 지침에서는 특정 용접부(원주방향 둘레 용접, 길이
방향 심 용접 등)에 대하여 용접잔류응력 분포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용접방향 둘레 용접부의 잔류응력 
분포에 관해서는 용접부뿐만 아니라 용접부로부터 잔류응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까지의 분포가 평가되어 있으며 파이프 형
상, 입열량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도 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길이방향 심 용접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잔류응

력 분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분포도 매우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PI 5L X70 심 용접 파이프에 대하여 실
험 및 해석을 통한 잔류응력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
다 정확한 잔류응력을 ECA에 적용해보았다. 

2. 실험 과정
파이프의 용접잔류응력은 구멍 뚫기 방법(Deep hole-drilling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
착하고 게이지의 정중앙에 구멍을 뚫어 이완되는 변형률 값을 데
이터 수록 장치 EDX-100A를 통하여 기록하고 ASTM E837-13a
에 나와 있는 일련의 식들을 통해 잔류응력을 계산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파이프의 세부 치수 및 잔류응력 측정 위치를 아
래 Fig.1에 나타내었다. 

Fig. 1 Pipe details and diagram of measurement point

파이프 길이방향으로 fusion line과 1mm 떨어진 지점의 잔류
응력과 반대 지점을 각각 4포인트씩 측정하였고 파이프 middle 
cross section에 10포인트를 측정하였다. 각 측정 지점의 넘버링
과 응력성분을 Fig.2에 나타내었고 잔류응력 분포를 축 방향과 
원주 방향 성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Fig. 2 Pipe numbering and direction of stress 

3. 해석 과정
 대구경 API 5L X70 강관의 두께는 21.5mm이며 나머지 주요 치
수는 Fig.3에 나타내었다. 용접 pass 수는 총 3pass이다.

Fig. 3 Details of pipe model

 해석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첫 번째 절차는 용접 시 온
도 분포 예측을 위해 비선형 열 해석을 실시하며, 두 번 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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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분포를 도출한다. 열 해석 및 잔류응력 해석 시 범용 프로그
램인 ABAQUS를 통해 3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열 해석 시 단계적인 적층을 모사하기 위하여 용착 금속 내의 
모든 요소는 생성 후 최소 해석 모델로부터 제거된 후 각 pass에 
해당하는 입열이 가해지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재 생성되는 
“element birth and death technique”를 사용하였다. 

Fig.4 Double ellipsoidal heat source configuration

 열 해석 시 필요한 물성치인 density, conductivity, specific 
heat를 온도에 따라 입력하며 용접 풀(welding pool)에서의 체적
열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Goldak의 이중 타원 모양의 열원 모
델을 적용하여 형상을 결정하였으며 열원은 FORTRAN 언어로 
코드화하여 ABAQUS의 user subrouine DFLUX기능을 이용하였
다. 

Fig.5 Moving welding arc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열 이력들을 입력 정보로 하여 
잔류응력을 해석하였고 파이프에서의 잔류응력 평가 시 파이프
의 축 방향 잔류응력과 원주 방향 잔류응력 모두 평가하였다.

4. 결 론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험적 결과와 유한요소해

석 결과를 비교하였고 그 경향성과 값에 있어서 매우 일치하는 
분포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3 파이프 원주 방향 잔류응력 분포

파이프의 Middle cross section에서 용접중심라인을 기준으로 
둘레방향으로 잔류응력을 나타내었으며 심 용접 특성 상 파이프 
둘레방향 성분의 잔류응력이 아주 큰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492



API 5L X70 심 용접 파이프의 용접잔류응력에 관한 연구 및 
잔류응력을 고려한 ECA 적용 

조석제(부산대학교), 김명현†(부산대학교)

 
 Study on welding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f API 5L X70 seam 

welded pipe and consideration of residual stress in ECA 
Seok Je Joe (Pusan National University), Myung Hyun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Seam weld is usually used in large diameter pipes and it is essential to evaluate welding residual stresses in this 
seam welded pipes. As for long seam welds, residual stress profiles given by fitness for service procedures are rather 
limited in scope. 

In this study,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f API 5l X70 seam welded pipe was evaluated by experiments and 
simulation. The results of residual stresses measured by hole-drilling method was compared to those of predicted by 
FEA and it was illustrated that the trend matched each other. 

Keywords : Seam welds(심 용접), Welding residual stress(용접 잔류 응력) 

1. 서 론
극한지에 사용되는 배관은 고강도, 고인성 재질의 대구경 강

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가스 주 배관으로서 API 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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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방향 심 용접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잔류응

력 분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분포도 매우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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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해석을 통한 잔류응력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
다 정확한 잔류응력을 ECA에 적용해보았다. 

2. 실험 과정
파이프의 용접잔류응력은 구멍 뚫기 방법(Deep hole-drilling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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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of pre-wave breaker system
Kim, Kyung Sung (Tongmyong University)

요 약

Violent ocean waves which are over the estimation, can be very dangerous for environment and economics. Since fixed 
type wave breaker including bulwark, seawall and jetty, requires high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costs. Pre-wave 
breaker lays parallel to seabed, and it will have steep angle when high incidence waves are recognized. In this regard, 
pre wave breaker system does not interrupt vessel path and leisure near shore. The activated pre wave breaker 
efficiently dissipate wave energy  by breaking high amplitude incidence waves. Therefore the amount of damage can be 
reduced. Moreover, dissipated waves can also reduce overflows to shore and land. 

Keywords : Pre-Wave Breaker(초기 쇄파 장치), violent ocean waves(위험파), Moving Particle Semi-implicit(입자법)

1. 서 론

해안 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풍 또는 해일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방파제 또는 인공 절
벽을 건설하여 태풍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한 높은 파고의 해양
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예방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방파제의 제작 및 시공에 따른 막대한 재화의 투
입이 이루어지며, 대형 토목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도 동반하여 
발생한다.

이렇게 경제적 및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며 설치된 방파 시설
이 있다하더라고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6년 부산 인근에서 발생한 태
풍으로 인한 해수 범람은 해안선 일대의 주거 지역 및 상가에 막
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한 위
험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 범위를 벗어난 해양파에 대한 피해를 최
소화 하면서 환경에 피해를 줄이고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일수 있는 방식으로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는 해안선에서 일정 범

위 벗어난 지역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해안선으로 이러지는 경
사면에 나란히 놓여 있다가 예측 범위를 벗어난 해양파가 접근할 
경우 경사도를 높여 해안선에 파가 충격하기 전에 일차 쇄파를 
수행하여 에너지는 소산시키는 장치이다.

본 연구는 초기 연구 단계이므로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수치 시뮬레이션만을 수행하여 초기 쇄파 장치의 효용성을 파악
하였다. 사용된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은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 
방식은 Moving Particle Semi-implicit (MPS)법을 사용하였다.

MPS는 Koshizuka et al.(1996)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Tanaka et al. (2010)에서 다항식 압력 소스항을 이용한 포아송 
방정식을 Lee et al.(2010)에서는 수정된 자유 표면 입자 탐색 
기법을 제안하여 기법의 정확도 및 물리적 견고성을 확보하였다. 
이 후 Kim et al.(2014)에서는 다상 유동 모델을 제안하여 단상 
유동 뿐만 아니라 다상 유동에서의 입자법의 적용성을 확보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를 2차원 조파 수조에 
설치한 모델을 설정하여 상기 언급한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 기
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하였으며, 초기 쇄파 장치에 기인한 초기 
파 에너지의 소산이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수치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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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ly dissipate wave energy  by breaking high amplitude incidence waves. Therefore the amount of damage can be 
reduced. Moreover, dissipated waves can also reduce overflows to shore and land. 

Keywords : Pre-Wave Breaker(초기 쇄파 장치), violent ocean waves(위험파), Moving Particle Semi-implicit(입자법)

1. 서 론

해안 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풍 또는 해일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방파제 또는 인공 절
벽을 건설하여 태풍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한 높은 파고의 해양
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예방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방파제의 제작 및 시공에 따른 막대한 재화의 투
입이 이루어지며, 대형 토목 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도 동반하여 
발생한다.

이렇게 경제적 및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며 설치된 방파 시설
이 있다하더라고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6년 부산 인근에서 발생한 태
풍으로 인한 해수 범람은 해안선 일대의 주거 지역 및 상가에 막
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한 위
험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 범위를 벗어난 해양파에 대한 피해를 최
소화 하면서 환경에 피해를 줄이고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일수 있는 방식으로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는 해안선에서 일정 범

위 벗어난 지역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해안선으로 이러지는 경
사면에 나란히 놓여 있다가 예측 범위를 벗어난 해양파가 접근할 
경우 경사도를 높여 해안선에 파가 충격하기 전에 일차 쇄파를 
수행하여 에너지는 소산시키는 장치이다.

본 연구는 초기 연구 단계이므로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수치 시뮬레이션만을 수행하여 초기 쇄파 장치의 효용성을 파악
하였다. 사용된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은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 
방식은 Moving Particle Semi-implicit (MPS)법을 사용하였다.

MPS는 Koshizuka et al.(1996)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Tanaka et al. (2010)에서 다항식 압력 소스항을 이용한 포아송 
방정식을 Lee et al.(2010)에서는 수정된 자유 표면 입자 탐색 
기법을 제안하여 기법의 정확도 및 물리적 견고성을 확보하였다. 
이 후 Kim et al.(2014)에서는 다상 유동 모델을 제안하여 단상 
유동 뿐만 아니라 다상 유동에서의 입자법의 적용성을 확보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를 2차원 조파 수조에 
설치한 모델을 설정하여 상기 언급한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 기
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하였으며, 초기 쇄파 장치에 기인한 초기 
파 에너지의 소산이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수치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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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 기법인 MPS법은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한다.




   (1)




∇∇   (2)

여기서 는 밀도, 는 입자의 속도, 는 시간, ∇는 구배, 
∇ 는 라플라시안, 는 동점성계수, 는 외력을 나타낸다. 식 
(2)의 좌변은 라그란지안 방식에 따라 전미분형태로 나타내어진
다. 식(2)의 우변은 각각 압력구배, 점성효과 그리고 외력항을 나
타내며, 라그란지안 법을 고려하여 입자 상호 연성 모델을 이용
한 차분형태로 바뀌어서 해석된다. 입자법의 차분방정식의 자세
한 내용은 Kim et al.(2011)에서 찾을 수 있다.

입자법의 특이점은 입자 각각이 독립된 물리량 정보를 가지고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움직인 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대변
형에 기인한 자유표면의 수치해석에는 큰 장점으로 활용되지만 
유체의 특징인 연속성을 위배할 수 있다는 단점 역시 포함하고 
있다. 유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입자가 중심 입자에 끼
치는 영향을 고려한 입자간 상호 연성 모델을 위해 가중치 함수
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가중치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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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입자간의 거리, 는 유효거리를 나타내며, 식에
서 알 수 있듯이 유효거리를 벗어난 주위입자는 중심입자에 영향
을 끼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의 값을 2.1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였다.

자유표면 경계 조건 중 운동학적 경계조건은 각각의 입자를 
추적함으로써 만족되어진다. 다른 경계 조건인 동역학적 경계 조
건은 자유 표면 입자로 인식된 입자에 대기압   를 대
입함으로써 만족되어지며, 이를 위한 자유 표면 입자 탐색은 Lee 
et al. (2010)에서 제시된 2개 조건의 자유표면 탐색법을 따른다. 


  

  

여기서 은   입자의 입자수 밀도, 는   입자
의 유효반경 내의 주변입자 개수를 나타내며,  and 는 계
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각각 0.97와 0.85를 사용하였다. 주변입
자의 개수는 유효반경 내의 입자를 탐색하여 구할 수 있으며 입
자수 밀도 는 입자법에서 밀도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써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3. 수치해석 모델 및 결과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는 해안선으로부터 해저로 이어지는 경
사면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설치되며, 파고가 높은 해양파가 감지
되었을 시 경사도를 높여 수면이 낮게 인식되도록 하여 쇄파를 
촉진하는 장치이다. 초기 쇄파 장치에 의해 부서진 파는 에너지
를 소산시키며 이를 통해 해안선에 다다를 때에는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잃어 육상의 구조물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
다. Fig. #@$@ 은 2차원 조파 수조에 해안선을 형상화한 경사
면을 놓고 그 위에 최대각도의 소파 장치를 설치한 모델이다. 쇄
파 장치는 자유표면을 넘지 않을 높이로 설계되며, 이 이유는 에
너지가 가장 높은 파정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쇄파 효율
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환경 변수와 조파기의 
변수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Fig. 1 Schematic of simulation model 

Index Description
Length of wave basin 14 m

Depth 0.82 m
maker cos

Angle of pre-wave breaker 45°

Table 1. Description of simulation circumstance 

Fig. @#$@# (a)는 초기 쇄파 장치가 없는 경우의 19.5초에
서의 전체 결과의 묘사이며 (b)는 해안 지역을 확대한 그림이다. 
해안으로 이어진 경사로 인해 쇄파가 일어났지만 에너지의 소산
이 적게 발생하여 파가 해안 절벽에 충격하고 부서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 (a)와 (b)는 초기 쇄파 장치를 조파
기로부터 #@$@#$m 떨어진 지점에 위치시켜 지평면으로부터 
45도 각도로 경사를 준 경우의 전체 및 확대 결과이다.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초기 쇄파 장치로 인해 에너지의 소산이 촉
진되어 해안선에 이르렀을 때 줄어든 에너지로 인해 해안 지역이 
피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2 Simulation result without pre-wave breaker

(a)

(b)
Fig. 3 Simulation result with pre-wave breaker

Fig @#$@$은 해안 절벽을 넘어 육상으로 가정한 부분인 작
은 수조에 넘어온 유체 입자 수를 초기 쇄파 장치가 설치 되지 
않았을 때와 설치 되었을 때의 비교이다. 이를 통해 초기 쇄파 
장치는 에너지를 초기에 1차적으로 소산시켜 해안선에 이르렀을 
때 충격량을 줄어들게 할 뿐만아니라 해안절벽을 넘어 오는 유체
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해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방파제의 보조 수단

이 될 수 있는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에 대한 수치해석을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예측 범위를 벗
어난 파고가 높은 해양파에 대한 피해는 지역 주거 인원 및 상업
적 이용 인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의 
방파제의 제작 및 설치는 높은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의 어려움 
그리고 해안 환경의 파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는 제작 및 설치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유지 및 보수에서도 기존의 고정식 방파제에 비해 
효율적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해안선와 평행하게 놓여져 있기 때
문에 선박의 항행 및 레저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초기 쇄파기의 유무에 따라 높은 파고의 해
양파 에너지의 소산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이를 따라 해안 
절벽을 넘어오는 유체의 양 역시 초기 쇄파 장치로 인해 상당히 
줄어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변식 초기 쇄파 장치의 
설치를 통해 예측 범위를 벗어난 해양파에 의한 피해를 줄이면서 
환경 및 선박 항행에 영향을 최소화한 방파 장치로는 효율적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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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입자간의 거리, 는 유효거리를 나타내며, 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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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함으로써 만족되어지며, 이를 위한 자유 표면 입자 탐색은 Lee 
et al. (2010)에서 제시된 2개 조건의 자유표면 탐색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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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반경 내의 주변입자 개수를 나타내며,  and 는 계
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각각 0.97와 0.85를 사용하였다. 주변입
자의 개수는 유효반경 내의 입자를 탐색하여 구할 수 있으며 입
자수 밀도 는 입자법에서 밀도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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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설치되며, 파고가 높은 해양파가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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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장치는 자유표면을 넘지 않을 높이로 설계되며, 이 이유는 에
너지가 가장 높은 파정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쇄파 효율
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환경 변수와 조파기의 
변수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Fig. 1 Schematic of simulation model 

Index Description
Length of wave basin 14 m

Depth 0.82 m
maker cos

Angle of pre-wave breaker 45°

Table 1. Description of simulation circumstance 

Fig. @#$@# (a)는 초기 쇄파 장치가 없는 경우의 19.5초에
서의 전체 결과의 묘사이며 (b)는 해안 지역을 확대한 그림이다. 
해안으로 이어진 경사로 인해 쇄파가 일어났지만 에너지의 소산
이 적게 발생하여 파가 해안 절벽에 충격하고 부서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 (a)와 (b)는 초기 쇄파 장치를 조파
기로부터 #@$@#$m 떨어진 지점에 위치시켜 지평면으로부터 
45도 각도로 경사를 준 경우의 전체 및 확대 결과이다.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초기 쇄파 장치로 인해 에너지의 소산이 촉
진되어 해안선에 이르렀을 때 줄어든 에너지로 인해 해안 지역이 
피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2 Simulation result without pre-wave breaker

(a)

(b)
Fig. 3 Simulation result with pre-wave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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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OV는 군사용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군사용 혹

은 상업용 위주로 개발되어왔다.(최중락 2013) ROV의 개발에 관
한 연구 또한 상업용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장훈 
2008, 송시명 2004)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드론시장이 성장하면
서 쿼드로터 드론 뿐 아니라 취미용 ROV(이하 수중드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몇몇 제품이 상품화되어 나오기 시작하였
다. 특히 MIT에서 개발된 OpenROV는 underwater drone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수중드론 시장에 등장하였다. 그러
나 아직까지도 1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높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 수중드론에 대하여 경
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설계를 소개한다.

2. 수중 드론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 제작한 수중드론은 2개의 수직방향 모터와 2개의 

수평 방향 모터로 이루어져 각 모터 운동의 조합을 통해 수중에
서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방에는 약 500lm 
밝기의 고휘도 LED가 장착되어 있어 어두운 수중환경에서도 시
야를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어안렌즈가 부착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넓은 범위의 수중 영상을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Fig. 1 Underwater drone parts and assembly

Fig. 1에 나타났듯이 수중체는 크게 6개의 파트로 나뉘며, 각 
파트를 독립적으로 제작하여 간단히 체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수중 로봇 제작을 매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중 드론은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 PLC)을 

사용하여 지상의 사용자와 50m 길이의 2가닥의 전선으로 전력공
급 및 200MBps의 이더넷 통신을 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쉽
게 구할 수 있는 공유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수중 드론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Fig. 2 Overall system

3. 수중 테스트 및 결과
Fig. 3은 제작된 수중 드론을 깊이 약 3m의 대형 수조에서 테

스트 한 모습을 보여준다. 테스트 결과 3m의 수심에서도 방수와 
통신, 그리고 수중체의 운동이 이상 없이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최고 속력이 약 1노트 내외로, 빠른 유속에서도 버
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4. 결 론
일반인들이 쉽게 구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기존에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수중 드론을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컨트롤러는 자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
들어 추가적인 제어 장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터리를 수중 밖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openROV에 비하여 무게와 부피를 약 30% 정도 줄일 수 있었으
며 수중에서 배터리 누전에 따른 위험 또한 제거할 수 있었다. 

현재 수중체의 depth control, heading control을 위한 제어기를 
설계 중이며, 형상저항과 추진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Fig. 3 Test underwater drone in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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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에서 블록의 정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측된 점들은 제한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해당 point set이 그다지 조밀하게 구성되지 

않고(보통 1 point per miter) 거칠게 이루어지므로 정밀한 비용 산출을 근사하기 위해서 외곽선에 따른 정밀하고 연속적인 곡선 근사가 
필수이며, 이를 통한 임의의 위치에서의 변형된 외곽 좌표를 내삽법을 통해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버트 타입으로 이
루어지는 탑재 용접의 시수를 예측하는 일이다. 단순히 3D좌표로 ER(Erected)과 PE(Pre-erected) 블록을 공간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비교를 위해서 새로운 Space에서 좌표들을 통해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계측점들을 정렬하고 원하
는 접촉면을 획득하기 위해서 K-mean Clustering 기법과 K nearest neighborhood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점과 외부 접촉면을 구성하는 
계측점을 자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원단위 DB를 통한 재작업 시수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

Keywords : 재작업 비용(Rework Cost), 공정 대기 손실(Waiting Loss), 블록 정합(Block Alignment), 일정관리(Scheduling Process)

1. 서 론

 조선소의 선박 및 생산플랜트 생산 공정에서, 전체 시수의 
최소 약 5% 이상이 오작으로 인한 교정 작업에 낭비되고 있다. 
조선소들은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용접 변형 및 형상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형상차이 측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고 있으나 분석 방법이 작업자의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스템화 된 방법이 아닌 작업자 개개인의 기준 및 노하우에 의
존하고 있다.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형상차이의 측정 및 관리를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며, 작업
자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미리 계획된 기준으로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탑
재시스 예측 소프트웨어 모듈은 정도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블록 또는 P.E. 블록(탑재되는 블록)을 탑재하기 위한 탑재시수
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블록 또는 P.E. 블록의 정도데이터
를 분석함으로서 해당 블록의 탑재시수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
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은 P.E 블록과 E.R. 블록의 의 좌표 차이를 통
해서 블록간의 차이의 정도를 예측하는 방법에 필요한 알고리즘
들을 정리하고 측정점들을 이어주는 근사 곡선의 wiggle을 줄이

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block matching rework time system

블록 정합 재작업 시수 예측 시스템은 Fig. 1에서와 같은 흐
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선소에서는 3차원 디지

털 측정 장비를 도입하여 측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좌표점들을 바탕으로 재작업 시수를 예측하게 된다. 하지
만 얻어진 좌표점들의 기준평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위치 교
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위치 교정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1.시작점 일치, 2.중심선 일치, 3.중심선 기준으로 회전하며 
정합 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위치 정합을 하게 된다. 그 후 
조선소에서 측정되는 측정점들은 블록 내부에 의장 정합을 위해
서 측정된 점 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외각의 Curve 
확보를 힘들게 하며, 원하는 Curve를 얻기 위해선 제거 할 필요
가 있다. 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으로 K-mean Clustering과 
Concave Hull이 사용되었다. 이제 외각의 좌표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블록의 형상을 유추하기 위해서 
의좌표점들로 분리하고 각각의 점들을 RBF-ML과 Akima Spline
의 방법을 활용하여 Curve의 wiggle을 최소화 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ER/PE 블록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차이값을 기준으
로 용접부의 용접 Gap을 이용한 재작업 내용 및 품질 손실함수
를 활용하여 재작업 시수 및 비용을 산출할 수 있고 DB를 통해
서 기존의 사례를 통해 시수를 예측할 수 있다. (Heo, 2014.)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에서 측정된 점들 중 ER/PE 블록의 정합과정
에 필요한 점들만 추출한 점들로 외각곡선을 얻고, 곡선에 발생
하는 wiggle현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산된 ER/PE 블록 부
재간의 차이값을 비교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2. 위치 정합
Fig.2 와 같이 PE/ER Block의 외각의 좌표점들이 서로 동일

한 평면위의 좌표점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위치상에 존
재할 수 있다.

Fig. 2 The given ER/PE block 3D point set

이러한 Curve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Step. 1, 2, 3의 방법을 
사용해서 위치를 정합한다.(Fig. 3, 4, 5)

2.1 Step. 1

ER/PE 각각 계측된 점들 중에 서로 일치해야 하는 두 점을 
선정한다.( ) 이 두 점이 버트 용접의 최적 gap(일반적
으로 5mm)을  방향으로 가지도록 평행이동 시킨다. 기준점은 
원하는 정도만큼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일치해야한다.

Fig. 3 ER/PE block alignment[step 1]

2.2 Step. 2

1. Step1에서 지정된 계측점들과(  ) Step 2에서 지
정된 계측점( )을 기준으로 모든 점들을 다음의 각
도만큼 회전시킨다.

      

  ∙  
 (1)

2. 회전의 기준 벡터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벡터는 를 지난
다. 아래의 벡터를 기준선으로 회전을 시도한다.
  ×   (2)

Fig. 4 ER/PE block alignment[step 2]

2.3 Step. 3
1. 원점(O)에서 각 끝단까지의 백터   은 알 수 있고 은 

임의로 윗점을 가리키는 벡터

   ×      ≤ ≤    (3)

 
 

   (4)

2. t값을 알면 에서 m-n 선에 수선을 내리는 점까지의 벡터를 
알 수 있다(벡터)

3.  와 를 내적하여 값을 구한다.  

4. 벡터  를 기준으로 모든 점을 만큼 돌려서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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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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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R/PE block alignment[step 2]

2.3 Step. 3
1. 원점(O)에서 각 끝단까지의 백터   은 알 수 있고 은 

임의로 윗점을 가리키는 벡터

   ×      ≤ ≤    (3)

 
 

   (4)

2. t값을 알면 에서 m-n 선에 수선을 내리는 점까지의 벡터를 
알 수 있다(벡터)

3.  와 를 내적하여 값을 구한다.  

4. 벡터  를 기준으로 모든 점을 만큼 돌려서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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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R/PE block alignment[step 3]

Fig. 6은 위의 3가지 alignment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다.

Fig. 6 Result of ER/PE block alignment

3. 외각점 획득 방법

3.1 K – Means Clustering Agorithm

K-means Clustering은 ER/PE 블록의 정합과정에 참여하는 
기준면 형성에 필요 없는 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정
합되는 평면을 설정하고 점들을 나누어 주고 설정해주는 
K-value의 값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룹의 수를 조절 할 수 있
다.(Pham et al., 2004).

Fig. 7 K- means clustering

 

입력 항목으로 점들의 개수와 위치,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그

룹의 개수가 들어간다(K-value). Clustering순서는 다음과 같다.
(Fig. 7)

1. K value의 값에 따라서 임의의 점을 선택한다. 
2. 이 점들과 가까운 점들을 묶어서 그룹을 만들고 그 점들에 

중심점을 정한다.
3. 그 중심선들과 가까운 점들을 묶어서 그룹을 만들고 중심점

이 변화되지 않을 때 까지 반복한다.

Fig. 8 Block measured points and the corresponding set 
on CATIA

Fig. 9 K – Means clustering

Fig. 8에서 측정된 좌표점들 중에서 정합하고자 하는 평면상
의 좌표점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Fig 9.의 정합되는 평면(축)으
로 4개의 그룹으로 분리한 결과 중 1번 그룹이 정합하는 평면상
의 좌표점들만 이루어져 있고 그 점들이 Fig. 8에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3.2 Concave Hull Algorithm

우리가 관심 있는 곡선은 외각으로 둘러 싸여진 곡선이므로 
내부의 불필요한 점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Concave hull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Park & Oh, 
2012).

Fig. 10 Concave hull algorithm

Fig. 10에서와 같이 외각점들만 구하는데 입력인자는 점의 개
수와 k-nearest value값이다. k-nearest value값은 얼마나 오목 
외곽선을 얻어내기 위한 대한 설정 값이다. Concave hull은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제일 아래 왼쪽 아래점을 기준으로 시작한다.(A점)
2. K-nearest value를 3으로 설정했을 때, A점에서 가장 가까운 

3점을 선택한다.(B,C,D점)
3. A점 기준으로 축과 양의 방향으로(시계방향) 각도가 가장 

큰점을 선택하고 그 점이 다음 기준점이 된다.(C점)
4. 다음 기준점인 C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점 3점을 선택하

고 A-C 선분과 이루는 각도가 가장 큰 점을 선택한다.(E점)
5. E점 기준에서 각도가 가장 큰점은 B점이나 지나온 선과 겹치

게 되므로 이 때는 그점을 제외한후 각도가 큰 점인 G점을 
선택한다.

6. 시작점으로 돌아올 때 까지 반복한다.
7. 선택된 점들을 이으면 Fig. 11처럼 나타난다.

Fig. 11 Concave hull test

4. RBF-ML
블록 정합분야에 사용되는 데이터 간격들은 균일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특성으로 일반적인 spline 혹은 polynomials의 사용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특
징은 Gaussian radial basis function을 사용하고 학습 수렴 속
도(∙ ln )와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sparse 
matrices, preconditioning, fast iterative solver, multiscale 
models등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Min, 2009).

Fig. 12 RBF-ML parameters

RBF-ML 알고리즘은 3가지의 Fig. 12와 같은 주요 파라미터
들을 가진다. 초기 radius 값, Hidden 레이어의 수 마지막으로 
regularization 수치이다.

◯ 초기 radius값은 해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
다. 보통 노드간의 거리의 2~4배의 값을 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너무 큰 값은 ill-conditioned 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각 iteration 마다 해당 값은 반으로 줄어
들며 마지막에는 ∙     로 준다.

◯ Hidden 레이어 의 수(NLayers)는 해의 정밀도와 계산 비용
에 큰 영향을 미친다. RBF-QNN 즉 NLayers를 1로 세팅된 
알고리즘과 구분이 되는 주요 인자이다. 큰 값은 노드 
interpolation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되며, 작은 값은 overfitting
을 제거하고 noise값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 초기 작은 수치의 regularization(    )는 초기에 정
밀도를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node 사이에 
overfitting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큰 수치의 값은 
데이터에 포함된 noise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다
른 smoothing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적절한 Hidden 
레이어의 크기이다.

본 알고리즘의 개발은 노드들의 분포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더
라도 정밀하고 충분한 Regularization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아무리 큰 데이터 군을 가지더라도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 빠른 계산 비용((∙ ln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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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URBS(Sky) / RBF-ML curve(Blue) comparison

측정점을 바탕으로 얻어진 NURBS Curve는 wiggle 현상이 심
해져서 곡선의 형상이 심하게 일그러짐에 비해서 RBF-ML 
Curve는 wiggle 현상이 Parameters의 조절에 의해 현저히 줄어
드는 모습이 Fig. 13에 보여 지고 있다.

5. Akima Spline
Akima Spline이란 기존의 B-Spline이 곡선 형태로 근사됨으

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는 부분을 보안해주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B-Spline에서 각 측정점들에서의  ,

를 모두 충족하는 Curve를 도출 했다면, Akima Spline에서는 맞
출 수 있는 계수들만 최소한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Curve가 Fig. 
14처럼 도출된다.(Akima, 1970).

Fig. 14 Akima Spline / B-Spline curve comparison

                                   (5)

측정된 두점을 a,b로 나타낸다면 그사이를 n개로 나눌 수 있다.

 ≡         


  


     (6)

이때 a와b사이를 이어주는 곡선는 다음과 같은 3차 곡선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측정점에서  , ,을 얼마나 맞

추냐에 따라서 곡선의 경향이 결정된다. Akima에서는 최소한으
로 맞춰서 곡선을 그리도록 하고 있다.

Fig. 15 NURBS(Red),RBF-ML(Yellow),Akima(Green)
curve comparison

Fig. 1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Akima Spline은 조선소의 Block
의 형상처럼 각진 곡선을 형성 할 수 있으며, 곡선의 wiggle 현
상 
또한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선소
의 블록의 외각곡선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Akima Spline이 최
대한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준다.

6. 정합 프로그래밍
조선소에서 측정되어지는 점의 좌표들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

그래밍 기법을 사용해서 차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
명되어진 기법들을 사용하여 C#의 언어를 사용해서 코딩하였다.

6.1 위치 정합 기법

Fig. 16 Position matching reference point setting

ER/PE Block을 비교하기 위해선 동일한 평면위에 두고 시작
점을 맞추어서 차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서 설명
한 Step 1, 2, 3의 과정이 필요하다. Fig. 16에서 보여 지는 것
과 같이 Step1에선 PE/ER Block의 정합 중심선의 시작점을 설
정해주고 Step2에선 PE/ER Block의 정합 중심선의 끝점을 설정
해준다. Step3에선  돌리고자 하는 점을 설정해준다. 

6.2 외각 Contour 획득 방법
Fig. 19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파라미터 개

수(K-value)와 정합하고자 하는 평면을 선택해준 다음 얻고자하
는 층을 선택해줘서 가지고 온다. 그다음 내부점을 K-Nearest 

Fig. 17 ER/PE block curve comparison from RBF-ML algorithm

Fig. 18 ER/PE block curve comparison from Akima Spline

Value값으로 제거해준다.

Fig. 19 Filtering of measurement points

6.3 곡선의 가시화

곡선을 각각 축으로 나누어 3개의 Curve의 형태로 비
교한다. RBF-ML의 방법을 사용하면 Fig. 17의 곡선이 얻어진

다. RBF-ML의 방식을 사용하면 wiggle 현상이 발생되어서 
Parameters를 조절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내부로 들어간 형상이
나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에선 굴곡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안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설명된 Akima-Spline을 사
용해서 곡선을 다시 그려보면 Fig. 18 같은 곡선이 얻어진다. 조
선소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PE/ER Block간의 차이가 
방향으로 각각 얼마나 발생되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토대
로 재작업 시수를 예측할 수 있다. 조선소의 블록의 형상들은 대
체적으로 유연한 곡선이 아닌 각진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17의 RBF-ML곡선은 형태가 굴곡져서 나타나지만 Fig.18의 
Akima곡선은 형태가 각져서 나타나므로 블록의 형상을 예측하기
에는 Akima의 방식으로 유추하는 것이 원래의 블록형상에 최대
한 근접한 곡선을 얻을 수 있다.

7. 결론
조선 생산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조립하여 최종적으로 선박을 

완성하는 흐름이며 치수품질이 불량이 나타나더라도 조립을 계
속 이어가야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차이만으로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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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URBS(Sky) / RBF-ML curve(Blue) comparison

측정점을 바탕으로 얻어진 NURBS Curve는 wiggle 현상이 심
해져서 곡선의 형상이 심하게 일그러짐에 비해서 RBF-ML 
Curve는 wiggle 현상이 Parameters의 조절에 의해 현저히 줄어
드는 모습이 Fig. 13에 보여 지고 있다.

5. Akima Spline
Akima Spline이란 기존의 B-Spline이 곡선 형태로 근사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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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kima Spline / B-Spline curv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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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두점을 a,b로 나타낸다면 그사이를 n개로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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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와b사이를 이어주는 곡선는 다음과 같은 3차 곡선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측정점에서  , ,을 얼마나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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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맞춰서 곡선을 그리도록 하고 있다.

Fig. 15 NURBS(Red),RBF-ML(Yellow),Akima(Green)
curv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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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R/PE block curve comparison from Akima S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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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Filtering of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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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 차이가 후행작업에 유발하는 재작업 비용 (Rework 
Cost) 또는 공정대기 손실(Waiting Loss)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접 변형이나 부재 이동으로 인한 변형량 등을 사
전에 측정을 통해서 알아내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오는지 알
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 소개된 방법들을 이용
한다면 두 블록 간에 용접에 필요한 재작업 시수를 쉽고 정밀하
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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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트리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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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Blcok Stockyard Selection Method 
using a Decision Tree Learning Algorithm

Nam Byeong-Wook(Inha Univ), Lee Kyung-Ho(Inha Univ), Lee Jung-Min(Inha Univ), 
Lee Jae-Joon(Inha Univ), Wu Yuepeng(Inha Univ)

요 약

조선소 내에서 작업이 완료되거나 다음 공정 작업을 위하여 이동이 필요한 블록의 적치 위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것 중 하나가 적치 위치에 따라 블록의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이동 거리의 증가에 따라 트랜스포터의 운행 횟수 및 이동 거리가 
증가하여 운영비용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소에서의 블록 적치 위치 선정은 블록 생산 작업 일정에 
따라 트랜스포터 작업반장의 적치장 선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적치장의 상황에 따라 블록이 적치될 위치가 정해
지고 있다. 적치장 선정 노하우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소 내 블록의 위치를 최적으로 배치하고자 한 결과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조선소에서 축적한 적치장 선정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학습하여 블록의 적치장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학습에 의사
결정트리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본 알고리즘을 통한 블록 적치장 선정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Keywords : Block storckyard selection(블록 적치장 선정), Decision tree learning algorithm(DTLA, 의사결정트리 학습 알고리즘) 

도면과 EPC정보 융합 가시화를 위한  

사용자 기반 학습 알고리즘 개발 
박인하, 황인혁, 박정서, 강태선, 허희영(삼성중공업) 

 

Development of user behavior based learning algorithm  

for visualization of EPC information in drawings 
InHa Park, InHyuck Hwang, JungSeo Park, TaeSeon Kang, HeeYoung Heo(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종이 대형화됨에 따라 자재 공급 및 설치 후 검사, 작업자 부하 예측과 같은 공정관리 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공정관리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짐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관리 효율을 개선하는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도면에는 설치할 자재 목록과 위치정보가 표기된다. 공정관리 담당자는 최신 도면 및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정보를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같은 전사 기간계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시를 위한 정보들을 도면에 수기로 기입하여 도면의 정보와 함께 열람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수기로 기재되고 관리되는 공정에 관한 정보를 도면상에 자동으로 표기함으로써 공정관리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원본 도면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EPC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도면의 

빈 영역을 찾아 자동으로 배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로서 최적화 기법의 한 종류인 담금질 기법(Simulated 

Annealing)을 활용해 공정정보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최적화 기법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도면의 

크기, 배치의 정확도가 계산 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추가정보를 자동으로 표기하기 위해 ① 

계산 결과를 PC와 모바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사용자 수정에 의한 결과 변경 시 

기존결과와 비교하여 더 최적화된 결과를 저장, ③ 이후 배치 시 향상된 결과를 활용하여 계산 비용을 제거하는 3단계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Keywords: Overlap avoidance algorithm(겹침 회피 알고리즘), User behavior based learning(사용자 기반 학습), EPC(설계, 조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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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욱(인하대학교), 이경호(인하대학교), 이정민(인하대학교), 이재준(인하대학교), Wu Yuepeng(인하대학교)

A Study on Blcok Stockyard Selection Method 
using a Decision Tree Learning Algorithm

Nam Byeong-Wook(Inha Univ), Lee Kyung-Ho(Inha Univ), Lee Jung-Min(Inha Univ), 
Lee Jae-Joon(Inha Univ), Wu Yuepeng(Inha Univ)

요 약

조선소 내에서 작업이 완료되거나 다음 공정 작업을 위하여 이동이 필요한 블록의 적치 위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것 중 하나가 적치 위치에 따라 블록의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이동 거리의 증가에 따라 트랜스포터의 운행 횟수 및 이동 거리가 
증가하여 운영비용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소에서의 블록 적치 위치 선정은 블록 생산 작업 일정에 
따라 트랜스포터 작업반장의 적치장 선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적치장의 상황에 따라 블록이 적치될 위치가 정해
지고 있다. 적치장 선정 노하우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소 내 블록의 위치를 최적으로 배치하고자 한 결과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조선소에서 축적한 적치장 선정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학습하여 블록의 적치장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학습에 의사
결정트리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본 알고리즘을 통한 블록 적치장 선정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Keywords : Block storckyard selection(블록 적치장 선정), Decision tree learning algorithm(DTLA, 의사결정트리 학습 알고리즘) 

도면과 EPC정보 융합 가시화를 위한  

사용자 기반 학습 알고리즘 개발 
박인하, 황인혁, 박정서, 강태선, 허희영(삼성중공업) 

 

Development of user behavior based learning algorithm  

for visualization of EPC information in drawings 
InHa Park, InHyuck Hwang, JungSeo Park, TaeSeon Kang, HeeYoung Heo(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종이 대형화됨에 따라 자재 공급 및 설치 후 검사, 작업자 부하 예측과 같은 공정관리 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공정관리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짐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관리 효율을 개선하는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도면에는 설치할 자재 목록과 위치정보가 표기된다. 공정관리 담당자는 최신 도면 및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정보를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같은 전사 기간계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시를 위한 정보들을 도면에 수기로 기입하여 도면의 정보와 함께 열람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수기로 기재되고 관리되는 공정에 관한 정보를 도면상에 자동으로 표기함으로써 공정관리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원본 도면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EPC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도면의 

빈 영역을 찾아 자동으로 배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로서 최적화 기법의 한 종류인 담금질 기법(Simulated 

Annealing)을 활용해 공정정보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최적화 기법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도면의 

크기, 배치의 정확도가 계산 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추가정보를 자동으로 표기하기 위해 ① 

계산 결과를 PC와 모바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사용자 수정에 의한 결과 변경 시 

기존결과와 비교하여 더 최적화된 결과를 저장, ③ 이후 배치 시 향상된 결과를 활용하여 계산 비용을 제거하는 3단계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Keywords: Overlap avoidance algorithm(겹침 회피 알고리즘), User behavior based learning(사용자 기반 학습), EPC(설계, 조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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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인식을 위한 마커리스 증강현실 시스템 기반의  

깊이에 대한 연구 
오월붕(인하대학교),·이경호(인하대학교),·이정민(인하대학교),· 남병욱(인하대학교),·이재준(인하대학교)· 

 

A Study on Depth Based Markerless AR System 

for Pipeline's recognition 
Yuepeng Wu(Inha University), Kyungho Lee(Inha University), Jungmin Lee(Inha University), 

Byeongwook Nam(Inha University) and Jaejoon Lee(Inha University) 
 

요 약 

 
In this study, a depth based Pipeline’s Recognition Algorithm was proposed for the future markerless AR system. 

Even if the pipeline system onboard ship is very complex, according to theirs painting color and diameter, they are also 

well ranged. In this algorithm, a RGB-D scanning data of a lab-test pipeline system was firstly captured. After 

de-noising, down sampling and detection, pipes are respectively segmented by different diameter and different color. 

And then by registered with pipe’s design point cloud which converted from CAD model system to figure it out which 

part of these segmented pipes belonging to. Lastly, these registered pipelines will art as the recognition component for 

markerless AR system. 

 

Keywords : Markerless Recognition; Point Cloud; RGB-D Data; Pipeline System 

 

 

EGR wash water용 pre-coating filter의 효율성 분석 및 
body feed 적용 환경 연구

차인욱(선보공업), 임재호(선보공업), 장호길(선보공업), 최다혜(KOMERI), 김정환(KOMERI), 박재현(KOMERI)

Efficiency analysis of pre-coating filter for EGR wash water
and study on Body feed application 

차인욱(선보공업), 임재호(Sunbo industry), 장호길(Sunbo industry), Dahye CHOI(KOMERI), Jeong-Hwan Kim(KOMERI), 
Jae-Hyoun Park(KOMERI)

요 약

 본 연구는 MGO의 연소 반응으로부터 형성된 soot 및 여타 particle들을 포함하는 EGR wash water로부터 SS(Suspended Solid)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pre-coating filter의 조건 및 body feed 공정 조건에 관한 것이다. 

 sulphur 0.1 % 함유량의 연료 이용 조건으로부터 발생된 SS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동일 성분의 scrubbing water를 이용해 재현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다.

 slit size 10 micro meter의 spring type filter element를 이용하였으며 media로 diatomaceous earth (10, 20, 30, 40 ㎛)를 사용하였
다. 

 연구 결과 직경 10 ㎛의 media를 특정 조건에서 사용하였을 때 효율성이 가장 좋았으며 body feed 는 300 %의 media 적용 시 가
장 효율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Keywords : Tip vortex cavitation(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Cavity Inception speed(CIS, 캐비티 초생속도) 

 서 론 

 최근 해양 환경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양으로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MEPC.259(68)에 
의한 규제가 본격화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세정수 처리시스템으로 선박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미세입자의 처
리에 어려움이 있는 세정수의 처리를 위한 장치 개발에 대한 실험적 연구이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과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의 경쟁 구조에서 세정수 처리시스템의 역할
은 매우 크며, 세정수 처리 시스템 개발은 EGR의 경제성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SCR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GO의 연소 반응으로부터 형성된 soot 및 여타 particle들을 포함하는 EGR wash water로부터 
SS(Suspended Solid)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pre-coating filter의 조건 및 body feed 공정 조건에 관한 것으로 
sulphur 0.1 % 함유량의 연료 이용 조건으로부터 발생된 SS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동일 성분의 scrubbing 
water를 이용해 재현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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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ipeline's recognition 
Yuepeng Wu(Inha University), Kyungho Lee(Inha University), Jungmin Lee(Inha University), 

Byeongwook Nam(Inha University) and Jaejoon Lee(Inha University) 
 

요 약 

 
In this study, a depth based Pipeline’s Recognition Algorithm was proposed for the future markerless AR system. 

Even if the pipeline system onboard ship is very complex, according to theirs painting color and diameter, they are also 

well ranged. In this algorithm, a RGB-D scanning data of a lab-test pipeline system was firstly captured. After 

de-noising, down sampling and detection, pipes are respectively segmented by different diameter and different color. 

And then by registered with pipe’s design point cloud which converted from CAD model system to figure it out which 

part of these segmented pipes belonging to. Lastly, these registered pipelines will art as the recognition component for 

markerless AR system. 

 

Keywords : Markerless Recognition; Point Cloud; RGB-D Data; Pipel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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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udy on Body fee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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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MGO의 연소 반응으로부터 형성된 soot 및 여타 particle들을 포함하는 EGR wash water로부터 SS(Suspended Solid)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pre-coating filter의 조건 및 body feed 공정 조건에 관한 것이다. 

 sulphur 0.1 % 함유량의 연료 이용 조건으로부터 발생된 SS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동일 성분의 scrubbing water를 이용해 재현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다.

 slit size 10 micro meter의 spring type filter element를 이용하였으며 media로 diatomaceous earth (10, 20, 30, 40 ㎛)를 사용하였
다. 

 연구 결과 직경 10 ㎛의 media를 특정 조건에서 사용하였을 때 효율성이 가장 좋았으며 body feed 는 300 %의 media 적용 시 가
장 효율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Keywords : Tip vortex cavitation(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Cavity Inception speed(CIS, 캐비티 초생속도) 

 서 론 

 최근 해양 환경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양으로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MEPC.259(68)에 
의한 규제가 본격화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세정수 처리시스템으로 선박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미세입자의 처
리에 어려움이 있는 세정수의 처리를 위한 장치 개발에 대한 실험적 연구이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과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의 경쟁 구조에서 세정수 처리시스템의 역할
은 매우 크며, 세정수 처리 시스템 개발은 EGR의 경제성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SCR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GO의 연소 반응으로부터 형성된 soot 및 여타 particle들을 포함하는 EGR wash water로부터 
SS(Suspended Solid)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pre-coating filter의 조건 및 body feed 공정 조건에 관한 것으로 
sulphur 0.1 % 함유량의 연료 이용 조건으로부터 발생된 SS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동일 성분의 scrubbing 
water를 이용해 재현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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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S 간접식 전기분해 장치 전해조 설계에 관한 고찰 
전보현(KOMERI), 이광섭(한라IMS), 이채호(한라IMS), 김창국(한라IMS), 김정환(KOMERI), 

박재현(KOMERI)

A Study on Design of Electrolytic Tank of BWTS Indirect 
Electrolysis System

JEON BO-HYEON(KOMERI), LEE KWANG-SEOB(HANLA IMS), LEE CHAE-HO(HANLA IMS), KIM 
CHANG-KOOK(HANLA IMS), KIM JUNG-HWAN(KOMERI), PARK JAE-HYOUN(KOMERI)

요 약

국제 물류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운송능력의 최대화 및 운영비의 절감을 위하여 화물탑재 
공간을 늘이기 위해 설계방향을 기관실 공간의 최소화로 잡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에 비하여 선박 운용인력의 최소화로 가고 있
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해양환경의 규정 강화로 인해 기관실 영역에 탑재되는 각종 기자재의 신개발 또는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있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선박 내 평형수(Ballast Water)를 여과하는 용도로 선박 평형수 장치에 설치되어 해
수를 유입/유출할 때 이송되는 이물질 및 생물을 차단하여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고 불순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BWTS 간접식 전
기분해 장치 전해조 설계에 관한 것이다.

Keywords : Ballast Water, Electrolytic Tank

1. 서 론

BWTS 간접식 전기분해 장치 전해조 설계를 위하여, 수치시뮬
레이션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 및 시제품의 형상설계, 재질 선택
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상세 설계 후 제작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여 양산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석대상인 전해조는 해수 및 청수의 유입 시 전기분해 장치
와 연결되어 해수에 포함된 미생물을 살균하는 장치로서 내부에
는 많은 Plate가 설치되어 있다. BWMS의 일부분인 전해조는 용
량별로 병렬배치가 되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 전해조에 동일
한 해수의 투입이며,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
구는 병렬식 전해조 구성의 통과 유량에 대한 유량 Data Base를 
확보하고 기본 설계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다.

2. 전해조 설계

그림 1 대상 전해조

해석대상인 전해조의 기본 컨셉이며, 각 전해조의 저항에 따
른 통과유량과 설계에 관한 것이다.

선박용 LNG 공급시스템의 고압 피스톤 펌프 연구
이희웅(KOMERI), 홍진희(협성철광), 김정환(KOMERI), 박재현(KOMERI)

Study on a High Pressure Pump for the LNG Fuel Gas Supply 
Systems in Marine

Hee-Woong Lee(KOMERI), Jin-Hee Hong(Hyupsung Metallize Co., LTD.), Jeong-Hwan Kim(KOMERI), 
Jae-Hyoun Park(KOMERI)

요 약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를 추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는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에 사용되는 왕복동 펌프 국산화 개발과정에서 콜드엔드부의 동적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모사하여 유동 특성을 연구하였고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내부 힘의 평형에 따라 피스톤과 포펫의 운동이 
적절히 모사되었으며 내부 유동장을 가시화 하고 응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제품에 대한 내압 및 환경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
였다.

Keywords : LNG(액화천연가스), Fuel gas(가스연료), HP Pump(고압펌프), CFD(전산유체역학) 

1. 서 론

국제해사기구(IMO)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규제에 따라 세계적
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이에 액화천연가
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추진동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기 보유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자재, 특히 펌프에 대한 연구와 국산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
다. 피스톤 타입의 용적형 펌프는 고압에 사용되는 조건에서 유
체를 압축성으로 고려해야하는 물리적 특성과 흡입, 배출유로를 
생성과 단절하는 역할을 하는 포펫의 기하학적 형상 을 동적으로 
구현함에 어려움 등으로 최근까지도 1차원 해석 위주로 수행되
어 왔다. 다른 분야에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엑셜 피스톤 
펌프에 대한 동적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여 토출맥동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의 일환으로 상용 유동해석 및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용적형 피스톤 펌프의 콜드엔드부의 3차원 모델에 대
해 동적 특성을 모사하고 내부유동을 가시화함으로써 유동 특성
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실제 시제품
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내압 및 환경시험을 수행하여 설계 안전

성을 검증하였다.

Fig. 1 3D model of HP pump Cold-End

0.025 [s] 0.03 [s]

Fig. 2 Pressure distribution inside the pump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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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S 간접식 전기분해 장치 전해조 설계에 관한 고찰 
전보현(KOMERI), 이광섭(한라IMS), 이채호(한라IMS), 김창국(한라IMS), 김정환(KOMERI), 

박재현(KOMERI)

A Study on Design of Electrolytic Tank of BWTS Indirect 
Electrolysis System

JEON BO-HYEON(KOMERI), LEE KWANG-SEOB(HANLA IMS), LEE CHAE-HO(HANLA IMS), KIM 
CHANG-KOOK(HANLA IMS), KIM JUNG-HWAN(KOMERI), PARK JAE-HYOUN(KOMERI)

요 약

국제 물류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운송능력의 최대화 및 운영비의 절감을 위하여 화물탑재 
공간을 늘이기 위해 설계방향을 기관실 공간의 최소화로 잡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에 비하여 선박 운용인력의 최소화로 가고 있
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해양환경의 규정 강화로 인해 기관실 영역에 탑재되는 각종 기자재의 신개발 또는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있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선박 내 평형수(Ballast Water)를 여과하는 용도로 선박 평형수 장치에 설치되어 해
수를 유입/유출할 때 이송되는 이물질 및 생물을 차단하여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고 불순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BWTS 간접식 전
기분해 장치 전해조 설계에 관한 것이다.

Keywords : Ballast Water, Electrolytic Tank

1. 서 론

BWTS 간접식 전기분해 장치 전해조 설계를 위하여, 수치시뮬
레이션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 및 시제품의 형상설계, 재질 선택
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상세 설계 후 제작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여 양산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석대상인 전해조는 해수 및 청수의 유입 시 전기분해 장치
와 연결되어 해수에 포함된 미생물을 살균하는 장치로서 내부에
는 많은 Plate가 설치되어 있다. BWMS의 일부분인 전해조는 용
량별로 병렬배치가 되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 전해조에 동일
한 해수의 투입이며,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
구는 병렬식 전해조 구성의 통과 유량에 대한 유량 Data Base를 
확보하고 기본 설계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다.

2. 전해조 설계

그림 1 대상 전해조

해석대상인 전해조의 기본 컨셉이며, 각 전해조의 저항에 따
른 통과유량과 설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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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를 추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는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에 사용되는 왕복동 펌프 국산화 개발과정에서 콜드엔드부의 동적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모사하여 유동 특성을 연구하였고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내부 힘의 평형에 따라 피스톤과 포펫의 운동이 
적절히 모사되었으며 내부 유동장을 가시화 하고 응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제품에 대한 내압 및 환경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
였다.

Keywords : LNG(액화천연가스), Fuel gas(가스연료), HP Pump(고압펌프), CFD(전산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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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규제에 따라 세계적
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이에 액화천연가
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추진동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기 보유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자재, 특히 펌프에 대한 연구와 국산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
다. 피스톤 타입의 용적형 펌프는 고압에 사용되는 조건에서 유
체를 압축성으로 고려해야하는 물리적 특성과 흡입, 배출유로를 
생성과 단절하는 역할을 하는 포펫의 기하학적 형상 을 동적으로 
구현함에 어려움 등으로 최근까지도 1차원 해석 위주로 수행되
어 왔다. 다른 분야에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엑셜 피스톤 
펌프에 대한 동적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여 토출맥동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의 일환으로 상용 유동해석 및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용적형 피스톤 펌프의 콜드엔드부의 3차원 모델에 대
해 동적 특성을 모사하고 내부유동을 가시화함으로써 유동 특성
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실제 시제품
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내압 및 환경시험을 수행하여 설계 안전

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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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ssure distribution inside the pump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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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연료공급 모듈에 적합한 질량 유량측정 장비 기초설계 연구
이봉희(KOMERI), 장용석(마르센), 이상민(마르센), 최성호(마르센), 김정환(KOMERI), 박재현(KOMERI)

Study on basic design of mass flow measurement equipment 
suitable for LNG fuel supply module

Bong-Hee Lee(KOMERI), Yong-Suk Jang(Marsen), Sang-Min Lee(Marsen), Sung-Ho Choi(Marsen), 
Jeong-Hwan Kim(KOMERI), Jae-Hyoun Park(KOMERI)

요 약

본 연구는 LNG 연료공급 모듈에 적합한 질량 유량 측정 장비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존의 선박 연료 측정 방식은 부피량
(volume)을 질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 공기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측정양보다 
팽창되었다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질량 유량 측정을 위한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는 단일 구조로 되어 있으며 측정 대상 
액체를 측정하기 위한 내부 가동부품 또는 방해물의 접촉이 없으며, 하나의 유량계로 질량 측정에 추가하여 매우 정확한 액체 밀도 측정
과 온도 측정을 제공하여 하나의 장치로부터 세 가지의 중요한 측정값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LNG 연료공급 모듈에 적합
한 코리올리 질량유량계의 기초설계를 위해 Drive coil에서 발생시키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켜, 유체가 지나는 배관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최대 변위를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Keywords : LNG(액화천연가스), Fuel supply module(연료공급모듈), Massflowmeter(질량유량계), CFD(전산유체역학) 

Fig. 1 3D model and stress result of mass flow meter

생산 기준정보 개선을 위한 리드타임 예측 통계분석 방법 비교 
및 예측도 향상을 위한 딥러닝 기법 검토에 관한 연구

김지혜(한국해양대학교), 이필립(지노스),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n Comparison of Lead-Time Prediction Statistical Methods 
for Improving Production Standard Data and Device of Deep 

Learning Algorithm
Ji Hye Kim(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Philippe Lee(Xinnos Co. Ltd.), Jong Hun Woo(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요 약

조선소에서의 다양한 설치 공정 및 공급망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요소에 대한 기준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립되
어 납기 결함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소에서의 생산 기준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인 방법을 선행적으로 연구하였으나 보다 예측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중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
적인 예측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 외에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떠오르는 딥러닝 
기법을 분석하여 머신러닝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고안하고자 한다. 

Keywords : 빅데이터(Big Data),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해양플랜트
(Offshore), 리드타임(Lead Time), 기준정보(Standard Data)

1. 서 론
조선 생산 관점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특히 시간요소에 대한 기준정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고
도분석은 각종 산업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조선업에서
는 이에 대한 활용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빅
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생산 기준정보 개선을 
위해 리드타임 예측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했으며 좀 더 예측도 
높은 모델을 생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및 딥러
닝 기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조선소 해양플랜트 의장재 설치 과정에서 배관의 효율적인 설
치를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배관재들이 설치 장소에 도착하는 시
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지연이 예상될 경우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납기 결함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Ham, et al. (2016)
에서는 배관재 조달 프로세스의 단계별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

도록 일차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
다. 하지만 회귀분석 이 외에도 예측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석기
법들을 비교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선소 데이터를 이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회귀분석과 머신러닝의 결
과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알고리즘 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분류되는 딥러닝(Deep Learning)
이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기술로 떠오
르면서 이를 적용한 생산 기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발생되는 과적합
(overfitting), 신경망 층의 수가 늘어날 때 발생되는 문제점, 컴퓨
터 성능 등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딥러닝이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딥러닝은 현재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
술이 되었다. 따라서 딥러닝을 조선업에서도 적용한다면 회귀분
석과 머신러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예측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조선소에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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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연료공급 모듈에 적합한 질량 유량측정 장비 기초설계 연구
이봉희(KOMERI), 장용석(마르센), 이상민(마르센), 최성호(마르센), 김정환(KOMERI), 박재현(KOMERI)

Study on basic design of mass flow measurement equipment 
suitable for LNG fuel supply module

Bong-Hee Lee(KOMERI), Yong-Suk Jang(Marsen), Sang-Min Lee(Marsen), Sung-Ho Choi(Marsen), 
Jeong-Hwan Kim(KOMERI), Jae-Hyoun Park(KOMERI)

요 약

본 연구는 LNG 연료공급 모듈에 적합한 질량 유량 측정 장비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존의 선박 연료 측정 방식은 부피량
(volume)을 질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 공기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측정양보다 
팽창되었다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질량 유량 측정을 위한 코리올리 질량 유량계는 단일 구조로 되어 있으며 측정 대상 
액체를 측정하기 위한 내부 가동부품 또는 방해물의 접촉이 없으며, 하나의 유량계로 질량 측정에 추가하여 매우 정확한 액체 밀도 측정
과 온도 측정을 제공하여 하나의 장치로부터 세 가지의 중요한 측정값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LNG 연료공급 모듈에 적합
한 코리올리 질량유량계의 기초설계를 위해 Drive coil에서 발생시키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켜, 유체가 지나는 배관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최대 변위를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Keywords : LNG(액화천연가스), Fuel supply module(연료공급모듈), Massflowmeter(질량유량계), CFD(전산유체역학) 

Fig. 1 3D model and stress result of mass flow meter

생산 기준정보 개선을 위한 리드타임 예측 통계분석 방법 비교 
및 예측도 향상을 위한 딥러닝 기법 검토에 관한 연구

김지혜(한국해양대학교), 이필립(지노스),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n Comparison of Lead-Time Prediction Statistical Methods 
for Improving Production Standard Data and Device of Deep 

Learning Algorithm
Ji Hye Kim(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Philippe Lee(Xinnos Co. Ltd.), Jong Hun Woo(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요 약

조선소에서의 다양한 설치 공정 및 공급망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요소에 대한 기준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립되
어 납기 결함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소에서의 생산 기준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인 방법을 선행적으로 연구하였으나 보다 예측도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중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
적인 예측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 외에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떠오르는 딥러닝 
기법을 분석하여 머신러닝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고안하고자 한다. 

Keywords : 빅데이터(Big Data),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해양플랜트
(Offshore), 리드타임(Lead Time), 기준정보(Standard Data)

1. 서 론
조선 생산 관점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특히 시간요소에 대한 기준정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고
도분석은 각종 산업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조선업에서
는 이에 대한 활용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빅
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생산 기준정보 개선을 
위해 리드타임 예측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했으며 좀 더 예측도 
높은 모델을 생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및 딥러
닝 기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조선소 해양플랜트 의장재 설치 과정에서 배관의 효율적인 설
치를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배관재들이 설치 장소에 도착하는 시
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지연이 예상될 경우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납기 결함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Ham, et al. (2016)
에서는 배관재 조달 프로세스의 단계별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

도록 일차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
다. 하지만 회귀분석 이 외에도 예측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석기
법들을 비교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선소 데이터를 이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회귀분석과 머신러닝의 결
과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알고리즘 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분류되는 딥러닝(Deep Learning)
이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기술로 떠오
르면서 이를 적용한 생산 기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발생되는 과적합
(overfitting), 신경망 층의 수가 늘어날 때 발생되는 문제점, 컴퓨
터 성능 등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딥러닝이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딥러닝은 현재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
술이 되었다. 따라서 딥러닝을 조선업에서도 적용한다면 회귀분
석과 머신러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예측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조선소에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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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회귀모델과 비교하여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를 추가적으로 적
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고찰을 통해 기
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생산 기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Kim and Woo 

(2016)에서 선행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통계방법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중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해 조선소 실
적 데이터로부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공정변수를 추출하였고 
이 중 유의미한 변수를 찾기 위해 여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기반으로 배관재 공급망 리드타임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적값과의 비
교를 통한 예측모델의 성능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Kim and Woo 
(2016)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회귀분석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외에 추가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고려한 예측모델을 통해 다
양한 알고리즘 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분석하고자 하
는 데이터로부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
의 작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방법
이다. 기계학습은 통계(Statistics),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자 인식, 쇼핑몰 추천 시스템, 스팸 메일 필터
링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로 이미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낯선 기
술이 아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 및 통계뿐
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예
측이 갖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선소의 생
산 기준정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연이 지속되는 공
급망 리드타임을 예측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이외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 혹은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훈련 데이터에 레이블
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각각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분류된다. 레이블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의 속성을 우리가 분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Kim, 2016). 지도학습은 
미리 준비된 훈련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도출된 예측 및 
추론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한다. 따라서 지도학
습은 명확한 입력값과 출력값이 존재하며 이러한 지도학습에는 

크게 분류(classification)와 회귀(regression)가 있다. 반면 비지
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하고 의미 있는 값을 찾는 것으로 군
집(clustering)모델이 대표적이다. 이 중 조선소 데이터를 통해 
리드타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미리 수집한 대형 조선소의 실적 데이터를 이용
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지도학습 중 회귀 알고리즘의 선형회귀분
석을 적용하였고 이와 비교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한
다. 

Algorithm Type

Supervised 
Learning

Classification
kNN

Naive Bayes
Support Vector machine

Decision Tree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Locally weighted linear 

regression
Ridge
Lasso

Unsupervised 
Learning

Clustering
K means

Density estimation
Expectation maximization

Pazen window
DBSCAN

Table 1 Algorithm Type of Machine Learning

 2.2 리드타임 예측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통계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선형회귀분석
이었다. 회귀(regression)모델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예측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회귀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값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구에서 예측하고
자 하는 생산 기준정보는 리드타임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값으로 
정의하고 사전에 정의한 공정변수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와 비교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
리즘으로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를 적용하고자 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인공신경망은 생물학적으로 뇌가 감각 
입력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얻어진 모
델을 사용해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간의 관계를 모델화하는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이용한 다층 퍼
셉트론으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3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
는 다층 퍼셉트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사결정나무는 귀납적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도학습 모델 중 하나이

다. 의사결정나무는 대표적은 분류 모델로 회귀 알고리즘과는 다
르게 선형식이 아닌 불연속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

2.3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리드타임 예측

조선소의 데이터는 많은 속성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선
별한 공정변수의 다양성에 따른 결과비교를 위해 공정변수에 따
른 분석 케이스를 분류하였다. 회귀모형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
적 데이터 및 공정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
에서 활용된 다중 공정변수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일하게 제작공정과 도장공정에 한하여 리드타임을 예측
하기 위한 모델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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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리드타임 예측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R을 이용한 코드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공신경망 모델은 ‘nnet’ 라는 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단일 은
닉층 구조의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컴
퓨터의 사양 및 처리속도를 고려하여 은닉층의 노드를 5개, 반복
횟수를 1000회로 설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가중치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함수를 지정하였다.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은 ‘gbm’ 함수를 활용하여 출력값의 형
태, 트리의 개수, 트리의 깊이, 학습률 등을 설정하였다. 의사결
정나무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드 수를 가
능한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트리의 수는 1000개, 깊이는 3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회귀분석과 머신러닝을 적용한 예측모델의 성능평가 결과는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먼저 제작공정에 대한 리드타임 예측 
정확도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분석 케이스에 몇 가지 
공정변수를 추가하여 3가지의 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예측값과 
실적값의 오차율이 20% 이내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도장공정은 오차율이 오히려 늘어났고 회귀분석과 머신러
닝 알고리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
유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정에 미치는 공정변수
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소 실적 데이터에 존재하는 
공정변수의 대부분은 제작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만 이

에 비해 도장공정과 관련된 변수는 적었다. 또한, 너무 많은 더
미변수의 생성으로 인해 오히려 과적합 및 계산 성능이 떨어져 
이로 인해 오차율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알고리즘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신경망의 경우에
는 노드의 수를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율이 적게 나타났지
만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다. 의사결정나무는 
전형적인 분류모델이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공정변수가 정석
적 변수 이외에도 정략적 변수가 많이 고려되어 이에 대한 분류
가 최적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모델은 데이터가 소속
된 그룹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리드타임 예측에 있어서 
이에 대한 모든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딥러닝을 통한 신경망의 구조를 다중으로 설정
하여 훈련 데이터의 학습을 위주로 예측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수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gression 1 Regression 2 ANN BDT
MAE 13.28 10.69 9.40 9.67

MAPE (%) 25.2 17.45 16.94 19.56
RMSE 21.01 19.41 17.98 17.52

Table 2 Analysis result of making lead time predicted model 

Regression 1 Regression 2 ANN BDT
MAE 6.86 7.34 7.46 6.87

MAPE (%) 34.73 35.83 38.66 40.05
RMSE 10.03 10.96 12.18 11.25

Table 3 Analysis result of painting lead time predicted model 

3. 딥러닝 알고리즘 고안
3.1 딥러닝 개요

머신러닝의 연구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90년
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의 학습 방법론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접
근법보다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머신러닝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Kim, 2016). 이는 2000년대 초
까지 주류를 이뤄왔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통계학 기반의 분류 및 
회귀모델 등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주어진 
훈련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전에 정
의하거나 개입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또한, 다수의 신경층을 이용하는 
접근은 비선형 문제, 신경층의 수에 따른 가중치 수의 한계, 과
적합 등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컴퓨터의 계산 성능, 데이터의 증가와 알고리즘의 발
달로 인해 접근의 효용성이 밝혀지게 되면서 딥러닝 기술은 현재 

516



기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회귀모델과 비교하여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를 추가적으로 적
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고찰을 통해 기
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생산 기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Kim and Woo 

(2016)에서 선행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통계방법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중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해 조선소 실
적 데이터로부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공정변수를 추출하였고 
이 중 유의미한 변수를 찾기 위해 여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기반으로 배관재 공급망 리드타임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적값과의 비
교를 통한 예측모델의 성능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Kim and Woo 
(2016)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회귀분석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외에 추가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고려한 예측모델을 통해 다
양한 알고리즘 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분석하고자 하
는 데이터로부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
의 작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방법
이다. 기계학습은 통계(Statistics),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자 인식, 쇼핑몰 추천 시스템, 스팸 메일 필터
링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로 이미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낯선 기
술이 아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 및 통계뿐
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예
측이 갖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선소의 생
산 기준정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연이 지속되는 공
급망 리드타임을 예측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이외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 혹은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훈련 데이터에 레이블
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각각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분류된다. 레이블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의 속성을 우리가 분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Kim, 2016). 지도학습은 
미리 준비된 훈련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도출된 예측 및 
추론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한다. 따라서 지도학
습은 명확한 입력값과 출력값이 존재하며 이러한 지도학습에는 

크게 분류(classification)와 회귀(regression)가 있다. 반면 비지
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하고 의미 있는 값을 찾는 것으로 군
집(clustering)모델이 대표적이다. 이 중 조선소 데이터를 통해 
리드타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미리 수집한 대형 조선소의 실적 데이터를 이용
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지도학습 중 회귀 알고리즘의 선형회귀분
석을 적용하였고 이와 비교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한
다. 

Algorithm Type

Supervised 
Learning

Classification
kNN

Naive Bayes
Support Vector machine

Decision Tree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Locally weighted linear 

regression
Ridge
Lasso

Unsupervised 
Learning

Clustering
K means

Density estimation
Expectation maximization

Pazen window
DBSCAN

Table 1 Algorithm Type of Machine Learning

 2.2 리드타임 예측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통계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선형회귀분석
이었다. 회귀(regression)모델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예측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회귀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값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구에서 예측하고
자 하는 생산 기준정보는 리드타임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값으로 
정의하고 사전에 정의한 공정변수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와 비교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
리즘으로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를 적용하고자 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인공신경망은 생물학적으로 뇌가 감각 
입력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얻어진 모
델을 사용해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간의 관계를 모델화하는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이용한 다층 퍼
셉트론으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3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
는 다층 퍼셉트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사결정나무는 귀납적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도학습 모델 중 하나이

다. 의사결정나무는 대표적은 분류 모델로 회귀 알고리즘과는 다
르게 선형식이 아닌 불연속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

2.3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리드타임 예측

조선소의 데이터는 많은 속성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선
별한 공정변수의 다양성에 따른 결과비교를 위해 공정변수에 따
른 분석 케이스를 분류하였다. 회귀모형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
적 데이터 및 공정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
에서 활용된 다중 공정변수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일하게 제작공정과 도장공정에 한하여 리드타임을 예측
하기 위한 모델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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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리드타임 예측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R을 이용한 코드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공신경망 모델은 ‘nnet’ 라는 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단일 은
닉층 구조의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컴
퓨터의 사양 및 처리속도를 고려하여 은닉층의 노드를 5개, 반복
횟수를 1000회로 설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가중치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함수를 지정하였다.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은 ‘gbm’ 함수를 활용하여 출력값의 형
태, 트리의 개수, 트리의 깊이, 학습률 등을 설정하였다. 의사결
정나무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드 수를 가
능한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트리의 수는 1000개, 깊이는 3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회귀분석과 머신러닝을 적용한 예측모델의 성능평가 결과는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먼저 제작공정에 대한 리드타임 예측 
정확도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분석 케이스에 몇 가지 
공정변수를 추가하여 3가지의 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예측값과 
실적값의 오차율이 20% 이내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도장공정은 오차율이 오히려 늘어났고 회귀분석과 머신러
닝 알고리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
유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정에 미치는 공정변수
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소 실적 데이터에 존재하는 
공정변수의 대부분은 제작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만 이

에 비해 도장공정과 관련된 변수는 적었다. 또한, 너무 많은 더
미변수의 생성으로 인해 오히려 과적합 및 계산 성능이 떨어져 
이로 인해 오차율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알고리즘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신경망의 경우에
는 노드의 수를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율이 적게 나타났지
만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다. 의사결정나무는 
전형적인 분류모델이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공정변수가 정석
적 변수 이외에도 정략적 변수가 많이 고려되어 이에 대한 분류
가 최적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모델은 데이터가 소속
된 그룹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리드타임 예측에 있어서 
이에 대한 모든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딥러닝을 통한 신경망의 구조를 다중으로 설정
하여 훈련 데이터의 학습을 위주로 예측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수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gression 1 Regression 2 ANN BDT
MAE 13.28 10.69 9.40 9.67

MAPE (%) 25.2 17.45 16.94 19.56
RMSE 21.01 19.41 17.98 17.52

Table 2 Analysis result of making lead time predicted model 

Regression 1 Regression 2 ANN BDT
MAE 6.86 7.34 7.46 6.87

MAPE (%) 34.73 35.83 38.66 40.05
RMSE 10.03 10.96 12.18 11.25

Table 3 Analysis result of painting lead time predicted model 

3. 딥러닝 알고리즘 고안
3.1 딥러닝 개요

머신러닝의 연구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90년
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의 학습 방법론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접
근법보다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머신러닝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Kim, 2016). 이는 2000년대 초
까지 주류를 이뤄왔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통계학 기반의 분류 및 
회귀모델 등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주어진 
훈련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전에 정
의하거나 개입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또한, 다수의 신경층을 이용하는 
접근은 비선형 문제, 신경층의 수에 따른 가중치 수의 한계, 과
적합 등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컴퓨터의 계산 성능, 데이터의 증가와 알고리즘의 발
달로 인해 접근의 효용성이 밝혀지게 되면서 딥러닝 기술은 현재 

517



인공지은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패턴 인식 문제 또는 특징점 학습을 

위해 많은 수의 신경층을 가지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기계학습 기
술들을 의미한다(Mun, et al., 2016). 특히 딥러닝의 가장 큰 장
점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머신러
닝은 훈련 데이터의 특징 및 패턴 추출을 위해서 사람이 개입하
였지만 딥러닝은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기 때문에 보다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신경망의 깊이가 매우 깊은(deep)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층
마다 고려되는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딥러닝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연산에 필요한 복
잡도 및 계산량도 비례적으로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신경망의 깊
이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머신러닝의 한계점
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딥러닝에서는 신경망의 깊이
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 및 
우수한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기술인 딥
러닝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를 조선업에서도 적용한다
면 보다 예측도 높고 체계적인 생산 기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 분석을 통해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3.2 예측도 향상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고안

딥러닝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인공신경망
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따른다. 이 중 조선소에서의 리드타임 예
측을 위해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과 순환 신
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먼저 심층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유사하
지만 단일층의 비해 신경망의 깊이가 깊다(deep)는 것이 특징이
다. 초기 연구에서 활용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은닉층의 수를 
1개로 제한하였으며 노드의 수도 한정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딥러닝에 비해 신경망의 깊이가 다소 얕다(shallow)고 할 수 있
다. 조선소의 실적 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특징 및 사양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
르고 복잡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노드의 수를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머신러닝과는 다르게 심층 신경망은 이러
한 특징 추출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람에 비해 훨
씬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Fig. 2 Deep Neural Network

두 번째로 고안한 알고리즘은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다. 순환 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매 순간마다 인공신경망 구조를 
쌓아올린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들어온 입력 데이터와 과거에 
입력 받았던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차례
대로 연산을 진행하는데, 이 때 입력 데이터는 모든 노드를 한 
번만 지나가게 된다. 즉, 시간에 대한 흐름을 무시하고 주어진 
데이터만을 의존하여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순환 신경망
은 과거의 출력값이 은닉층에서 새로운 입력 데이터로 활성화되
면서 기억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가
장 큰 차이점으로 마치 사람이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인공신경망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노드만으로도 복잡한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순환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배관재 공급망 프로세스의 시
계열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각 공정의 세부적인 작업시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전제적인 공급망 리드타임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Recurrent Neural Network

3.3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정의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오픈소스로 공개되
는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딥러
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어
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컴퓨터 운영체계 등을 판
단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한 R은 통계분석

에 최적화된 언어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추후 딥러닝 구현을 위해서 
Python 언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Python은 대부분의 라이브러리
들이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 되고 특히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
한 텐서플로우(TensorFlow)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텐
서플로우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CPU와 GPU 모드
가 모두 가능하며 강화학습의 알고리즘도 동시에 지원하는 라이
브러리이다. 이러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알고
리즘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소의 실적 데이터에서 수많은 공
정변수를 선별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과적합을 발생하게 했
으며 무의미한 변수들로 인한 예측의 오차율이 커지는 현상이 나
타나게 했다. 따라서 딥러닝 구현을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를 최
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정성적 변수로 인한 더미변수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변수를 선별하고
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 단위의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LSTM(Long Short-Term Memory Units)구조를 활용하고
자 한다. LSTM은 전통적인 RNN 구조에서 은닉계층의 유닛들을 
LSTM 블록으로 대치시킨 형태와 같다(Kim, et al., 2016). 여러 
공정이 동시에 수행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종 
요인 분석이 가능한 LSTM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한 과적합 발생 가능성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동일
한 훈련 데이터로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 생산 관점에서의 기준정보를 개선하고자 

선행연구로 배관재 공급망 리드타임을 예측하였다. 기존의 회귀
분석과 비교하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과 의사
결정나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추가
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 케이스를 정밀하게 하여 정
확도는 향상되었지만 알고리즘 간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을 고안하였다. 딥러
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 분야로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을 해결 수 있으며 깊은 신경망의 구조로 복잡한 데
이터와 많은 양의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공급망 리드타임을 예
측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심층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
을 검토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
였다. 훈련 데이터를 위한 공정변수의 선별과정 및 학습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고안하였다. 

현재 많은 기업 및 연구 단체에서 딥러닝에 투자를 하고 있으
며 다양한 라이브러리 지원으로 쉽게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IT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에서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
석이 가능하다면 공급망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에서의 생

산 기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중소형조
선소 시뮬레이션기반 생산관리시스템 개발" 과제 (과제번호: 
10050495)와 미래창조과학부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기술개발 사업 “해양호선 생산 코스트 최적화 생산 전략 및 실행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과제 (과제번호: S1106-16-1020)의 지원
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Ham, D.K., 2016. A Study of Data-Mining Methodology in 

Offshore Plant's Outfittings Procurement Management. M.S. 
Busan: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Ham, D.K. Back, M.G. Park, J.G. & Woo, J.H., 2016. A 
Study of Piping Leadtime Forecast in Offshore Plant's 
Outfittings Procurement Manage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53(1), pp.29-36.

Jo, S.J. & Kang, S.H., 2016. Industrial Applications of 
Machine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ie magazine, 
23(2), pp.34-38.

Kim, J.H. & Woo, J.H., 2016. A Study of Process 
Parameters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mprove Lead 
Time Prediction on Shipyard’s Piping Supply Chain: 
General Meeting & Annual Autumn Conference, 
ChangWon, 3-4 November, 2016.  

Kim, J.W. et al., 2015.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applications.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33(8), pp.25-31.

Kim, U.J., 2016. Learning algorithm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Introduction. 3nd Ed. 
wikibook: Paju.

Kim, Y.H. Hwang, Y.K. Kang, T.G. & Jung, K.M., 2016. 
LSTM Language Model Based Korean Sentence 
Gener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41(5), pp.592-601.

Mun, S.E. Jang, S.B. Lee, J.H. & Lee, J.H., 2016.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Technology Trend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33(10), pp.49-56.

Park, E.Y., 2016. Do it! Jump to Python. 4nd Ed. 
EasyPublishing Co.: Seoul.

518



인공지은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패턴 인식 문제 또는 특징점 학습을 

위해 많은 수의 신경층을 가지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기계학습 기
술들을 의미한다(Mun, et al., 2016). 특히 딥러닝의 가장 큰 장
점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머신러
닝은 훈련 데이터의 특징 및 패턴 추출을 위해서 사람이 개입하
였지만 딥러닝은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기 때문에 보다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신경망의 깊이가 매우 깊은(deep)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층
마다 고려되는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딥러닝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연산에 필요한 복
잡도 및 계산량도 비례적으로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신경망의 깊
이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머신러닝의 한계점
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딥러닝에서는 신경망의 깊이
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 및 
우수한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기술인 딥
러닝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를 조선업에서도 적용한다
면 보다 예측도 높고 체계적인 생산 기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 분석을 통해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3.2 예측도 향상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고안

딥러닝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인공신경망
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따른다. 이 중 조선소에서의 리드타임 예
측을 위해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과 순환 신
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먼저 심층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유사하
지만 단일층의 비해 신경망의 깊이가 깊다(deep)는 것이 특징이
다. 초기 연구에서 활용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은닉층의 수를 
1개로 제한하였으며 노드의 수도 한정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딥러닝에 비해 신경망의 깊이가 다소 얕다(shallow)고 할 수 있
다. 조선소의 실적 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특징 및 사양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
르고 복잡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노드의 수를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머신러닝과는 다르게 심층 신경망은 이러
한 특징 추출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람에 비해 훨
씬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Fig. 2 Deep Neural Network

두 번째로 고안한 알고리즘은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다. 순환 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매 순간마다 인공신경망 구조를 
쌓아올린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들어온 입력 데이터와 과거에 
입력 받았던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차례
대로 연산을 진행하는데, 이 때 입력 데이터는 모든 노드를 한 
번만 지나가게 된다. 즉, 시간에 대한 흐름을 무시하고 주어진 
데이터만을 의존하여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순환 신경망
은 과거의 출력값이 은닉층에서 새로운 입력 데이터로 활성화되
면서 기억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가
장 큰 차이점으로 마치 사람이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인공신경망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노드만으로도 복잡한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순환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배관재 공급망 프로세스의 시
계열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각 공정의 세부적인 작업시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전제적인 공급망 리드타임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Recurrent Neural Network

3.3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 정의

딥러닝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오픈소스로 공개되
는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딥러
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어
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컴퓨터 운영체계 등을 판
단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한 R은 통계분석

에 최적화된 언어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추후 딥러닝 구현을 위해서 
Python 언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Python은 대부분의 라이브러리
들이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 되고 특히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
한 텐서플로우(TensorFlow)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텐
서플로우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CPU와 GPU 모드
가 모두 가능하며 강화학습의 알고리즘도 동시에 지원하는 라이
브러리이다. 이러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알고
리즘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소의 실적 데이터에서 수많은 공
정변수를 선별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과적합을 발생하게 했
으며 무의미한 변수들로 인한 예측의 오차율이 커지는 현상이 나
타나게 했다. 따라서 딥러닝 구현을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를 최
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정성적 변수로 인한 더미변수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변수를 선별하고
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 단위의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LSTM(Long Short-Term Memory Units)구조를 활용하고
자 한다. LSTM은 전통적인 RNN 구조에서 은닉계층의 유닛들을 
LSTM 블록으로 대치시킨 형태와 같다(Kim, et al., 2016). 여러 
공정이 동시에 수행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종 
요인 분석이 가능한 LSTM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한 과적합 발생 가능성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동일
한 훈련 데이터로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 생산 관점에서의 기준정보를 개선하고자 

선행연구로 배관재 공급망 리드타임을 예측하였다. 기존의 회귀
분석과 비교하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과 의사
결정나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추가
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 케이스를 정밀하게 하여 정
확도는 향상되었지만 알고리즘 간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을 고안하였다. 딥러
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 분야로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을 해결 수 있으며 깊은 신경망의 구조로 복잡한 데
이터와 많은 양의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공급망 리드타임을 예
측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심층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
을 검토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
였다. 훈련 데이터를 위한 공정변수의 선별과정 및 학습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고안하였다. 

현재 많은 기업 및 연구 단체에서 딥러닝에 투자를 하고 있으
며 다양한 라이브러리 지원으로 쉽게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IT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에서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
석이 가능하다면 공급망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에서의 생

산 기준정보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중소형조
선소 시뮬레이션기반 생산관리시스템 개발" 과제 (과제번호: 
10050495)와 미래창조과학부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기술개발 사업 “해양호선 생산 코스트 최적화 생산 전략 및 실행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과제 (과제번호: S1106-16-1020)의 지원
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Ham, D.K., 2016. A Study of Data-Mining Methodology in 

Offshore Plant's Outfittings Procurement Management. M.S. 
Busan: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Ham, D.K. Back, M.G. Park, J.G. & Woo, J.H., 2016. A 
Study of Piping Leadtime Forecast in Offshore Plant's 
Outfittings Procurement Manage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53(1), pp.29-36.

Jo, S.J. & Kang, S.H., 2016. Industrial Applications of 
Machine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ie magazine, 
23(2), pp.34-38.

Kim, J.H. & Woo, J.H., 2016. A Study of Process 
Parameters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Improve Lead 
Time Prediction on Shipyard’s Piping Supply Chain: 
General Meeting & Annual Autumn Conference, 
ChangWon, 3-4 November, 2016.  

Kim, J.W. et al., 2015.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applications.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33(8), pp.25-31.

Kim, U.J., 2016. Learning algorithm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Introduction. 3nd Ed. 
wikibook: Paju.

Kim, Y.H. Hwang, Y.K. Kang, T.G. & Jung, K.M., 2016. 
LSTM Language Model Based Korean Sentence 
Gener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41(5), pp.592-601.

Mun, S.E. Jang, S.B. Lee, J.H. & Lee, J.H., 2016.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Technology Trend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33(10), pp.49-56.

Park, E.Y., 2016. Do it! Jump to Python. 4nd Ed. 
EasyPublishing Co.: Seoul.

519



조선 생산공정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구축에 관한 연구
이용길(한국해양대학교), 정용국(서울대학교), 이필립((주)지노스),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Research on simulation libr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shipbuilding 
process 

Yonggil Lee(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YongKuk J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Philippe 
Lee(Xinnos Co., Ltd), Jonghun Woo(Korea Maritime and Ocean Univ.)

요 약

시뮬레이션은 대상이 되는 생산 시스템의 규모에 비례하여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며 복잡도가 증가하여 작업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
를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을 다수의 서브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모듈화를 통해 효율적인 모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의 생산 체계를 시뮬레이션 모델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듈 라이브러리를 설계하였다. 조선소 생산 시스템에 대
한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쉽고 재사용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생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시뮬레이션 모델로 치환하기위한 생산 유형별 및 설비 유형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 Tip vortex cavitation(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Cavity Inception speed(CIS, 캐비티 초생속도) 

1. 서 론
시뮬레이션 모듈 라이브러리 구축의 목적은 쉽고 신속한 시뮬

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있다. 시뮬레이션 대상 생산 시스템
의 규모가 커질수록 모델을 개발하거나 구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길어진다. 모델링 시간은 동시에 여러 명의 개발자를 투입함
으로서 시간을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 명의 개발자들을 고
용한 만큼의 총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규모가 큰 모델일수록 모
델을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의 로직들, 그리고 요소들간의 연
결관계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상위 시스템을 서
브시스템으로 나누어 시스템의 계층 구조에 맞게 모듈화하여  모
델링하는 방법은 모델링 과정에 수반되는 복잡도를 줄여줄 수 있
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듈간의 계층 구조 표준화를 통
해 각 모듈을 라이브러리로 구축하여 제품 정보와 연계하게 되면 
모델러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쉽고 빠르
게 구축할 수 있게 되며 모듈의 재활용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모
델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관련 문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
델 개발 방법론으로 10단계 내외의 절차적인 순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한다.
1. Problem formulation: 문제 정의
2. Setting of objectives and overall project plan: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목표 설정
3. Model conceptualization: 모델링을 위한 문제의 단순화
4. Data collection: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유관 정보 수

집
5. Model translation into conceptualization: 시뮬레이션 모

델링 (실물의 가상화)
6. Code verification: 모델의 작동성 검증
7. Model validation: 모델의 유효성 검증
8. Design of experiments to be run: 실행되는 실험의 설계
9. Production runs and analysis: 시뮬레이션 실행 및 분석
10. Documentation and reporting: 보고서 및 문서화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모델

링 작업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개발자의 업무량을 증가시켜 
시뮬레이션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린다. 모듈 라이브러리는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서브시스템으로 
나누어 시스템의 계층 구조에 맞게 모듈화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는 제품 정보와 연계되어 시뮬레이션 개발자뿐만 아

니라 시뮬레이션 사용자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쉽고 빠르게 구축
할 수 있게 하며 모델 및 모듈의 재활용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모
델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현실 세계와 완벽하게 동일한 모델을 컴퓨터 내에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모듈이 가지는 제품, 설
비, 공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는 공정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관
점에서 모듈의 특징, 기능, 매개변수 등을 잘 아는 모듈 개발자
가 함께 시스템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간소화된 시스템 및 서브
시스템은 이러한 공정 전문가와 모듈 개발자간의 동의하에 모듈
로 만들어지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위해 모듈 라이브러
리에 저장하게 된다(Fig. 1).

Fig. 1 Flow simulation module library

모듈 라이브러리 기반의 시뮬레이션 체계에 대해서는 
DELFOI(www.delfoi.oy)에 의해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에 따르면 모듈 라이브러리 기반의 체계는 크게 (1)사용자 인터
페이스, (2)시뮬레이션 서버, (3)모듈 데이터베이스, (4)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시뮬레이션 서버, 모듈 및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블랙박스 
처리하여 사용자가 어려운 소프트웨어나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연관관계를 몰라도 쉽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다룰 수 있도록 한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댑터를 통해 모듈과 제품정보 데이터
베이스, 미들웨어에 접근하고 미들웨어는 주어진 명령대로 일괄
제어언어를 통해 시뮬레이션 서버를 제어한다. 모듈 데이터베이
스는 크게 제품, 공정, 설비 형태의 모듈로 구성된다. 특히, 공정
은 실제로 설비에서 실행되므로 라이브러리 내에서 공정과 설비
는 하나의 모듈로 구성된다. 그리고 모듈은 하나의 설비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정을 가질 수 있다.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제품의 이름, 수, 양, 변수, 형상, 일정 계획, 공정순서 정보 등을 
가지고 제품 모듈과 함께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과 출력 정보를 
제공한다. 시뮬레이션 서버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한 명령대로 모델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는 작업
시간, 생산량, 생산 능력, 제약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시뮬레이
션 결과값을 보여준다.

Fig. 2 Module library-based simulation system

모듈 라이브러리는 보다 사용하기 편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
드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이 성공적으
로 수행되려면 각 제조 산업 영역의 시스템의 정확한 분석과 계
층 구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듈화 하는 것과 모듈과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4가
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Ÿ Industrial market sector: 산업군 분류
Ÿ Hierarchical level of manufacturing organization, 

system and process: 제조 시스템에 대한 계층 구조 분
석

Ÿ Simulation case study: 관련 시뮬레이션 사례 연구
Ÿ Model elements, input/output: 모델을 구성하는 모듈 요

소와 각각의 입출력 정보에 대한 분석

2. 산업군 분류
제조 시뮬레이션을 모듈 기반의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군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군 분류는 제조 될 최종 제품 식별을 통해 분류가 가능하다. 
개별 산업군 별로 고유한 조직,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계층 구조
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산업군별로 그리고 다음으로 제
조 계층 레벨 별로 모델링 대상을 구조화 한 후 시뮬레이션 모듈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모델과 데이터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시
뮬레이션 모듈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에 있어 산업군을 첫 번째 속
성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유형의 생산 시스템 유형을 고려할 
수 있는 식별자가 된다.

산업군 분류에 대한 적절한 분류 체계는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미국, 캐나다 및 멕시
코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북미 전역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통계 분석 기반의 비교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에 의해 정의되
어 있다. 이 분류 체계는 기업 및 기타 단체가 보조금 요청, 세금 
신고서 및 산업계의 다른 양식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연
구의 관점에서는 이를 통해 산업군 간의 체계적인 분석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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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뮬레이션은 대상이 되는 생산 시스템의 규모에 비례하여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며 복잡도가 증가하여 작업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
를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을 다수의 서브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모듈화를 통해 효율적인 모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의 생산 체계를 시뮬레이션 모델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듈 라이브러리를 설계하였다. 조선소 생산 시스템에 대
한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쉽고 재사용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생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시뮬레이션 모델로 치환하기위한 생산 유형별 및 설비 유형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 Tip vortex cavitation(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Cavity Inception speed(CIS, 캐비티 초생속도) 

1. 서 론
시뮬레이션 모듈 라이브러리 구축의 목적은 쉽고 신속한 시뮬

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있다. 시뮬레이션 대상 생산 시스템
의 규모가 커질수록 모델을 개발하거나 구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길어진다. 모델링 시간은 동시에 여러 명의 개발자를 투입함
으로서 시간을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 명의 개발자들을 고
용한 만큼의 총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규모가 큰 모델일수록 모
델을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의 로직들, 그리고 요소들간의 연
결관계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상위 시스템을 서
브시스템으로 나누어 시스템의 계층 구조에 맞게 모듈화하여  모
델링하는 방법은 모델링 과정에 수반되는 복잡도를 줄여줄 수 있
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듈간의 계층 구조 표준화를 통
해 각 모듈을 라이브러리로 구축하여 제품 정보와 연계하게 되면 
모델러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쉽고 빠르
게 구축할 수 있게 되며 모듈의 재활용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모
델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관련 문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
델 개발 방법론으로 10단계 내외의 절차적인 순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한다.
1. Problem formulation: 문제 정의
2. Setting of objectives and overall project plan: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목표 설정
3. Model conceptualization: 모델링을 위한 문제의 단순화
4. Data collection: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유관 정보 수

집
5. Model translation into conceptualization: 시뮬레이션 모

델링 (실물의 가상화)
6. Code verification: 모델의 작동성 검증
7. Model validation: 모델의 유효성 검증
8. Design of experiments to be run: 실행되는 실험의 설계
9. Production runs and analysis: 시뮬레이션 실행 및 분석
10. Documentation and reporting: 보고서 및 문서화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모델

링 작업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개발자의 업무량을 증가시켜 
시뮬레이션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린다. 모듈 라이브러리는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서브시스템으로 
나누어 시스템의 계층 구조에 맞게 모듈화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는 제품 정보와 연계되어 시뮬레이션 개발자뿐만 아

니라 시뮬레이션 사용자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쉽고 빠르게 구축
할 수 있게 하며 모델 및 모듈의 재활용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모
델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현실 세계와 완벽하게 동일한 모델을 컴퓨터 내에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모듈이 가지는 제품, 설
비, 공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는 공정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관
점에서 모듈의 특징, 기능, 매개변수 등을 잘 아는 모듈 개발자
가 함께 시스템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간소화된 시스템 및 서브
시스템은 이러한 공정 전문가와 모듈 개발자간의 동의하에 모듈
로 만들어지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위해 모듈 라이브러
리에 저장하게 된다(Fig. 1).

Fig. 1 Flow simulation module library

모듈 라이브러리 기반의 시뮬레이션 체계에 대해서는 
DELFOI(www.delfoi.oy)에 의해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에 따르면 모듈 라이브러리 기반의 체계는 크게 (1)사용자 인터
페이스, (2)시뮬레이션 서버, (3)모듈 데이터베이스, (4)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시뮬레이션 서버, 모듈 및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블랙박스 
처리하여 사용자가 어려운 소프트웨어나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연관관계를 몰라도 쉽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다룰 수 있도록 한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댑터를 통해 모듈과 제품정보 데이터
베이스, 미들웨어에 접근하고 미들웨어는 주어진 명령대로 일괄
제어언어를 통해 시뮬레이션 서버를 제어한다. 모듈 데이터베이
스는 크게 제품, 공정, 설비 형태의 모듈로 구성된다. 특히, 공정
은 실제로 설비에서 실행되므로 라이브러리 내에서 공정과 설비
는 하나의 모듈로 구성된다. 그리고 모듈은 하나의 설비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정을 가질 수 있다. 제품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제품의 이름, 수, 양, 변수, 형상, 일정 계획, 공정순서 정보 등을 
가지고 제품 모듈과 함께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과 출력 정보를 
제공한다. 시뮬레이션 서버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한 명령대로 모델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는 작업
시간, 생산량, 생산 능력, 제약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시뮬레이
션 결과값을 보여준다.

Fig. 2 Module library-based simulation system

모듈 라이브러리는 보다 사용하기 편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
드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이 성공적으
로 수행되려면 각 제조 산업 영역의 시스템의 정확한 분석과 계
층 구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듈화 하는 것과 모듈과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4가
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Ÿ Industrial market sector: 산업군 분류
Ÿ Hierarchical level of manufacturing organization, 

system and process: 제조 시스템에 대한 계층 구조 분
석

Ÿ Simulation case study: 관련 시뮬레이션 사례 연구
Ÿ Model elements, input/output: 모델을 구성하는 모듈 요

소와 각각의 입출력 정보에 대한 분석

2. 산업군 분류
제조 시뮬레이션을 모듈 기반의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군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군 분류는 제조 될 최종 제품 식별을 통해 분류가 가능하다. 
개별 산업군 별로 고유한 조직,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계층 구조
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산업군별로 그리고 다음으로 제
조 계층 레벨 별로 모델링 대상을 구조화 한 후 시뮬레이션 모듈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모델과 데이터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시
뮬레이션 모듈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에 있어 산업군을 첫 번째 속
성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유형의 생산 시스템 유형을 고려할 
수 있는 식별자가 된다.

산업군 분류에 대한 적절한 분류 체계는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미국, 캐나다 및 멕시
코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북미 전역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통계 분석 기반의 비교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에 의해 정의되
어 있다. 이 분류 체계는 기업 및 기타 단체가 보조금 요청, 세금 
신고서 및 산업계의 다른 양식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연
구의 관점에서는 이를 통해 산업군 간의 체계적인 분석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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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arket prediction Modeling the market movement and economic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for predicting 

the future demand of the product and the level of the needed production
Logistics network Modeling for achieving the level of customer performance and the outcome optimization of 

supply-chain through model order processing, warehousing, inventory and shipping activities
The selection of a 

site
Assessment the predicting performance and the production cost of plant depending on 
managing level predicting in the various sites based on the expense difference of property, 
transportation expense, utility and workforce

Business process
Modeling the flow and sequence of business processes, events, users, and organizational 
units to optimize overall system performance by reducing bottlenecks, redundancy, and 
non-value-added activities

Scheduling Evaluating the impact of changes in scheduling policies and algorithms on operational costs, 
performance, and throughput.

Plant layout
Evaluating the impact of various layout configurations on system performance, space 
requirements, material handling costs, buffer requirements, throughput, system interactions 
(vibration, heat, cleanliness issues, etc.)

Table 1 Simulation case analysis

획득할 수 있다. 이 분류 체계의 최신 버전은 2002 년에 완성되
어 미국 표준 산업 분류 (SIC: U.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체계로 대체되었다. NAICS는 6 자리 코드를 기반
으로하는데, 코드의 접두사의 두 자리 중 31~33은 제조업 산업
군에 할여되어 있다. 제조 산업 분해의 다음 단계 (코드의 세 번
째 자리까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3. 계층 구조 분석
모듈 라이브러리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환경 개발을 위한 모

듈의 두 번째 속성은 조직,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계층적 모델
링에 대한 기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을 위한 다양한 계층 
및 활동에 대한 분해가 과거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제조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계층적 분류에 대한 
논의는 포괄적인 제조 전반에 관한 연구 (Harrington, 1984; 
Nnaji & Storr, 1993; Scheer, 1998), 소량 배치의 제조 유형 연
구 (McLean, et al, 1983), 컴퓨터 통합 제조(CIM) 유형에 대한 
연구 (Appleton, 1985; Compton, 1988; ESPRIT Consortium 
AMICE, 1989; Williams, 1989), 자동화 제조 시스템에 대한 연
구 (Jones, & McLean, 1986), 제조 시스템 환경에 대한 연구( 
Barkmeyer, et al, 1997), 조선업에 대한 연구 (Storch, et al, 
1995), 반도체 제조에 대한 연구 (Eng, 1996) 등을 참고할 수 있
다. 하지만, 산업 간의 계층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
문에 각각의 계측 구조 분석들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름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연구들은 다양한 산
업군의 다양한 계층 구조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연동하는데 사용
할 수있는 메타 계층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McLean & Leong (2002)은 최상위 
레벨에서 최하위 레벨까지의 시뮬레이션 메타 계층 구조를 
Economy, Market, Supply Chain, Enterprise, Facility, 
Department, Line, Area 또는 Celll, Station, Equipment, 

Device, Process로 제안했다.

4. 시뮬레이션 케이스 분석
모듈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의 세 번째 속성은 시뮬레이션 케

이스 분석 사례이다. 시뮬레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제조 관리자와
의 대화에서 종종 '시뮬레이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
주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여기에서 무엇은 일반적으로 직원
의 변화, 장비, 작업 스케줄링 정책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오
해는 시뮬레이션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는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Banks(1998)에서 정의 된 바와 같이 시뮬레이
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작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시뮬레이션은 대상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하고 실제 시스템에 대한 What-If 분석을 통해 실제 시스템
을 설계하고 개선하는데 사용이 된다.

시뮬레이션 케이스 연구 분석의 목표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는 이유를 정의하는 것이다. 연구 목표의 예로는 새로운 공장의 
최적의 사이트를 평가한다던가, 기존 설비에 대한 더 나은 레이
아웃을 작성한다던가, 제안된 새로운 장비가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식별되는 시뮬레이션 케이스 연구 영역은 '원자적(atomic)', 즉 
고유하고 분할 할 수 없으며 겹치지 않아야 한다. 엄격한 분석을 
통해 각 사례 연구가 간견하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형성하도록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케이스의 유형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케이스들은 반드시 완전하거
나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 유형 중 일부는 더 
세분화 될 수 있기도 하다. 아래의 목록은 시뮬레이션 케이스 연
구를 수행하는 다각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위한 것으로 제시
한다(Table 1).

Description
Capital equipment Modeling of equipment configuration changes to assess changes in production equipment and 

operating costs
Labor Determining the effect of operating costs on workforce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employee skill levels, work schedules, layoffs, use of contract workers, absenteeism
Product mix Evaluating the impact of product mix changes on operating costs, capacity, resource 

utilization, and schedule
Volumetric analysis Determining the capacity of available production and support resources by modeling existing 

(AS-IS) and expected (TO-BE) workloads
Line balancing Changing in production line capacity, throughput and cycle time due to line configuration, job 

assignment and production line changes
Calculation of 

expense
Modeling actual production work for a product or order to yield expected labor, materials, 
and processing costs

The verification of 
process validity

Simulating the execution of manufacturing plans, programs and processes to verify that the 
data is correct and generate expected results

The capability of 
process

Modeling to determine whether the production capability is sufficient to meet process 
requirements, including statistical process control techniques to determine whether the 
designed process can be maintained within its control

Tolerance
Modeling for management of various tool, definition of standard tool set, monitoring of tool 
wear, toolholder inventory levels and allocation strategies to evaluate the impact on overall 
system performance and production costs.

Ergonomic analysis
Evaluation of the impact on system performance, decrease of WIP, and shipping costs result 
from changes of inventory control policies.
Inventory management policies include JIT delivery in storage location size, location, 
allocation strategy, reorder points, safety inventory levels, vendors, security systems and 
inventory tracking mechanisms, etc.

Tool manufacturing Modeling for the effects of changes in material delivery, storage, retrieval system, and 
transportation, etc.

Inventory
Modeling for the effects of changes in proactive maintenance schedules, HR(Human 
Resource) for maintenance, availability of repair parts, costs for equipment maintenance, and 
equipment reliability for the overall performance and operating costs of the facility.

Material handling Modeling for the effects of changes in material delivery, storage, retrieval system, and 
transportation, etc.

Maintenance
Modeling for the effects of changes in proactive maintenance schedules, HR(Human 
Resource) for maintenance, availability of repair parts, costs for equipment maintenance, and 
equipment reliability for the overall performance and operating costs of the facility.

5. 데이터 모델
모듈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속성은 시뮬레이션 데

이터 모델이다. 이 단계에서는 산업군, 계층적 모델링 수준 및 
시뮬레이션 케이스 연구를 통해 표준화 될 수있는 공통 모델, 입
력 및 출력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식별한다. 필요한 데이터는 시
뮬레이션 연구 및 분석 목적의 복잡성 및 세부 수준에 따라 차별
적으로 정의된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모델(model), 트랜잭션(transaction), 입
력 및 출력과 같은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과 출력은 관점에 따라 상호 교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
떤 특정 모듈의 출력은 또 다른 모듈의 입력이 될 수 도 있다. 이
러한 개념적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져오
고 내보내는 데 필요한 하나의 통합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데이터의 구조화에  있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널리  활용된다 

(DuCharme, 1999; Goldfarb, 2002).
McLean & Leong(2002)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의 구

조를 정의한 바 있다.
Ÿ General and miscellaneous
Ÿ Organizational structures
Ÿ Product and process specifications
Ÿ Production operations
Ÿ Resource definitions
Ÿ Layout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자동화 된 대량 생산 제조업에 

적합한 구조로써 조선업종에는 적합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종에 특화된 모델 데이터 구조로써 다음의 
ShipyardOne의 데이터 모델인 다음의 XML 데이터 구조를 활용
한다.

(http://schema.xinnos.com/List/Simulation/Shipyard/Shipyar
d.0.35.1.0.ko.x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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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arket prediction Modeling the market movement and economic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for predicting 

the future demand of the product and the level of the needed production
Logistics network Modeling for achieving the level of customer performance and the outcome optimization of 

supply-chain through model order processing, warehousing, inventory and shipping activities
The selection of a 

site
Assessment the predicting performance and the production cost of plant depending on 
managing level predicting in the various sites based on the expense difference of property, 
transportation expense, utility and workforce

Business process
Modeling the flow and sequence of business processes, events, users, and organizational 
units to optimize overall system performance by reducing bottlenecks, redundancy, and 
non-value-added activities

Scheduling Evaluating the impact of changes in scheduling policies and algorithms on operational costs, 
performance, and throughput.

Plant layout
Evaluating the impact of various layout configurations on system performance, space 
requirements, material handling costs, buffer requirements, throughput, system interactions 
(vibration, heat, cleanliness issues, etc.)

Table 1 Simulation case analysis

획득할 수 있다. 이 분류 체계의 최신 버전은 2002 년에 완성되
어 미국 표준 산업 분류 (SIC: U.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체계로 대체되었다. NAICS는 6 자리 코드를 기반
으로하는데, 코드의 접두사의 두 자리 중 31~33은 제조업 산업
군에 할여되어 있다. 제조 산업 분해의 다음 단계 (코드의 세 번
째 자리까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3. 계층 구조 분석
모듈 라이브러리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환경 개발을 위한 모

듈의 두 번째 속성은 조직,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계층적 모델
링에 대한 기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을 위한 다양한 계층 
및 활동에 대한 분해가 과거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제조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계층적 분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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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Market, Supply Chain, Enterprise, Facility, 
Department, Line, Area 또는 Celll, Station, Equipment, 

Device, Process로 제안했다.

4. 시뮬레이션 케이스 분석
모듈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의 세 번째 속성은 시뮬레이션 케

이스 분석 사례이다. 시뮬레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제조 관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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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erformance and produ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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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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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for maintenance, availability of repair parts, costs for equipment maintenance, and 
equipment reliability for the overall performance and operating costs of the facility.

Material handling Modeling for the effects of changes in material delivery, storage, retrieval system, and 
transport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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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for the effects of changes in proactive maintenance schedules, HR(Human 
Resource) for maintenance, availability of repair parts, costs for equipment maintenance, and 
equipment reliability for the overall performance and operating costs of th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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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모델이다. 이 단계에서는 산업군, 계층적 모델링 수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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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출력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식별한다. 필요한 데이터는 시
뮬레이션 연구 및 분석 목적의 복잡성 및 세부 수준에 따라 차별
적으로 정의된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모델(model), 트랜잭션(transaction), 입
력 및 출력과 같은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과 출력은 관점에 따라 상호 교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
떤 특정 모듈의 출력은 또 다른 모듈의 입력이 될 수 도 있다. 이
러한 개념적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져오
고 내보내는 데 필요한 하나의 통합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데이터의 구조화에  있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널리  활용된다 

(DuCharme, 1999; Goldfarb, 2002).
McLean & Leong(2002)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의 구

조를 정의한 바 있다.
Ÿ General and miscellaneous
Ÿ Organizational structures
Ÿ Product and process specifications
Ÿ Production operations
Ÿ Resource definitions
Ÿ Layout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자동화 된 대량 생산 제조업에 

적합한 구조로써 조선업종에는 적합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종에 특화된 모델 데이터 구조로써 다음의 
ShipyardOne의 데이터 모델인 다음의 XML 데이터 구조를 활용
한다.

(http://schema.xinnos.com/List/Simulation/Shipyard/Shipyar
d.0.35.1.0.ko.x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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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변수 정의
조선 업종은 생산 유형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특화된 

모델 설계를 위해서는 정형화 된 생산 시스템의 단위 유형들을 

먼저 정의하고 각 유형에 대한 모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Table 2~3은 정형화 된 생산 시스템의 단위 유형들에 대해 

모델링 설계 변수를 정의한 것으로 단위 유형으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각 유형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ype Design variables Logic specification

Job 
shop

Individual
Ÿ Number of machine (or workstage)
Ÿ Capacity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Ÿ Routing path of each product

Ÿ Logic of each element is dispatching 
logic.

Ÿ There is only difference in whether 
the product is grouped or not.Batch

Ÿ Number of machine (or workstage)
Ÿ Capacity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Ÿ Routing path of each product group

Flow 
shop

Manual 
Ÿ Number of machine (or workstage)
Ÿ Capacity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Ÿ Precedence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Automatic

Chain Ÿ Number of machine (or workstage)
Ÿ Capacity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Ÿ Precedence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Ÿ Speed of conveyor

Ÿ Moving logic is depend on the speed 
and distance between two machines.

Ÿ Roller: Move all together
Ÿ Chain: Only finished job moves.

Roller

Shuttle
Ÿ Number of machine (or workstage)
Ÿ Capacity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Ÿ Precedence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Ÿ Moving speed of transportation (or workstage)

Project 
shop

Product oriented Ÿ Available resource list and volume Ÿ Product DMU is required.

Resource oriented
Ÿ Activity network
Ÿ Capacity of each machine (or workstage)
Ÿ Available resource list and volume

Table 2 Definition of modeling design variables according to production type

Facility Principal parameters Input Output

Plate conveyor
Ÿ Conveyor speed
Ÿ Conveyor length
Ÿ Deck point interval

Plate Plate

Blasting machine Ÿ Machine speed
Ÿ Length of plate Plate Plate

Marking machine
Ÿ Machine marking speed
Ÿ Quantity of ID marks on plate
Ÿ Length of layout lines on plate
Ÿ Setup/Calibration time

Plate Plate

Plasma cutting 
machine

Ÿ Machine cutting speed: f(material type, plate 
thickness)

Ÿ Length of cuts on plate
Ÿ Material type for plate
Ÿ Thickness of plate
Ÿ Plate marking time
Ÿ Setup/Calibration
Ÿ Part removal

Plate Parts

Magnetic overhead 
gantry

Ÿ Machine speed
Ÿ Distance of travel (x, y, z) Plate/Parts/Scrap Plate/Parts/Scrap

Combined model
Ÿ Component layout
Ÿ Equipment required
Ÿ Material input schedule

Plate Plate/Parts/Scrap

Table 3 Analysis of process variable of equipment

7. 결 론
조선 산업은 공종에 따라 다양한 생산 유형을 가지며 이로 인

해 통합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복잡도가 높은 모델로 인해 케이스에 
따른 모델을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회성 모델인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을 서브시스템으로 세
분화 하여 모듈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 생산 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유형 및 설비유형에 따라 설계 변수를 정의 하
였다. 향후에는 유형별 설계변수를 세분화 및 다양화 하여 라이
브러리를 구축하여 통합 생산시스템 모델링의 효율성을 향상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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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 블록 물류이동 분야의 생산 효율성은 트랜스포터 운영계획의 결정과 일정 계획 준수 정도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많게는 40%가 넘는 다수의 비계획 블록 운송, 부수 이동으로의 TP 전용, TP의 고장과 더불어 과대한 물류
에 따른 도로의 적치장으로의 활용, TP 주행 불가를 야기하는 간헐적인 사고 등으로 운영계획의 재수립이 빈번하게 요구되며, 이
는 조선소 내의 모든 지번 간의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계산 비용 측면에서의 성능이 실시간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Moon, et al.(2015)의 논문에서는 조선소 야드를 소지번, 중지번, 설비, TP 도로 및 절점 등의 다수의 Layer를 가지는 
GIS 수치 지도를 구축하고 다수의 절점 간의 최단 경로를 획득할 수 있는 Floyd-Warshall, A*, 그리고 Dijkstra 알고리즘들을 
비교하고 TP운영 계획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그 중에 Floyd-Warshall 알고리즘은 다대다(APSP) 최단 경로를 
한 번의 실행으로 풀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3중 반복문의 특성 때문에 Dijkstra 알고리즘에 비해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근래에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래픽 프로세스를 활용한 GPGPU 프로그래밍 기법의 등장으로 병렬적 특성을 다분히 포
함하는 Floyd-Warshall 알고리즘의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P 운영계획에서 사용되는 경로 탐색 부분을 
해당 알고리즘으로 적용해 보면서 GPGPU 프로그래밍 효과를 검증해보고 그 활용 가능성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Keywords : Transporter(트랜스포터, TP), Block transportation(블록 운송), Dijkstra algorithm(다익스트라 알고리즘), Floyd-Warshall 
algorithm(플로이드-워샬 알고리즘),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그래픽카드 활용 연산장치, GPGPU)

1. 서 론

조선소 야드에서 블록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트랜스
포터(Transporter, 이하 TP)가 운용되고 있다. 효율적인 TP의 운
용을 위해서는 TP 야드 경로가 명확하게 전산적으로 정의가 되
어야 하고 이에 따른 물류 운송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물
류 운송 계획은 일단위로 이루어지는데, TP 운영자들의 요청을 
전날 접수받고 트랜스포터 계획자는 이를 종합하여 당일 TP들이 
운송해야 하는 블록들과 블록의 운송 순서, 마지막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산 비용 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시된 경로와 
예측 운송 시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TP의 고장, 많은 부수이동, 
기타 다양한 돌발 상황(경로의 적치장 점유, TP들의 교차이동 
등)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전날 수립된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고 야간 운행 및 차일 운행 등으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다

반사다. 이런 비정상적인 TP 운영은 블록 운송비용의 증가로 인
한 블록 운송 급증, 적치장 점유율 증가 등을 차치하더라도, 전
반적인 공정 일정 지연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가 심각하게 
유발될 수 있다.

TP 운영에 관련한 지번 간 경로 탐색 알고리즘 측면에서 Cha, 
et al. (2012)는  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Yim, et al. (2008)
과 Roh & Cha (2011)에서는 Dijkstra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알고리즘의 활용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Moon, et 
al.(2015, 2016)의 연구에서는 TP의 운영계획에 필요한 조선소 
야드의 모든 지번을 대상으로 최단 경로 획득(APSP: All-Pairs 
Shortest Path)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비교하고, 
계산 비용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제안하였다. 계산 비용 측
면뿐만 아니라, 주행 불가 간선이 발생했을 때 우회도로 탐색에 
유리한 면도 고려했다. 흔히 사용되던 A*과 Dijkstra 알고리즘에 
Floyd-Warshall 알고리즘(Floyd, 1962)까지 포함한 비교가 수행
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요사이 GPGPU 병렬 프로그
래밍 기법의 등장으로 개인용 계산 장치로도 슈퍼컴퓨터와 비슷

하게 병렬 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비록 과도한 계산비용의 치
명적인 단점을 가지지만 한 번의 알고리즘 수행으로 모든 지번간
의 최단 거리를 획득할 수 있는 Floyd-Warshall 알고리즘의 재평
가가(Lund  & Justin, 2010, Xu, et al., 2014.) 이루어지고 있
다. 

2장에서는 사용되는 경로탐색 알고리즘들을 각각 계산비용 측
면에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병렬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GPGPU 
프로그램 기법에 관하여, 4장에서는 Floyd-Warshall 알고리즘의 
적용과 이를 활용한 TP 운영 계획에 관해서 논하고 5장에서 사
용한 개발환경을 설명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후보 알고리즘들에 관한 해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경로 탐색은 수치 지도상에서 

SSSP(single source shortest path), 즉 출발지와 도착지가 하나
뿐인 문제가 아니고 TP의 운영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조선소 내 
모든 지번들을 대상으로 하는 APSP(All-Pairs Shortest Path) 문
제이다. 이 분야는 지번이 조선용어이긴 하지만 전산 분야에서는 
그래프(Graph) 상에서의 모든 두 절점(Vertices) 간의 최단 경로
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많은 계산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데 Floyd-Warshall 알고리즘은   정도로 걸린다. 여기
서 은 그래프 상의 절점의 수이다. 반면, 성긴 Graph 형태
의 수치 맵 상의 SSSP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다고 알려진 
Dijkstra 알고리즘(Dijkstra, 1959)을 단순히 모든 절점간의 탐색
으로 확장시키면  log 정도의 계산
비용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는 수치 지도상에 
존재하는 절점사이의 경로 수이다. 이하는 대표적인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2.1 A* 알고리즘
구현 측면에서 SSSP 문제에 가장 충실하고 빠른 알고리즘이

다. Heuristic Distance의 활용이 특징이며 대부분 차량에 부착되
는 Navigation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알고리즘은 각 절점에 대
해 그 절점을 통과하는 최상의 경로를 추정하는 순위 값인 휴리
스틱 추정 값 을 설정하게 되는데 해당 추정 값의 순서로 
각 절점을 탐색하게 되어서 너비 우선 탐색의 한 예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APSP 문제에는 가장 부적절한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
져 있다. 

2.2 Dijkstra 알고리즘
SSSP와 APSP의 중간인 일대다 매칭일 때 가장 빠른 알고리

즘이다. 모든 절점들을 대상으로 최단경로 탐색에 가장 유리한 
알고리즘(Moon, et al., 2015)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번의 탐색으
로 하나의 절점에 연결된 모든 절점의 최단 경로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간단한 구현으로 Distance Matrix를 연결리스트나 배
열구조로 구현하고 단순한 선형 탐색으로 구현한다.

2.3 Floyd-Warshall 알고리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PSP에 충실한 알고리즘이다. 3

중 반복문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원인으로 계산 비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 알고리즘의 3중 반복문의 첫 번째는 대상이 되는 
모든 절점이고, 두 번째 반복문은 출발 절점, 세 번째는 도착 절
점에 관한 것이다. 본 알고리즘은 두 가지 가정으로 구현된다. 
첫 번째 가정을 두 절점을 잇는 최소 비용 경로는 경유지를 거치
거나 거치지 않는 경로 중 하나에 속하고 두 번째는 만약 경유지
를 거친다면 그것을 이루는 부분 경로 역시 최소 비용 경로여야 
한다.

3. 병렬처리를 위한 GPGPU 프로그래밍

Fig. 1 GPU(Device) structure and Data Transfer with 
CPU(Host)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카드 활용 연산장치)을 활용한 프로그래
밍 기법은 문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FLOPS(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을 제공한다. 고유 작
업 영역인 그래픽 작업(GPU) 이외의 범용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GPGPU인데 동영상 인코딩 외에도 분자 구조 분석, 암호 해독, 
동적 변화 예측 등의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GPGPU를 한마디로 정의해본다면 순차적(Sequential) 흐름을 
병렬 성향의 일괄적(Simultaneous) 흐름으로 코드 방향을 수정하
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CUDA 혹은 Ope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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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소 야드에서 블록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트랜스
포터(Transporter, 이하 TP)가 운용되고 있다. 효율적인 TP의 운
용을 위해서는 TP 야드 경로가 명확하게 전산적으로 정의가 되
어야 하고 이에 따른 물류 운송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물
류 운송 계획은 일단위로 이루어지는데, TP 운영자들의 요청을 
전날 접수받고 트랜스포터 계획자는 이를 종합하여 당일 TP들이 
운송해야 하는 블록들과 블록의 운송 순서, 마지막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산 비용 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시된 경로와 
예측 운송 시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TP의 고장, 많은 부수이동, 
기타 다양한 돌발 상황(경로의 적치장 점유, TP들의 교차이동 
등)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전날 수립된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고 야간 운행 및 차일 운행 등으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다

반사다. 이런 비정상적인 TP 운영은 블록 운송비용의 증가로 인
한 블록 운송 급증, 적치장 점유율 증가 등을 차치하더라도, 전
반적인 공정 일정 지연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가 심각하게 
유발될 수 있다.

TP 운영에 관련한 지번 간 경로 탐색 알고리즘 측면에서 Cha, 
et al. (2012)는  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Yim, et al. (2008)
과 Roh & Cha (2011)에서는 Dijkstra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알고리즘의 활용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Moon, et 
al.(2015, 2016)의 연구에서는 TP의 운영계획에 필요한 조선소 
야드의 모든 지번을 대상으로 최단 경로 획득(APSP: All-Pairs 
Shortest Path)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비교하고, 
계산 비용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제안하였다. 계산 비용 측
면뿐만 아니라, 주행 불가 간선이 발생했을 때 우회도로 탐색에 
유리한 면도 고려했다. 흔히 사용되던 A*과 Dijkstra 알고리즘에 
Floyd-Warshall 알고리즘(Floyd, 1962)까지 포함한 비교가 수행
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요사이 GPGPU 병렬 프로그
래밍 기법의 등장으로 개인용 계산 장치로도 슈퍼컴퓨터와 비슷

하게 병렬 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비록 과도한 계산비용의 치
명적인 단점을 가지지만 한 번의 알고리즘 수행으로 모든 지번간
의 최단 거리를 획득할 수 있는 Floyd-Warshall 알고리즘의 재평
가가(Lund  & Justin, 2010, Xu, et al., 2014.) 이루어지고 있
다. 

2장에서는 사용되는 경로탐색 알고리즘들을 각각 계산비용 측
면에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병렬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GPGPU 
프로그램 기법에 관하여, 4장에서는 Floyd-Warshall 알고리즘의 
적용과 이를 활용한 TP 운영 계획에 관해서 논하고 5장에서 사
용한 개발환경을 설명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후보 알고리즘들에 관한 해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경로 탐색은 수치 지도상에서 

SSSP(single source shortest path), 즉 출발지와 도착지가 하나
뿐인 문제가 아니고 TP의 운영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조선소 내 
모든 지번들을 대상으로 하는 APSP(All-Pairs Shortest Path) 문
제이다. 이 분야는 지번이 조선용어이긴 하지만 전산 분야에서는 
그래프(Graph) 상에서의 모든 두 절점(Vertices) 간의 최단 경로
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많은 계산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데 Floyd-Warshall 알고리즘은   정도로 걸린다. 여기
서 은 그래프 상의 절점의 수이다. 반면, 성긴 Graph 형태
의 수치 맵 상의 SSSP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다고 알려진 
Dijkstra 알고리즘(Dijkstra, 1959)을 단순히 모든 절점간의 탐색
으로 확장시키면  log 정도의 계산
비용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는 수치 지도상에 
존재하는 절점사이의 경로 수이다. 이하는 대표적인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2.1 A* 알고리즘
구현 측면에서 SSSP 문제에 가장 충실하고 빠른 알고리즘이

다. Heuristic Distance의 활용이 특징이며 대부분 차량에 부착되
는 Navigation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알고리즘은 각 절점에 대
해 그 절점을 통과하는 최상의 경로를 추정하는 순위 값인 휴리
스틱 추정 값 을 설정하게 되는데 해당 추정 값의 순서로 
각 절점을 탐색하게 되어서 너비 우선 탐색의 한 예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APSP 문제에는 가장 부적절한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
져 있다. 

2.2 Dijkstra 알고리즘
SSSP와 APSP의 중간인 일대다 매칭일 때 가장 빠른 알고리

즘이다. 모든 절점들을 대상으로 최단경로 탐색에 가장 유리한 
알고리즘(Moon, et al., 2015)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번의 탐색으
로 하나의 절점에 연결된 모든 절점의 최단 경로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간단한 구현으로 Distance Matrix를 연결리스트나 배
열구조로 구현하고 단순한 선형 탐색으로 구현한다.

2.3 Floyd-Warshall 알고리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PSP에 충실한 알고리즘이다. 3

중 반복문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원인으로 계산 비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 알고리즘의 3중 반복문의 첫 번째는 대상이 되는 
모든 절점이고, 두 번째 반복문은 출발 절점, 세 번째는 도착 절
점에 관한 것이다. 본 알고리즘은 두 가지 가정으로 구현된다. 
첫 번째 가정을 두 절점을 잇는 최소 비용 경로는 경유지를 거치
거나 거치지 않는 경로 중 하나에 속하고 두 번째는 만약 경유지
를 거친다면 그것을 이루는 부분 경로 역시 최소 비용 경로여야 
한다.

3. 병렬처리를 위한 GPGPU 프로그래밍

Fig. 1 GPU(Device) structure and Data Transfer with 
CPU(Host)

GPGPU(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카드 활용 연산장치)을 활용한 프로그래
밍 기법은 문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FLOPS(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을 제공한다. 고유 작
업 영역인 그래픽 작업(GPU) 이외의 범용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GPGPU인데 동영상 인코딩 외에도 분자 구조 분석, 암호 해독, 
동적 변화 예측 등의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GPGPU를 한마디로 정의해본다면 순차적(Sequential) 흐름을 
병렬 성향의 일괄적(Simultaneous) 흐름으로 코드 방향을 수정하
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CUDA 혹은 Ope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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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P Test (H-Shipyard Numerical Map)
Node =  788, Edge = 1038

Consuming
time [sec.] Ratio based on Dijkstra algo.

Dijkstra Algorithm[CPU] 7.83 1.00

A* Algorithm[CPU] 4912.02 0.002

General F-W Algorithm[CPU] 9.13 0.858

Flatted F-W Algorithm[CPU] 3.70 2.116

Harish and Narayanan (2007) [F-W GPU] 0.39 20.077

Katz & Lider (2008) Blocked FW [F-W GPU] 0.16 48.938

Lund & Smith (2010) Multi Stage [F-W GPU] 0.07 111.857

Table 1 Consuming time comparison between Dijkstra algorithm[CPU] and F-W algorithm [CPU & GPU]  

의 SIMT(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 모델은 ALU와 FPU 
연산을 가능케 하는 GPU의 코어들을 제어한다. SIMT 모델은 하
나의 커널함수를 통해 모든 Thread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Thread는 군집으로 하나의 Block를 구성하고 Block들은 하나의 
Grid를 구성하는 계층관계를 가진다. 하나의 Block 마다 비록 그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만 공유가 가능한 메모리가 존재하며 Grid 
단위로 전체 Thread가 공유할 수 있는 Global 메모리가 작은 용
량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한 지연시간(latency)이다. 
CPU(GPU 용어로는 Host)와 Device(개별 GPU) 사이의 전송 시
간과 Device 내부에서 코어를 제어하기 위한 지연 시간이 꽤 필
요해서 커널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GPGPU로 
하나의 CPU 연산속도에 비해 최대 100~250배의 속도 향상을 
이룰 수가 있지만, 병렬도가 지극히 높은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이 정도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연산의 병렬도가 적고 연산식
과 데이터가 함께 변화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오히려 CPU가 압도
적으로 빠를 수가 있다. 근래에 양산되는 CPU가 4GHz에 육박할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만 GPU 코어 클럭은 요사이 기껏해야 
1GHz에 도달할 정도에 불과하다.

4. 병렬처리를 이용한 Floyd-Warshall 
알고리즘

현재까지 Floyd-Warshall 알고리즘을 병렬처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총 3가지 정도가 존재한다.(Lund & Smith) Harish & 
Narayanan(2007)은 비교적 단순하게 FW 알고리즘의 마지막 반
복문을 커널로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3장에서 언급된 
Host와 Device Core사이의 자료 복사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모된 
것으로 추가적인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atz & Kider 
(2008)은 근접 행렬을 32*32개로 분할하여 각각을 Block화하여 
5~6배의 속도 개선을 이루어냈지만 이 역시 GPU 지연시간의 병

목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Patterns of shared memory used in Lund & Smith 
(2010)

Fig. 3 Typical example of node allocations on the shipyard

마지막으로 Lund & Smith(2010)은 Fig. 2와 같이 각 block 
계산에 필요한 공유 메모리의 소모량을 최소화하여 Katz & Kider
의 5~6배의 계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의 연구를 구현하고 조선소 야드의 경로 탐색에 적용하여 각 효
과를 확인하고 다른 대안 경로 탐색 기법과의 계산 비용 차이를 

제시하려고 한다.
조선소의 Graph 위상관계는 비교적 간단하다. 각 지번은 TP 

도로망과 연결된 적은 수의 Edge만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H조선소의 수치 지도의 경우 절점의 수가 
788개 Edge의 수는 총 1038개 이었다. Moon, et al.(2016)의 
경우와 달리 본 예제(Fig. 3)는 회전 및 교차로 통과를 염두에 두
고 새롭게 수치 지도를 구성하여 도로 상의 절점수와 Edge수가 
증가하였다. 

Fig. 4 Consuming time comparison between Dijkstra 
algorithm[CPU] and F-W algorithm[CPU & GPU]

Table 1과 Fig. 4에 표기된 수치는 조선 야드의 APSP 문제를 
CPU 기반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었던 Dijkstra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각각의 시도가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즉 Lund가 구현
한 알고리즘은 CPU Dijkstra 알고리즘에 비해 112배정도 빠른 
시간 내에 같은 경로 결과를 산출하면서 계산됨을 의미한다. 이
를 기반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의 초반 3행은 GPU
와 관련 없이 CPU 만으로 구현된 3개의 알고리즘의 계산 비용 
결과를 보여준다. Moon, et al.(2016)의 논문처럼 Dijkstra 
algorithm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SSSP에서 가장 우수했
던 A* algorithm은 APSP로 전환되면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산
출하였다. 네 번째 행의 Flatten F-W는 행렬 자료 구조를 1D 배
열 구조만으로 전환하고 이를 CPU로 풀어간 케이스인데, 자료구
조에 접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코드 최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GPGPU 연산을 전 장에서 설명한 논문과 같이 구현하여 
테스트하였다.

GPGPU 활용으로 인해, FW 알고리즘의 수행결과가 압도적으
로 좋아졌으며, 심지어 CPU로 구현된 Dijkstra 알고리즘도 능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4). 또한 이를 활용하여 가변적인 
조선 야드 상황의 변화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빠른 최적 경로 탐색 법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주
목해야 할 점은, 다음 표시되는 결과로 각 알고리즘의 특징들은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조선소 TP 경로의 측면에서만 해석되어
야 함을 강조한다. 

6. 결 론
모든 결과는 평범한 데스크탑 컴퓨터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NVIDIA GeForce 970 안에 내장된 GPU(SMs No.=13, Max 
Thread per Block=1024, Max Grid Dim.=2147483647) 와 
Intel(R) Core i7-5820K 3.30GHz CPU를 통해 계산되었다. 주목
할 만한 점은 적은 비용 부담으로도 천 억개 이상의 병렬처리용 
연산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절점간의 최단 경로를 확보하는 APSP 분야에서 순차적
인 CPU연산으로는 큰 장점을 보이지 못했던 FW 알고리즘이 
GPGPU 연산장치의 활용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치 맵 상 상황의 변화에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TP 운영계획 시스템에 필수적인 모든 지번간의 최단 경
로 탐색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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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P Test (H-Shipyard Numerical Map)
Node =  788, Edge = 1038

Consuming
time [sec.] Ratio based on Dijkstra algo.

Dijkstra Algorithm[CPU] 7.83 1.00

A* Algorithm[CPU] 4912.02 0.002

General F-W Algorithm[CPU] 9.13 0.858

Flatted F-W Algorithm[CPU] 3.70 2.116

Harish and Narayanan (2007) [F-W GPU] 0.39 20.077

Katz & Lider (2008) Blocked FW [F-W GPU] 0.16 48.938

Lund & Smith (2010) Multi Stage [F-W GPU] 0.07 111.857

Table 1 Consuming time comparison between Dijkstra algorithm[CPU] and F-W algorithm [CPU & GPU]  

의 SIMT(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 모델은 ALU와 FPU 
연산을 가능케 하는 GPU의 코어들을 제어한다. SIMT 모델은 하
나의 커널함수를 통해 모든 Thread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Thread는 군집으로 하나의 Block를 구성하고 Block들은 하나의 
Grid를 구성하는 계층관계를 가진다. 하나의 Block 마다 비록 그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만 공유가 가능한 메모리가 존재하며 Grid 
단위로 전체 Thread가 공유할 수 있는 Global 메모리가 작은 용
량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한 지연시간(latency)이다. 
CPU(GPU 용어로는 Host)와 Device(개별 GPU) 사이의 전송 시
간과 Device 내부에서 코어를 제어하기 위한 지연 시간이 꽤 필
요해서 커널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GPGPU로 
하나의 CPU 연산속도에 비해 최대 100~250배의 속도 향상을 
이룰 수가 있지만, 병렬도가 지극히 높은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이 정도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연산의 병렬도가 적고 연산식
과 데이터가 함께 변화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오히려 CPU가 압도
적으로 빠를 수가 있다. 근래에 양산되는 CPU가 4GHz에 육박할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만 GPU 코어 클럭은 요사이 기껏해야 
1GHz에 도달할 정도에 불과하다.

4. 병렬처리를 이용한 Floyd-Warshall 
알고리즘

현재까지 Floyd-Warshall 알고리즘을 병렬처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총 3가지 정도가 존재한다.(Lund & Smith) Harish & 
Narayanan(2007)은 비교적 단순하게 FW 알고리즘의 마지막 반
복문을 커널로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3장에서 언급된 
Host와 Device Core사이의 자료 복사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모된 
것으로 추가적인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atz & Kider 
(2008)은 근접 행렬을 32*32개로 분할하여 각각을 Block화하여 
5~6배의 속도 개선을 이루어냈지만 이 역시 GPU 지연시간의 병

목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Patterns of shared memory used in Lund & Smith 
(2010)

Fig. 3 Typical example of node allocations on the shipyard

마지막으로 Lund & Smith(2010)은 Fig. 2와 같이 각 block 
계산에 필요한 공유 메모리의 소모량을 최소화하여 Katz & Kider
의 5~6배의 계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의 연구를 구현하고 조선소 야드의 경로 탐색에 적용하여 각 효
과를 확인하고 다른 대안 경로 탐색 기법과의 계산 비용 차이를 

제시하려고 한다.
조선소의 Graph 위상관계는 비교적 간단하다. 각 지번은 TP 

도로망과 연결된 적은 수의 Edge만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H조선소의 수치 지도의 경우 절점의 수가 
788개 Edge의 수는 총 1038개 이었다. Moon, et al.(2016)의 
경우와 달리 본 예제(Fig. 3)는 회전 및 교차로 통과를 염두에 두
고 새롭게 수치 지도를 구성하여 도로 상의 절점수와 Edge수가 
증가하였다. 

Fig. 4 Consuming time comparison between Dijkstra 
algorithm[CPU] and F-W algorithm[CPU & GPU]

Table 1과 Fig. 4에 표기된 수치는 조선 야드의 APSP 문제를 
CPU 기반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었던 Dijkstra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각각의 시도가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즉 Lund가 구현
한 알고리즘은 CPU Dijkstra 알고리즘에 비해 112배정도 빠른 
시간 내에 같은 경로 결과를 산출하면서 계산됨을 의미한다. 이
를 기반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의 초반 3행은 GPU
와 관련 없이 CPU 만으로 구현된 3개의 알고리즘의 계산 비용 
결과를 보여준다. Moon, et al.(2016)의 논문처럼 Dijkstra 
algorithm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SSSP에서 가장 우수했
던 A* algorithm은 APSP로 전환되면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산
출하였다. 네 번째 행의 Flatten F-W는 행렬 자료 구조를 1D 배
열 구조만으로 전환하고 이를 CPU로 풀어간 케이스인데, 자료구
조에 접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코드 최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GPGPU 연산을 전 장에서 설명한 논문과 같이 구현하여 
테스트하였다.

GPGPU 활용으로 인해, FW 알고리즘의 수행결과가 압도적으
로 좋아졌으며, 심지어 CPU로 구현된 Dijkstra 알고리즘도 능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4). 또한 이를 활용하여 가변적인 
조선 야드 상황의 변화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빠른 최적 경로 탐색 법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주
목해야 할 점은, 다음 표시되는 결과로 각 알고리즘의 특징들은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조선소 TP 경로의 측면에서만 해석되어
야 함을 강조한다. 

6. 결 론
모든 결과는 평범한 데스크탑 컴퓨터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NVIDIA GeForce 970 안에 내장된 GPU(SMs No.=13, Max 
Thread per Block=1024, Max Grid Dim.=2147483647) 와 
Intel(R) Core i7-5820K 3.30GHz CPU를 통해 계산되었다. 주목
할 만한 점은 적은 비용 부담으로도 천 억개 이상의 병렬처리용 
연산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절점간의 최단 경로를 확보하는 APSP 분야에서 순차적
인 CPU연산으로는 큰 장점을 보이지 못했던 FW 알고리즘이 
GPGPU 연산장치의 활용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치 맵 상 상황의 변화에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TP 운영계획 시스템에 필수적인 모든 지번간의 최단 경
로 탐색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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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유 공간과 미배치 블록을 고려한
조선소 대형 블록 배치 시뮬레이션

주수헌, 정용국, 심휘강, 신종계, 민영기(서울대학교), 이동건,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A large-sized block arrangement simulation
considering free space and unplaced block

SuHeon Ju, Yong-Kuk Jeong, Huiqiang Shen, Jong-Gye Shin, Yong-Gi Min(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 Kun Lee, and Dae Kyun Oh(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선박은 건조 공정 중에 만들어지는 반제품인 블록의 크기가 클수록 조선소 주요설비인 도크에서 수행되는 탑재 공정의 기간이 줄어들게 되

기 때문에 최근 조선소에서는 설비의 최대 활용 가능한 용량을 증가시켜 블록을 대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이나 적치장에 블록 등을 배치 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공간 배치 문제(Spatial arrangement proble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소에서는 입고일과 출고일이 정해져 있는 배치 대상

이 특정 기간 동안 공간을 점유했다가 출고되므로, 단순한 공간 배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 문제(Spatial 

arrangement planning problem)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블록의 크기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대형 블록 공간 배

치 계획 문제에서 비점유 공간의 형상과 미배치 블록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요소와 그 기반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조선소 데이터 블록 및 작업장 정보를 분석하여 생성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테스트하였고 BLF(Bottom-Left-Fill) 알고

리즘을 적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Greedy algorithm(탐욕 알고리즘), Shipyard simulation system(조선소 시뮬레이션 시스템), Spatial arrangement planning problem(공간 

배치 계획 문제)

1. 서론
대부분의 대형 조선소에서는 선박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

어 건조하는 블록 공법을 적용하여 선박을 건조한다. 철판과 강
재, 부재로부터 소조립 블록을 생산하며, 작은 크기의 블록 여러 
개를 조립하여 더 큰 크기의 블록을 생산한다. 선박 생산에서는 
도크(Dock)에서의 탑재 공정이 주요 병목 공정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도크 탑재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크 근처의 작업장
에서 여러 블록을 조립하여 더 큰 블록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공정을 Pre-erection(P.E) 공정이라고 하며, 골리앗 크레인으로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무게 까지 조립이 진행된다. 일반
적으로 도크에 설치되어 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용량이 1,000톤 
내외이기 때문에 도크에서 탑재되는 시점에서의 탑재 블록은 매
우 크고 무겁다. 이와 같이 선박 생산을 위한 블록은 크기가 작
은 소조립 블록에서부터 크기가 매우 크고 무거운 탑재 블록에 
이르기 까지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조선소의 생산 시스템은 제품, 공정, 설비, 공간, 작업자, 일
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Lee et al., 2014). 각 요소들에 대한 개

선을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간 요소는 조선소 생산 시스템의 생산성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소에는 다양한 크기의 블록
들이 존재하며, 블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재, 강재가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블록과 자재들에 대해 작업장 및 적치장에서의 공
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치장 
또는 작업장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소에서는 배치 
대상의 위치뿐만 아니라 입고, 출고일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단
순히 배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기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모두 고려한 배치 문
제의 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현장 작업장에서는 배치 
계획을 미리 수립하기 보다는 생산 계획을 참고하여 수작업으로 
배치 계획을 수행하고 실적 정보와 비교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왔
다(Eum, 2008). 

이러한 배치 계획 수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Zheng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을 고려하여 
배치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였다. 탐욕 알고리즘(Gre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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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유 공간과 미배치 블록을 고려한
조선소 대형 블록 배치 시뮬레이션

주수헌, 정용국, 심휘강, 신종계, 민영기(서울대학교), 이동건,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A large-sized block arrangement simulation
considering free space and unplaced block

SuHeon Ju, Yong-Kuk Jeong, Huiqiang Shen, Jong-Gye Shin, Yong-Gi Min(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 Kun Lee, and Dae Kyun Oh(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선박은 건조 공정 중에 만들어지는 반제품인 블록의 크기가 클수록 조선소 주요설비인 도크에서 수행되는 탑재 공정의 기간이 줄어들게 되

기 때문에 최근 조선소에서는 설비의 최대 활용 가능한 용량을 증가시켜 블록을 대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이나 적치장에 블록 등을 배치 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공간 배치 문제(Spatial arrangement proble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소에서는 입고일과 출고일이 정해져 있는 배치 대상

이 특정 기간 동안 공간을 점유했다가 출고되므로, 단순한 공간 배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 문제(Spatial 

arrangement planning problem)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블록의 크기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대형 블록 공간 배

치 계획 문제에서 비점유 공간의 형상과 미배치 블록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요소와 그 기반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조선소 데이터 블록 및 작업장 정보를 분석하여 생성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테스트하였고 BLF(Bottom-Left-Fill) 알고

리즘을 적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Greedy algorithm(탐욕 알고리즘), Shipyard simulation system(조선소 시뮬레이션 시스템), Spatial arrangement planning problem(공간 

배치 계획 문제)

1. 서론
대부분의 대형 조선소에서는 선박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

어 건조하는 블록 공법을 적용하여 선박을 건조한다. 철판과 강
재, 부재로부터 소조립 블록을 생산하며, 작은 크기의 블록 여러 
개를 조립하여 더 큰 크기의 블록을 생산한다. 선박 생산에서는 
도크(Dock)에서의 탑재 공정이 주요 병목 공정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도크 탑재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크 근처의 작업장
에서 여러 블록을 조립하여 더 큰 블록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공정을 Pre-erection(P.E) 공정이라고 하며, 골리앗 크레인으로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무게 까지 조립이 진행된다. 일반
적으로 도크에 설치되어 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용량이 1,000톤 
내외이기 때문에 도크에서 탑재되는 시점에서의 탑재 블록은 매
우 크고 무겁다. 이와 같이 선박 생산을 위한 블록은 크기가 작
은 소조립 블록에서부터 크기가 매우 크고 무거운 탑재 블록에 
이르기 까지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조선소의 생산 시스템은 제품, 공정, 설비, 공간, 작업자, 일
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Lee et al., 2014). 각 요소들에 대한 개

선을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간 요소는 조선소 생산 시스템의 생산성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소에는 다양한 크기의 블록
들이 존재하며, 블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재, 강재가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블록과 자재들에 대해 작업장 및 적치장에서의 공
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치장 
또는 작업장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소에서는 배치 
대상의 위치뿐만 아니라 입고, 출고일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단
순히 배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기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모두 고려한 배치 문
제의 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현장 작업장에서는 배치 
계획을 미리 수립하기 보다는 생산 계획을 참고하여 수작업으로 
배치 계획을 수행하고 실적 정보와 비교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왔
다(Eum, 2008). 

이러한 배치 계획 수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Zheng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을 고려하여 
배치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였다. 탐욕 알고리즘(Greedy 

531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algorithm)을 바탕으로 다른 알고리즘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Song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조립장의 공정 능력(Capacity)
을 정확히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조립장을 정밀하게 모델링하고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다. Eum (2008)의 연구에서는 
특정 날짜가 아닌 계획기간 전체에 대하여 면적 활용률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Koh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메가 
블록 작업장에 대한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 분야의 레이
아웃을 설계하는데 사용한 평가요소를 활용하였다. Flack (2011)
의 연구에서는 건축 레이아웃의 설계 시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이 
많을수록 남아있는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적용하였다. 
미배치 영역에 대한 꼬인 형상(Twist)의 개수를 평가 요소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조선소 공간 배치 계획 문
제에 적용하였다. 꼬인 형상의 개수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크기
가 작은 소조립 블록의 배치보다는 P.E 블록 또는 탑재 블록과 
같은 대형 블록의 배치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형 블록의 배치 계획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 요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배치 
후보 위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탐욕 알고리즘 기반의 휴리스틱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평가 요소와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용 데
이터를 생성하였으며, 검증용 데이터에 대하여 배치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2. 문제 분류 및 대상 정의
조선소에 존재하는 블록들은 소조립 블록에서 탑재 블록에 이

르기 까지 다양한 크기의 블록들이 존재한다. 조선소의 블록들은 
그 크기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블록의 
배치 문제에서도 블록의 크기에 따라 배치의 문제의 특성이 달라
진다. 부재와 강판의 조립을 통해 생성되는 블록은 크기가 작은 
소형 블록 상태에서는 부재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블록의 형상
이 다양하다. 조립이 진행되고 크기가 대형화 될수록 블록은 점
차 선박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크기가 대형화 되며 형상의 다양
성이 줄어들어 일부 특수한 블록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형상을 가
지게 된다. 특히 도크에서의 효율적인 탑재를 위해 대형 블록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소형 블록과 대형 블록의 특성의 차이는 블록을 배
치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소형 블록의 경우 블록들의 형
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작업장에 블록을 배치하는 경우에 블록들
의 다양한 형상을 고려하여 겹치기 않도록 배치를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블록 각각의 점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입출고 
변경이 잦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대형 블록의 경우 블
록들의 형상 다양성이 작고 많은 블록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
고 있다. 또한 블록 별로 작업장을 점유하는 점유 기간도 소형 
블록보다 길다. 따라서 대형 블록의 경우 블록의 형상을 세부적
으로 고려하여 단기간 동안의 조밀한 배치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전체 배치 기간 동안 많은 블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선소의 블록 배치 문제들 가운데 대
형블록의 배치를 대상으로 한다. 대형 블록 배치의 경우 블록 각
각의 형상에 대한 중요성이 낮고, 일부 특수한 형태의 블록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직사각형의 형상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대형 블록의 배치에서 배치 블록의 형상을 직사각형의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작업장을 직사각형의 그리드로 표현하여 직사각형
의 그리드에 배치를 수행하였다. 

3. 대형블록 배치 평가요소 및 알고리즘
배치 대상 블록의 크기가 큰 배치 문제의 경우 배치를 수행할 

때 미배치 영역의 형상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형 블록을 
배치하는 경우, 각 블록들을 조밀하게 배치하여 면적 활용률을 
높이는 것 보다 미배치 영역을 고려하여 다음 블록의 배치 가능
성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대형 블록의 배치를 평
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미배치 영역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요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꼬인 형상의 개수를 이용하
여 미배치 영역의 형상을 평가하였다. 특정 도형 또는 작업공간
에 대한 꼬인 형상의 개수는 해당 도형을 모두 덮을 수 있는 최
소의 직사각형의 개수로 정의된다(Flack, 2011). Fig. 1은 작업
장에 4개의 블록이 배치된 경우에 대해 꼬인 형상의 개수를 계산
하는 예시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1과 같이 동일한 배치에 대
해서는 꼬인 형상을 이루는 직사각형의 조합이 달라지더라도, 꼬
인 형상의 개수는 동일하다.

Fig. 1 Example for twist number Calculation 

꼬인 형상을 이용하면 미배치 영역의 형상을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미배치 영역의 형상에 대해 꼬인 형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꼬인 형상의 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꼬인 형상만으로는 배치 대안을 효과적으
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배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
가요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 Lee et al. (2013)의 연구에
서는 레저보트 생산 공장의 레이아웃 설계 시, 직사각형 형태의 
공장 모듈의 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맞닿은 변의 개수와 길이를 
평가요소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꼬인 형상의 개수가 동일
한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해 배치 블록이 작업장 또는 다른 블록
과 접하는 변의 개수와 길이를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선소의 블록 조립 작업장에서는 작업장 입
출구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작
업장의 입출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작업장의 원점을 정의하였
다. 작업장의 입출구가 위치하여 블록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위치를 작업장의 원점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작업장에 배치
된 블록 전체의 도심과 작업장 원점 사이의 거리를 평가요소로 
설정하고, 해당 거리가 짧을수록 좋은 배치 대안으로 평가하였
다. 앞서 언급한 꼬인 형상의 개수, 배치 블록과 인접한 변의 개
수, 배치 블록과 인접한 변의 길이의 합, 현재 작업장에 배치된 
블록들의 도심과 작업장 원점의 거리의 총 네 가지 요소를 이용
하여 대형 블록의 대치 대안을 평가하였다. 네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Assessment Criteria for large-sized block arrangement 
considering free space

위에서 정의한 평가요소 들은 개수, 길이 등등 서로 다른 차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평가 요소의 값들을 그대로 연산하거
나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 개의 평가요소 
각각을 0~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각 평가요소
는 특정 입고 블록이 배치 가능한 배치 위치의 값들 중 최댓값으
로 각 배치 대안의 평가요소 값을 나누어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그 중 꼬인 형상의 개수와 블록 도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작을 
수 록 좋은 배치 대안을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꼬인 형상과 
도심과 원점의 거리는 0~1사이로 표준화한 값을 1에서 뺀 값을 
이용하여 배치 대안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인 공간배치 최적화 문제는 블록의 투입 순서와 위치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배치 순서와 위치의 조합을 찾는 조합 
최적화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소의 블록 배치 문제의 경우 시간
에 따른 블록의 입출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블록의 
배치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배치가 달라지는 경우
에는 블록의 최적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아 모든 변수를 
고려한 최적해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모든 변수를 고려한 엄밀한 최적해의 도출이 아닌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대형 블록의 배치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작업장과 배치 된 블록의 모서
리와 모서리의 연장선을 기반으로 배치 위치를 탐색하는 알고리
즘이다. 작업장과 블록의 모서리를 기반으로 입고된 블록을 배치
할 수 있는 후보위치를 탐색한다. 아래의 그림 Fig.3 에 모서리
를 기반으로 배치 후보점을 탐색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었다.  

Fig. 3 Heuristic search algorithm using edge-based search

입고 블록에 대한 배치 후보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Fig. 3(a)의 원 모양의 점과 같이 작업장에 이미 배치되어 있
는 블록들의 꼭지점들이 후보점으로 선택된다. Fig. 3(b)는 작업
장에 배치된 모든 블록들의 모서리를 연장한 선에 의해 생성되는 
후보점을 나타낸 것이다. 블록들의 모서리를 연장한 선이 작업장
과 만나는 점은 삼각형 모양의 점으로 나타내었다. 모서리를 연
장한 선이 다른 블록과 만나는 교점은 X 모양의 점으로 나타내었
다. Fig. 3(c)는 작업장의 꼭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작업장에 배
치된 블록들의 꼭지점과 모서리의 연장선에 의해 발생하는 후보
점과는 별개로, 작업장의 꼭지점은 항상 배치 후보점으로 선택된
다. Fig. 3(d)는 2개의 블록이 배치되어 있는 작업장에 새로운 블
록을 배치하는 경우에 블록을 배치 가능한 지점으로 탐색된 모든 
후보점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같이 배치된 블록의 모서리, 작
업장의 꼭짓점의 위치를 이용하여 배치 수행하면, 미배치 영역의 
형상을 단순화 하여 후보점 탐색 시에도 미배치 영역을 효과적으
로 고려할 수 있다.
모서리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탐색한 모든 후보 위치에 대해 각 
평가요소의 표준화된 값을 곱한 값을 비교하여 최종 배치 위치를 
결정한다. 네 개의 평가요소의 값을 곱한 값이 가장 높은 위치를 
입고 블록의 최종 배치 위치로 선택한다. 평가요소별로 중요도를 
다르게 하여 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평가요소의 
값에 계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Fig. 4는 모서리 
탐색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미배치 영역을 고려하여 대형 블록의 
배치를 수행하는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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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을 바탕으로 다른 알고리즘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Song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조립장의 공정 능력(Capacity)
을 정확히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조립장을 정밀하게 모델링하고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다. Eum (2008)의 연구에서는 
특정 날짜가 아닌 계획기간 전체에 대하여 면적 활용률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Koh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메가 
블록 작업장에 대한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 분야의 레이
아웃을 설계하는데 사용한 평가요소를 활용하였다. Flack (2011)
의 연구에서는 건축 레이아웃의 설계 시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이 
많을수록 남아있는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적용하였다. 
미배치 영역에 대한 꼬인 형상(Twist)의 개수를 평가 요소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조선소 공간 배치 계획 문
제에 적용하였다. 꼬인 형상의 개수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크기
가 작은 소조립 블록의 배치보다는 P.E 블록 또는 탑재 블록과 
같은 대형 블록의 배치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형 블록의 배치 계획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 요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배치 
후보 위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탐욕 알고리즘 기반의 휴리스틱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평가 요소와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용 데
이터를 생성하였으며, 검증용 데이터에 대하여 배치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2. 문제 분류 및 대상 정의
조선소에 존재하는 블록들은 소조립 블록에서 탑재 블록에 이

르기 까지 다양한 크기의 블록들이 존재한다. 조선소의 블록들은 
그 크기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블록의 
배치 문제에서도 블록의 크기에 따라 배치의 문제의 특성이 달라
진다. 부재와 강판의 조립을 통해 생성되는 블록은 크기가 작은 
소형 블록 상태에서는 부재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블록의 형상
이 다양하다. 조립이 진행되고 크기가 대형화 될수록 블록은 점
차 선박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크기가 대형화 되며 형상의 다양
성이 줄어들어 일부 특수한 블록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형상을 가
지게 된다. 특히 도크에서의 효율적인 탑재를 위해 대형 블록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소형 블록과 대형 블록의 특성의 차이는 블록을 배
치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소형 블록의 경우 블록들의 형
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작업장에 블록을 배치하는 경우에 블록들
의 다양한 형상을 고려하여 겹치기 않도록 배치를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블록 각각의 점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입출고 
변경이 잦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대형 블록의 경우 블
록들의 형상 다양성이 작고 많은 블록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
고 있다. 또한 블록 별로 작업장을 점유하는 점유 기간도 소형 
블록보다 길다. 따라서 대형 블록의 경우 블록의 형상을 세부적
으로 고려하여 단기간 동안의 조밀한 배치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전체 배치 기간 동안 많은 블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선소의 블록 배치 문제들 가운데 대
형블록의 배치를 대상으로 한다. 대형 블록 배치의 경우 블록 각
각의 형상에 대한 중요성이 낮고, 일부 특수한 형태의 블록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직사각형의 형상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대형 블록의 배치에서 배치 블록의 형상을 직사각형의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작업장을 직사각형의 그리드로 표현하여 직사각형
의 그리드에 배치를 수행하였다. 

3. 대형블록 배치 평가요소 및 알고리즘
배치 대상 블록의 크기가 큰 배치 문제의 경우 배치를 수행할 

때 미배치 영역의 형상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형 블록을 
배치하는 경우, 각 블록들을 조밀하게 배치하여 면적 활용률을 
높이는 것 보다 미배치 영역을 고려하여 다음 블록의 배치 가능
성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대형 블록의 배치를 평
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미배치 영역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요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꼬인 형상의 개수를 이용하
여 미배치 영역의 형상을 평가하였다. 특정 도형 또는 작업공간
에 대한 꼬인 형상의 개수는 해당 도형을 모두 덮을 수 있는 최
소의 직사각형의 개수로 정의된다(Flack, 2011). Fig. 1은 작업
장에 4개의 블록이 배치된 경우에 대해 꼬인 형상의 개수를 계산
하는 예시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1과 같이 동일한 배치에 대
해서는 꼬인 형상을 이루는 직사각형의 조합이 달라지더라도, 꼬
인 형상의 개수는 동일하다.

Fig. 1 Example for twist number Calculation 

꼬인 형상을 이용하면 미배치 영역의 형상을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미배치 영역의 형상에 대해 꼬인 형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꼬인 형상의 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꼬인 형상만으로는 배치 대안을 효과적으
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배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
가요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 Lee et al. (2013)의 연구에
서는 레저보트 생산 공장의 레이아웃 설계 시, 직사각형 형태의 
공장 모듈의 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맞닿은 변의 개수와 길이를 
평가요소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꼬인 형상의 개수가 동일
한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해 배치 블록이 작업장 또는 다른 블록
과 접하는 변의 개수와 길이를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선소의 블록 조립 작업장에서는 작업장 입
출구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작
업장의 입출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작업장의 원점을 정의하였
다. 작업장의 입출구가 위치하여 블록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위치를 작업장의 원점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작업장에 배치
된 블록 전체의 도심과 작업장 원점 사이의 거리를 평가요소로 
설정하고, 해당 거리가 짧을수록 좋은 배치 대안으로 평가하였
다. 앞서 언급한 꼬인 형상의 개수, 배치 블록과 인접한 변의 개
수, 배치 블록과 인접한 변의 길이의 합, 현재 작업장에 배치된 
블록들의 도심과 작업장 원점의 거리의 총 네 가지 요소를 이용
하여 대형 블록의 대치 대안을 평가하였다. 네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Assessment Criteria for large-sized block arrangement 
considering free space

위에서 정의한 평가요소 들은 개수, 길이 등등 서로 다른 차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평가 요소의 값들을 그대로 연산하거
나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 개의 평가요소 
각각을 0~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각 평가요소
는 특정 입고 블록이 배치 가능한 배치 위치의 값들 중 최댓값으
로 각 배치 대안의 평가요소 값을 나누어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그 중 꼬인 형상의 개수와 블록 도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작을 
수 록 좋은 배치 대안을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꼬인 형상과 
도심과 원점의 거리는 0~1사이로 표준화한 값을 1에서 뺀 값을 
이용하여 배치 대안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인 공간배치 최적화 문제는 블록의 투입 순서와 위치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배치 순서와 위치의 조합을 찾는 조합 
최적화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소의 블록 배치 문제의 경우 시간
에 따른 블록의 입출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블록의 
배치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배치가 달라지는 경우
에는 블록의 최적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아 모든 변수를 
고려한 최적해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모든 변수를 고려한 엄밀한 최적해의 도출이 아닌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대형 블록의 배치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작업장과 배치 된 블록의 모서
리와 모서리의 연장선을 기반으로 배치 위치를 탐색하는 알고리
즘이다. 작업장과 블록의 모서리를 기반으로 입고된 블록을 배치
할 수 있는 후보위치를 탐색한다. 아래의 그림 Fig.3 에 모서리
를 기반으로 배치 후보점을 탐색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었다.  

Fig. 3 Heuristic search algorithm using edge-based search

입고 블록에 대한 배치 후보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Fig. 3(a)의 원 모양의 점과 같이 작업장에 이미 배치되어 있
는 블록들의 꼭지점들이 후보점으로 선택된다. Fig. 3(b)는 작업
장에 배치된 모든 블록들의 모서리를 연장한 선에 의해 생성되는 
후보점을 나타낸 것이다. 블록들의 모서리를 연장한 선이 작업장
과 만나는 점은 삼각형 모양의 점으로 나타내었다. 모서리를 연
장한 선이 다른 블록과 만나는 교점은 X 모양의 점으로 나타내었
다. Fig. 3(c)는 작업장의 꼭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작업장에 배
치된 블록들의 꼭지점과 모서리의 연장선에 의해 발생하는 후보
점과는 별개로, 작업장의 꼭지점은 항상 배치 후보점으로 선택된
다. Fig. 3(d)는 2개의 블록이 배치되어 있는 작업장에 새로운 블
록을 배치하는 경우에 블록을 배치 가능한 지점으로 탐색된 모든 
후보점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같이 배치된 블록의 모서리, 작
업장의 꼭짓점의 위치를 이용하여 배치 수행하면, 미배치 영역의 
형상을 단순화 하여 후보점 탐색 시에도 미배치 영역을 효과적으
로 고려할 수 있다.
모서리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탐색한 모든 후보 위치에 대해 각 
평가요소의 표준화된 값을 곱한 값을 비교하여 최종 배치 위치를 
결정한다. 네 개의 평가요소의 값을 곱한 값이 가장 높은 위치를 
입고 블록의 최종 배치 위치로 선택한다. 평가요소별로 중요도를 
다르게 하여 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평가요소의 
값에 계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Fig. 4는 모서리 
탐색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미배치 영역을 고려하여 대형 블록의 
배치를 수행하는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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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chart of large-sized block arrangement
considering free space

배치 알고리즘의 첫 단계는 배치할 블록과 작업장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작업장 관련 정보로는 작업장의 가로, 세로 길
이와 입구, 출구 특징을 고려한 작업장 원점의 위치를 입력한다. 
배치 블록관련 정보로는 블록의 가로, 세로 길이, 입고일과 출고
일을 입력한다. 이후 전체 배치 기간을 설정하며, 설정된 기간에 
대해 블록의 배치는 하루 단위로 진행된다. 배치기간 동안 날짜
를 하루씩 증가시키며 전체 블록 중에서 현재 배치 날짜에 해당
하는 입고, 출고 블록을 식별한다. 현재 일에 해당하는 입출고 
블록이 식별 되면, 해당 날짜의 출고 블록을 먼저 출고 시킨다. 
기존에 배치된 블록들에 대하여 현재일의 출고블록을 배치 취소
시키고, 출고 블록이 점유하던 위치를 배치 가능한 영역으로 변
경한다. 이후 입고 대상블록에 대하여 배치 가능한 후보 위치들
을 탐색한다. 배치 가능 후보 위치들을 탐욕 알고리즘을 바탕으
로 평가하여 가장 평가 값이 큰 위치를 블록의 실제 배치 위치로 
결정한다. 모든 입출고 블록에 대한 배치의 갱신이 완료되면 다
음 날짜에 대하여 배치를 수행한다. 배치 종료일이 될 때까지 해
당 과정을 반복하고 배치 종료일이 되면 배치를 완료하게 된다.  

4. 대형 블록 배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및 분석

제시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통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국내 중형 조선소 2곳의 조선소 블록, 작업
장, 적치장에 대한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테스트를 위한 블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블록에 대한 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
형 블록에 해당하는 1st P.E. 블록과 2nd P.E. 블록에 대한 장축 

길이와 단축 길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nd P.E. 블록 200개로 이루어진 테스트 케이스 
1과 1st P.E. 블록 40개와 2nd P.E. 블록 160개로 이루어진 테스
트 케이스 2를 생성하였다.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고일과 출고일을 지정하고 알고리즘의 유
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배치를 수행하였다. 

 조선소 대형 블록과 같은 직사각형 형태의 배치 대상을 배치
하는 휴리스틱 배치 알고리즘으로는 BLF (Bottom-left-fill) 알고
리즘이 있다 (Chazelle, 1983).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배치 알
고리즘의 효율을 BLF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배치의 효율은 전체 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지연된 블록
의 개수와 블록들이 지연된 총 지연 일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네 개의 평가요소에 대
한 계수 값을 변경하며 배치를 수행하였다. 아래의 Table 1과 
Table 2에 테스트 케이스 1과 테스트 케이스 2에 대한 BLF 알고
리즘 및 제안한 알고리즘의 배치 결과를 나타내었다. 꼬인 형상
에 대한 가중치를  , 맞닿은 변의 개수와 길이에 대한 가중치
를  , , 작업장 원점과 블록들의 도심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로 표기하였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테스트 케이스 
1과 2의 Test 4를 제외하고는 BLF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
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요소들의 계수를 변화시키면서 지연 블
록과 지연 일 수가 가장 적은 계수의 조합을 탐색하였다. 그 결
과 테스트 케이스 1의 경우에는 평가요소의 계수가 2,1,1,2일 때 
가장 좋은 배치가 생성되었다. 이 경우 BLF의 결과와 비교하여 
지연 블록은 19개, 총 지연 일수는 약 300일 정도가 감소하였다. 
테스트 케이스 2의 경우에는 1,0,0,0의 계수 조합에서 가장 좋은 
배치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는 BLF 결과와 비교하여 36개의 
지연 블록과 약 240일 정도 지연 일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블록 배치 알고리즘이 대형 블록 배치 문제에 
대하여 BLF 알고리즘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확
인 하였다. 특히 평가요소를 조정한 일부 테스트 결과에서는 총 
지연 일수가 약 200~300일 정도 감소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블
록 지연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ase #
Weighted value
of each criteria Evaluation criteria

   
# of delayed 

blocks Total delay days

BLF - 97 652

Case 1 1 1 1 1 91 476

Case 2 2 1 1 1 82 575

Case 3 1 2 1 1 91 476

Case 4 1 1 2 1 79 400

Case 5 1 1 1 2 86 811
Optimal 
case 2 1 1 2 76 366

Table 1 Arrangement result for test case 1

Case #
Weighted value
of each criteria Evaluation criteria

   
# of delayed 

blocks Total delay days

BLF - 68 582

Case 1 1 1 1 1 71 456

Case 2 2 1 1 1 71 456

Case 3 1 2 1 1 71 456

Case 4 1 1 2 1 89 676

Case 5 1 1 1 2 68 434
Optimal 
case 1 0 0 0 32 349

Table 2 Arrangement result for test case 2

5. 결론
선박 건조의 특성상 선박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건조

되기 때문에 조선소에는 다양한 크기의 블록들이 존재한다. 특히 
P.E. 블록과 같은 블록은 그 크기가 크며, 작업장을 장기간 점유
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블록 배치 문제에서 특정한 배치 기간 동안
의 지연 개수와 지연 일수를 줄이기 위해 작업장의 미배치 영역
을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대형 블록 배치의 대
안을 평가하기 위해 꼬인 형상을 포함한 네 가지 평가요소를 정
의하였다. 정의한 평가요소를 통해 배치 대안을 효과적으로 탐색 
할 수 있도록 모서리를 기반으로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또한 제안한 평가요소와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
해 중형 조선소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테스트용 데이터를 생
성하였다. 생성한 2가지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제안한 알고리
즘과 BLF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고, 전체 기간에 대한 지연 
블록과 지연 일 수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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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알고리즘의 첫 단계는 배치할 블록과 작업장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작업장 관련 정보로는 작업장의 가로, 세로 길
이와 입구, 출구 특징을 고려한 작업장 원점의 위치를 입력한다. 
배치 블록관련 정보로는 블록의 가로, 세로 길이, 입고일과 출고
일을 입력한다. 이후 전체 배치 기간을 설정하며, 설정된 기간에 
대해 블록의 배치는 하루 단위로 진행된다. 배치기간 동안 날짜
를 하루씩 증가시키며 전체 블록 중에서 현재 배치 날짜에 해당
하는 입고, 출고 블록을 식별한다. 현재 일에 해당하는 입출고 
블록이 식별 되면, 해당 날짜의 출고 블록을 먼저 출고 시킨다. 
기존에 배치된 블록들에 대하여 현재일의 출고블록을 배치 취소
시키고, 출고 블록이 점유하던 위치를 배치 가능한 영역으로 변
경한다. 이후 입고 대상블록에 대하여 배치 가능한 후보 위치들
을 탐색한다. 배치 가능 후보 위치들을 탐욕 알고리즘을 바탕으
로 평가하여 가장 평가 값이 큰 위치를 블록의 실제 배치 위치로 
결정한다. 모든 입출고 블록에 대한 배치의 갱신이 완료되면 다
음 날짜에 대하여 배치를 수행한다. 배치 종료일이 될 때까지 해
당 과정을 반복하고 배치 종료일이 되면 배치를 완료하게 된다.  

4. 대형 블록 배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및 분석

제시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통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국내 중형 조선소 2곳의 조선소 블록, 작업
장, 적치장에 대한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테스트를 위한 블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블록에 대한 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
형 블록에 해당하는 1st P.E. 블록과 2nd P.E. 블록에 대한 장축 

길이와 단축 길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nd P.E. 블록 200개로 이루어진 테스트 케이스 
1과 1st P.E. 블록 40개와 2nd P.E. 블록 160개로 이루어진 테스
트 케이스 2를 생성하였다.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하여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고일과 출고일을 지정하고 알고리즘의 유
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배치를 수행하였다. 

 조선소 대형 블록과 같은 직사각형 형태의 배치 대상을 배치
하는 휴리스틱 배치 알고리즘으로는 BLF (Bottom-left-fill) 알고
리즘이 있다 (Chazelle, 1983).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배치 알
고리즘의 효율을 BLF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배치의 효율은 전체 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지연된 블록
의 개수와 블록들이 지연된 총 지연 일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네 개의 평가요소에 대
한 계수 값을 변경하며 배치를 수행하였다. 아래의 Table 1과 
Table 2에 테스트 케이스 1과 테스트 케이스 2에 대한 BLF 알고
리즘 및 제안한 알고리즘의 배치 결과를 나타내었다. 꼬인 형상
에 대한 가중치를  , 맞닿은 변의 개수와 길이에 대한 가중치
를  , , 작업장 원점과 블록들의 도심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로 표기하였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테스트 케이스 
1과 2의 Test 4를 제외하고는 BLF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
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요소들의 계수를 변화시키면서 지연 블
록과 지연 일 수가 가장 적은 계수의 조합을 탐색하였다. 그 결
과 테스트 케이스 1의 경우에는 평가요소의 계수가 2,1,1,2일 때 
가장 좋은 배치가 생성되었다. 이 경우 BLF의 결과와 비교하여 
지연 블록은 19개, 총 지연 일수는 약 300일 정도가 감소하였다. 
테스트 케이스 2의 경우에는 1,0,0,0의 계수 조합에서 가장 좋은 
배치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는 BLF 결과와 비교하여 36개의 
지연 블록과 약 240일 정도 지연 일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블록 배치 알고리즘이 대형 블록 배치 문제에 
대하여 BLF 알고리즘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확
인 하였다. 특히 평가요소를 조정한 일부 테스트 결과에서는 총 
지연 일수가 약 200~300일 정도 감소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블
록 지연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ase #
Weighted value
of each criteria Evaluation criteria

   
# of delayed 

blocks Total delay days

BLF - 97 652

Case 1 1 1 1 1 91 476

Case 2 2 1 1 1 82 575

Case 3 1 2 1 1 91 476

Case 4 1 1 2 1 79 400

Case 5 1 1 1 2 86 811
Optimal 
case 2 1 1 2 76 366

Table 1 Arrangement result for test case 1

Case #
Weighted value
of each criteria Evaluation criteria

   
# of delayed 

blocks Total delay days

BLF - 68 582

Case 1 1 1 1 1 71 456

Case 2 2 1 1 1 71 456

Case 3 1 2 1 1 71 456

Case 4 1 1 2 1 89 676

Case 5 1 1 1 2 68 434
Optimal 
case 1 0 0 0 32 349

Table 2 Arrangement result for test case 2

5. 결론
선박 건조의 특성상 선박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건조

되기 때문에 조선소에는 다양한 크기의 블록들이 존재한다. 특히 
P.E. 블록과 같은 블록은 그 크기가 크며, 작업장을 장기간 점유
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블록 배치 문제에서 특정한 배치 기간 동안
의 지연 개수와 지연 일수를 줄이기 위해 작업장의 미배치 영역
을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대형 블록 배치의 대
안을 평가하기 위해 꼬인 형상을 포함한 네 가지 평가요소를 정
의하였다. 정의한 평가요소를 통해 배치 대안을 효과적으로 탐색 
할 수 있도록 모서리를 기반으로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또한 제안한 평가요소와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
해 중형 조선소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테스트용 데이터를 생
성하였다. 생성한 2가지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제안한 알고리
즘과 BLF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고, 전체 기간에 대한 지연 
블록과 지연 일 수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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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Usability for 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 

Lee, Philippe (Xinnos Co., Ltd.), Jeong, YongKuk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oo, Jong Hun(Korea Mariti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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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산 시뮬레이션을 조선에도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과는 다른 조선생산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조선소 현업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조선소 생산 현장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으로 실제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성적인 수준을 넘어 정량적인 모델의
사용성을 분석하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본 연구는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해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의 사용성을 분석하였다. 
 
Keywords:Manufacturing Simulation(t생산 시뮬레이션), Usability Analysis(사용성 분석), 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 
 

1. 서 론 
 
조선 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이산사건시뮬레이션 

(DES, Discrete Event Simulation).방법을 적용한 생산 시뮬레이
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공정 중심 시뮬레
이션 모델링을 제안한 바 있다. 공정 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조선 생산의 핵심 요소를 6가지로 정의한 6 Factor와 함께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
하도록 한다. 하지만 직관적인 효율성은 체감의 영역이며 공학
적으로는 정량적인 사용성 측정이 없어 모델링 방법론의 편리함
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분야에서 주목 받는 사용성 
평가 방법을 활용해 모델링 방법론의 정량적 측정을 수행하였
다. 

 
2.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2.1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링 

생산 시뮬레이션은 제조업의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공학적인 방법으로 모사하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산사건시뮬레이션(DES, 
Discrete Event Simulation)을 이용해 물류나 생산 소모 
시간과 자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은 DEVS(Bernard P. Zeigle 
2000) 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론보다는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생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Rockwell의 
Arena, Applied Materials의 AutoMod,물류 분야에서 유명한 
Simio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량생산을 위해 널리 사용하는 흐름생산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아 조선 생산에 적용할 때는 
직관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2.2 조선생산 특성과 공정중심 모델링 

조선생산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 
조립 공정은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용접을 통해 철판을 
소모하거나 변화시키는 행위를 진행한다. 이는 흐름생산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기존 생산 시뮬레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비 중심 모델을 적용하면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선생산 공장의 
근간에 흐르고 실제로 작업을 제어하는 ‘공정(Process)’을 

생산 시뮬레이션의 중심에 놓고 모델링하는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ing)’을 
제안한 바 있다.(Lee, Lee et al. 2013) 

 

 
Fig. 1 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ing Methodology(Lee, 

Lee et al. 2013)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은 실제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공정을 모델링의 핵심으로 상정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전문가 뿐 아니라 현업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완성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1회성 이상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2.3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례 

앞 절에서 서술한대로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조선소 생산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조선소 대부분의 생산 
공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최초 해당 방법론을 완성한 
후 가공부터 탑재까지 조선소 전 생산 공정에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례를 구축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써 조선소 
생산의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중일정을 바탕으로 
조선소의 공장 단위까지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H조선소 
모델링 결과를 들 수 있다. 본 사례는 조선소 선행중일정 전 
공정을 공장 수준까지 모델링하고 중일정을 통해 검증한 
사례로 대표적인 조선 공정을 모두 포함한 모델링 결과에 
해당한다. 

 

 
Fig. 2 An Example of 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ing of 

Shipyard 
 

3.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용성 
분석 

 
3.1 사용성 분석 개요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은 현업에서 널리 사용
하는 인식 체계를 기본으로 한 만큼 조선생산 현장에서의 이
해도가 높다는 점을 구축과정에서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
델링 방법론의 효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공정중심 방법론과 설비중심 방법론을 비교하
기 위해 여러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용성 분석
(Usability Analysis)’이라는 분야가 두 방법론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한 방법론과 관점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용성 분석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나 하드웨어의 조작 인터페이스(HMI, Human 
Machine Interface) 등의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고 나
서 실제 사용자가 얼마나 의도대로 사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체의 방법론을 포함한다. 이는 사용자 집단을 구
성해 실제 사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는 말단 실험 영역에서 이론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환경의 효
과를 추정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
성 분석 분야에서는 단위 행동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하는 analytic method와 실제 사용자 실험으로 측정하는 
empirical method로 크게 분류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군을 선정해야하는 실험적 방법보다는 이론적 방법
을 통해 먼저 접근하기로 하였다. 

 
3.2 사용성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용성 분석 방법은 정량적 방법 중

에서도 뛰어난 방법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는 GOMS 모델
을 적용하기로 했다. GOMS 모델은 Card가 1983년에 제안
한 방법으로 사용성 분석을 위해 대상 모델을 목표(Goals), 
조작자(Operator), 방법(Methods), 선택 규칙(Selection 
Rules)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문제를 계층구조로 정리하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536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의 사용성 분석 
이필립(㈜지노스), 정용국(서울대학교),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An Analysis of Usability for 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 

Lee, Philippe (Xinnos Co., Ltd.), Jeong, YongKuk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oo, Jong Hun(Korea Maritime and 

Ocean Univ.) 
 

 

요 약 
 

생산 시뮬레이션을 조선에도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과는 다른 조선생산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조선소 현업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조선소 생산 현장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으로 실제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성적인 수준을 넘어 정량적인 모델의
사용성을 분석하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본 연구는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해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의 사용성을 분석하였다. 
 
Keywords:Manufacturing Simulation(t생산 시뮬레이션), Usability Analysis(사용성 분석), 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 
 

1. 서 론 
 
조선 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이산사건시뮬레이션 

(DES, Discrete Event Simulation).방법을 적용한 생산 시뮬레이
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공정 중심 시뮬레
이션 모델링을 제안한 바 있다. 공정 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조선 생산의 핵심 요소를 6가지로 정의한 6 Factor와 함께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
하도록 한다. 하지만 직관적인 효율성은 체감의 영역이며 공학
적으로는 정량적인 사용성 측정이 없어 모델링 방법론의 편리함
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분야에서 주목 받는 사용성 
평가 방법을 활용해 모델링 방법론의 정량적 측정을 수행하였
다. 

 
2.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2.1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링 

생산 시뮬레이션은 제조업의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공학적인 방법으로 모사하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산사건시뮬레이션(DES, 
Discrete Event Simulation)을 이용해 물류나 생산 소모 
시간과 자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은 DEVS(Bernard P. Zeigle 
2000) 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론보다는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생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Rockwell의 
Arena, Applied Materials의 AutoMod,물류 분야에서 유명한 
Simio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량생산을 위해 널리 사용하는 흐름생산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아 조선 생산에 적용할 때는 
직관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2.2 조선생산 특성과 공정중심 모델링 

조선생산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 
조립 공정은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용접을 통해 철판을 
소모하거나 변화시키는 행위를 진행한다. 이는 흐름생산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기존 생산 시뮬레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비 중심 모델을 적용하면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선생산 공장의 
근간에 흐르고 실제로 작업을 제어하는 ‘공정(Process)’을 

생산 시뮬레이션의 중심에 놓고 모델링하는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ing)’을 
제안한 바 있다.(Lee, Lee et al. 2013) 

 

 
Fig. 1 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ing Methodology(Lee, 

Lee et al. 2013)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은 실제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공정을 모델링의 핵심으로 상정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전문가 뿐 아니라 현업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완성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1회성 이상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2.3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례 

앞 절에서 서술한대로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조선소 생산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조선소 대부분의 생산 
공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최초 해당 방법론을 완성한 
후 가공부터 탑재까지 조선소 전 생산 공정에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례를 구축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써 조선소 
생산의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중일정을 바탕으로 
조선소의 공장 단위까지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H조선소 
모델링 결과를 들 수 있다. 본 사례는 조선소 선행중일정 전 
공정을 공장 수준까지 모델링하고 중일정을 통해 검증한 
사례로 대표적인 조선 공정을 모두 포함한 모델링 결과에 
해당한다. 

 

 
Fig. 2 An Example of 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ing of 

Shipyard 
 

3.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용성 
분석 

 
3.1 사용성 분석 개요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은 현업에서 널리 사용
하는 인식 체계를 기본으로 한 만큼 조선생산 현장에서의 이
해도가 높다는 점을 구축과정에서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
델링 방법론의 효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공정중심 방법론과 설비중심 방법론을 비교하
기 위해 여러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용성 분석
(Usability Analysis)’이라는 분야가 두 방법론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한 방법론과 관점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용성 분석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나 하드웨어의 조작 인터페이스(HMI, Human 
Machine Interface) 등의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고 나
서 실제 사용자가 얼마나 의도대로 사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체의 방법론을 포함한다. 이는 사용자 집단을 구
성해 실제 사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는 말단 실험 영역에서 이론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환경의 효
과를 추정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
성 분석 분야에서는 단위 행동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하는 analytic method와 실제 사용자 실험으로 측정하는 
empirical method로 크게 분류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군을 선정해야하는 실험적 방법보다는 이론적 방법
을 통해 먼저 접근하기로 하였다. 

 
3.2 사용성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용성 분석 방법은 정량적 방법 중

에서도 뛰어난 방법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는 GOMS 모델
을 적용하기로 했다. GOMS 모델은 Card가 1983년에 제안
한 방법으로 사용성 분석을 위해 대상 모델을 목표(Goals), 
조작자(Operator), 방법(Methods), 선택 규칙(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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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위 문제(task)의 집합으로 상위 문제를 조직해서 단위 
문제를 측정해 전체 사용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GOMS 모델도 처음 소개한 1983년 이후 많은 발전을 거
쳐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편
한 KLM(Key Stroke Level Model)을 적용해 분석을 시도하였
다. KLM은 HIP(Human Information Processor) 순차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으로 행동 양식을 정의하고 단위 시간을 
측정해 전체 사용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3.3 사용성 분석 사례 
본 연구에서는 공정중심 방법론과 설비중심 방법론을 이용해 

동일한 모델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대상 모델은 
Factory Physics와 대기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다루는 
M/M/1과 M/M/3로 하였다. 방법론을 실험할 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각각 Shipyard One™과 DELMIA QUEST를 선
정하였다. 절차 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
문에 단위 시간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순서만 확인했다. 

두 모델을 통해 절차 수를 비교한 결과 공정중심 방법론
이 M/M/1 모델에서는 동일했으며, M/M/3 모델에서는 7 : 
11로 공정중심 방법론이 절차를 덜 필요로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4. 결 론 

 
조선생산에 걸맞는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으로 제안

한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ing) 방법론이 실제로 기존에 널리 쓰이던 설비중심 시뮬
레이션 모델링 방법론보다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경
험 평가에 쓰이는 ‘사용성 분석(Usability Analysis)’ 방법을 적용
했다. 대기행렬 이론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기본 모델 2종에 대
해 확인한 결과 공정중심 모델링 방법론이 근소하게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상 프로그램의 수가 적고 모델링 실험에 사용한 모
델도 매우 적기 때문에 추후에는 본 연구 방법을 확장하여 대표
성을 가진 다양한 모델을 확보한 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상

으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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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블록 조립시수 산정을 위한 원단위 구축연구
강태원((주)마린테크인), 김원돈((주)마린테크인), 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이정훈(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f Physical Unit Development for Assembly Man-hour 
Estimation of Hull Block

Kang, Tea Won(Marine Tech-In), Kim, Won Don(Marine Tech-In), Nam, Jong-Ho(K.M.O.U), 
Lee, Jeong Hoon(K.M.O.U)

요 약
원단위 체계는 작업분류체계의 W/P를 기반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는 W/P하위의 세부작업 항목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조선소

에서 사용 중인 작업분류체계와 기존의 원단위 표는 그 분류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 구축된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는 상황
이다. 체계구축 방법은 우선 W/P 별 세부 업무항목과 작업물량 분류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리소스 정보 정의, 
조선소의 작업관련 결과 정보 등을 분석을 통하여 필요 인자를 추출하고 원단위 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조립공정의 원단위는 용접 방법 별로 용접 자세에 따른 원단위를 모재의 두께나, 적용 각장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정량적 값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에 불편하며, 개선방안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원
단위 항목수를 최대한 단순화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원단위 값을 도출하기 위해 환산 용접장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원단위 
정보처리시스템은 기준정보체계에 따른 원단위 마스트를 구축하고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계획수립 
시 생산시수를 조립공정 별 생산시수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Keywords : Physical unit(원단위),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류체계), CWL(Compensared Welding Length, 환산용접장), 
            W/P(Work Package, 워크 패키지)

1. 서 론
조선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조 공정 별 생

산성을 높여 범용 선박 경쟁력의 핵심인 가격경쟁력을 제고 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계획에  대한 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생
산원가 분석을 위하여 작업분류체계 별 기준정보를 표준화하고, 
이에 따라 원단위 구축연구를 수행하였다. 원단위 체계는 작업분
류체계의 W/P(Work Package)를 기반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는 
W/P하위의 세부작업 항목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조선소에서 사
용 중인 작업분류체계와 기존의 원단위 표는 그 분류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 구축된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는 상황이다. 체
계구축 방법은 우선 W/P 별 세부 업무항목과 작업물량 분류 항
목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리소스 정보 정의, 조선소의 
작업관련 결과 정보 등을 분석을 통하여 필요 인자를 추출하고 
원단위 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각 조선소들에는 건조 시수의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대
부분 자체적인 원단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중인 
원단위 관리항목과 산출되는 물량정보 항목, 세부 공종 항목 등

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정량적 값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에 불편하며, 개선방안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원단위 항목수를 최대한 단순화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원단위 값을 도출하기 위해 환산 용접장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원단위 정보처리시스템은 기준정보체계에 따
른 원단위 마스트를 구축하고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
게 함으로써 생산계획수립 시 생산시수를 조립공정 별 생산시수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2. 기준정보 표준화
 

2.1 기준정보 체계

조선소의 기준정보체계는 제품, 공정, 공간, 일정, 설비, 인력
의 6가지 요소로 크게 정의 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표준체계
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구성되어 있는 조선소의 코드
체계를 분석하여 제품정보의 분류 항목과 원단위 체계의 분류 항
목, 작업 물량 항목을 일치시킴으로써 작업 분류체계를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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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위 문제(task)의 집합으로 상위 문제를 조직해서 단위 
문제를 측정해 전체 사용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GOMS 모델도 처음 소개한 1983년 이후 많은 발전을 거
쳐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편
한 KLM(Key Stroke Level Model)을 적용해 분석을 시도하였
다. KLM은 HIP(Human Information Processor) 순차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으로 행동 양식을 정의하고 단위 시간을 
측정해 전체 사용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3.3 사용성 분석 사례 
본 연구에서는 공정중심 방법론과 설비중심 방법론을 이용해 

동일한 모델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대상 모델은 
Factory Physics와 대기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다루는 
M/M/1과 M/M/3로 하였다. 방법론을 실험할 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각각 Shipyard One™과 DELMIA QUEST를 선
정하였다. 절차 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
문에 단위 시간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순서만 확인했다. 

두 모델을 통해 절차 수를 비교한 결과 공정중심 방법론
이 M/M/1 모델에서는 동일했으며, M/M/3 모델에서는 7 : 
11로 공정중심 방법론이 절차를 덜 필요로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4. 결 론 

 
조선생산에 걸맞는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으로 제안

한 공정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Process-centric Simulation 
Modeling) 방법론이 실제로 기존에 널리 쓰이던 설비중심 시뮬
레이션 모델링 방법론보다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경
험 평가에 쓰이는 ‘사용성 분석(Usability Analysis)’ 방법을 적용
했다. 대기행렬 이론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기본 모델 2종에 대
해 확인한 결과 공정중심 모델링 방법론이 근소하게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상 프로그램의 수가 적고 모델링 실험에 사용한 모
델도 매우 적기 때문에 추후에는 본 연구 방법을 확장하여 대표
성을 가진 다양한 모델을 확보한 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상

으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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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블록 조립시수 산정을 위한 원단위 구축연구
강태원((주)마린테크인), 김원돈((주)마린테크인), 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이정훈(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f Physical Unit Development for Assembly Man-hour 
Estimation of Hull Block

Kang, Tea Won(Marine Tech-In), Kim, Won Don(Marine Tech-In), Nam, Jong-Ho(K.M.O.U), 
Lee, Jeong Hoon(K.M.O.U)

요 약
원단위 체계는 작업분류체계의 W/P를 기반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는 W/P하위의 세부작업 항목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조선소

에서 사용 중인 작업분류체계와 기존의 원단위 표는 그 분류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 구축된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는 상황
이다. 체계구축 방법은 우선 W/P 별 세부 업무항목과 작업물량 분류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리소스 정보 정의, 
조선소의 작업관련 결과 정보 등을 분석을 통하여 필요 인자를 추출하고 원단위 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조립공정의 원단위는 용접 방법 별로 용접 자세에 따른 원단위를 모재의 두께나, 적용 각장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정량적 값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에 불편하며, 개선방안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원
단위 항목수를 최대한 단순화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원단위 값을 도출하기 위해 환산 용접장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원단위 
정보처리시스템은 기준정보체계에 따른 원단위 마스트를 구축하고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계획수립 
시 생산시수를 조립공정 별 생산시수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Keywords : Physical unit(원단위),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류체계), CWL(Compensared Welding Length, 환산용접장), 
            W/P(Work Package, 워크 패키지)

1. 서 론
조선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조 공정 별 생

산성을 높여 범용 선박 경쟁력의 핵심인 가격경쟁력을 제고 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계획에  대한 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생
산원가 분석을 위하여 작업분류체계 별 기준정보를 표준화하고, 
이에 따라 원단위 구축연구를 수행하였다. 원단위 체계는 작업분
류체계의 W/P(Work Package)를 기반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는 
W/P하위의 세부작업 항목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조선소에서 사
용 중인 작업분류체계와 기존의 원단위 표는 그 분류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 구축된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는 상황이다. 체
계구축 방법은 우선 W/P 별 세부 업무항목과 작업물량 분류 항
목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리소스 정보 정의, 조선소의 
작업관련 결과 정보 등을 분석을 통하여 필요 인자를 추출하고 
원단위 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각 조선소들에는 건조 시수의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대
부분 자체적인 원단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중인 
원단위 관리항목과 산출되는 물량정보 항목, 세부 공종 항목 등

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정량적 값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에 불편하며, 개선방안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원단위 항목수를 최대한 단순화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원단위 값을 도출하기 위해 환산 용접장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원단위 정보처리시스템은 기준정보체계에 따
른 원단위 마스트를 구축하고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
게 함으로써 생산계획수립 시 생산시수를 조립공정 별 생산시수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2. 기준정보 표준화
 

2.1 기준정보 체계

조선소의 기준정보체계는 제품, 공정, 공간, 일정, 설비, 인력
의 6가지 요소로 크게 정의 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표준체계
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구성되어 있는 조선소의 코드
체계를 분석하여 제품정보의 분류 항목과 원단위 체계의 분류 항
목, 작업 물량 항목을 일치시킴으로써 작업 분류체계를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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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교화 작업에 활용가능하게 하였다.
 

2.2 작업 분류체계

작업 분류체계는 선박건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계획 단계에서 선박건조를 위해 수행 해야 할 작업들
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 작업을 진행/관리 하기 위한 체계이
다. 각 조선소에는 조선소의 주 생산품의 생산 방식에 따른 작업
분류체계가 존재한다. 분류 순서는 주로 대공종(Work Type)-주
공종-부공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해당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 
스테이지가 추가 된다. 이 대공종-주공종-부공종-작업 스테이지 
코드는 현업에서 실제 생산 작업 단위인 WOP명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W/P작업 하위에도 세부 공정들이 존재 한다. 예를 들
어 소조립 부공종의 경우 그 하위에 배재, 취부, 수동용접, 자동
용접 등의 세부 작업 항목이 존재하며, 각각의 작업 항목들이 각
자 작업물량, 원단위 산출식을 가져야 한다. 기준정보 표준화 연
구에서는 이 W/P들의 세부업무를 정의하고, 조선소의 원단위 항
목과 물량정보 항목을  분석하여 작업 분류체계와 일치 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Fig.1은 선박 생산업무 흐름과 
작업분류체계에 따른 선각공사의 WOP를 구성하는 공정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Fig.1 Work Breakdown structure

2.3 블록의 조립공정

동일 선종에서 같은 급 선박의 경우 선체 구조가 유사하며, 거
의 같은 수준의 블록 분할이 이뤄진다. 그리고 블록 형상, 위치
에 따라 블록 그룹을 분류 할 수 있으며, 블록 그룹에 따라 유사
한 생산 공정을 가진다. 블록 그룹은 크게 곡판이 없는 평블록과 
곡판이 있는 곡블록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곡 가공판의 존
재 유무가 블록 제작시 투입시수와 조립공정, 난이도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평블록은 선박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바닥
이 평면이어서 컨베이어 위에서 제작 되어지는 반면, 곡블록은 
외판의 굴곡이 많은 선수, 선미 부분에 위치하고 바닥이 곡면이
어서 곡면에 따라 높이를 조절 할 수 있는 지그(Jig)를 이용하여 
제작하게 된다. Fig. 2는 일반적인 평블록의 조립공정을 보여 준

다.

Fig.2 Assembly process of flat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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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분류 할 수 있으며, 블록 타입 별로 필요한 공정의 정의 할 
수 있다. 블록의 조립공정은 작업 부재의 크기에 따라 크게 소조
립, 중조립, 대조립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 3가지 공정도 사
용설비나 작업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공정으로 나뉘며, 작업분
류체계의 분류를 적용하여 필요공정 항목을 정의 할 수 있다. 

3.  원단위체계 구축

3.1 조립공정의 원단위

원단위는 “하나의 작업 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합”을 의미한다. 원단위 체계는 작업분류체계의 
W/P를 기반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는W/P하위의 세부작업 항목
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작업분류체계와 
기존의 원단위 표는 그 분류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 구축된 데이
터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는 상황이다. 체계구축 방법은 우선 
W/P 별 세부 업무항목과 작업물량 분류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리소스 정보 정의, 조선소의 작업관련 결과 정보 
등을 분석을 통하여 필요 인자를 추출하고 원단위 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박의 선각 생산 공정은 전처리, 가공, 조립, 
PE, 탑재 주공정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 공정들 외에도 각종 
세팅, 발판, 반목, 운반, 각종 검사 등의 추가적인 주공종을 필요
로 한다. 각 주공종마다 부공종 작업들이 존재하며, 각 부공종에
서도 하위 작업단위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선각 생산공정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정인 조립과 탑재 주공종 중에 
용접공종의 원단위만 다루기로 하였다.

소조립 공정은 배재, 취부, 수동용접, 자동용접 등의 세부 작
업 항목들이 있다. 수동용접 또한 필렛용접, 버트용접으로 용접 
종류가 나뉘어 지며, 용접 각장, 용접 방법에 따른 작업 케이스
들을 분리 할 수 있다. 산출해야 하는 원단위 값은 각 작업 상황
에 따른 표준 작업 시수 값으로 환경변수, 물량변수, 작업자 변
수 등의 각종 변수들을 고려 하여야 한다. Fig.3은 조립 공정의 
수동 필렛 용접에 대한 환산용접장(CWL : Compensated 

Welding Length)의 기준을 도시 하였다.
 

Fig.3 Compensated welding length of fillet welding
 

3.2 환산용접장의 적용

 현재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원단위는 용접 방법 별로 용접 자
세, 모재의 두께, 적용 각장에 따른 값까지 표시하고 있으나, 정
량적 값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에 불편하며, 개선방안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원
단위 값을 도출하기 위해 환산 용접장을 적용하였다. 환산용접장
은 단위길이(1m)의 기준 용접작업에 소요되는 용착량을 기준으
로 해당 용접장을 기준 용접장으로 환산한 단위 일량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1CWL은 CO2용접으로 각장4.5mm의 아래보기 
필렛 양면용접 1m로 정의하며, 용접 비드의 단면적은 24.3mm, 
용착금속 중량으로 190.755g 이다. Table 1 은 용접종류 별 용
접형상과 부재치수에 따른 용착량을 보여준다.

 Table 1 Welding volume according to welding method

 
4. 원단위 시스템 구축

 4.1 원단위 마스터

원단위 마스터는 선택된 W/P의 원단위를 산출하는 모듈이다. 
먼저 선종과 블록 타입, 작업 블록 번호, W/P 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W/P에 해당하는 세부 작업 항목들을 볼 수 있다. 세부작
업 항목들은 작업분류체계 분석과 조선소의 실제 직종 분류를 
DB에 저장하여, 선종, 블록 타입, W/P 에 따라  정의된 세부 작
업 항목을 보여 줌으로서, 사용자가 필요 작업 항목 선정에 어려
움이 없도록 하였다. 필요 세부 공종을 확인하고, 원단위를 계산 
할 공종을 선택하면 팝업 창으로 세부 항목 별 원단위 계산 창이 
생성되어 작업 케이스 별 원단위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작업 

케이스란 하나의 원단위 항목에서의 환경변수와 작업자 변수 등
을 고려 한 것이다. Fig.4는 원단위 마스터 모듈프로그램을 보여
준다. 
 

Fig.4  physical unit master
  

4.2 대표선종 제품정보

현재 각 조선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접장 등의 일부 작업물량
을 선체모델링에서 자동으로 산출해내는 프로그램들을 도입 또
는 개발해서 사용 중이나 특정 조선전용 CAD에 국한되어 활용 
가능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 구속
되지 않고 IGES, STEP(ISO 10303-21)과 같은 표준 형식을 
OpenCASCADE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모델파일을 입력받도
록 하였다. Fig. 5는 표준 중립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선체 모델
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은 물량산출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원단
위시스템과 연계하여 블록의 조립시수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Fig. 5 A double bottom block model 
with welding lines

Fig. 6 Product information fo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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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교화 작업에 활용가능하게 하였다.
 

2.2 작업 분류체계

작업 분류체계는 선박건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계획 단계에서 선박건조를 위해 수행 해야 할 작업들
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 작업을 진행/관리 하기 위한 체계이
다. 각 조선소에는 조선소의 주 생산품의 생산 방식에 따른 작업
분류체계가 존재한다. 분류 순서는 주로 대공종(Work Type)-주
공종-부공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해당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 
스테이지가 추가 된다. 이 대공종-주공종-부공종-작업 스테이지 
코드는 현업에서 실제 생산 작업 단위인 WOP명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W/P작업 하위에도 세부 공정들이 존재 한다. 예를 들
어 소조립 부공종의 경우 그 하위에 배재, 취부, 수동용접, 자동
용접 등의 세부 작업 항목이 존재하며, 각각의 작업 항목들이 각
자 작업물량, 원단위 산출식을 가져야 한다. 기준정보 표준화 연
구에서는 이 W/P들의 세부업무를 정의하고, 조선소의 원단위 항
목과 물량정보 항목을  분석하여 작업 분류체계와 일치 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Fig.1은 선박 생산업무 흐름과 
작업분류체계에 따른 선각공사의 WOP를 구성하는 공정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Fig.1 Work Breakdown structure

2.3 블록의 조립공정

동일 선종에서 같은 급 선박의 경우 선체 구조가 유사하며, 거
의 같은 수준의 블록 분할이 이뤄진다. 그리고 블록 형상, 위치
에 따라 블록 그룹을 분류 할 수 있으며, 블록 그룹에 따라 유사
한 생산 공정을 가진다. 블록 그룹은 크게 곡판이 없는 평블록과 
곡판이 있는 곡블록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곡 가공판의 존
재 유무가 블록 제작시 투입시수와 조립공정, 난이도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평블록은 선박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바닥
이 평면이어서 컨베이어 위에서 제작 되어지는 반면, 곡블록은 
외판의 굴곡이 많은 선수, 선미 부분에 위치하고 바닥이 곡면이
어서 곡면에 따라 높이를 조절 할 수 있는 지그(Jig)를 이용하여 
제작하게 된다. Fig. 2는 일반적인 평블록의 조립공정을 보여 준

다.

Fig.2 Assembly process of flat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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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분류 할 수 있으며, 블록 타입 별로 필요한 공정의 정의 할 
수 있다. 블록의 조립공정은 작업 부재의 크기에 따라 크게 소조
립, 중조립, 대조립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 3가지 공정도 사
용설비나 작업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공정으로 나뉘며, 작업분
류체계의 분류를 적용하여 필요공정 항목을 정의 할 수 있다. 

3.  원단위체계 구축

3.1 조립공정의 원단위

원단위는 “하나의 작업 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합”을 의미한다. 원단위 체계는 작업분류체계의 
W/P를 기반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는W/P하위의 세부작업 항목
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작업분류체계와 
기존의 원단위 표는 그 분류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 구축된 데이
터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는 상황이다. 체계구축 방법은 우선 
W/P 별 세부 업무항목과 작업물량 분류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리소스 정보 정의, 조선소의 작업관련 결과 정보 
등을 분석을 통하여 필요 인자를 추출하고 원단위 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박의 선각 생산 공정은 전처리, 가공, 조립, 
PE, 탑재 주공정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 공정들 외에도 각종 
세팅, 발판, 반목, 운반, 각종 검사 등의 추가적인 주공종을 필요
로 한다. 각 주공종마다 부공종 작업들이 존재하며, 각 부공종에
서도 하위 작업단위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선각 생산공정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정인 조립과 탑재 주공종 중에 
용접공종의 원단위만 다루기로 하였다.

소조립 공정은 배재, 취부, 수동용접, 자동용접 등의 세부 작
업 항목들이 있다. 수동용접 또한 필렛용접, 버트용접으로 용접 
종류가 나뉘어 지며, 용접 각장, 용접 방법에 따른 작업 케이스
들을 분리 할 수 있다. 산출해야 하는 원단위 값은 각 작업 상황
에 따른 표준 작업 시수 값으로 환경변수, 물량변수, 작업자 변
수 등의 각종 변수들을 고려 하여야 한다. Fig.3은 조립 공정의 
수동 필렛 용접에 대한 환산용접장(CWL : Compensated 

Welding Length)의 기준을 도시 하였다.
 

Fig.3 Compensated welding length of fillet welding
 

3.2 환산용접장의 적용

 현재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원단위는 용접 방법 별로 용접 자
세, 모재의 두께, 적용 각장에 따른 값까지 표시하고 있으나, 정
량적 값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에 불편하며, 개선방안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원
단위 값을 도출하기 위해 환산 용접장을 적용하였다. 환산용접장
은 단위길이(1m)의 기준 용접작업에 소요되는 용착량을 기준으
로 해당 용접장을 기준 용접장으로 환산한 단위 일량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1CWL은 CO2용접으로 각장4.5mm의 아래보기 
필렛 양면용접 1m로 정의하며, 용접 비드의 단면적은 24.3mm, 
용착금속 중량으로 190.755g 이다. Table 1 은 용접종류 별 용
접형상과 부재치수에 따른 용착량을 보여준다.

 Table 1 Welding volume according to welding method

 
4. 원단위 시스템 구축

 4.1 원단위 마스터

원단위 마스터는 선택된 W/P의 원단위를 산출하는 모듈이다. 
먼저 선종과 블록 타입, 작업 블록 번호, W/P 번호를 선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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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physical unit master
  

4.2 대표선종 제품정보

현재 각 조선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접장 등의 일부 작업물량
을 선체모델링에서 자동으로 산출해내는 프로그램들을 도입 또
는 개발해서 사용 중이나 특정 조선전용 CAD에 국한되어 활용 
가능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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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ASCADE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모델파일을 입력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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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double bottom block model 
with welding lines

Fig. 6 Product information fo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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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수 계산

 시수계산은 원단위 모듈과 제품정보 모듈에서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작업별 원단위 목록과 물량정보, 원단위 산식, 원
단위 변수, 원단위 팩터가 연계되어 계산을 수행한다. 일반적으
로 작업 시수는 표준 작업시간을 의미 하며, 표준 작업 시간은 
정미 작업 시간과 여유시간의 합으로 구성된다. Fig.7은 

각 용접 CASE 별 물량에 해당 원단위를 적용하여 시수를 산
출함. 각 CASE 별 기준시수, 적용 가중치 FACTOR 값, 원단위 
값, 환산용접장, 작업 시수 등을 나타낸다. 

Fig. 7 Man-hour calculation for welding
 

5. 결 론

선박 건조공정에서 효율적인 생산계획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
확한 시수 계획이 필요하다. 이 작업분류체계의 기준정보는 W/P 
별 제품 물량 정보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선종 별 작업 시수 
계산을 위한 원단위 마스터 DB의 항목체계 구성에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미 작업 시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여유시
간에 대한 연구도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원단위 항목수를 최대한 단순화 하고, 합
리적인 기준에 의한 원단위 값을 도출하기 위해 환산 용접장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원단위 정보처리시스템은 기준정보체계에 따
른 원단위 마스트를 구축하고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
게 함으로써 생산계획수립 시 생산시수를 조립공정 별 생산시수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원단위 분석 데이터는 향후 생산계획과 생산관리 시스템에 제
공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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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사 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규제와 관련하여, 선박의 실제 해상에서의 운항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랑에 기인한 부가저항이 엄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유럽의 SHOPERA(Energy 

Efficient Safe SHip OPERAtion) 프로젝트에서는 부가저항 

예측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각 기관의 수치해석 기법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비교 연구에서 실제 선형에 대하여 경험식, 

포텐셜 이론, 점성유동 해석 등을 적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정확도 측면에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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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가 작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선박 모델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전진 속도에 따라 그 경향을 달리 

하였다. 이는 다양한 선형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가저항 문제의 특성을 고려한 해석 기법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파랑 중 선박의 부가저항에 대한 수치 해석은 크게 2가지 

방법을 통해 발전해왔다. 첫째는 Maruo(1960)의 운동량 

보존 법칙에 기반한 무한원방방법(far-field method)이며, 이 

방법은 수식의 정식화가 비교적 간단하고 선체표면에 

작용하는 유체동압에 대한 경계조건 문제(boundary value 

problem)을 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체표면에 작용하는 2차 압력을 직접 적분하는 

압력직접적분방법(near-field method)의 경우 수식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부가저항에 대한 성분 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Faltinsen et al., 1980). 2가지 방법 모두 내항성능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물리적 변수를 기반으로 도입된다. 

대표적인 예로 무한원방방법과 스트립 이론(strip theory; 

Salvesen, 1978), 통합 이론(unified theory; Kashiwagi, 1991), 

랜킨패널법(Rankine panel method; Liu et al., 2011)을 적용한 

사례, 그리고 직접압력적분방법을 파랑그린함수법 (wave 

Green function method; Grue and Biberg, 1993) 또는 

랜킨패널법(Jonquez, 2009; Kim and Kim, 2011)과 함께 

적용한 사례가 있다.  

포텐셜 이론 기반의 내항성능 해석 기법 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선형 해석(linear analysis)의 경우, 선체의 

평균위치(mean-body position)에 대하여 경계조건 문제가 

정의된다. 따라서 선박의 전진에 의한 정상 유동과 파랑 및 

선박의 운동에 기인한 비정상 유동 간의 상호 작용을 

평균위치에서 고려하기 위해 정상 유동을 근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체표면 경계조건(body boundary condition)에 

대한 선형화(linearization)가 필요하다. 선형화 방법으로는 

정상 유동을 균일 유동으로 가정하는 Neumann-Kelvin 

선형화 방법과 이중물체 유동(double-body flow)으로 

근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Neumann-Kelvin 선형화의 경우 수식 및 계산이 간단한 

반면 정상 유동의 비정상 유동에 대한 영향을 엄밀히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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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가 작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선박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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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유체동압에 대한 경계조건 문제(boundary value 

problem)을 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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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위치(mean-body position)에 대하여 경계조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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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S 는 평균위치에서의 물체표면을 나타내며, mj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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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셜이 교란파 또는 입사파 포텐셜보다 한 차원 높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 간의 연성된 항들이 존재한다.  

정의된 경계조건 문제는 그린 2차 정리(Green’s second 

identity)를 도입하여 풀이된다. 랜킨 소스(Rankine source; 

G=1/r)를 이산화된 물체표면과 자유표면에 분포시키면 

물리적 변수에 대한 대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대수방정식을 풀이하여 얻은 경계 면에서의 교란 포텐셜 

관련 변수를 자유표면 경계조건에 대한 시간 적분에 

도입하면, 문제 영역에서 파고, 유체 속도, 그리고 압력 등의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  

파랑 중 선박의 운동은 다음의 운동 방정식을 풀이함으로 

써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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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ude-Krylov 힘은 입사파 포텐셜에 의한 압력을 적분하여 

계산한다. 또한, 복원력은 운동에 비례하는 복원계수를 통해 

도입된다(     Re .s jF C   ). 선박 운동 문제에 대한 

랜킨패널법 적용의 자세한 내용은 Kim et al. (2011)에서 찾을 

수 있다. 

 

2.2 정상 유동의 영향 평가 

 

선박이 전진하는 경우 파랑 중 선박 운동 및 교란 유동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mj 항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Neumann-Kelvin 선형화 방법의 경우, mj 항 계산에 식 

(9)와 같이 균일 유동에 대한 선박의 받음각(angle of attack)만이 

고려된다. 반면 이중물체 선형화에서는 mj 항에 이중물체 

포텐셜의 2계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다(식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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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Ogilvie and Tuck(1969)은 mj 항의 

영향을 Stokes 정리를 통해 이중물체 포텐셜의 1계 

미분항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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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kes 정리를 통한 mj 항의 평가는 계산이 단순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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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는 소스의 강도, 1/r’은 이중물체 유동에서의 image 

랜킨 소스를 의미한다. 또한, 아래 첨자 j는 각 방향을 

나타낸다. 우변의 1계 미분항에 대하여 적분 방정식을 풀면 각 

방향 소스의 강도를 얻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각 패널에서 소스의 강도가 일정한 constant panel 방법을 

적용하였다. 계산된 소스의 강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2계 

미분항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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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통하면 선체 측벽이 수직하지 않은 선형에 대한 

mj 항은 물론, 식 (13)의 자유표면 경계조건에서 Φzz와 관련된 

항 역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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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선박에 작용하는 부가저항의 계산을 

위해 압력직접적분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변위, 압력, 

파고, 법선 벡터 등의 변수에 대하여 섭동법(perturbation)을 

적용하여 물체 평균위치 기준 2차 압력을 계산한다. 이를 

선체표면에 대하여 적분하여 얻은 2차 표류력을 성분별로 

분해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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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선박의 선형 변위 ( T R x   )를 의미하며, 

1n 과 2n 는 선체표면의 1차, 2차의 법선 벡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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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선면 적분 항 (I)에서 α는 평균수면에서 선체 측벽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선체 측벽이 수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고려한 보정(1/sinα)을 도입함으로써 흘수에 따른 

접수면적의 변화를 근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식 (20)을 

통해 계산된 2차 전후방향 표류력의 시간평균을 선박에 

작용하는 부가저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해석 결과 
 

3.1 선박 모델 및 수치 패널 

 

 SHOPERA 비교 연구의 기준 선박인 KVLCC2와 DTC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2가지 선박 모델의 주요치수를 나타낸다. 

두 모델을 비교하면, KVLCC2는 DTC 컨테이너선에 비하여 

방형계수가 큰 비대선형이다. 또한, Fig. 2에 나타나듯이 

KVLCC2는 흘수에서 트랜섬이 잠기는 반면, DTC 컨테이너선은 

잠기지 않는다. 따라서 DTC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체 측벽의 

기울기가 선수 및 선미 쪽에서 작기 때문에 흘수에 따라 

접수면적이 크게 변화한다(Fig. 3 참조). 본 연구의 모든 

시뮬레이션은 선수파(head sea) 조건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ship models 

Designation KVLCC2 DTC containership 

LBP [m] 320.0 355.0 

Beam [m] 58.0 51.0 

Draft [m] 20.8 14.5 

Block coefficient, CB 0.810 0.661 

Froude number, Fn 0.142 0.139 

 

 

 
Fig. 2 Ship geometries: KVLCC2(top), DTC containership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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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셜이 교란파 또는 입사파 포텐셜보다 한 차원 높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 간의 연성된 항들이 존재한다.  

정의된 경계조건 문제는 그린 2차 정리(Green’s second 

identity)를 도입하여 풀이된다. 랜킨 소스(Rankine source; 

G=1/r)를 이산화된 물체표면과 자유표면에 분포시키면 

물리적 변수에 대한 대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대수방정식을 풀이하여 얻은 경계 면에서의 교란 포텐셜 

관련 변수를 자유표면 경계조건에 대한 시간 적분에 

도입하면, 문제 영역에서 파고, 유체 속도, 그리고 압력 등의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  

파랑 중 선박의 운동은 다음의 운동 방정식을 풀이함으로 

써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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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킨패널법 적용의 자세한 내용은 Kim et al. (2011)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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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전진하는 경우 파랑 중 선박 운동 및 교란 유동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mj 항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Neumann-Kelvin 선형화 방법의 경우, mj 항 계산에 식 

(9)와 같이 균일 유동에 대한 선박의 받음각(angle of attack)만이 

고려된다. 반면 이중물체 선형화에서는 mj 항에 이중물체 

포텐셜의 2계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다(식 (15) 참조). 

유한차분법과 같은 수치기법으로 2계 미분항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Ogilvie and Tuck(1969)은 mj 항의 

영향을 Stokes 정리를 통해 이중물체 포텐셜의 1계 

미분항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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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지만, 선체 측벽이 수직하다는(wall-sided ship) 

가정이 필요하다.  

한편, Wu(1991)와 Chen and Malenica(1998)는 Dirichlet 

형태의 적분 방정식을 풀이하여 이중물체 포텐셜의 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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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는 소스의 강도, 1/r’은 이중물체 유동에서의 image 

랜킨 소스를 의미한다. 또한, 아래 첨자 j는 각 방향을 

나타낸다. 우변의 1계 미분항에 대하여 적분 방정식을 풀면 각 

방향 소스의 강도를 얻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각 패널에서 소스의 강도가 일정한 constant panel 방법을 

적용하였다. 계산된 소스의 강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2계 

미분항을 계산한다. 

 
2 * , 1,2,3   for 

B
j

S
j k k

G dS j k
x x x

  
 

                        (19) 

 

이 방법을 통하면 선체 측벽이 수직하지 않은 선형에 대한 

mj 항은 물론, 식 (13)의 자유표면 경계조건에서 Φzz와 관련된 

항 역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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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물체 평균위치 기준 2차 압력을 계산한다. 이를 

선체표면에 대하여 적분하여 얻은 2차 표류력을 성분별로 

분해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 ( ) ( ) ( ) ( ) ( ) ( ) ( )Lin jF I II III IV V VI VII          (20) 

   

 

 

2
3 4 5

1
3 4 5

3 4 5

1 ( )
2 sin

1 ( )
2 sin

1 ( )
2 sin

WL

WL

WL

nI g y x dl

nU y x dl

nU y x dl

    


    


     


   

             
              







 

  2
BS

II gzn dS    

   
1

3 4 5

( ) ( )

( )
B

I d
I d

S

U
III n dSt

g y x

   


  

         
    

  

  1 ( ) ( )
2B

I d I dS
IV ndS              

   ( ) ( )
B

I d
I dS

V U ndS
t

                

1

2

1( )
2

1         
2

B

B

S

S

VI U n dS

U n dS

 



               
          





 

  1
2BS

VII H x gz U ndS
               

  

 

여기서,  는 선박의 선형 변위 ( T R x   )를 의미하며, 

1n 과 2n 는 선체표면의 1차, 2차의 법선 벡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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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선면 적분 항 (I)에서 α는 평균수면에서 선체 측벽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선체 측벽이 수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고려한 보정(1/sinα)을 도입함으로써 흘수에 따른 

접수면적의 변화를 근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식 (20)을 

통해 계산된 2차 전후방향 표류력의 시간평균을 선박에 

작용하는 부가저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해석 결과 
 

3.1 선박 모델 및 수치 패널 

 

 SHOPERA 비교 연구의 기준 선박인 KVLCC2와 DTC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2가지 선박 모델의 주요치수를 나타낸다. 

두 모델을 비교하면, KVLCC2는 DTC 컨테이너선에 비하여 

방형계수가 큰 비대선형이다. 또한, Fig. 2에 나타나듯이 

KVLCC2는 흘수에서 트랜섬이 잠기는 반면, DTC 컨테이너선은 

잠기지 않는다. 따라서 DTC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체 측벽의 

기울기가 선수 및 선미 쪽에서 작기 때문에 흘수에 따라 

접수면적이 크게 변화한다(Fig. 3 참조). 본 연구의 모든 

시뮬레이션은 선수파(head sea) 조건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ship models 

Designation KVLCC2 DTC containership 

LBP [m] 320.0 355.0 

Beam [m] 58.0 51.0 

Draft [m] 20.8 14.5 

Block coefficient, CB 0.810 0.661 

Froude number, Fn 0.142 0.139 

 

 

 
Fig. 2 Ship geometries: KVLCC2(top), DTC containership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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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rtical hull slope at mean water line 

 

랜킨패널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수치 패널이 

도입되어야 한다. Fig. 4는 선박 모델에 대한 수치 패널의 

예시이다. 수렴된 해를 얻기 위해서 물체표면의 반폭에 약 

2,000개의 패널이, 자유표면의 반폭에는 약 6,000개의 

패널이 적용되었다. 전체 영역의 크기는 입사파 파장의 5배 

정도이며, 무한원방에서의 방사조건(radiation condition)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역 외곽에 파장의 2배에 해당하는 

감쇠영역(artificial damping zone)을 도입하였다.  

 

 
Fig. 4 Example of solution panels 

 

3.2 정상 유동의 영향 분석 

 

정상 유동이 선박 운동 및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j 항을 정상 유동 근사 방법 및 평가 기법에 

따라 비교하였다. Fig. 5는 2가지 선박 모델에 대하여 계산된 

종동요 관련 mj 항의 영향을 선박 속도에 대하여 무차원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Neumann-Kelivn 선형화 방법(NK)은 이중물체 

선형화와 비교하여 mj 항 영향의 분포 및 크기가 크게 다르다. 

특히, 선수 및 선수 부근에서 정상 유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중물체 선형화(DB)의 경우 2가지 

방식으로 평가된 mj 항의 영향의 분포가 서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체 측벽이 수직해야 한다는 가정에 

따라 Stokes 정리를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선체 기울기가 작은 

선미에서 자유표면에 대한 mj 항의 영향이 Dirichlet 형태의 

적분방정식을 풀이하였을 때에 비하여 다소 과대 평가된다. 

이러한 경향은 KVLCC2보다 선미 쪽에서 선체 기울기가 더 

작은 DTC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더 심화된다.  

Fig. 6은 이중물체 선형화에서 Dirchlet 형태의 적분 방정식을 

통해 계산된 자유표면에서의 Φzz를 나타낸 것이다. 2가지 

선박에 대하여 무차원화된 값을 비교하면, KVLCC2 선박이 

DTC 컨테이너선에 비하여 선수 및 선미에서 더 큰 값을 더 

넓은 영역에서 가진다. 이는 KVLCC2가 상대적으로 

비대선형이기 때문에 선수 및 선미에서 이중물체 유동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Φzz는 선박이 

전진하는 경우, 선수 쪽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선미 

쪽에서는 음의 값을 가진다. 선수 쪽에서 국소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영역은 구상선수(bulbous bow)가 정상 유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식 (13)의 

자유표면 경계 조건에 따라 Φzz는 선수 부근의 교란파를 

증가시키고, 선미 쪽에서는 유동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 값은 선수 및 선미에 인접한 자유표면 영역에 

국부적으로 분포하므로, 수치 패널에 의한 민감도를 고려한 

계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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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ΦzzL/U: KVLCC2(top), DTC containership (bottom) 

3.2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해석 

 

부가저항 해석에 앞서, 부가저항은 선박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식 (20)의 (III)과 (V) 성분), 선수파 중 대상 

선박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을 해석하였다(Fig. 7과 8 참조). 

정상 유동 근사 방법에 따른 운동응답을 비교하면, 먼저 

Neumann-Kelvin 선형화의 경우 상하동요 운동을 공진 영역 

부근에서 과대하게 예측하였다. Neumann-Kelvin 선형화 방법의 

이러한 경향은 전진하는 선박에 대한 부정확한 유체동역학적 

계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Kim and Shin, 2007). 

이중물체 선형화 방법(을 도입한 경우 선박 모델에 따라 계산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 KVLCC2의 경우 mj 항에 대한 평가 

기법과 관계없이 유사한 운동응답이 산출되었다. 하지만 DTC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Stokes 정리를 통해 평가된 mj 항을 

적용하였을 때 장파장 영역에서(λ/L>1.5) 종동요 운동이 과대 

예측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Fig. 5에 나타나듯이 컨테이너선 

선미의 작은 선체 기울기로 인하여 mj 항이 과대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Dirichlet 형태의 방정식을 풀이하여 얻은 mj 항의 

영향은 선미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무차원화된 

종동요 운동이 장파장 영역에서 1로 수렴하였다. 결론적으로, mj 

항 평가 기법의 정확도가 선체 형상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물체 선형화의 자유표면 경계조건에서 Φzz와 

관련된 항은 국부적인 정상 유동의 영향을 반영하므로, 도입 

여부가 선박 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파랑 중 선박의 부가저항의 경우 Fig. 9에 나타나듯이 

기존 연구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Neumann-Kelvin 선형화는 균일 유동에 비하여 교란 유동이 

작다는 가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세장체(slender ship)에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KVLCC2보다 방형계수가 작은 

DTC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계산결과가 실험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파장 영역에서는(λ/L<0.5) 2가지 선박 

모델 모두에 대하여 부가저항이 과소하게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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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tion responses: KVLCC2, heave motion(left), pitch motion(right) 

 

 
Fig. 8 Motion responses: DTC containership, heave motion(left), pitch motion(right) 

 
Fig. 9 Added resistance in waves: KVLCC2(left), DTC containership(right) 

 

운동응답과 마찬가지로 이중물체 선형화 방법을 기반으로 

계산된 결과는 선박 모델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KVLCC2의 경우 모든 파장 영역에서 mj 항의 평가 기법에 

관계없이 유사한 부가저항 값이 산출되었다. 반면 DTC의 

경우 Stokes 정리로 평가된 mj 항을 도입하였을 때, 장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이 Dirichlet 형태의 방정식을 통한 값을 

적용하였을 때에 비하여 과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파장 영역의 경우 2가지 평가 기법 모두 실험과 비교하여 

다소 작은 부가저항 값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자유표면 

경계조건에 Φzz를 도입한 경우, 단파장 영역과 운동응답의 

공진 영역 부근(λ/L≈1.0)에서 부가저항이 증가하고, 최대값의 

위치가 단파장 영역으로 약간 이동하였다. 

Fig. 10과 11은 정상 유동 근사 방법에 따른 부가저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DTC 컨테이너선의 파형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단파장 영역의 경우 Neumann-Kelvin 선형화 

방법을 도입하였을 때 다른 방법에 비하여 선수 쪽에서는 

교란 유동이 작게 예측되지만, 선미 부근에서는 과도한 

유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식 (20)의 부가저항 성분 

중에서 상대파고에 의한 성분, (I)은 이러한 선미 유동에 의해 

값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Neumann-Kelvin 선형화 적용 시 

단파장 부가저항이 과소 예측된다. 이중물체 선형화를 

적용한 경우 단파장에서는 선박의 운동이 작기 때문에 mj 

항에 대한 평가 기법은 교란 유동에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Φzz를 자유표면 경계조건에 도입하면 선수부에서는 교란파가 

증가, 선미부에서는 감소하여 (I) 성분이 증가, 부가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a) NK                                             (b) DB, Stokes theorem, w/ Φzz 

 
(c) DB, Dirichlet type Eq., wo/ Φzz                              (d) DB, Dirichlet type Eq., w/ Φzz 

Fig. 10 Wave contours: DTC containership, λ/L=0.3 

 

 

 
(a) NK                                             (b) DB, Stokes theorem, w/ Φzz 

550



  
Fig. 7 Motion responses: KVLCC2, heave motion(left), pitch mot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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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dded resistance in waves: KVLCC2(left), DTC containership(right) 

 

운동응답과 마찬가지로 이중물체 선형화 방법을 기반으로 

계산된 결과는 선박 모델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KVLCC2의 경우 모든 파장 영역에서 mj 항의 평가 기법에 

관계없이 유사한 부가저항 값이 산출되었다. 반면 DTC의 

경우 Stokes 정리로 평가된 mj 항을 도입하였을 때, 장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이 Dirichlet 형태의 방정식을 통한 값을 

적용하였을 때에 비하여 과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파장 영역의 경우 2가지 평가 기법 모두 실험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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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K                                             (b) DB, Stokes theorem, w/ Φzz 

 
(c) DB, Dirichlet type Eq., wo/ Φzz                              (d) DB, Dirichlet type Eq., w/ Φzz 

Fig. 10 Wave contours: DTC containership, λ/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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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B, Dirichlet type Eq., wo/ Φzz                              (d) DB, Dirichlet type Eq., w/ Φzz 

Fig. 11 Wave contours: DTC containership, λ/L=1.5 

 

Fig. 11의 장파장 영역에 대한 파형 분포를 비교하면, 

Neumann-Kelvin 선형화의 경우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교란파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Neuman-Kelvin 선형화 적용 시 이중물체 선형화 방법과는 

다르게 과도한 상하동요 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중물체 선형화 방법에서 mj 항을 Stokes 정리로 

평가하는 경우, 선체 기울기가 작은 선미부에서의 큰 mj 항에 

의하여 과도한 선미 유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선미 유동으로 

인하여 종동요 운동이 과대 예측되는 동시에, 부가저항의 (I) 

성분이 과소하게 예측되어 부가저항이 감소한다. Dirichlet 

형태의 방정식을 통하여 mj 항을 평가한 경우, 이러한 경향이 

완화된다. 결론적으로, 선체 형상을 고려하여 정상 유동의 

영향을 근사하여야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을 엄밀히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수파 중 선박의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에 대한 정상 유동 근사 방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랜킨패널법과 직접압력적분방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Neumann-Kelvin 선형화의 경우 정상 유동이 선수 및 

선미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진 영역 부근에서 과도한 상하동요 운동을 

산출하였다. 또한, 과도한 선미유동으로 인하여 단파장 

부가저항이 과소 예측되었다. 

- Stokes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된 컨테이너선의 mj 항은 

선미부의 작은 선체기울기로 인하여 과대 예측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파장 영역에서 선미부의 과도한 유동이 발생, 

종동요 운동은 과대 예측되고 부가저항은 과소 예측되었다. 

Dirichlet 형태의 적분 방정식을 통하여 mj 항을 평가한 경우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선체 측벽이 수직하지 

않은 실제 선형에 대하여 정상 유동을 근사할 때, 그에 

적합한 mj 항 평가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 Φzz와 관련된 성분을 자유표면 경계조건에 도입한 경우 선수 

교란파는 증가, 선미 교란파는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단파장 영역 및 공진 영역의 부가저항이 증가, 실험대비 

오차가 감소하였다. 이 값은 운동응답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선수 및 선수부의 국부적인 유동의 변화를 야기하므로 

부가저항 해석에서는 엄밀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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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B, Dirichlet type Eq., wo/ Φzz                              (d) DB, Dirichlet type Eq., w/ Φzz 

Fig. 11 Wave contours: DTC containership, λ/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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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중 운항효율을 고려한 초기 선형설계 단계에서의 선체 
주요치수 최적화에 대한 연구

정유원*, 김용환*(*서울대학교)

Study on Optimization of Principle Dimensions of Hull in Conceptual 
Design Stage Considering Operational Efficiency in Waves

Yoo-won Jung*, Yonghwa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A ship experiences a loss of speed in actual seaways; hence this paper introduces a basic study on hydrodynamic 
optimization of ship dimensions to take into account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in waves. A multi-objective 
optimization method was used in the optimization process to minimize ship’s total resistance in a seaway and its speed 
loss by the additional resistance. In the process, the added resistance is predicted using numerical methods: 
slender-body theory and Maruo’s far-field formulation, and the speed loss is estimated by using power-speed curves 
in the representative sea condition as well as calm sea condition. The optimization solutions on a Pareto front set are 
compared to basis ship and they are evaluated the ship performances in waves.

Keywords : EEDI(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Weather factor(기상보정계수),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Concept design(개념설계), 
Multi-objective optimization(다목적최적화)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가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선박에너지효율설계
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도입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 EEDI 식에
는 기상보정계수(fw)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선박의 운항 중 속
도저감를 의미한다. 실제로 선박은 해상상태에서 속도저감이 발
생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하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선박의 운항 
성능을 예측하여야 한다. 특히 EEDI 규정은 선형설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항 효율에 대한 고려는 선박의 초기 설계 과정
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적으로 선형 설계 과정에서 유체역학적 성능은 주로 정수 
중 저항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파랑 중 부가저항
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선형 최적화 과정에 파랑 중 부가저
항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Grigoropoulos 
(2004)는 정수 중과 파랑 중 선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
박의 주요치수와 그 외의 주요 선형 변수들을 최적화한 바 있다. 

Zalek, et al. (2009)는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선형 최적화를 위해 
미해군 함정에 대해 정수 중에서의 추진성능과 내항성능을 선박
과 프로펠러의 주요치수를 변수로 하여 평가하였다. Tasrief and 
Kashiwagi (2014)는 SR-108 선박에 대해 통합이론(Enhanced 
Unified Theory)을 적용하여 얻은 종동요 변위와 부가저항의 최
고값을 줄이기 위해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유체역학적 성능을 평가하여 이를 선
형 최적화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초기 선형설계 단계의 선박의 주요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최적화 
방법은 NSGAⅡ(Non-dominated Genetic Algorithm Ⅱ) (Deb 
et. al., 2002)로 파랑 중 선박의 총 저항과 환경하중에 의한 속
도저감을 최소화하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설계하였다. 최종적
으로 다목적 최적화 결과로부터 얻어진 Pareto Front 해들을 통
해 최적화 된 선형의 유체역학적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
가하였다. 최적화 과정 중 유체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된 수치기
법으로는 세장체 이론을 기반으로한 스트립 방법을 사용하여 선
박의 운동 문제를 해석하였고, 이에 모멘텀 보존법을 적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을 해석하였다. 또한 얻어진 부가저항을 이용하
여 대표해상상태에서의 선박의 속도저감을 추정하였다. 

2. 최적화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된 선박의 주요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파

랑 중 총 저항과 운항 중 환경에 의한 속도저감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적용하였다. 즉, 파랑 중 
총 저항과 운항 중 환경에 의한 속도저감을 각각의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두 목적함수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목적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min                         
          (1)

이때 는 파랑 중 총 저항을 나타내고, 는 기존 선형의 
파랑 중 총 저항을 의미하여 는 설계 선형의 기존 선형에 대한 
저항의 비율을 나타낸다. fw는 기상보정계수로 같은 마력으로 운
항하였을 때 파랑 중 선박의 속도와 정수 중 선박의 속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는 파랑 중 속도저감을 의미한다.

다목적 최적화를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목적함수에 대해 가
중치 고려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우월 정렬을 유전알고리즘에 적용한 
NSGAⅡ(Non-dominated Genetic Algorithm Ⅱ) 방법을 이용하
였다. 이 방법은 두 해 중 지배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를 나타내는 비지배 관계에 놓인 해들의 집합인 Pareto Front 곡
선을 이용한다. 즉, 무작위로 분포된 해들에 대해 각각의 목적함
수를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비지배적인지를 수치화하여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평가된 해들 중 성능이 좋다고 평가되는 
해들에 대해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비지배적 해들의 집합인 Pareto Front 
곡선의 해들이 기준 이상의 개수로 모이게 되면 최적화 과정을 
마치게 되고, Pareto Front  곡선 위의 해들을 이용하여 최적점
을 찾게 된다. Fig.1은 최적화 과정의 전체적인 절차를 요약한 
순서도이다. 

Fig. 1 Optimization process

3. 목적함수의 계산
3.1 파랑 중 저항 추정

파랑 중 총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수 중 저항을 먼저 추정
한 후 바람과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을 계산하여 이들의 합인 총 
저항을 계산한다. 정수 중 저항은 Holtrop and Mennen 
method (1982)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 회귀식을 
통해 얻어지는 정수 중 저항은 정밀한 수치 해석을 통해 얻
어지는 결과보다 정확도가 낮을 수 있지만, 계산량이 많은 
최적화 과정에서는 높은 정확도 보다는 계산의 효율성이 중
요하다고 판단되어 Holtrop and Mennen method (1982)를 
사용하게 되었다.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은 평균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선
박의 정면 투영면적과 풍 하중 계수를 통해 얻어진다. 본 연구에
서는 Fujiwara et al. (2006)에 의해 제안된 회귀식을 사용하여 
풍 하중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여러 풍동 실험을 통한 
회귀분석으로 얻어진 계수들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파랑 중 부가
저항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장체 이론을 적용하여 규칙파 중 파
랑 중 부가저항을 추정한다. 파랑 중 부가저항에 대한 내용은 
3.2에 더 자세히 소개되었다.

3.2 파랑 중 부가저항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에서의 부가저항을 계산하기 위해 
Salvesen-Tuck-Faltinsen(STF) (Salvensen et al., 1970)에 의해 
개발된 스트립 방법과 far-field 방법인 모멘텀 보존법을 적용하
였다. 스트립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선박의 운동을 적용한 주
파수 영역에서의 부가저항을 추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Maruo (1960)가 제안한 far-field 방법
인 모멘텀 보존법을 적용하였다. Fig. 2는 입사파가 존재하는 무
한수심의 자유표면상을 전진속도 U로 진행하고 있는 선박에 대
한 물체 고정 좌표계를 나타낸 그림이고, 모멘텀 보존법을 이용
한 부가저항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2 Coordinate system and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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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중 운항효율을 고려한 초기 선형설계 단계에서의 선체 
주요치수 최적화에 대한 연구

정유원*, 김용환*(*서울대학교)

Study on Optimization of Principle Dimensions of Hull in Conceptual 
Design Stage Considering Operational Efficiency in Waves

Yoo-won Jung*, Yonghwa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A ship experiences a loss of speed in actual seaways; hence this paper introduces a basic study on hydrodynamic 
optimization of ship dimensions to take into account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in waves. A multi-objective 
optimization method was used in the optimization process to minimize ship’s total resistance in a seaway and its speed 
loss by the additional resistance. In the process, the added resistance is predicted using numerical methods: 
slender-body theory and Maruo’s far-field formulation, and the speed loss is estimated by using power-speed curves 
in the representative sea condition as well as calm sea condition. The optimization solutions on a Pareto front set are 
compared to basis ship and they are evaluated the ship performances in waves.

Keywords : EEDI(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Weather factor(기상보정계수),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Concept design(개념설계), 
Multi-objective optimization(다목적최적화)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가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선박에너지효율설계
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도입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 EEDI 식에
는 기상보정계수(fw)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선박의 운항 중 속
도저감를 의미한다. 실제로 선박은 해상상태에서 속도저감이 발
생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하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선박의 운항 
성능을 예측하여야 한다. 특히 EEDI 규정은 선형설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항 효율에 대한 고려는 선박의 초기 설계 과정
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적으로 선형 설계 과정에서 유체역학적 성능은 주로 정수 
중 저항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파랑 중 부가저항
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선형 최적화 과정에 파랑 중 부가저
항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Grigoropoulos 
(2004)는 정수 중과 파랑 중 선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
박의 주요치수와 그 외의 주요 선형 변수들을 최적화한 바 있다. 

Zalek, et al. (2009)는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선형 최적화를 위해 
미해군 함정에 대해 정수 중에서의 추진성능과 내항성능을 선박
과 프로펠러의 주요치수를 변수로 하여 평가하였다. Tasrief and 
Kashiwagi (2014)는 SR-108 선박에 대해 통합이론(Enhanced 
Unified Theory)을 적용하여 얻은 종동요 변위와 부가저항의 최
고값을 줄이기 위해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유체역학적 성능을 평가하여 이를 선
형 최적화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초기 선형설계 단계의 선박의 주요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최적화 
방법은 NSGAⅡ(Non-dominated Genetic Algorithm Ⅱ) (Deb 
et. al., 2002)로 파랑 중 선박의 총 저항과 환경하중에 의한 속
도저감을 최소화하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설계하였다. 최종적
으로 다목적 최적화 결과로부터 얻어진 Pareto Front 해들을 통
해 최적화 된 선형의 유체역학적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
가하였다. 최적화 과정 중 유체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된 수치기
법으로는 세장체 이론을 기반으로한 스트립 방법을 사용하여 선
박의 운동 문제를 해석하였고, 이에 모멘텀 보존법을 적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을 해석하였다. 또한 얻어진 부가저항을 이용하
여 대표해상상태에서의 선박의 속도저감을 추정하였다. 

2. 최적화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된 선박의 주요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파

랑 중 총 저항과 운항 중 환경에 의한 속도저감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적용하였다. 즉, 파랑 중 
총 저항과 운항 중 환경에 의한 속도저감을 각각의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두 목적함수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목적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min                         
          (1)

이때 는 파랑 중 총 저항을 나타내고, 는 기존 선형의 
파랑 중 총 저항을 의미하여 는 설계 선형의 기존 선형에 대한 
저항의 비율을 나타낸다. fw는 기상보정계수로 같은 마력으로 운
항하였을 때 파랑 중 선박의 속도와 정수 중 선박의 속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는 파랑 중 속도저감을 의미한다.

다목적 최적화를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목적함수에 대해 가
중치 고려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우월 정렬을 유전알고리즘에 적용한 
NSGAⅡ(Non-dominated Genetic Algorithm Ⅱ) 방법을 이용하
였다. 이 방법은 두 해 중 지배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를 나타내는 비지배 관계에 놓인 해들의 집합인 Pareto Front 곡
선을 이용한다. 즉, 무작위로 분포된 해들에 대해 각각의 목적함
수를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비지배적인지를 수치화하여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평가된 해들 중 성능이 좋다고 평가되는 
해들에 대해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비지배적 해들의 집합인 Pareto Front 
곡선의 해들이 기준 이상의 개수로 모이게 되면 최적화 과정을 
마치게 되고, Pareto Front  곡선 위의 해들을 이용하여 최적점
을 찾게 된다. Fig.1은 최적화 과정의 전체적인 절차를 요약한 
순서도이다. 

Fig. 1 Optimization process

3. 목적함수의 계산
3.1 파랑 중 저항 추정

파랑 중 총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수 중 저항을 먼저 추정
한 후 바람과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을 계산하여 이들의 합인 총 
저항을 계산한다. 정수 중 저항은 Holtrop and Mennen 
method (1982)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 회귀식을 
통해 얻어지는 정수 중 저항은 정밀한 수치 해석을 통해 얻
어지는 결과보다 정확도가 낮을 수 있지만, 계산량이 많은 
최적화 과정에서는 높은 정확도 보다는 계산의 효율성이 중
요하다고 판단되어 Holtrop and Mennen method (1982)를 
사용하게 되었다.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은 평균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선
박의 정면 투영면적과 풍 하중 계수를 통해 얻어진다. 본 연구에
서는 Fujiwara et al. (2006)에 의해 제안된 회귀식을 사용하여 
풍 하중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여러 풍동 실험을 통한 
회귀분석으로 얻어진 계수들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파랑 중 부가
저항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장체 이론을 적용하여 규칙파 중 파
랑 중 부가저항을 추정한다. 파랑 중 부가저항에 대한 내용은 
3.2에 더 자세히 소개되었다.

3.2 파랑 중 부가저항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에서의 부가저항을 계산하기 위해 
Salvesen-Tuck-Faltinsen(STF) (Salvensen et al., 1970)에 의해 
개발된 스트립 방법과 far-field 방법인 모멘텀 보존법을 적용하
였다. 스트립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선박의 운동을 적용한 주
파수 영역에서의 부가저항을 추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Maruo (1960)가 제안한 far-field 방법
인 모멘텀 보존법을 적용하였다. Fig. 2는 입사파가 존재하는 무
한수심의 자유표면상을 전진속도 U로 진행하고 있는 선박에 대
한 물체 고정 좌표계를 나타낸 그림이고, 모멘텀 보존법을 이용
한 부가저항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2 Coordinate system and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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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x)는 단면의 폭이고, ZΓ(x)는 파에 상대적인 수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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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Fujii and 
Takahashi (1975)의 방법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National 
Maritime Research Institute(NMRI)의 식을 이용하였다. NMRI 식 
(Kuroda et al. 2008)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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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f 는 선박의 뭉툭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αd 는 
수직한 벽의 반사계수, 1+αu 는 선박의 전진속도의 영향을 고려
한 보정계수이다. 불규칙파에서의 부가저항은 규칙파에서의 부가
저항과 파랑 스펙트럼의 선형 중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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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wave(ω,α;V)는 규칙파에서의 부가저항, E(ω,α;H,T,θ)
는 방향 스펙트럼, S(ω,H,T)는 파 스펙트럼이다. 이때 IMO 
MEPC.1/Circ.796 (IMO, 2012)의 지침에 의하면, 파도와 바람의 
방향은 속도저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수방향으로 정의된다. 
이를 식 (12)에 적용하면 불규칙파에서의 부가저항은 다음과 같
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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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상보정계수 추정

기상보정계수는 EEDI 식에 포함된 무차원화 계수로, 대표해상
상태에서의 운항 중 선박의 속도저감을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IMO MEPC.1/Circ.796 (IMO, 2012)를 통해 기
상보정계수 추정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 절
차에 의하면 기상보정계수는 정수 중 상태에서와 대표해상상
태에서의 저항 추정을 통해 얻어진 엔진출력-속도 곡선을 이
용하여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된 Holtrop and 
Mennen (1982)의 방법을 적용하여 정수 중 저항을 추정하
고, STF 스트립 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운동을 추정한 후 모
멘텀 보존법을 통해 부가저항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저항성분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프로펠러의 단독특성 데이터
를 이용하여 특정 속도에 따른 제동마력(Brake horse power)
를 추정한다(ISO, 2015;ITTC, 2011). 이러한 과정을 뉴턴 반
복법(Newton iteration method)를 통해 반복적으로 계산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정수 중 설계속도에서의 제동마력과 
마력이 같아지는 속도를 얻게 된다. 얻어진 속도와 설계속도
의 비가 기상보정계수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는 환경에 의한 
선박의 속도저감을 의미한다.

4. 최적화 결과

4.1 설계변수의 범위 및 최적화 파라메타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소개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선박
의 주요치수를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최적점의 유체역학
적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주요치수 최적화
를 위한 기준 선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된 

KVLCC2(KRISO Very Large Crude Carrier 2)으로, 기준 선형의 
주요 제원과 설계변수의 범위는 Table 1과 같다. 또한 NSGA Ⅱ
를 이용한 다목적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최적화 
매개변수는 여러 번의 수렴도 시험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최적화에서의 제약조건은 설계과정에서 
범위가 제한되는 선박의 세장비에 대해 L/B<5.8로 제한하였다.

       
Table 1 Upper and lower variable range

Parameters Original Lower Upper

LBP(m) 320.0 304.0 
(-5%)

336.0 
(+5%)

B (m) 58.0 55.1 
(-5%)

60.9 
(+5%)

T (m) 20.8 19.8 
(-5%)

21.8 
(+5%)

CP 0.809 0.799 
(-0.01)

0.819 
(+0.01)

LCB(%) 3.48 3.306 
(-5%)

3.654 
(+5%)

Table 2 Optimization parameters
Parameters #

Number of initial population 100
Maximum iteration cycle 20

Crossover rate 0.7
Mutation rate 0.3

Fig. 3은 선박의 주요치수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화시켰을 
때의 선형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초기 개체수를 100개로 설정
하였을 때 해들의 선형을 보여준다. Fig. 3 (a)와 (b)는 CP 곡선
을 나타낸 그래프로 최대 CP일 때와 최소 CP일 때의 CP 곡선은 
진한 선으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초기 후보 선형들에 대해서 가
는 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3 (c)는 초기 후보 선형들의 정면도
를 나타낸 그림으로 흘수(T)와 폭(B)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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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hull form for optimization 

4.2 최적화 결과: 목적함수 영역

  다목적 최적화가 유용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
함수가 최적점이 되는 각각의 해가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적함수 영역에서의 Pareto Front 
곡선을 확인하였다. Fig. 4은 초기 개체수를 100개로 설정하였을 
때의 초기 세대와 Pareto Front 곡선을 나타내고, 초기 개체수가 
수렴할 정도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 개체수를 150개
로 설정하였을 때의 Pareto Front를 나타내었다. 

먼저 Pareto Front의 형태가 볼록한 반비례 형태의 곡선을 나
타내는 것을 보아, 두 가지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목
적 최적화 방법이 적절다고 판단된다. 즉 가장 작은 F1(파랑 중 
총 저항)을 갖는 점이 가장 큰 F2(속도저감)을 갖고, 가장 큰  F1
(파랑 중 총 저항)을 갖는 점이 가장 작은 F2(속도저감)을 갖는 
경향성을 보인다. 따라서 Pareto Front 곡선을 통해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를 고려했을 때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고, 이는 4.4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초기 개체수를 100개를 했을 때의 Pareto 
Front 곡선과 150개로 설정하였을 때의 곡선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적점을 찾기 위한 초기 개체수를 100개
로 설정하였다.

Fig. 5는 세대수에 따른 목적함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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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 스펙트럼, S(ω,H,T)는 파 스펙트럼이다. 이때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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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제한되는 선박의 세장비에 대해 L/B<5.8로 제한하였다.

       
Table 1 Upper and lower variable range

Parameters Original Lower Upper

LBP(m) 320.0 304.0 
(-5%)

336.0 
(+5%)

B (m) 58.0 55.1 
(-5%)

60.9 
(+5%)

T (m) 20.8 19.8 
(-5%)

21.8 
(+5%)

CP 0.809 0.799 
(-0.01)

0.819 
(+0.01)

LCB(%) 3.48 3.306 
(-5%)

3.654 
(+5%)

Table 2 Optimization parameters
Parameters #

Number of initial population 100
Maximum iteration cycle 20

Crossover rate 0.7
Mutation rate 0.3

Fig. 3은 선박의 주요치수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화시켰을 
때의 선형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초기 개체수를 100개로 설정
하였을 때 해들의 선형을 보여준다. Fig. 3 (a)와 (b)는 CP 곡선
을 나타낸 그래프로 최대 CP일 때와 최소 CP일 때의 CP 곡선은 
진한 선으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초기 후보 선형들에 대해서 가
는 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3 (c)는 초기 후보 선형들의 정면도
를 나타낸 그림으로 흘수(T)와 폭(B)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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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hull form for optimization 

4.2 최적화 결과: 목적함수 영역

  다목적 최적화가 유용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
함수가 최적점이 되는 각각의 해가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적함수 영역에서의 Pareto Front 
곡선을 확인하였다. Fig. 4은 초기 개체수를 100개로 설정하였을 
때의 초기 세대와 Pareto Front 곡선을 나타내고, 초기 개체수가 
수렴할 정도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 개체수를 150개
로 설정하였을 때의 Pareto Front를 나타내었다. 

먼저 Pareto Front의 형태가 볼록한 반비례 형태의 곡선을 나
타내는 것을 보아, 두 가지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목
적 최적화 방법이 적절다고 판단된다. 즉 가장 작은 F1(파랑 중 
총 저항)을 갖는 점이 가장 큰 F2(속도저감)을 갖고, 가장 큰  F1
(파랑 중 총 저항)을 갖는 점이 가장 작은 F2(속도저감)을 갖는 
경향성을 보인다. 따라서 Pareto Front 곡선을 통해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를 고려했을 때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고, 이는 4.4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초기 개체수를 100개를 했을 때의 Pareto 
Front 곡선과 150개로 설정하였을 때의 곡선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적점을 찾기 위한 초기 개체수를 100개
로 설정하였다.

Fig. 5는 세대수에 따른 목적함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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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해들의 목적함수의 평균값과 최솟값 변화를 나타내었다. 목
적함수의 변화를 통해 세대수에 따라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
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변화의 폭이 세대수가 증가
할수록 작아지는 것을 통해 점차 수렴한 것을 알 수 있다. 

4.3 최적화 결과: 설계변수 영역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된 선형의 성능이 유체역학적인 측면에
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선박의 주요치수의 변화가 
파랑 중 저항과 속도저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Fig. 6와 7은 초기 세대와 Pareto Front 곡선 위에서의 해
들을 LBP-B와 B-T 영역에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6에서 
Pareto Front의 위에 있는 점들이 모두 제약조건으로 제한된 L/B
가 최대인 부분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B가 
큰 선형의 경우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감 측면에서 모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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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itial solutions and Pareto front in LBP-B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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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itial solutions and Pareto front in B-T space

한 선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L/B가 가장 뚜렷한 수렴성을 보이
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
요한 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LBP와 B 각각의 설계변수에 대해 수렴성을 살펴보면 Pareto 
Front의 점들 중 최소의 F1값을 갖는 점에 근접한 해들은 LBP와 
B가 작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파랑 중 저항에 큰 부분을 차지
하는 정수 중 저항 중 마찰저항이 선박의 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
데, LBP가 작을수록 접수면적이 작아져 마찰저항이 작아지는 효
과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Fig. 7을 통해 흘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F2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T가 큰 쪽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선박의 깊이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
선면 형상의 변화가 없이 단순이 선박의 깊이가 깊어지는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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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itial solutions and Pareto front in L/B-CP space

주었을 때, 부가저항의 회절(diffraction) 성분보다 선박의 운동
(radiation)에 의한 성분에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때, 선박의 
깊이가 깊어진 경우 단면의 폭과 깊이 비(B/T)가 작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가 작아진다(Lewis, 1988). 따
라서 선박의 상대운동이 작아지기 때문에 선박의 운동에 의한 부
가저항 성분이 작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파랑 중 속도저감을 나
타내는 F2 목적함수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F1 목적
함수가 나타내는 파랑 중 총 저항의 경우 부가저항이 감소하더라
도 정수 중 저항의 경우 접수면적의 증가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여 비교적 작은 흘수에서의 해가 가장 작은 F1을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CP 값의 경우에 1-CP 변환 방법을 통해 변화시켰고, 이에 대
한 결과는 Fig.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서 CP 값의 수
렴성을 살펴보면 F1과 F2 측면에서 모두 가장 작은 값으로 수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부가저항과 
정수 중 저항의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CP 값이 커지는 경
우 선수부의 형태가 더욱 뭉툭해지고 이는 부가저항의 성분 중 
회절(diffraction) 성분에 영향을 주어 단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
항을 증가시킨다. 또한 선수부가 뭉툭해지는(blunt) 효과로 인해 
형상계수에 커짐으로써 정수 중 저항 역시 증가하고, 따라서 F1
과 F2 모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CP가 작을수록 목적함수를 최
소화 할 수 있다. 

Fig. 9은 세대수에 따른 배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듯이 F1의 측면에서 최적점인 경우(Minimum F1 case)
는 배수량이 작아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F2의 측면에서 최적점인 
경우(Minimum F2 case)는 배수량이 커지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개체의 평균 배수량은 두 상반되는 경향성에 의해 
기존 선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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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최적화 결과 비교

4.2에서 목적함수 영역에서의 목적함수 분포와 Pareto Front 
위의 점들을 확인하였다. 이때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
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고려했을 때의 최
적점을 찾을 수 있다. 두 가지 목적함수를 모두 고려한 최적점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Zalek et. al. (2009)은 내항성능
과 추진성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점을 구하기 위해 이상
점(Utopian)을 도입하였다. 이는 Pareto Front 해들의 F1과 F2 값
을 각각의 최소값으로 나누어 나타낸 영역(F1,n,F2,n)에서의 (1,1) 
점을 의미한다. 즉 Pareto Front에서 최소 F1과 F2,를 갖는 점이
다. 이상점은 Pareto Front 곡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
인 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
(Nearest to Utopian)을 두 목적함수에 대해서 모두 유리한 최적
점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Pareto Front상에서의 최적점
을 찾기 위해 이상점을 도입하였고, 이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과 같이 Pareto front 상에서의 최적점을 얻게 되면 각
각의 최적점에 대해 목적함수와 설계 변수를 비교할 수 있다. 
Fig. 11은 Pareto front 위의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
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에 대해  
기존 선형과 정면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특징적인 것은 F2 측면
에서 유리한 최적점과 이상점에 가장 가까운 점(Fig. (b)와 (c))
의 정면도가 매우 유사한 것인데, 이는 Pareto front 곡선 상에서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 최소 F2 값을 가지는 점에 가깝기 때
문이다.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Table 3을 통해 기존 
선형,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
리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에 대해 설계변수인 주요치수와 목
적함수의 변화 정리하였다. Table 3의 결과를 살펴보면, F2 측면
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의 경우 설
계 변수인 B와 T 값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11 
(b)와 (c)의 그림과 달리 (a)의 경우인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
점에서 흘수가 기존 선형보다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수 중 저항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총 저항
의 흘수에 따른 변화 경향성과 부가저항의 변화 경향성이 상이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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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해들의 목적함수의 평균값과 최솟값 변화를 나타내었다. 목
적함수의 변화를 통해 세대수에 따라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
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변화의 폭이 세대수가 증가
할수록 작아지는 것을 통해 점차 수렴한 것을 알 수 있다. 

4.3 최적화 결과: 설계변수 영역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된 선형의 성능이 유체역학적인 측면에
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선박의 주요치수의 변화가 
파랑 중 저항과 속도저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Fig. 6와 7은 초기 세대와 Pareto Front 곡선 위에서의 해
들을 LBP-B와 B-T 영역에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6에서 
Pareto Front의 위에 있는 점들이 모두 제약조건으로 제한된 L/B
가 최대인 부분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B가 
큰 선형의 경우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감 측면에서 모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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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itial solutions and Pareto front in LBP-B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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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itial solutions and Pareto front in B-T space

한 선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L/B가 가장 뚜렷한 수렴성을 보이
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
요한 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LBP와 B 각각의 설계변수에 대해 수렴성을 살펴보면 Pareto 
Front의 점들 중 최소의 F1값을 갖는 점에 근접한 해들은 LBP와 
B가 작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파랑 중 저항에 큰 부분을 차지
하는 정수 중 저항 중 마찰저항이 선박의 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
데, LBP가 작을수록 접수면적이 작아져 마찰저항이 작아지는 효
과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Fig. 7을 통해 흘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F2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T가 큰 쪽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선박의 깊이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
선면 형상의 변화가 없이 단순이 선박의 깊이가 깊어지는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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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itial solutions and Pareto front in L/B-CP space

주었을 때, 부가저항의 회절(diffraction) 성분보다 선박의 운동
(radiation)에 의한 성분에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때, 선박의 
깊이가 깊어진 경우 단면의 폭과 깊이 비(B/T)가 작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가 작아진다(Lewis, 1988). 따
라서 선박의 상대운동이 작아지기 때문에 선박의 운동에 의한 부
가저항 성분이 작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파랑 중 속도저감을 나
타내는 F2 목적함수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F1 목적
함수가 나타내는 파랑 중 총 저항의 경우 부가저항이 감소하더라
도 정수 중 저항의 경우 접수면적의 증가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여 비교적 작은 흘수에서의 해가 가장 작은 F1을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CP 값의 경우에 1-CP 변환 방법을 통해 변화시켰고, 이에 대
한 결과는 Fig.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서 CP 값의 수
렴성을 살펴보면 F1과 F2 측면에서 모두 가장 작은 값으로 수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부가저항과 
정수 중 저항의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CP 값이 커지는 경
우 선수부의 형태가 더욱 뭉툭해지고 이는 부가저항의 성분 중 
회절(diffraction) 성분에 영향을 주어 단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
항을 증가시킨다. 또한 선수부가 뭉툭해지는(blunt) 효과로 인해 
형상계수에 커짐으로써 정수 중 저항 역시 증가하고, 따라서 F1
과 F2 모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CP가 작을수록 목적함수를 최
소화 할 수 있다. 

Fig. 9은 세대수에 따른 배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듯이 F1의 측면에서 최적점인 경우(Minimum F1 case)
는 배수량이 작아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F2의 측면에서 최적점인 
경우(Minimum F2 case)는 배수량이 커지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개체의 평균 배수량은 두 상반되는 경향성에 의해 
기존 선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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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최적화 결과 비교

4.2에서 목적함수 영역에서의 목적함수 분포와 Pareto Front 
위의 점들을 확인하였다. 이때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
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고려했을 때의 최
적점을 찾을 수 있다. 두 가지 목적함수를 모두 고려한 최적점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Zalek et. al. (2009)은 내항성능
과 추진성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점을 구하기 위해 이상
점(Utopian)을 도입하였다. 이는 Pareto Front 해들의 F1과 F2 값
을 각각의 최소값으로 나누어 나타낸 영역(F1,n,F2,n)에서의 (1,1) 
점을 의미한다. 즉 Pareto Front에서 최소 F1과 F2,를 갖는 점이
다. 이상점은 Pareto Front 곡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
인 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
(Nearest to Utopian)을 두 목적함수에 대해서 모두 유리한 최적
점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Pareto Front상에서의 최적점
을 찾기 위해 이상점을 도입하였고, 이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과 같이 Pareto front 상에서의 최적점을 얻게 되면 각
각의 최적점에 대해 목적함수와 설계 변수를 비교할 수 있다. 
Fig. 11은 Pareto front 위의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
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에 대해  
기존 선형과 정면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특징적인 것은 F2 측면
에서 유리한 최적점과 이상점에 가장 가까운 점(Fig. (b)와 (c))
의 정면도가 매우 유사한 것인데, 이는 Pareto front 곡선 상에서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 최소 F2 값을 가지는 점에 가깝기 때
문이다.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Table 3을 통해 기존 
선형,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
리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에 대해 설계변수인 주요치수와 목
적함수의 변화 정리하였다. Table 3의 결과를 살펴보면, F2 측면
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의 경우 설
계 변수인 B와 T 값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11 
(b)와 (c)의 그림과 달리 (a)의 경우인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
점에서 흘수가 기존 선형보다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수 중 저항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총 저항
의 흘수에 따른 변화 경향성과 부가저항의 변화 경향성이 상이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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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의 각각의 결과를 통해 목적함수의 측면에서 변화
를 살펴보면, 세 가지 최적점에 대해서 모두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1 측면에서 유리
한 최적점과 F2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이 각각 F1과 F2를 크게 
감소시켰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은 두 가지 목적함수에 대
해 성능을 향상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부가저
항의 경우 이상점과 가장 가운 최적점(Nearest to Utopian)의 경
우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가저항의 
경우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감 모두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파랑 중 총 저항이나 속도저감을 최소화한
다고 해서 부가저항 성분이 최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랑 중 정수 중 저항과 부가저항의 합을 
최소화할 때 부가저항 변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
고, 운항 중 속도저감의 경우 선형을 변화시켰을 때 부가저항 뿐
만이 아니라 정수 중 저항과 추진성능 또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 성분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고, 엄밀한 해석을 통해 각각의 성분이 어
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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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ed optimization solutions on the Pareto front

Case Basis 
ship

Minimum 
total 

resistance

Minimum 
speed 
loss

Nearest 
to 

Utopian
Total

resistance 
(kN)

2396.
032

2096.153
(-12.5%)

2178.875
(-10.8%)

2136.979
(-9.0%)

1-fw 0.130 0.117
(-9.9%)

0.112
(-13.8%)

0.114
(-13.2%)

Added
resistance

(kN)
342.3

74
253.860
(-25.8%)

251.049
(-26.7%)

247.138
(-27.4%)

L (m) 320.0 321.2 329.6 321.0
B (m) 58.0 55.4 56.8 55.4
T (m) 20.8 20.6 21.4 21.7
L/B 5.52 5.80 5.80 5.79
CP 0.809 0.799 0.800 0.799

LCB (%) 3.48 3.44 3.31 3.40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선형설계 단계를 위한 선체의 주요치수를 
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선박의 

주요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파랑 중 총 저항과 운항 중 실제 환경
에 의한 속도저감을 목적함수로 설계하여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
하였고, 선형변형을 위한 기존 선형은 KVLCC2를 대상으로 하였
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소개된 수치해법들을 적용한 선박의 주요치수 최

적화는 계산양의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확인하였고, 최적화 과
정에서 최적화 문제의 해들의 분포를 통해 각각의 주요치수에 
변화가 파랑 중 부가저항과 속도저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하였다. 특히 세장비(L/B)가 두 가지의 목적함수에 대
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NSGA Ⅱ를 이용한 선체의 주요치수에 대한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에서 최적점은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
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으로 
나뉠 수 있다. 이때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최적점은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감을 모두 고려한 최적점이고, 따라서 파랑 
중 저항만을 최소화 한 최적점(Minimum F1)보다 파랑 중 속도
저감의 측면에서 성능이 향상된 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파랑 중 총 저항이나 속도저감만을 최소화 한 최적점의 경우 
이상점에 가장 가까운 최적점보다 부가저항이 감소되지 않았
다. 이는 선박의 운항 중 속도저감만을 대상으로 최적화를 수
행하였을 때 부가저항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수 중 
저항과 파랑 중 선박의 추진성능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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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의 각각의 결과를 통해 목적함수의 측면에서 변화
를 살펴보면, 세 가지 최적점에 대해서 모두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1 측면에서 유리
한 최적점과 F2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이 각각 F1과 F2를 크게 
감소시켰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은 두 가지 목적함수에 대
해 성능을 향상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부가저
항의 경우 이상점과 가장 가운 최적점(Nearest to Utopian)의 경
우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가저항의 
경우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감 모두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파랑 중 총 저항이나 속도저감을 최소화한
다고 해서 부가저항 성분이 최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랑 중 정수 중 저항과 부가저항의 합을 
최소화할 때 부가저항 변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
고, 운항 중 속도저감의 경우 선형을 변화시켰을 때 부가저항 뿐
만이 아니라 정수 중 저항과 추진성능 또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 성분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고, 엄밀한 해석을 통해 각각의 성분이 어
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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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ed optimization solutions on the Pareto front

Case Basis 
ship

Minimum 
total 

resistance

Minimum 
speed 
loss

Nearest 
to 

Utopian
Total

resistance 
(kN)

2396.
032

2096.153
(-12.5%)

2178.875
(-10.8%)

2136.979
(-9.0%)

1-fw 0.130 0.117
(-9.9%)

0.112
(-13.8%)

0.114
(-13.2%)

Added
resistance

(kN)
342.3

74
253.860
(-25.8%)

251.049
(-26.7%)

247.138
(-27.4%)

L (m) 320.0 321.2 329.6 321.0
B (m) 58.0 55.4 56.8 55.4
T (m) 20.8 20.6 21.4 21.7
L/B 5.52 5.80 5.80 5.79
CP 0.809 0.799 0.800 0.799

LCB (%) 3.48 3.44 3.31 3.40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선형설계 단계를 위한 선체의 주요치수를 
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선박의 

주요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파랑 중 총 저항과 운항 중 실제 환경
에 의한 속도저감을 목적함수로 설계하여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
하였고, 선형변형을 위한 기존 선형은 KVLCC2를 대상으로 하였
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소개된 수치해법들을 적용한 선박의 주요치수 최

적화는 계산양의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확인하였고, 최적화 과
정에서 최적화 문제의 해들의 분포를 통해 각각의 주요치수에 
변화가 파랑 중 부가저항과 속도저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하였다. 특히 세장비(L/B)가 두 가지의 목적함수에 대
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NSGA Ⅱ를 이용한 선체의 주요치수에 대한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에서 최적점은 F1 측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F2 측
면에서 유리한 최적점 그리고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점으로 
나뉠 수 있다. 이때 이상점과 가장 가까운 최적점은 파랑 중 
총 저항과 속도저감을 모두 고려한 최적점이고, 따라서 파랑 
중 저항만을 최소화 한 최적점(Minimum F1)보다 파랑 중 속도
저감의 측면에서 성능이 향상된 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파랑 중 총 저항이나 속도저감만을 최소화 한 최적점의 경우 
이상점에 가장 가까운 최적점보다 부가저항이 감소되지 않았
다. 이는 선박의 운항 중 속도저감만을 대상으로 최적화를 수
행하였을 때 부가저항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수 중 
저항과 파랑 중 선박의 추진성능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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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EEDI)가 도입되고 있으며, 선박의 운항안정성 기준 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조선 및 해운업계에서는 선박의 운항 효율 및 운항 안정성에 관한 연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선종, 선속 및 선형의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특성을 해석하고, 부가저항 증감의 원인 파악 및 부가저항 저감 방안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에 유효함을 확인하였으며, 
제안한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 방안을 적용하여 파랑 중 조종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CFD(전산유체역학), Ocean wave(해양파), Operation efficie ncy(운항효율),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Ship bow design(선수 선형 설
계), Ax-bow, Leadge-bow, Maneuverability in waves(파랑 중 조종성능), Mean wave drift force(평균 파표류력), Modular type model(모듈 형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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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선박연비제조지수 (Energy Efficinecy Design Index, EEDI)를 

도입하였다 (Oh. et al., 2015). 이에 따라 조선 및 해운 산업계 
에서는 선박 연료 및 운항 효율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많은 저항/추진 분야 연구자들이 부가저항을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많이 시도하였다. 정수 중 저항 
상태와 달리 부가저항이란 선박이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는 
경우 바람이나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저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박에 따라 정수 중 저항보다 15~30%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되어졌다 (Park et al., 2013). 
따라서 선박에 생길 수 있는 부가저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파장 영역에서는 선체와 파랑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운동이 
지배적인 영역인 장파장 영역에서는 종 동요 운동과 
상하동요 운동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Fujii et al., 1977; Chun et al., 1992). 이에 부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로 선수부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 Matsumoto et al. (2002)에 의해 
일본에서 제안된 Ax-bow와 Leadge bow가 대표적인 
형상이다. Hirota et al. (2005)은 다양한 선수형상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효과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모형시험에서 기존의 선형보다 Ax-bow를 가진 선형이 전 
파장 영역에서 20~30%의 부가저항 저감 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Park et al. (2014)과 
Seo et al. (2013) 등이 선수선형을 변경하여 부가저항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Kuroda et al. (2011)은 
컨테이너선 기본선형을 기준으로 선수 부 형상을 변화시켜 
이에 따른 부가저항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고, Lee et al. 
(2013)과 Kang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KVLCC2 선형을 
대상으로 선수형상의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성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선박의 운항안정성 기준 

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조종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선박 설계 및 건조사가 선박의 속도-동력 
성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선박의 엔진출력 및 운항 속도 
감소를 통해 EEDI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랑 중에서 선박의 조종성능 유지를 위한 추력이 
불충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황천 중을 운항하는 경우 선박이 안정성을 잃고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은 기존의 IMO 
Manoeuvrability Standards에 맞춰 실선 시운전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자유항주 모형시험을 통한 불규칙파 중 조종운동 
구현에 시설 및 기술적 제약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한 Direct Simulation은 설계단계에 
적용함에 있어 실험적 방법에 비해 신뢰성이 부족하며 많은 
계산 자원이 요구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파랑 중 

조종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석 방안 및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공동 프로젝트인 
SHOPERA(Energy Efficient Safe Ship Operation) 및 일본의 
공동 R&D 프로젝트에서는 파랑 중 조종성능 평가 방안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국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흘수선 위쪽 선수 부 형상을 

변형하여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Ax-bow, Leadge-bow를 저속 비대선인 
KVLCC2와 비교적 고속선인 KCS 선형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수 선형 변화에 대한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불규칙파 중 조종성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정수 중 조종성능 해석에 
이용되는 Modular type 수학 모델에 대해 외력으로 파도에 
의한 표류력과 표류모멘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부가저항 특성해석 및 조종성능 해석에 관한 CFD 수치 

시뮬레이션에는 상용 코드인 Star-CCM+ 사용 되었다. 
 

2. 선수 형상에 따른 부가저항 특성해석 

 
연구 대상 선형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속선인 KCS 선형과 

저속 비대선인 KVLCC2 선형을 사용 하였으며 주요재원을 
Table 1에 명시하였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KCS and KVLCC2 

Item KCS KVLCC2 

scale ratio 52.667 160 

LPP 4.3671 m 2 m 

LWL 4.4141 m 2.0344 m 

BWL 0.6114 m 0.3625 m 

D 0.4500 m 0.1875 m 

T 0.2051 m 0.13 m 

displacement 0.3562 m3 0.0763 m3 

CB 0.651 0.8098 

CM 0.984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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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EEDI)가 도입되고 있으며, 선박의 운항안정성 기준 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조선 및 해운업계에서는 선박의 운항 효율 및 운항 안정성에 관한 연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선종, 선속 및 선형의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특성을 해석하고, 부가저항 증감의 원인 파악 및 부가저항 저감 방안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에 유효함을 확인하였으며, 
제안한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 방안을 적용하여 파랑 중 조종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CFD(전산유체역학), Ocean wave(해양파), Operation efficie ncy(운항효율),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Ship bow design(선수 선형 설
계), Ax-bow, Leadge-bow, Maneuverability in waves(파랑 중 조종성능), Mean wave drift force(평균 파표류력), Modular type model(모듈 형태 모델), 
Hydrodynamic derivatives(유체력 미계수), Virtual captive model test(가상구속모형시험)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 
선박연비제조지수 (Energy Efficinecy Design Index, EEDI)를 

도입하였다 (Oh. et al., 2015). 이에 따라 조선 및 해운 산업계 
에서는 선박 연료 및 운항 효율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많은 저항/추진 분야 연구자들이 부가저항을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많이 시도하였다. 정수 중 저항 
상태와 달리 부가저항이란 선박이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는 
경우 바람이나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저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박에 따라 정수 중 저항보다 15~30%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되어졌다 (Park et al., 2013). 
따라서 선박에 생길 수 있는 부가저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파장 영역에서는 선체와 파랑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반사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운동이 
지배적인 영역인 장파장 영역에서는 종 동요 운동과 
상하동요 운동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Fujii et al., 1977; Chun et al., 1992). 이에 부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로 선수부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 Matsumoto et al. (2002)에 의해 
일본에서 제안된 Ax-bow와 Leadge bow가 대표적인 
형상이다. Hirota et al. (2005)은 다양한 선수형상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효과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모형시험에서 기존의 선형보다 Ax-bow를 가진 선형이 전 
파장 영역에서 20~30%의 부가저항 저감 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Park et al. (2014)과 
Seo et al. (2013) 등이 선수선형을 변경하여 부가저항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Kuroda et al. (2011)은 
컨테이너선 기본선형을 기준으로 선수 부 형상을 변화시켜 
이에 따른 부가저항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고, Lee et al. 
(2013)과 Kang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KVLCC2 선형을 
대상으로 선수형상의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성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선박의 운항안정성 기준 

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조종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선박 설계 및 건조사가 선박의 속도-동력 
성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선박의 엔진출력 및 운항 속도 
감소를 통해 EEDI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랑 중에서 선박의 조종성능 유지를 위한 추력이 
불충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황천 중을 운항하는 경우 선박이 안정성을 잃고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은 기존의 IMO 
Manoeuvrability Standards에 맞춰 실선 시운전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자유항주 모형시험을 통한 불규칙파 중 조종운동 
구현에 시설 및 기술적 제약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한 Direct Simulation은 설계단계에 
적용함에 있어 실험적 방법에 비해 신뢰성이 부족하며 많은 
계산 자원이 요구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파랑 중 

조종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석 방안 및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공동 프로젝트인 
SHOPERA(Energy Efficient Safe Ship Operation) 및 일본의 
공동 R&D 프로젝트에서는 파랑 중 조종성능 평가 방안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국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흘수선 위쪽 선수 부 형상을 

변형하여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Ax-bow, Leadge-bow를 저속 비대선인 
KVLCC2와 비교적 고속선인 KCS 선형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수 선형 변화에 대한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불규칙파 중 조종성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정수 중 조종성능 해석에 
이용되는 Modular type 수학 모델에 대해 외력으로 파도에 
의한 표류력과 표류모멘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부가저항 특성해석 및 조종성능 해석에 관한 CFD 수치 

시뮬레이션에는 상용 코드인 Star-CCM+ 사용 되었다. 
 

2. 선수 형상에 따른 부가저항 특성해석 

 
연구 대상 선형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속선인 KCS 선형과 

저속 비대선인 KVLCC2 선형을 사용 하였으며 주요재원을 
Table 1에 명시하였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KCS and KVLCC2 

Item KCS KVLCC2 

scale ratio 52.667 160 

LPP 4.3671 m 2 m 

LWL 4.4141 m 2.0344 m 

BWL 0.6114 m 0.3625 m 

D 0.4500 m 0.1875 m 

T 0.2051 m 0.13 m 

displacement 0.3562 m3 0.0763 m3 

CB 0.651 0.8098 

CM 0.984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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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되는 파의 산란과 상대 수직운동의 효과로 인해 
발생되며, 입사파의 파장이 선체보다 짧은 경우 선수부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파의 영향이 부가저항의 원인으로 
지배적이고, 입사파의 파장이 선체보다 길어질수록 선체의 
운동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게 된다. 단파장영역에서는 
선수형상 변화를 통해 선수를 기존 선형에 비하여 파 
입사각을 작게 하여 선수부에 의해 반사되는 파를 줄이고 
또한 그 방향을 좌우로 바꿀 수 있고 그로 인한 부가저항 
또한 감소할 수 있다. 

 

2.1 KCS 선수 형상 변화 
 

 
Fig. 3 KCS 3types of bow shape 

 
선수 형상의 변화에 대한 부가저항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KCS 선형의 선수 부 형상을 Ax-bow와 Leadge-bow로 
변형하였다. 변형된 선수 형상은 Fig. 3에 표현되어 있으며, 
단파장 영역에서는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장파장 영역에서는 선체 운동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선형을 변형하였다. 설계된 선형은 기존 
선형과 비교하였을 때 흘수선과 deck 사이에서 선체 폭이 
증가 되도록 설계 되었으며, F.P.부터 약 18.5 station까지 
변형을 주었다. 이는 입사파가 선수부에 의해 파의 진행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1.1 KCS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해석 결과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계산에 사용된 격자 계 및 수치 

기법은 Park et al. (2017)의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KCS 선형의 경우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wave 
condition은 파장/선체길이 값이 각각 1.15, 0.5의 2가지 
경우를 선택하였다. λ/L = 1.15 인 wave는 공진 주기 값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여 motion이 큰 wave condition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λ/L = 0.5인 wave는 단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항 계산에 사용되었다. 

 
Table 2 KCS test conditions in regular wave 

Item Wave 1 Wave 2 

Froude number 0.26 0.26 

Wave/ship length 1.15 0.5 

Steepness H/wave length 1/60 1/60 

Wave height 0.084 m 0.036 m 

Encounter frequency 0.90 1.625 

Encounter period 1.116 s 0.616 s 

 
Fig. 5는 KCS 선형을 기반으로 한 3가지 (기존선형, 

Ax-bow, Leadge-bow) 선형의 계산 결과와 KCS 기존 선형의 
실험 결과 (Simonsen et al. (2013))의 상하동요 운동을 
비교한 것이다. CFD 계산 결과로부터 KCS 선형의 경우, 
파장/선체길이가 1.15일 때 기존 선형에 비해 Ax-bow 선형은 
상하동요 운동이 약 2.7% 감소하였으며, Leadge-bow 선형의 

경우 약 2.5%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 Heave motion depending on KCS bow shape 

 

Fig. 6은 KCS 선형의 3가지 선수 형상에 대해 종 동요 
운동을 Simonsen et al. (2013)의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파장/선체길이의 값이 1.15인 경우 수행한 계산 결과는 
실험값에 비해 큰 값을 가졌다. 서로 다른 선수 선형 간의 
비교 결과, Ax-bow가 기존에 비해 약 2.4% 큰 값을 
보였으며, Leadge-bow의 경우 8% 증가하였다. 장파장 

Ax-bow 

Leadge-bow 

Origianl 

F.P. 19 st.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형 간의 종 동요 운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다. 

KCS 선형의 부가저항 비교 결과, Fig. 7과 같이 
파장/선체길이가 0.5인 단파장 영역에서는 기존 선형에 비해 
Ax-bow 선형이 약 31%, Leadge-bow 선형이 약 41% 작은 
부가저항 값을 보였다. 그러나 파장이 선체길이의 1.15배인 
장파장의 경우, Ax-bow가 약 2%, Leadge-bow가 약 5%의 
부가저항 증가를 보였다. 

 

 
Fig. 6 Pitch motion depending on KCS bow shape 

 
Fig. 7 Added resistance depending on KCS bow shape 

 

2.2 KVLCC2 선수 형상 변화 
 
KCS 선수 형상 변형과 마찬가지로 KVLCC2 선수 형상 

변화 또한 단파장 영역에서는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장파장 영역에서는 선체 운동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효과를 고려하여 수행 되었다. Fig. 8의 Ax-bow 와 
Leadge-bow 형상은 수선 면과 수선 상부 형상을 세장하게 
하여 부가저항 저감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설계이다. 
Ax-bow의 경우 수선 면 아래의 형상을 기존 선형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Leadge-bow의 경우 선수 앞쪽을 채워 
넣는 개념으로 선수파의 입사각을 작게 만들 도록 설계 

되었다. 
 

 
Fig. 8 KVLCC2 3types of bow shape 

2.2.1 KVLCC2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해석 결과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계산에 사용된 격자 계 및 수치 

기법은 Park et al. (2017)의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Table 3에는 KVLCC2 선형의 경우 Table 3에 계산 조건이 

명시 되어있다. wave condition은 파장/선체길이 값이 각각 
1.2, 0.5인 경우를 사용하였으며 파고는 고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Kang et al. (2016)의 연구 결과와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산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Table 3 KVLCC2 test conditions in regular wave 

Item Wave 1 Wave 2 

Froude number 0.141 0.141 

Wave/ship length 1.2 0.5 

Wave height 0.015 m 0.015 m 

Encounter frequency 1.069 1.879 

Encounter period 0.935 s 0.532 s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KVLCC2 선형을 기반으로 한 

3가지 (기존 선형, Ax-bow, Leadge-bow) 선형의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Park et al.(2014)의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와 Kang et al.(2016)의 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계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KVLCC2의 경우 파장/선체길이가 1.2일 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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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되는 파의 산란과 상대 수직운동의 효과로 인해 
발생되며, 입사파의 파장이 선체보다 짧은 경우 선수부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파의 영향이 부가저항의 원인으로 
지배적이고, 입사파의 파장이 선체보다 길어질수록 선체의 
운동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게 된다. 단파장영역에서는 
선수형상 변화를 통해 선수를 기존 선형에 비하여 파 
입사각을 작게 하여 선수부에 의해 반사되는 파를 줄이고 
또한 그 방향을 좌우로 바꿀 수 있고 그로 인한 부가저항 
또한 감소할 수 있다. 

 

2.1 KCS 선수 형상 변화 
 

 
Fig. 3 KCS 3types of bow shape 

 
선수 형상의 변화에 대한 부가저항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KCS 선형의 선수 부 형상을 Ax-bow와 Leadge-bow로 
변형하였다. 변형된 선수 형상은 Fig. 3에 표현되어 있으며, 
단파장 영역에서는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장파장 영역에서는 선체 운동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선형을 변형하였다. 설계된 선형은 기존 
선형과 비교하였을 때 흘수선과 deck 사이에서 선체 폭이 
증가 되도록 설계 되었으며, F.P.부터 약 18.5 station까지 
변형을 주었다. 이는 입사파가 선수부에 의해 파의 진행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1.1 KCS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해석 결과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계산에 사용된 격자 계 및 수치 

기법은 Park et al. (2017)의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KCS 선형의 경우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wave 
condition은 파장/선체길이 값이 각각 1.15, 0.5의 2가지 
경우를 선택하였다. λ/L = 1.15 인 wave는 공진 주기 값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여 motion이 큰 wave condition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λ/L = 0.5인 wave는 단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항 계산에 사용되었다. 

 
Table 2 KCS test conditions in regular wave 

Item Wave 1 Wave 2 

Froude number 0.26 0.26 

Wave/ship length 1.15 0.5 

Steepness H/wave length 1/60 1/60 

Wave height 0.084 m 0.036 m 

Encounter frequency 0.90 1.625 

Encounter period 1.116 s 0.616 s 

 
Fig. 5는 KCS 선형을 기반으로 한 3가지 (기존선형, 

Ax-bow, Leadge-bow) 선형의 계산 결과와 KCS 기존 선형의 
실험 결과 (Simonsen et al. (2013))의 상하동요 운동을 
비교한 것이다. CFD 계산 결과로부터 KCS 선형의 경우, 
파장/선체길이가 1.15일 때 기존 선형에 비해 Ax-bow 선형은 
상하동요 운동이 약 2.7% 감소하였으며, Leadge-bow 선형의 

경우 약 2.5%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 Heave motion depending on KCS bow shape 

 

Fig. 6은 KCS 선형의 3가지 선수 형상에 대해 종 동요 
운동을 Simonsen et al. (2013)의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파장/선체길이의 값이 1.15인 경우 수행한 계산 결과는 
실험값에 비해 큰 값을 가졌다. 서로 다른 선수 선형 간의 
비교 결과, Ax-bow가 기존에 비해 약 2.4% 큰 값을 
보였으며, Leadge-bow의 경우 8% 증가하였다. 장파장 

Ax-bow 

Leadge-bow 

Origianl 

F.P. 19 st.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형 간의 종 동요 운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다. 

KCS 선형의 부가저항 비교 결과, Fig. 7과 같이 
파장/선체길이가 0.5인 단파장 영역에서는 기존 선형에 비해 
Ax-bow 선형이 약 31%, Leadge-bow 선형이 약 41% 작은 
부가저항 값을 보였다. 그러나 파장이 선체길이의 1.15배인 
장파장의 경우, Ax-bow가 약 2%, Leadge-bow가 약 5%의 
부가저항 증가를 보였다. 

 

 
Fig. 6 Pitch motion depending on KCS bow shape 

 
Fig. 7 Added resistance depending on KCS bow shape 

 

2.2 KVLCC2 선수 형상 변화 
 
KCS 선수 형상 변형과 마찬가지로 KVLCC2 선수 형상 

변화 또한 단파장 영역에서는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장파장 영역에서는 선체 운동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효과를 고려하여 수행 되었다. Fig. 8의 Ax-bow 와 
Leadge-bow 형상은 수선 면과 수선 상부 형상을 세장하게 
하여 부가저항 저감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설계이다. 
Ax-bow의 경우 수선 면 아래의 형상을 기존 선형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Leadge-bow의 경우 선수 앞쪽을 채워 
넣는 개념으로 선수파의 입사각을 작게 만들 도록 설계 

되었다. 
 

 
Fig. 8 KVLCC2 3types of bow shape 

2.2.1 KVLCC2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해석 결과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계산에 사용된 격자 계 및 수치 

기법은 Park et al. (2017)의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Table 3에는 KVLCC2 선형의 경우 Table 3에 계산 조건이 

명시 되어있다. wave condition은 파장/선체길이 값이 각각 
1.2, 0.5인 경우를 사용하였으며 파고는 고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Kang et al. (2016)의 연구 결과와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산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Table 3 KVLCC2 test conditions in regular wave 

Item Wave 1 Wave 2 

Froude number 0.141 0.141 

Wave/ship length 1.2 0.5 

Wave height 0.015 m 0.015 m 

Encounter frequency 1.069 1.879 

Encounter period 0.935 s 0.532 s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KVLCC2 선형을 기반으로 한 

3가지 (기존 선형, Ax-bow, Leadge-bow) 선형의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Park et al.(2014)의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와 Kang et al.(2016)의 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계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KVLCC2의 경우 파장/선체길이가 1.2일 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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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에 비해 Leadge-bow 선형이 약 5.6%의 상하동요 운동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 Heave motion depending on KVLCC2 bow shape 

 

Fig. 10의 KVLCC2의 선형 간 종 동요 운동 비교 결과, 
Leadge-bow는 기존 선형에 비해 약 5%의 운동 증가를 
보였다. 이는 기존 선형에 Leadge-bow 개념을 적용한 선수 
설계 시에 수선 면 아래쪽의 체적을 다소 줄임에서 오는 
결과로 판단된다. 

Fig. 1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KVLCC2를 기반으로 한 
3가지 선형의 부가저항 계산 결과를 Park et al.(2014)의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와 Kang et al.(2016)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선형 간의 부가저항 비교 결과, 
파장/선체길이가 0.5인 단파장의 경우에 Ax-bow 선수형상을 
적용한 선형이 기존 선형에 비해 약 30% 작은 값을 보이며 
Leadge-bow는 약 48% 부가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파장/선체길이의 값이 1.2인 장파장의 경우, 
Leadge-bow 선형은 기존 선형에 비해 약 20% 작은 
부가저항 값이 계측 되었다. 

 

 
Fig. 10 Pitch motion depending on KVLCC2 bow shape 

 
Fig. 11 Added resistance depending on KVLCC2 bow shape 

 

3. 불규칙파 중 선박 조종 성능 해석 
 

3.1 파랑 중 조종운동 수학 모델 
 

3.1.1 파랑 중 조종운동 방정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방정식은 식(1)과 같이 기술되며 

이는 선박의 무게중심에 관한 Euler 강체 운동 방정식이다. 
선박의 조종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구고정 좌표계 상에
서 정의된 3자유도 운동방정식을 도입하였으며, 
Yasukawa(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선체와 프로펠러, 타에 
의한 힘이 구분된 모듈 형태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아래 첨
자 H, P, R은 각각 선체, 프로펠러, 타에 의한 유체동력학적 
힘을 의미하며, W는 시간평균 표류력을 나타낸다. 

 

'N'N'N'r)'J'I(

'Y'Y'Y'r'u)'m'm('v)'m'm(

'X'X'X'X'r'v)'m'm('u)'m'm(

WRHzzzz

WRH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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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1.2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적용 방안 
 
조종운동은 Surge, Sway, Yaw 속도 및 각속도에 따라 유

체동력학적 힘에 의해 운동하며 파에 의해 진동하는 내항운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운동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시간 t에서의 선박의 속도와 선회각을 사용하여 미리 계
산된 시간평균 표류력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파와 선박의 
조우각 및 조우주파수에 해당하는 값을 선형보간하여 얻도
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모델을 제안한다.  

 

3.2 가상구속모형시험 
 

3.2.1 대상선형 
 
본 연구에서는 가상구속모형시험의 결과를 모형시험을 통

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값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SIMMAN 2008 및 SIMMAN 2014 Workshop proceeding에 
여러 기관의 추정 결과가 있는 KVLCC2를 대상 선형으로 선
택하였다.  
 

3.2.2 수치계산 결과 
 
사항 시험에 대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은 특정 사항각 에 

대해 일정한 예인속도 U 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사항각 범
위에서 CFD결과가 EFD결과를 잘 추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Table 4에서 CFD결과로 도출된 유체력 미계
수 값이 EFD결과 대비 오차율 8% 이내로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static drift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Yv  -0.2997 -0.2855 95.26 
'Yvvv  -0.8185 -0.8780 107.27 

'Nv  -0.1335 -0.1370 102.62 
'Nvvv  0.0917 0.09495 103.54 

 
순수 좌우동요 해석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동일 조건에

서의 EFD는 수행되지 않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pure sway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my  - 0.2181 - 

 
순수 선수동요 시험 결과 CFD로 추정된 유체력 미계수는 

13%이내의 오차범위로 추정되었으나, 'Nrrr 의 경우 선수동

요에 따른 순수동요력에 비선형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
아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6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pure yaw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J zz  - 0.0109 - 
'm'Yr   -0.2436 -0.2630 7.98 

'Yrrr  -0.0160 -0.0166 3.88 
'Nr  -0.0439 -0.0382 12.98 
'Nrrr  0.0118 0.0041 65.51 

 
일정 편류각을 가진 원호 운동 시험으로부터 추정한 유체

력 미계수 값은 Table 7과 같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모형시험
은 수행되지 않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7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CMT with drif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Yvvr  - 0.389 - 
'Yvrr  - -0.371 - 
'Nvvr  - -0.314 - 
'Nvrr  - 0.105 - 

 

 
3.3 정수 중 조종 운동 시뮬레이션 

 
가상 구속모형시험 중 선체 단독에 대해 가상 구속모형시

험을 수행하여 취득할 수 없었던 유체력 미계수 및 타, 프로
펠러 간섭계수는 Yasukawa(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시뮬
레이션에 이용하였다.  

 
3.3.1 선회 시험 결과  

 
35° 타각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2과 같다. 이를 통

해 CFD를 통해 도출한 유체력 미계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형시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 구속모형시
험이 선박의 선회성능을 판단하는 데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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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에 비해 Leadge-bow 선형이 약 5.6%의 상하동요 운동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 Heave motion depending on KVLCC2 bow shape 

 

Fig. 10의 KVLCC2의 선형 간 종 동요 운동 비교 결과, 
Leadge-bow는 기존 선형에 비해 약 5%의 운동 증가를 
보였다. 이는 기존 선형에 Leadge-bow 개념을 적용한 선수 
설계 시에 수선 면 아래쪽의 체적을 다소 줄임에서 오는 
결과로 판단된다. 

Fig. 1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KVLCC2를 기반으로 한 
3가지 선형의 부가저항 계산 결과를 Park et al.(2014)의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와 Kang et al.(2016)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선형 간의 부가저항 비교 결과, 
파장/선체길이가 0.5인 단파장의 경우에 Ax-bow 선수형상을 
적용한 선형이 기존 선형에 비해 약 30% 작은 값을 보이며 
Leadge-bow는 약 48% 부가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파장/선체길이의 값이 1.2인 장파장의 경우, 
Leadge-bow 선형은 기존 선형에 비해 약 20% 작은 
부가저항 값이 계측 되었다. 

 

 
Fig. 10 Pitch motion depending on KVLCC2 bow shape 

 
Fig. 11 Added resistance depending on KVLCC2 bow shape 

 

3. 불규칙파 중 선박 조종 성능 해석 
 

3.1 파랑 중 조종운동 수학 모델 
 

3.1.1 파랑 중 조종운동 방정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방정식은 식(1)과 같이 기술되며 

이는 선박의 무게중심에 관한 Euler 강체 운동 방정식이다. 
선박의 조종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구고정 좌표계 상에
서 정의된 3자유도 운동방정식을 도입하였으며, 
Yasukawa(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선체와 프로펠러, 타에 
의한 힘이 구분된 모듈 형태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아래 첨
자 H, P, R은 각각 선체, 프로펠러, 타에 의한 유체동력학적 
힘을 의미하며, W는 시간평균 표류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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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적용 방안 
 
조종운동은 Surge, Sway, Yaw 속도 및 각속도에 따라 유

체동력학적 힘에 의해 운동하며 파에 의해 진동하는 내항운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운동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시간 t에서의 선박의 속도와 선회각을 사용하여 미리 계
산된 시간평균 표류력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파와 선박의 
조우각 및 조우주파수에 해당하는 값을 선형보간하여 얻도
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모델을 제안한다.  

 

3.2 가상구속모형시험 
 

3.2.1 대상선형 
 
본 연구에서는 가상구속모형시험의 결과를 모형시험을 통

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값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SIMMAN 2008 및 SIMMAN 2014 Workshop proceeding에 
여러 기관의 추정 결과가 있는 KVLCC2를 대상 선형으로 선
택하였다.  
 

3.2.2 수치계산 결과 
 
사항 시험에 대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은 특정 사항각 에 

대해 일정한 예인속도 U 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사항각 범
위에서 CFD결과가 EFD결과를 잘 추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Table 4에서 CFD결과로 도출된 유체력 미계
수 값이 EFD결과 대비 오차율 8% 이내로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static drift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Yv  -0.2997 -0.2855 95.26 
'Yvvv  -0.8185 -0.8780 107.27 

'Nv  -0.1335 -0.1370 102.62 
'Nvvv  0.0917 0.09495 103.54 

 
순수 좌우동요 해석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동일 조건에

서의 EFD는 수행되지 않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pure sway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my  - 0.2181 - 

 
순수 선수동요 시험 결과 CFD로 추정된 유체력 미계수는 

13%이내의 오차범위로 추정되었으나, 'Nrrr 의 경우 선수동

요에 따른 순수동요력에 비선형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
아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6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pure yaw tes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J zz  - 0.0109 - 
'm'Yr   -0.2436 -0.2630 7.98 

'Yrrr  -0.0160 -0.0166 3.88 
'Nr  -0.0439 -0.0382 12.98 
'Nrrr  0.0118 0.0041 65.51 

 
일정 편류각을 가진 원호 운동 시험으로부터 추정한 유체

력 미계수 값은 Table 7과 같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모형시험
은 수행되지 않아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7 Compu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hydrodynamic 

derivatives (CMT with drift) 
Derivatives HMRI EFD Present CFD CFD/EFD (%) 

'Yvvr  - 0.389 - 
'Yvrr  - -0.371 - 
'Nvvr  - -0.314 - 
'Nvrr  - 0.105 - 

 

 
3.3 정수 중 조종 운동 시뮬레이션 

 
가상 구속모형시험 중 선체 단독에 대해 가상 구속모형시

험을 수행하여 취득할 수 없었던 유체력 미계수 및 타, 프로
펠러 간섭계수는 Yasukawa(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시뮬
레이션에 이용하였다.  

 
3.3.1 선회 시험 결과  

 
35° 타각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2과 같다. 이를 통

해 CFD를 통해 도출한 유체력 미계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형시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 구속모형시
험이 선박의 선회성능을 판단하는 데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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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alm water ±35° turning maneuver 

 
3.3.2 지그재그 시험 결과 

 
±10°/10° 및 ±20°/20° 지그재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3과 같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유항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
사한 결과가 도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도출
한 유체력 미계수 및 구축한 시뮬레이션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13 Calm water zig-zag maneuver 

 
3.4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 해석 

 
3.4.1 해석 방법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랑 중 조종운동 

방정식에서의 WWW N,Y,X 에 기인하는 표류력 및 표류모

멘트를 조종운동간 발생하는 선속 및 선회각의 변화에 따라 
고려하기 위해 선박의 전진속도와 입사파의 방향을 바꿔가

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조건에 대해 계산을 수행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에 의한 평균 표류력 및 표
류모멘트 해석에 3-D 패널법 기반의 상용 포텐셜 코드를 활
용하였다. 

3.4.2 평균 표류력 해석 결과 
 
선속이 0인 경우에 파입사각의 변화에 따른 각 방향으로 작용

하는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는 SHOPERA Benchmark 
test(SHOPERA, 2016)에 공개된 여러 참여 기관들의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특정 선속에서 파입사각
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는 공개된 모형시험 결과가 없어 별도의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 

타 연구기관의 해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
석 결과가 신뢰성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될 Data base의 
일부를 검증할 수 있었다. 해당 Database는 시뮬레이션 모델 내에
서 QTF형태로 적용하였다. 

 

 
Fig. 14 X-direction wave drift force, χ=30°

 
Fig. 15 Y-direction wave drift force, χ=60°

 
Fig. 16 Z-axis wave drift moment, χ=90°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선수형상 변화에 따른 규칙 파 중 부가

저항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고, 불규칙 파 중 선박의 조종성
능 해석에 있다.  

 
부가저항 특성 해석에 관한 연구로써, 기존 선형과 

Ax-bow, Leadge-bow 개념을 적용한 선형에 대하여 운동응
답 및 부가저항 특성을 비교 하였으며,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를 이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기
존 연구에서 수행된 계산결과 및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파랑 중 서로 다른 선수 부 형상을 가진 KCS 선형의 운
동응답을 해석한 결과, Ax-bow의 경우에 장파장 영역에서 선
체의 종 동요 운동응답 변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을 확
인 하였다. 이는 Ax-bow 개념을 적용한 선수 형상 변형 시에, 
수선 면 아래 형상은 기존 선형과 동일하게 사용하였기 때문
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하동요 운동응답의 경우, 기존 
선형에 비해 최대 2.7%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Leadge-bow을 적용한 선형의 경우, 장파장 영역에서 선체의 
상하동요 운동응답이 약 2.5% 감소하였으나 종 동요 운동응
답이 기존 선형에 비해 작은 값이나마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
다. 이는 수선 면 아래 부분의 선체 폭을 기존 선형보다 보다 
작게 함에서 오는 결과로 판단된다. 부가저항을 해석의 경우 
운동응답 해석 결과에 비해 선수 형상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단파장 영역에서는 부가저항이 감소
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선수 반사파를 줄이기 위해 선
수 수선 형상을 세장하게 하는 설계 방식의 적용과 수선 면

과 deck 사이의 체적을 다소 증가시켜 선체 측면을 타고 오
르는 파를 줄임에서 오는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KCS의 
경우 장파장 영역에서는 선수 형상 변화로 인해 부가저항 값
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파랑 중 서로 다른 선수 부 형상을 가진 KVLCC2 선형의 
운동응답을 해석한 결과, Ax-bow와 Leadge-bow 형상을 적
용한 선형 모두 장파장 영역에서 선체의 상하동요 운동응답
이 감소하였다.  상하동요 운동응답의 경우, 수선 면과 deck 
사이의 체적을 다소 증가시키는 설계를 적용한 Leadge-bow
의 해석 결과에서 최대 3.7%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하 동요 운동응답과 달리, 장파장 영역에서 Ax-bow와 
Leadge-bow 모두 종 동요 운동응답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VLCC2 선형에 대한 부가저항을 해석한 결과, 
KCS와 마찬가지로 운동응답 해석 결과에 비해 선수 형상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단파장 영역에서는 
부가저항이 최대 33% 감소하였으며, 장파장 영역에서는 최
대 18% 감소하였다. 단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항 감소율이 
장파장 영역보다 큰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수 형상 변화가 단파장 영역에서의 반사파
를 줄이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기존의 Ax-bow와 Leadge-bow 
개념의 적용을 통한 부가저항 감소 효과는 비교적 고속선인 
KCS와 같은 선형에 적용하는 것보다 저속 비대선형인 
KVLCC2 선형에 적용하는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파장 영역보다 단파장 영역에서 높은 부가저
항 감소율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후 연구로는 단파장 
영역만이 아니라 장파장 영역에서도 효과적이며, 세장한 선
형에 적용 하여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수부 
형상의 설계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설계 결과의 부가저항 성능 검증을 위한 계산의 정도 
향상이 요구된다.  

 
파랑 중 선박의 조종성능을 해석하기 위해 기존의 정수 

중 조종성능 해석에 적용되는 Modular type 모델에 비선형 
파력의 영향을 외력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KVLCC2의 정수 중 유체력 미계수는 CFD 수치시뮬레이
션 통해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여 도출하였으며, 기존 
구속모형시험 대비 12% 이내의 차이로 대부분의 유체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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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alm water zig-zag 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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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조건에 대해 계산을 수행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에 의한 평균 표류력 및 표
류모멘트 해석에 3-D 패널법 기반의 상용 포텐셜 코드를 활
용하였다. 

3.4.2 평균 표류력 해석 결과 
 
선속이 0인 경우에 파입사각의 변화에 따른 각 방향으로 작용

하는 평균 표류력 및 표류모멘트는 SHOPERA Benchmark 
test(SHOPERA, 2016)에 공개된 여러 참여 기관들의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특정 선속에서 파입사각
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는 공개된 모형시험 결과가 없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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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구기관의 해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
석 결과가 신뢰성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될 Data base의 
일부를 검증할 수 있었다. 해당 Database는 시뮬레이션 모델 내에
서 QTF형태로 적용하였다. 

 

 
Fig. 14 X-direction wave drift force, χ=30°

 
Fig. 15 Y-direction wave drift force, χ=60°

 
Fig. 16 Z-axis wave drift moment, χ=90°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선수형상 변화에 따른 규칙 파 중 부가

저항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고, 불규칙 파 중 선박의 조종성
능 해석에 있다.  

 
부가저항 특성 해석에 관한 연구로써, 기존 선형과 

Ax-bow, Leadge-bow 개념을 적용한 선형에 대하여 운동응
답 및 부가저항 특성을 비교 하였으며,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를 이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기
존 연구에서 수행된 계산결과 및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파랑 중 서로 다른 선수 부 형상을 가진 KCS 선형의 운
동응답을 해석한 결과, Ax-bow의 경우에 장파장 영역에서 선
체의 종 동요 운동응답 변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을 확
인 하였다. 이는 Ax-bow 개념을 적용한 선수 형상 변형 시에, 
수선 면 아래 형상은 기존 선형과 동일하게 사용하였기 때문
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하동요 운동응답의 경우, 기존 
선형에 비해 최대 2.7%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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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동요 운동응답이 약 2.5% 감소하였으나 종 동요 운동응
답이 기존 선형에 비해 작은 값이나마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
다. 이는 수선 면 아래 부분의 선체 폭을 기존 선형보다 보다 
작게 함에서 오는 결과로 판단된다. 부가저항을 해석의 경우 
운동응답 해석 결과에 비해 선수 형상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단파장 영역에서는 부가저항이 감소
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선수 반사파를 줄이기 위해 선
수 수선 형상을 세장하게 하는 설계 방식의 적용과 수선 면

과 deck 사이의 체적을 다소 증가시켜 선체 측면을 타고 오
르는 파를 줄임에서 오는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KCS의 
경우 장파장 영역에서는 선수 형상 변화로 인해 부가저항 값
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파랑 중 서로 다른 선수 부 형상을 가진 KVLCC2 선형의 
운동응답을 해석한 결과, Ax-bow와 Leadge-bow 형상을 적
용한 선형 모두 장파장 영역에서 선체의 상하동요 운동응답
이 감소하였다.  상하동요 운동응답의 경우, 수선 면과 deck 
사이의 체적을 다소 증가시키는 설계를 적용한 Leadge-bow
의 해석 결과에서 최대 3.7%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하 동요 운동응답과 달리, 장파장 영역에서 Ax-bow와 
Leadge-bow 모두 종 동요 운동응답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VLCC2 선형에 대한 부가저항을 해석한 결과, 
KCS와 마찬가지로 운동응답 해석 결과에 비해 선수 형상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단파장 영역에서는 
부가저항이 최대 33% 감소하였으며, 장파장 영역에서는 최
대 18% 감소하였다. 단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항 감소율이 
장파장 영역보다 큰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수 형상 변화가 단파장 영역에서의 반사파
를 줄이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기존의 Ax-bow와 Leadge-bow 
개념의 적용을 통한 부가저항 감소 효과는 비교적 고속선인 
KCS와 같은 선형에 적용하는 것보다 저속 비대선형인 
KVLCC2 선형에 적용하는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파장 영역보다 단파장 영역에서 높은 부가저
항 감소율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후 연구로는 단파장 
영역만이 아니라 장파장 영역에서도 효과적이며, 세장한 선
형에 적용 하여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수부 
형상의 설계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설계 결과의 부가저항 성능 검증을 위한 계산의 정도 
향상이 요구된다.  

 
파랑 중 선박의 조종성능을 해석하기 위해 기존의 정수 

중 조종성능 해석에 적용되는 Modular type 모델에 비선형 
파력의 영향을 외력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KVLCC2의 정수 중 유체력 미계수는 CFD 수치시뮬레이
션 통해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여 도출하였으며, 기존 
구속모형시험 대비 12% 이내의 차이로 대부분의 유체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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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일부 비선형 유체력 미계수가 큰 
오차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대상 선박의 조종운
동 범위에서는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파표류력은 포텐셜 기반의 3D 패널법
이 적용된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석하였으며, 이는 표류력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계산된 파표류
력의 제안하는 파랑 중 조종운동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적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규칙파에 대한 각 방향 힘
과 모멘트로 작용하는 파표류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제안하는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

으로 파랑 중 조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자유항주 모형시
험 결과와의 비교 및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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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축척에 따른 프로펠러와 

자유수면의 상호작용에 대한 수치적 연구 해석 
백광준(인하대학교), 장윤호(인하대학교) 

 

Numerical Study for the Effect of Propeller Scale 

on the Interaction between Propeller and Free Surface 
Kwang-Jun Paik(Inha University), Yoon-Ho Jang(Inha University) 

 
 

요 약 

 
The results of a numeric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a propeller operating near a free surface are presented. The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various advance coefficients and the submergence depths of the model propeller. The effects of the 
model propeller size were investigated using two different model propeller sizes for all cases. The wave pattern of the free surface and 
the flow structure around the propeller as well as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propeller were investigated through simulation 
results. The thrust and torque fluctuated and the trajectory of the tip vortex was distorted due to the interaction with the free surface. The 
wave pattern of the free surface was related to the tip vortex of the propeller. The decreases in thrust and torque at the small model 
propeller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large model propeller. The reduction rate of the thrust and torque increased with the advance 
coefficient. 

 

Keywords: Propeller(프로펠러), Free surface(자유 수면), Tip vortex(팁 보오텍스), Wave pattern(파형),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전산 

유체 역학) 

 

1. 서 론 
 

최근 파랑 중 운항하는 선박의 운동 및 선박의 저항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많은 연구들이 CFD (Orihara 

and Miyata, 2003; Arribas, 2007; Liu et al,. 2011; Sadat-Hosseini 

et al., 2013)를 사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파도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매우 복잡한 동작과 파동을 겪기 때문에 

선박의 선미에 부착 된 프로펠러는 다양한 유입 조건과 침수 

깊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프로펠러 침수 깊이의 

변화에 따라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공기유입현상(air ventilation)과 프로펠러 날개가 자유수면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항을 

증가시키는 선박의 움직임으로 인해 파도에서 작동하는 

선박의 저항이 증가하여 선박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일정한 

동력에서 선박 속도가 감소하면, 프로펠러는 더 낮은 전진비 

영역에서 더 높은 부하가 걸릴 것이다 (Nakamura and Naito, 

1977; Chuang and Steen, 2011; Ueno et al., 2013).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유 수면과의 상호 

작용으로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크가 감소되어 프로펠러 

효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다양한 작동 조건 하에서 자유 

수면과 상호 작용하는 프로펠러의 유체 역학 특성을 상세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 수면과의 상호 작용이 없는 수심에서의 프로펠러의 

유체 역학적 특성은 프로펠러의 유체 역학적 성능과 프로펠러 

주변의 유동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Paik et al. 

2007; Felli et al, 2008 and 2011, Carrica et al, 2010; Castro et al, 

2011; Baek et al., 2015; Paik et al., 2015). 다른 한편,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 작용은 자유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크 변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프로펠러가 큰 하중으로 수면 

밑 에서 작동 할 때 공기 유입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추진기와 프로펠러로 공기 유입현상의 

메커니즘을 조사했다 (Kozlowska et al., 2009 and 2011). 그들은 

공기 중에 형성되는 보오텍스가 프로펠러의 흡입면에서 

작용하여 깔때기모양의 보오텍스(wake funnel)을 만들고 

프로펠러의 전진 속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작은 침수 깊이에서도 전진비에 따라 공기 유입현상이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Califano and Steen (2011)은 상업용 

CFD 코드를 사용하여 완전히 잠긴 고 하중 프로펠러의 공기 

유입현상상을 해석했다. 그들은 끝단 보오텍스가 전통적인 

프로펠러의 공기 유입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Park et al. (2011) 은 모형 테스트를 통해 부분적으로 

침수 된 프로펠러의 추력 및 토오크 변화에 관한 경험적 

공식을 제안하고 CFD를 사용하여 프로펠러 축까지 침수된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1 회전 중에 추력 손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 다양한 전진비 및 침수 깊이에서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프로펠러 침수 깊이에 대해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를 사용하여 프로펠러 주변의 자유 수면 

효과를 Paik et al. (2008) 이 연구했다. 이 논문은 프로펠러의 

상류와 하류에서의 축 방향 속도 프로파일과 자유 수면에서의 

파형을 보여준다. Li et al. (2015) 은 CFD를 사용하는 경사진 

프로펠러에서 자유 수면의 존재 효과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의 추진력 및 토오크, 자유 수면의 

파형, 프로펠러 후류의 진화와 같은 유체 역학적 특성을 5 

개의 선행 계수, 프로펠러의 3 개의 침수 깊이 및 2 개의 모형 

프로펠러 크기로 조사했다. 이 연구는 비압축성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CFD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2. 수치해석 기법 
 

수치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비압축성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이며, 다음과 같은 적분방정식 형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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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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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ρ는 밀도, 𝑝𝑝는 압력, 𝑢𝑢𝑖𝑖는 속도 텐서, 𝑏𝑏𝑖𝑖는 체적력 

텐서, 𝜏𝜏𝑖𝑖𝑗𝑗는 점성과 난류에 의한 유효응력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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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𝛿𝛿𝑖𝑖𝑗𝑗

𝜕𝜕𝑢𝑢𝑘𝑘
𝜕𝜕𝑥𝑥𝑘𝑘

]                                          (3) 

.                             

지배방정식의 해는 시간 및 공간에 대해 2차 이산화기법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속도-압력 연성을 위해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ed Equation) 

방법이 적용되었다. 난류모형으로는 Menter (1994) 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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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축척에 따른 프로펠러와 

자유수면의 상호작용에 대한 수치적 연구 해석 
백광준(인하대학교), 장윤호(인하대학교) 

 

Numerical Study for the Effect of Propeller Scale 

on the Interaction between Propeller and Free Surface 
Kwang-Jun Paik(Inha University), Yoon-Ho Jang(Inha University) 

 
 

요 약 

 
The results of a numeric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a propeller operating near a free surface are presented. The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various advance coefficients and the submergence depths of the model propeller. The effects of the 
model propeller size were investigated using two different model propeller sizes for all cases. The wave pattern of the free surface and 
the flow structure around the propeller as well as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propeller were investigated through simulation 
results. The thrust and torque fluctuated and the trajectory of the tip vortex was distorted due to the interaction with the free surface. The 
wave pattern of the free surface was related to the tip vortex of the propeller. The decreases in thrust and torque at the small model 
propeller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large model propeller. The reduction rate of the thrust and torque increased with the advance 
coefficient. 

 

Keywords: Propeller(프로펠러), Free surface(자유 수면), Tip vortex(팁 보오텍스), Wave pattern(파형),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전산 

유체 역학) 

 

1. 서 론 
 

최근 파랑 중 운항하는 선박의 운동 및 선박의 저항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많은 연구들이 CFD (Orihara 

and Miyata, 2003; Arribas, 2007; Liu et al,. 2011; Sadat-Hosseini 

et al., 2013)를 사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파도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매우 복잡한 동작과 파동을 겪기 때문에 

선박의 선미에 부착 된 프로펠러는 다양한 유입 조건과 침수 

깊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프로펠러 침수 깊이의 

변화에 따라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공기유입현상(air ventilation)과 프로펠러 날개가 자유수면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항을 

증가시키는 선박의 움직임으로 인해 파도에서 작동하는 

선박의 저항이 증가하여 선박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일정한 

동력에서 선박 속도가 감소하면, 프로펠러는 더 낮은 전진비 

영역에서 더 높은 부하가 걸릴 것이다 (Nakamura and Naito, 

1977; Chuang and Steen, 2011; Ueno et al., 2013).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유 수면과의 상호 

작용으로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크가 감소되어 프로펠러 

효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다양한 작동 조건 하에서 자유 

수면과 상호 작용하는 프로펠러의 유체 역학 특성을 상세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 수면과의 상호 작용이 없는 수심에서의 프로펠러의 

유체 역학적 특성은 프로펠러의 유체 역학적 성능과 프로펠러 

주변의 유동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Paik et al. 

2007; Felli et al, 2008 and 2011, Carrica et al, 2010; Castro et al, 

2011; Baek et al., 2015; Paik et al., 2015). 다른 한편,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 작용은 자유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크 변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프로펠러가 큰 하중으로 수면 

밑 에서 작동 할 때 공기 유입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추진기와 프로펠러로 공기 유입현상의 

메커니즘을 조사했다 (Kozlowska et al., 2009 and 2011). 그들은 

공기 중에 형성되는 보오텍스가 프로펠러의 흡입면에서 

작용하여 깔때기모양의 보오텍스(wake funnel)을 만들고 

프로펠러의 전진 속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작은 침수 깊이에서도 전진비에 따라 공기 유입현상이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Califano and Steen (2011)은 상업용 

CFD 코드를 사용하여 완전히 잠긴 고 하중 프로펠러의 공기 

유입현상상을 해석했다. 그들은 끝단 보오텍스가 전통적인 

프로펠러의 공기 유입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Park et al. (2011) 은 모형 테스트를 통해 부분적으로 

침수 된 프로펠러의 추력 및 토오크 변화에 관한 경험적 

공식을 제안하고 CFD를 사용하여 프로펠러 축까지 침수된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1 회전 중에 추력 손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 다양한 전진비 및 침수 깊이에서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프로펠러 침수 깊이에 대해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를 사용하여 프로펠러 주변의 자유 수면 

효과를 Paik et al. (2008) 이 연구했다. 이 논문은 프로펠러의 

상류와 하류에서의 축 방향 속도 프로파일과 자유 수면에서의 

파형을 보여준다. Li et al. (2015) 은 CFD를 사용하는 경사진 

프로펠러에서 자유 수면의 존재 효과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의 추진력 및 토오크, 자유 수면의 

파형, 프로펠러 후류의 진화와 같은 유체 역학적 특성을 5 

개의 선행 계수, 프로펠러의 3 개의 침수 깊이 및 2 개의 모형 

프로펠러 크기로 조사했다. 이 연구는 비압축성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CFD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2. 수치해석 기법 
 

수치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비압축성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이며, 다음과 같은 적분방정식 형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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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ρ는 밀도, 𝑝𝑝는 압력, 𝑢𝑢𝑖𝑖는 속도 텐서, 𝑏𝑏𝑖𝑖는 체적력 

텐서, 𝜏𝜏𝑖𝑖𝑗𝑗는 점성과 난류에 의한 유효응력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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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방정식의 해는 시간 및 공간에 대해 2차 이산화기법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속도-압력 연성을 위해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ed Equation) 

방법이 적용되었다. 난류모형으로는 Menter (1994) 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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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Shear Stress Transport) 𝑘𝑘 − 𝜔𝜔  난류모형을 사용하였고 

자유수면의 유동 현상은 프로펠러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도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Muzferija et al. (1998) 이 제안한 

기법인 HRIC(High Resolution Interface Capturing)을 기반으로 

한 VOF(Volume of Fluid)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수치 

모형들은 상용 CFD 소프트웨어인 STAR-CCM+ 10.04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3. 수치해석의 구성 
 

3.1 대상 프로펠러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 프로펠러는 한국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에서 KRISO 컨테이너선인 KCS를 대상으로 

설계된 KP505 프로펠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KP505 모형 

프로펠러의 지름은 7.9 𝑚𝑚이고 블레이드 수는 5개 이다. Table 

1은 KP505의 주요 사항과 도면을 보여준다. Paik et al. (2008) 

은 프로펠러가 자유 수면 아래에서 작동 할 때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 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KP505를 

사용하였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the model propeller (KP505) 

Diameter (mm) 250.0 Scale ratio 31.60 

No. of blades 5 Hub ratio 0.180 

P/D (mean) 0.950 Ae/Ao 0.800 

Section NACA66 Rotation RH 

 

3.2 격자계 

 

본 연구에서는 5.4 𝑐𝑐𝑚𝑚  와 25.0 𝑐𝑐𝑚𝑚  모형 프로펠러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해석 방법을 검증 하였다. 5.4 𝑐𝑐𝑚𝑚 

크기의 작은 모형 프로펠러를 회류수조에서 시험하여 자유 

수면과의 상호 작용을 조사하였고 25.0 𝑐𝑐𝑚𝑚  의 큰 모형 

프로펠러는 예인수조에서 시험되었다. 따라서 두 모형 

프로펠러 모두에 대해 모형의 축척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을 위한 계산 영역이 Fig. 2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채널 벽과 수심의 영향을 고려한 Paik et al. (2008) 등의 모형 

시험에서 사용 된 순환 수로를 모방 한 것이다. 큰 프로펠러 

모형의 계산 영역은 작은 프로펠러 모형의 계산 영역과 

동일한데, 프로펠러 주위 격자는 구조화되지 않은 격자를 

사용하는 trimmer 격자방식으로 생성되었으며, 작은 

프로펠러를 위한 프로펠러 블레이드 표면의 경계층은 무차원 

벽 거리가 1 (𝑦𝑦+ < 1)보다 작도록 프리즘 레이어를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모형 프로펠러의 끝단과 시작점 주변의 격자에는 

Fig. 3과 같이 팁과 루트 보오텍스를 포착 할 수 있는 추가 

레이어를 사용하였다. 자유 수면의 영역에서 그리드의 수는 

자유 수면의 파형을 포착하기 위해 강화되었다. 모형 

프로펠러를 둘러싼 영역이 프로펠러의 자유 수면에 대한 상대 

회전 운동을 고려 하기 위하여 회전한다.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간의 상호 작용을 해석하기 위해 프로펠러 영역과 배경에 

대한 그리드의 수는 각각 1.58M과 5.30M이었다. 하지만, 자유 

수면에 대한 강화 된 격자는 프로펠러 단독시험(POW) 해석을 

위해 제거되었다. 

  모형 프로펠러의 침수 깊이의 비율 (𝑟𝑟/𝑅𝑅)은 그림 3과 같이 

자유 수면으로부터 프로펠러 축까지의 깊이( ℎ )와 모형 

프로펠러의 반경(𝑅𝑅) 사이의 비율로 정의된다. 

 

 
Fig. 2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Fig. 3 Grid system for the propeller wake and free surface 

 

 

 

 

4. 시험결과 및 고찰 
 

4.1. 수치 해석의 검증 

 

수치 해석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KRISO의 큰 모형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자유 수면이 없는 POW 특성과 실험 

데이터를 비교 하였다. 실험은 모든 전진비 (𝐽𝐽𝐴𝐴 = 𝑉𝑉𝐴𝐴 𝑛𝑛𝑛𝑛⁄ ) 에 

대해 𝑛𝑛 = 14 𝑟𝑟𝑟𝑟𝑟𝑟  의 일정한 회전 속도로 유입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수행되었다. 작은 모형 프로펠러에 대한 수치 

해석은 Paik et al. (2008) 이 수행 한 모형 테스트와 동일한 

회전 속도 인 𝑛𝑛 = 8.37 𝑟𝑟𝑟𝑟𝑟𝑟 의 일정한 회전 속도로 

수행되었지만 큰 모형 프로펠러에 대한 POW는 자유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Froude 수를 동일시 

하기 위해 𝑛𝑛 = 3.89 𝑟𝑟𝑟𝑟𝑟𝑟의 회전 속도로 해석되었다. 

 모형 실험을 위한 0.7R에서 블레이드 코드 길이와 상대 

유속 𝑉𝑉𝑅𝑅 = √𝑉𝑉𝐴𝐴
2 + (0.7𝜋𝜋𝑛𝑛𝑛𝑛)2 에 기반한 𝐽𝐽𝐴𝐴 = 0.72 에서의 

레이놀즈 수는 6.38 × 105 이다. 해석을 위한 크고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레이놀즈 수는 각각 𝐽𝐽𝐴𝐴 = 0.72에서 1 . 77 × 105 

와 1. 77 × 105이다. 

  큰 모형 프로펠러를 이용한 수치 해석의 POW 특성은 

전진비에 따른 추력 및 토오크 계수의 기울기가 실험 데이터와 

약간 다르더라도 Fig. 4와 비교하여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지만,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POW 특성은 Reynolds 

수의 영향으로 모든 전진비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일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모형 프로펠러의 특성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자유 수면 (ℎ/𝑅𝑅 = 1.2)하에서 작은 모형 프로펠러를 이용한 

수치 해석은 Paik et al. (2008) 에 의해 𝑦𝑦/𝑛𝑛 = 0 에서 측정 된 

파형과 비교하기 위해 𝐽𝐽𝐴𝐴 = 0.72 에서 수행되었고 파형의 

파고와 파저의 진폭과 위상은 비슷했지만 파형의 두 번째 

파저는 어긋남을 보였다. 수치 해석에서 적용된 시간 간격은 

프로펠러 회전 각 2.0°에 해당한다. 

 
Fig. 4 Comparison of the propeller open water (POW)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 and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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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프로펠러 크기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𝐽𝐽𝐴𝐴 =

0.72에서의 자유수면의 등고선, Q criterion의 iso-surface, 수직 

속도 성분, 횡방향으로의 와도(vorticity)들이 각각의 크고 작은 

프로펠러들에 대해서 Fig. 5에서 비교되어 있으며 그림의 모든 

매개 변수는 무차원화 되었다. 두 모형 프로펠러의 파형은 

유사하며 전형적인 Kelvin 파형을 보여 주었지만 큰 모형 

프로펠러의 첫 번째 파고와 파저의 진폭은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진폭보다 컸다. Fig. 6에서는 𝑦𝑦/𝐷𝐷 = 0.0, 0.5,

및 1.0에서의 파형을 비교하고 있다. 무차원 파장 (𝜆𝜆 𝐷𝐷⁄ ) 은 

모든 위치에 대해 약 1.3이었던 반면에 𝑦𝑦/𝐷𝐷 = 0.0 에서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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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 model propeller (𝐷𝐷 = 5.4 𝑐𝑐𝑐𝑐)                     (b) Large model propeller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Fig. 5 Comparison of the free surface contours, vertical velocity contours, transversal vorticity contours, and iso-surfaces of Q-criterion 

(𝑄𝑄 = 15) according tio the model propeller size at 𝐽𝐽𝐴𝐴 = 0.72 (from top to bottom) 

Table 2 Reduction ratios of thrust, torque, and propeller open water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ubmergence depth at 𝐽𝐽𝐴𝐴 = 0.72 

ℎ/𝑅𝑅 
𝐷𝐷 = 5.4 𝑐𝑐𝑐𝑐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𝐾𝐾𝑇𝑇 𝐾𝐾𝑇𝑇𝑂𝑂⁄  𝐾𝐾𝑄𝑄 𝐾𝐾𝑄𝑄𝑂𝑂⁄  𝜂𝜂𝑂𝑂 𝜂𝜂𝑂𝑂𝑂𝑂⁄  𝐾𝐾𝑇𝑇 𝐾𝐾𝑇𝑇𝑂𝑂⁄  𝐾𝐾𝑄𝑄 𝐾𝐾𝑄𝑄𝑂𝑂⁄  𝜂𝜂𝑂𝑂 𝜂𝜂𝑂𝑂𝑂𝑂⁄  

1.2 0.941 0.964 0.976 0.967 0.973 0.994 

1.5 0.981 0.993 0.987 0.990 0.995 0.995 

2.0 0.975 0.990 0.984 0.990 0.995 0.995 

 

관찰되었다.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팁 소용돌이는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먼저 소산되었고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팁 와도 

선분은 더 불안정했는데 이는 Felli et al. (2011) 에 의해 연구 

되었던, 팁 중심의 크기가 더 큰 보오텍스가 불안정한 효과를 

가진다 라는 연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Fig. 6 Comparison of the wave profiles at 

𝑦𝑦/𝐷𝐷 = 0.0, 0.5, and 1.0 according to the model propeller size 

at 𝐽𝐽𝐴𝐴 = 0.72 

 

4.3. 침수 깊이에 따른 영향 

 

  모형 프로펠러 크기와 𝐽𝐽𝐴𝐴 = 0.72에서의 침수 깊이에 따라 1 

회전 동안 단일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추력과 토오크의 변화가 

Fig. 7에 나타나 있다. 𝑇𝑇 𝑇𝑇𝑜𝑜⁄ 와 𝑄𝑄 𝑄𝑄𝑜𝑜⁄ 는 자유 수면이 없는 

프로펠러에 대한 자유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크의 비율이다. 침수 깊이가 더 작으면 추력의 

변화가 증가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추력은 변동되었지만, 

변동의 경향은 침수 깊이에 따라 달랐다. 0°  에서의 추력 

비율은 ℎ/𝑅𝑅 = 1.2 에서 약 88 %로 감소하고 70° 에서 

102 %로 증가하였고 정점 후에 추력은 점차 감소하여 최상위 

위치에 도달했다. 반면에, ℎ/𝑅𝑅 = 1.5 에서의 추력은 60°까지 

증가하고, 바닥 위치에서 증가하기 전에 120°  부근에서 약간 

감소했고, ℎ/𝑅𝑅 = 2.0에서 추력 변동의 패턴은 ℎ/𝑅𝑅 = 1.5와 

유사했다. 모형 프로펠러의 크기에 따른 추력 변동은 동일한 

침수 깊이에서도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다른 침수 깊이와 다른 

모형 프로펠러 크기에서의 토오크는 ℎ/𝑅𝑅 = 1.2의 0°에서의 

다른 경우보다 더 큰 토오크 감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경향으로 변화했다. 모형 프로펠러 크기에 따른 침수 깊이에 

따른 추력 및 토오크 감소율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추력 및 토오크 감소는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큰데, 추력의 감소는 토오크 보다 더 컸고 토오크는 작은 모형 

프로펠러에서 낮은 POW 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침수 

깊이가 작으면 추력과 토오크의 감소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작은 모형 프로펠러에서의 POW 효율 감소는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훨씬 작았으며 큰 모형 프로펠러의 효율 저하는 

1%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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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𝑄𝑄 = 15) according tio the model propeller size at 𝐽𝐽𝐴𝐴 = 0.72 (from top to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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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프로펠러 크기와 𝐽𝐽𝐴𝐴 = 0.72에서의 침수 깊이에 따라 1 

회전 동안 단일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추력과 토오크의 변화가 

Fig. 7에 나타나 있다. 𝑇𝑇 𝑇𝑇𝑜𝑜⁄ 와 𝑄𝑄 𝑄𝑄𝑜𝑜⁄ 는 자유 수면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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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력과 토오크의 비율이다. 침수 깊이가 더 작으면 추력의 

변화가 증가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추력은 변동되었지만, 

변동의 경향은 침수 깊이에 따라 달랐다. 0°  에서의 추력 

비율은 ℎ/𝑅𝑅 = 1.2 에서 약 88 %로 감소하고 70° 에서 

102 %로 증가하였고 정점 후에 추력은 점차 감소하여 최상위 

위치에 도달했다. 반면에, ℎ/𝑅𝑅 = 1.5 에서의 추력은 60°까지 

증가하고, 바닥 위치에서 증가하기 전에 120°  부근에서 약간 

감소했고, ℎ/𝑅𝑅 = 2.0에서 추력 변동의 패턴은 ℎ/𝑅𝑅 = 1.5와 

유사했다. 모형 프로펠러의 크기에 따른 추력 변동은 동일한 

침수 깊이에서도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다른 침수 깊이와 다른 

모형 프로펠러 크기에서의 토오크는 ℎ/𝑅𝑅 = 1.2의 0°에서의 

다른 경우보다 더 큰 토오크 감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경향으로 변화했다. 모형 프로펠러 크기에 따른 침수 깊이에 

따른 추력 및 토오크 감소율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추력 및 토오크 감소는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큰데, 추력의 감소는 토오크 보다 더 컸고 토오크는 작은 모형 

프로펠러에서 낮은 POW 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침수 

깊이가 작으면 추력과 토오크의 감소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작은 모형 프로펠러에서의 POW 효율 감소는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훨씬 작았으며 큰 모형 프로펠러의 효율 저하는 

1%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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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ertical velocity contour                               (b) Iso-surface of Q-criterion (Q = 15) 

Fig. 8 Instantaneous vertical velocity contours and iso-surfaces of Q-criterion at ℎ 𝑅𝑅⁄ = 1.2, 1.5, and 2.0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Fig. 7 Comparison of the angular variations of thrust (left) and 

torque (right) of one blade according to the propeller model size 

and submergence depth at 𝐽𝐽𝐴𝐴 = 0.72 

 

ℎ/𝑅𝑅 = 1.2, 1.5 및 2.0에서의 큰 모형 프로펠러에 대한 수직 

속도 등고선과 Q-criterion의 iso-surface 의해 형성된 횡 방향 

와도가 Fig. 8 에 나타나 있다. 깊은 수심 깊이에서의 파고가 

감소하고, ℎ/𝑅𝑅 = 2.0 에서의 파동은 Kelvin 파의 파동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ℎ/𝑅𝑅 = 2.0 의 𝑦𝑦/𝐷𝐷 = 0 에서의 

파형은 Fig. 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다른 침수 깊이에서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파장과 주파수를 가졌다. ℎ/𝑅𝑅 = 1.2 와 

달리 ℎ/𝑅𝑅 = 1.5, and 2.0에서는 모형 프로펠러 크기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없었다. 자유 수면 아래의 수직 속도 분포는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 작용 결과를 보여 주었다. 

첫 번째 파고의 정면과 후면에서의 상승 및 하강 속도는 침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보오텍스 쌍을 

이루는 수직 속도의 크기는 상부 및 하부의 팁 후류에서 

비대칭이었다. 상향 수직 속도는 파고의 앞부분 에서 강하자만 

하향 수직 속도는 파고의 뒤쪽 영역에서 더 강했다. 음의 

와도는 ℎ/𝑅𝑅 = 1.2 에서 첫 번째 파고의 최대점 아래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Fig. 9 에서와 같이 𝑦𝑦/𝐷𝐷 = 0에서의 첫 

번째 파고의 파형을 앞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ℎ/𝑅𝑅 =

1.2 에서의 Q-criterion의 iso-surface는 자유 수면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하류에서 중단되었고 ℎ/𝑅𝑅 = 1.5 에서의 

Q-criterion의 iso-surface는 ℎ/𝑅𝑅 = 2.0 에서의 Q-criterion의 

iso-surface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하로 짧게 요동치면서 

하류로 움직였다. 

  Fig. 8 에서 나타나 있는 횡 방향의 와도 성분으로부터 

얻어진 팁 보오텍스 중심의 궤적 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자유 

수면 없이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팁 소용돌이 궤적이 나타나 

있는 Fig. 10과 비교된다. 프로펠러가 자유 수면과 상호 

작용하지 않으면 팁 보오텍스의 반경 방향 위치가 줄어들어 

프로펠러 반경의 약 91%로 작아진다. 하지만, ℎ/𝑅𝑅 =

1.2에서의 최상위 위치의 팁 보오텍스 궤적은 수축하지 않고, 

궤적이 생기기 전에 첫 번째 파고의 정점 위치에 해당하는 

Fig. 9 Comparison of the wave profiles at 𝑦𝑦/𝐷𝐷 = 0 according to 

the propeller model size and submergence depth 

 

Fig. 10 Comparison of tip vortex core trajectories according to the 

submergence depth at 𝐽𝐽𝐴𝐴 = 0.72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𝑥𝑥/𝐷𝐷 = 0.6까지 확장되었다 다시 수축했다. 반면에, ℎ/𝑅𝑅 =

1.2에서 바닥 위치의 팁 보오텍스 궤적과 다른 침수 깊이는 

자유 수면이 없는 프로펠러 궤도와 상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4 전진계수의 효과 

 

전진비에 따른 프로펠러 주위의 자유 수면 및 유동장의 

파형과 프로펠러의 유체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ℎ/𝑅𝑅 =

1.2 에서의 𝐽𝐽𝐴𝐴 = 0.3, 0.5, 0.72, 0.8 및 0.9 에서 조건 해석을 

수행 하였다. 전진비는 유입 속도의 변화에 따라 변했지만 

프로펠러 회전 속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각각의 작고 큰 모형 

프로펠러를 1 회전 시켰을 때 단일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추력 

및 토오크의 각도 변화가 Fig. 11 및 Fig. 12에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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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ertical velocity contour                               (b) Iso-surface of Q-criterion (Q = 15) 

Fig. 8 Instantaneous vertical velocity contours and iso-surfaces of Q-criterion at ℎ 𝑅𝑅⁄ = 1.2, 1.5, and 2.0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Fig. 7 Comparison of the angular variations of thrust (left) and 

torque (right) of one blade according to the propeller model size 

and submergence depth at 𝐽𝐽𝐴𝐴 = 0.72 

 

ℎ/𝑅𝑅 = 1.2, 1.5 및 2.0에서의 큰 모형 프로펠러에 대한 수직 

속도 등고선과 Q-criterion의 iso-surface 의해 형성된 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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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수면이 없는 프로펠러 궤도와 상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4 전진계수의 효과 

 

전진비에 따른 프로펠러 주위의 자유 수면 및 유동장의 

파형과 프로펠러의 유체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ℎ/𝑅𝑅 =

1.2 에서의 𝐽𝐽𝐴𝐴 = 0.3, 0.5, 0.72, 0.8 및 0.9 에서 조건 해석을 

수행 하였다. 전진비는 유입 속도의 변화에 따라 변했지만 

프로펠러 회전 속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각각의 작고 큰 모형 

프로펠러를 1 회전 시켰을 때 단일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추력 

및 토오크의 각도 변화가 Fig. 11 및 Fig. 12에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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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ngular variations of the thrust (left) and torque (right) 

ratios at ℎ/𝑅𝑅 = 1.2 to ℎ/𝑅𝑅 = ∞ for a small propeller model 

(𝐽𝐽𝐴𝐴 = 0.72, 𝐷𝐷 = 5.4 𝑐𝑐𝑐𝑐) 

Fig. 12 Angular variations of the thrust (left) and torque (right) 

ratios at ℎ/𝑅𝑅 = 1.2 to ℎ/𝑅𝑅 = ∞ for a large propeller model 

(𝐽𝐽𝐴𝐴 = 0.72,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추력 및 토오크는 자유 수면 없이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추력 

및 토오크에 대해 표준화되었다. 𝐽𝐽𝐴𝐴 = 0.9 를 제외한 모든 

전진비의 추력은 0°에서 최소값이었고, 60° 까지 증가한 후 

360°까지 서서히 감소했다. 추력 변동의 경향은 작은 및 큰 

모형 프로펠러에서 유사했다. 하지만, 𝐽𝐽𝐴𝐴 = 0.9에서의 추력은 

다른 전진비에서의 두 개의 다른 크기의 모형 프로펠러에 대해 

모두 다른 경향을 보였지만, 토오크는 다른 전진비와 다른 

모형 프로펠러 크기에 대해 동일한 변동 경향을 보였다. 

전진비에 따라 추력과 토오크의 감속비가 증가했다. 추력의 

감소는 180°의 블레이드 각을 가지기 이전에 증가 하였지만, 

토오크 감소의 경우에는 180° 의 블레이드 각 이후에 증가 

했다. 

추력과 토오크의 감속비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는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크다. 전진비가 커짐에 따라 감속비가 증가하고, 

선행 계수에 따른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의 변화율도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더 컸다. 추력의 감소율이 토오크의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에, POW 효율은 전진비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Reduction ratios of propelle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dvance coefficient at ℎ 𝑅𝑅⁄ = 1.2 

𝐽𝐽𝐴𝐴 
𝐷𝐷 = 5.4 𝑐𝑐𝑐𝑐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𝐾𝐾𝑇𝑇 𝐾𝐾𝑇𝑇𝑂𝑂⁄  𝐾𝐾𝑄𝑄 𝐾𝐾𝑄𝑄𝑂𝑂⁄  𝜂𝜂𝑂𝑂 𝜂𝜂𝑂𝑂𝑂𝑂⁄  𝐾𝐾𝑇𝑇 𝐾𝐾𝑇𝑇𝑂𝑂⁄  𝐾𝐾𝑄𝑄 𝐾𝐾𝑄𝑄𝑂𝑂⁄  𝜂𝜂𝑂𝑂 𝜂𝜂𝑂𝑂𝑂𝑂⁄  

0.3 0.997 0.999 0..998 1.009 1.011 0.998 

0.5 0.986 0.989 0.996 0.997 0.998 0.999 

0.72 0.941 0.964 0.976 0.967 0.973 0.994 

0.8 0.932 0.953 0.978 0.949 0.961 0.987 

0.9 0.894 0.968 0.923 0.947 0.964 0.982 

 

큰 모형 프로펠러의 경우 전진비에 따른 수직 속도 등고선과 

Q-criterion의 Iso-surface 가 Fig. 13에 나타나 있는데, 𝐽𝐽𝐴𝐴 =

0.3과 0.5에서는 유입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전형적인 

파형은 관찰되지 않았고 다른 전진비에는 Kelvin파와 같은 

파형이 관찰되었고 𝐽𝐽𝐴𝐴 = 0.72, 0.8 및 0.9 에서는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파장이 증가하는 반면, 파고는 감소했다. 

흥미롭게도, 프로펠러 주위의 첫 번째 파저의 위치는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하류로 이동했는데, 첫 번째 파저는 𝐽𝐽𝐴𝐴 = 0.3 

과 0.5에서 프로펠러 앞에서 관찰되었고 𝐽𝐽𝐴𝐴 = 0.72보다 높은 

전진비로 프로펠러의 뒤쪽으로 이동했으며 이 현상의 원인은 

Fig. 14의 수직 속도 성분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낮은 전진비 

(𝐽𝐽𝐴𝐴 = 0.3 )에서 상단 위치의 블레이드 흡입면에서 강한 음의 

                

                

                

                

                

    (a) Vertical velocity contour                                   (b) Iso-surface of Q-criterion (Q = 15) 

Fig. 13 Instantaneous vertical velocity contours and iso-surfaces of Q-criterion at criterion at 𝐽𝐽𝐴𝐴 = 0.3, 0.5, 0.72, 0.8, and 0.9 (from 

top to bottom, ℎ/𝑅𝑅 = 1.2,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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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ngular variations of the thrust (left) and torque (right) 

ratios at ℎ/𝑅𝑅 = 1.2 to ℎ/𝑅𝑅 = ∞ for a small propeller model 

(𝐽𝐽𝐴𝐴 = 0.72, 𝐷𝐷 = 5.4 𝑐𝑐𝑐𝑐) 

Fig. 12 Angular variations of the thrust (left) and torque (right) 

ratios at ℎ/𝑅𝑅 = 1.2 to ℎ/𝑅𝑅 = ∞ for a large propeller model 

(𝐽𝐽𝐴𝐴 = 0.72,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추력 및 토오크는 자유 수면 없이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추력 

및 토오크에 대해 표준화되었다. 𝐽𝐽𝐴𝐴 = 0.9 를 제외한 모든 

전진비의 추력은 0°에서 최소값이었고, 60° 까지 증가한 후 

360°까지 서서히 감소했다. 추력 변동의 경향은 작은 및 큰 

모형 프로펠러에서 유사했다. 하지만, 𝐽𝐽𝐴𝐴 = 0.9에서의 추력은 

다른 전진비에서의 두 개의 다른 크기의 모형 프로펠러에 대해 

모두 다른 경향을 보였지만, 토오크는 다른 전진비와 다른 

모형 프로펠러 크기에 대해 동일한 변동 경향을 보였다. 

전진비에 따라 추력과 토오크의 감속비가 증가했다. 추력의 

감소는 180°의 블레이드 각을 가지기 이전에 증가 하였지만, 

토오크 감소의 경우에는 180° 의 블레이드 각 이후에 증가 

했다. 

추력과 토오크의 감속비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는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크다. 전진비가 커짐에 따라 감속비가 증가하고, 

선행 계수에 따른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의 변화율도 큰 

모형 프로펠러보다 더 컸다. 추력의 감소율이 토오크의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에, POW 효율은 전진비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Reduction ratios of propelle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dvance coefficient at ℎ 𝑅𝑅⁄ = 1.2 

𝐽𝐽𝐴𝐴 
𝐷𝐷 = 5.4 𝑐𝑐𝑐𝑐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𝐾𝐾𝑇𝑇 𝐾𝐾𝑇𝑇𝑂𝑂⁄  𝐾𝐾𝑄𝑄 𝐾𝐾𝑄𝑄𝑂𝑂⁄  𝜂𝜂𝑂𝑂 𝜂𝜂𝑂𝑂𝑂𝑂⁄  𝐾𝐾𝑇𝑇 𝐾𝐾𝑇𝑇𝑂𝑂⁄  𝐾𝐾𝑄𝑄 𝐾𝐾𝑄𝑄𝑂𝑂⁄  𝜂𝜂𝑂𝑂 𝜂𝜂𝑂𝑂𝑂𝑂⁄  

0.3 0.997 0.999 0..998 1.009 1.011 0.998 

0.5 0.986 0.989 0.996 0.997 0.998 0.999 

0.72 0.941 0.964 0.976 0.967 0.973 0.994 

0.8 0.932 0.953 0.978 0.949 0.961 0.987 

0.9 0.894 0.968 0.923 0.947 0.964 0.982 

 

큰 모형 프로펠러의 경우 전진비에 따른 수직 속도 등고선과 

Q-criterion의 Iso-surface 가 Fig. 13에 나타나 있는데, 𝐽𝐽𝐴𝐴 =

0.3과 0.5에서는 유입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전형적인 

파형은 관찰되지 않았고 다른 전진비에는 Kelvin파와 같은 

파형이 관찰되었고 𝐽𝐽𝐴𝐴 = 0.72, 0.8 및 0.9 에서는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파장이 증가하는 반면, 파고는 감소했다. 

흥미롭게도, 프로펠러 주위의 첫 번째 파저의 위치는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하류로 이동했는데, 첫 번째 파저는 𝐽𝐽𝐴𝐴 = 0.3 

과 0.5에서 프로펠러 앞에서 관찰되었고 𝐽𝐽𝐴𝐴 = 0.72보다 높은 

전진비로 프로펠러의 뒤쪽으로 이동했으며 이 현상의 원인은 

Fig. 14의 수직 속도 성분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낮은 전진비 

(𝐽𝐽𝐴𝐴 = 0.3 )에서 상단 위치의 블레이드 흡입면에서 강한 음의 

                

                

                

                

                

    (a) Vertical velocity contour                                   (b) Iso-surface of Q-criterion (Q = 15) 

Fig. 13 Instantaneous vertical velocity contours and iso-surfaces of Q-criterion at criterion at 𝐽𝐽𝐴𝐴 = 0.3, 0.5, 0.72, 0.8, and 0.9 (from 

top to bottom, ℎ/𝑅𝑅 = 1.2,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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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속도와 하단 위치의 블레이드 흡입면에서 강한 양의 수직 

속도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칼날의 압력면에서 흡입면을 

횡단하는 유동에 의해 발생 된 팁 보오텍스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팁 보오텍스는 프로펠러의 하류 

영역에서 한 쌍의 양과 음의 수직 속도를 만들었다. 전진비가 

증가할수록 블레이드 흡입면의 수직 속도의 크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추력 하중이 적은 전진비 (𝐽𝐽𝐴𝐴 = 0.9)의 

하류 수직 속도의 크기는 블레이드의 흡입면의 수직 속도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변화하는 블레이드의 흡입면에서 음의 

수직 방향 속도의 크기는 전진비에 따라 바뀌었고 하류의 

보오텍스 쌍에 대한 양의 수직 방향 속도의 상대적인 크기는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파저의 위치는 전진비가 증가하면서 하류로 이동한다. 자유 

수면의 파계는 프로펠러의 팁 보오텍스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되었다. 𝐽𝐽𝐴𝐴 = 0.3보다 낮은 전진비에서 프로펠러의 하중이 

더 증가하면 자유 수면 위의 공기를 물 속으로 빨아들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팁 와도는 전진비가 낮을수록 매우 강했으며 팁 와도의 

강도는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약해졌다. 𝐽𝐽𝐴𝐴 = 0.3에서 팁 

소용돌이는 매우 강했지만 병합되고 왜곡되어 1 회전 후에 큰 

와도 튜브를 만들었는데, 이는 Q-criterion의 iso-surface에 

나타난다. 𝐽𝐽𝐴𝐴 = 0.5의 팁 보오텍스는 같은 경우는 두 번의 

회전 후에 합쳐졌다. 𝐽𝐽𝐴𝐴 = 0.3과 0.5 에서의 팁 보오텍스는 

블레이드의 높은 공격 각으로 인해 강했지만, 선행 보오텍스는 

유속이 더 높은 전진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하류로 확장 할 수 없었다. 반면, 자유 수면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𝐽𝐽𝐴𝐴 = 0.8의 팁 보오텍스 하류 상단 영역이 사라 졌음에도 

불구하고 𝐽𝐽𝐴𝐴 = 0.72  및 0.8 에서의 팁 보오텍스가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팁 와도의 강도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𝐽𝐽𝐴𝐴 =

0.9에서의 팁 와도가 일찍 소산되었다. 이 결과는 후류 피치의 

감소와 팁 소용돌이의 보다 큰 중심 크기가 팁 소용돌이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Felli et al. (2011)에 

의해 행해진 연구에 나타나 있다. 전진비에 따른 뿌리 

보오텍스의 모양은 팁 보오텍스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팁 

보오텍스의 수축은 전진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했다. 

Fig. 13 에서 나타나 있듯이, 정현파는 𝐽𝐽𝐴𝐴 = 0.5보다 높은 

전진비로 관찰되었다. 큰 모형 프로펠러의 파동 크기는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파동 크기보다 크고, 작고 큰 모형 프로펠러 

사이에 약간의 위가 있었지만 모형 프로펠러의 직경에 의해 

표준화 된 파장에는 상이한 차이가 없었다. 수치 해석의 

파장은 이론적인 분산 관계 (𝐿𝐿𝑤𝑤 = 2𝜋𝜋(𝑈𝑈2 𝑔𝑔⁄ ))로부터 계산 된 

파장과 일치했고 큰 모형 프로펠러의 파장과, 파장이 계산 된 

이론을 Table 4에서 비교 하였다. 

 

Table 4 Comparison of non-dimensional wavelengths (𝜆𝜆 𝐷𝐷⁄ ) 

obtained from numerical simulations and theory at ℎ 𝑅𝑅⁄ = 1.2 

JA CFD Theory Difference[%] 

0.72 1.285 1.256 +2.3% 

0.8 1.538 1.551 -0.8% 

0.9 1.942 1.963 -1.1% 

 

5. 결 론 
 

이번 연구는 자유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유체역학적 특성을 수치 해석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비압축성 RANS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상용 코드가 이 해석에 

적용이 되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수치적 방법은, 큰 모형 

프로펠러 (𝐷𝐷 = 25.0 𝑐𝑐𝑐𝑐) 를 사용하여 KRISO에서 수행 된 

POW 시험의 실험 데이터와 작은 모형 프로펠러( 𝐷𝐷 =

5.4 𝑐𝑐𝑐𝑐 )가 회류수조에서 측정 된 자유 수면의 파 형 

프로파일과의 비교를 통해 입증되었다. 모든 실험과 해석은 

KCS를 위해 설계된 프로펠러인 KP505로 수행되었다. 수치 

해석은 모형 프로펠러의 다양한 전진비와 침수 깊이에 대해 

수행되었고 모형 프로펠러 크기의 영향은 모든 경우에 대해 두 

가지 모형 프로펠러 크기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추진력은 레이놀즈 수의 영향으로 인해 

실험 데이터에 비해 과소 평가되었으며,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토오크는 과대 평가되었다. 반면에 큰 모형 프로펠러는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 함을 보여 주었다. 프로펠러가 자유 수면 

아래에서 작동 할 때 모형 프로펠러의 크기에 따라 파의 길이 

및 위상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첫 번째 파고에서 큰 모형 

프로펠러는 작은 모형 프로펠러보다 더 큰 파도를 발생시켰다. 

 침수 깊이가 감소하면 추력과 토오크의 감소율이 증가했고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 증가는 큰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 증가보다 컸다. 자유 수면의 파동 진폭은 큰 침수 

깊이에서 감소하였고, Kelvin 파와 같은 파형은 ℎ/𝑅𝑅 = 2.0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자유 수면 아래의 수직 속도 분포는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 작용 결과를 보여 

주었다는데 첫 번째 파고의 정면과 후면에서의 상승 및 하강 

속도는 침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ℎ/𝑅𝑅 = 1.2 에서의 최상위 위치의 팁 보오텍스는 자유 

수면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수축하지 못했고, 바닥 위치의 

팁 보오텍스 궤적은 자유 수면이 없는 프로펠러 궤도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𝐽𝐽𝐴𝐴 = 0.9 에서 보여지는 추력의 변화는 모형 프로펠러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전진비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대신에, 

토오크의 변화 경향은 단지 전진비에만 의존했는데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력과 토오크의 감소 비율이 증가했다. 작은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는 큰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보다 

컸다. 유입 속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𝐽𝐽𝐴𝐴 = 0.3 와 0.5 에서 

전형적인 파형은 관찰되지 않았고 다른 전진비에서는 

Kelvin파와 같은 파형이 관찰되었다. 흥미롭게도 프로펠러 

둘레의 첫 번째 파저의 위치는 전진비의 변화로 인한 프로펠러 

팁 보오텍스의 강도 변화에 따라 하류로 움직였다. 전진비에 

따른 파장은 분산 관계에 근거한 이론 파장과 거의 일치했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유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유체역학적 특성은 모형 프로펠러의 크기뿐만 아니라 침수 

깊이와 전진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펠러가 파도에서 선박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유 수면 

근처에서 작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력과 토오크의 변화는 

파도에서 선박 성능을 예측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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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되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수치적 방법은, 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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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를 위해 설계된 프로펠러인 KP505로 수행되었다.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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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비 증가보다 컸다. 자유 수면의 파동 진폭은 큰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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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았다. 자유 수면 아래의 수직 속도 분포는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 사이의 상호 작용 결과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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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는 큰 모형 프로펠러의 감속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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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보오텍스의 강도 변화에 따라 하류로 움직였다. 전진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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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엄밀하게 부가저항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부가저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수치기법 및 실험에 의하여 부가저항을 평가하였다. LNG 선박을 대상으로 패널법과 전산 

유체역학, 수조 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주파수 별로 구한 부가저항의 전달함수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단파장에서는 산포가 크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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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저유가의 기저 속에서도 연비 절감 및 운항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랑 

중 부가저항은 선박의 연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밀하게 부가저항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항 중에 발생하는 부가저항은 바람, 파, 조류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는 파에 의한 부가저항으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부가저항을 평가하기 위해 수치해석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크게 패널(panel)법과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선박 운동 해석에 널리 쓰이는 패널법의 경우 

2차 파랑 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가저항 평가에 

활용되었다(Jonquez, et al., 2009; Kim and Kim, 2011; Shao 

and Faltinsen, 2012; Sӧding, et al., 2014; Seo, et al., 2014; Pan, 

et al., 2016). 패널법은 전반적인 운항 조건에서 선박의 

부가저항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조건 

문제의 선형화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비선형 산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단파장에서 해석의 정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수치 프로그램의 제약이 발생하는 단파장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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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론 및 경험적인 방법에 의한 보정법이 

제시되었다(Fuiji and Takahashi, 1975; Faltinsen, et al., 1980; 

Tsujimoto, et al., 2008). 특히 Starwave의 경우 현재 시운전 

해석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ISO, 2015).  

CFD를 활용하여 부가저항을 평가하는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Orihara and Miyata, 2003; Guo, et al., 2012; 

Sadat-Hosseini, et al., 2013; Hu, et al., 2014; Yang and Kim, 

2016). CFD는 비선형 해석에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파고 및 단파장 해석에서의 부가저항 평가에 

각광을 받고 있다. CFD의 활용 범위는 다양화되고 있지만, 

계산 시간 측면에서는 아직 표준 해석법으로 적용되기에 

부담이 있다.  

부가저항에 대하여 이론, 경험식, 수치해석, 실험의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저항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LNG 

선박에 대하여 부가저항을 평가하였다. 수치적인 방법으로 

패널법과 CFD를 적용하였으며, 모형 시험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지만, 

단파장에서는 결과의 산포가 큰 편이었다.  

 

 

2. 모형 및 평가 방법 
2.1 대상 선박 

 

부가저항 평가를 위한 대상 선박은 LNG선이며, 

삼성중공업에서 설계한 선박이다. 형상 및 주요 제원은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Outer surface of LNG carrier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est vessel 

Item Value 

Lbp 290(m) 

Breadth 45(m) 

Draught 11.5(m) 

Displacement 118,774(ton) 

 
2.2 Panel method: WISH 

 

부가저항 평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개발된 WISH를 

이용하였다. WISH는 시간 영역에서 랜킨 패널법을 이용하여 

운동 및 부가저항을 평가한다. 이론 및 수치 해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m and Kim(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SH는 랜킨 소스를 선박 및 자유표면에 분포시켜 경계 

조건 방정식을 푼다. 해석에 사용한 선박 및 자유표면 패널 

형상의 한 예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해석에 사용한 패널의 

수는 약 5,000~6,000개이다.  

 

 
Fig. 2 Panel models of LNG carrier and free surface 

 

WISH는 2차 파랑 하중의 평균으로 부가저항을 계산한다. 

계산 기법으로 압력 직접 적분 및 모멘텀(momentum) 

보존법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패널마다 2차 파랑 하중을 

계산하는 압력 직접 적분법을 이용하였다. 선박의 

전진속도에 대한 선형화로 Neumann-Kelvin 및 double 

body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ouble body로 

운동 및 부가저항을 평가하였다.  

 

2.3 CFD: Star-CCM+ 

 

비선형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CFD 해석 프로그램 Star-CCM+을 이용하여 

부가저항을 평가하였다. Star-CCM+은 유체의 유동에 점성 

및 비선형 효과를 포함한 RANS(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와 

물이 공존하는 2상 유동(two-fluid model)을 대상으로, 

수치격자(grid)내에 두 유체가 차지하는 체적비율(volume of 

fluid)을 통해 유체의 자유수면을 모사하는 VOF법을 

이용하였다.  

CFD해석을 이용하여 부가저항(RAdded)을 추정하기 위해서 

식 (1)과 같이 정수중 저항해석(RCalm)과 파랑 중 

저항해석(RTotal)을 수행하였다. 이때, 파랑 중 저항은 약 

10주기 평균값을 통해 계산하였다. 

 

calmTotalAdded RRR                                  (1) 

 

본 연구에서는 CFD해석시 상하동요(heave)와 종동요 

(pitch)의 2자유도만 고려하였다. 정수 중 저항 해석 시에는 

선박의 운동(running trim/sinkage)이 작기 때문에 

모핑메쉬(morphing mesh)기법을 이용하였고, 파랑 중 해석 

시에는 선박의 큰 움직임을 쫓기 위하여 중첩격자(overset 

mesh)기법을 이용하였다. 

 정수 중 저항해석에는 점성저항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 선체표면에 경계층 격자(prism layer)를 적용하여 

벽함수(wall function)와 무차원수인 Y+를 고려하였다. 파랑 

중 저항해석에는 정수 중 저항해석 격자를 기반으로, 

입사파의 진행에 따른 수치소산(numerical dissipation)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한 파장 내에 80개이상, 파고 방향으로 

15개 이상의 격자를 생성시켰다(Perić, 2012). 해석 도메인은 

선수와 선미 방향으로 파장의 1.2~2.3배를 적용하였으며, 

부가저항 평가에 쓰인 격자의 한 예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Grid model used in Star-CCM+ to calculate tot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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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periment 

 

예인 수조에서의 모형 시험으로 부가저항을 평가하였다. 

모형 시험은 삼성중공업의 예인 수소에서 수행되었다. 

삼성중공업의 예인 수조는 길이가 400m이며, 폭이 14m, 

깊이는 7m이다. 모형선은 1/40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자유항주 방식을 적용하여, 선박은 프로펠러와 타를 

이용하여 속도 및 위치를 제어하였고, 계측된 추력의 평균을 

이용하여 부가저항을 추정하였다.  모형선과 자유 항주 실험 

과정은 Fig. 4에 나타내었다. 

 

 
(a) Test model (1/40 scale)  

 
(b) Self-propulsion test 

Fig. 4 Configuration of model test using self-propulsion system  

 

3. 비교 결과 
 

수치기법 및 실험으로 운동 및 부가저항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5는 두 속도 조건에서 상하동요, 종동요, 

부가저항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파는 선수파 조건을 

고려하였다. 운동 해석에는 HydroStar를 같이 이용하였다. 

HydroStar는 주파수 영역에서 파랑 그린 함수(wave Green 

function)을 이용하여 경계조건 방정식을 푼다(BV, 2014). 

파랑 그린 함수가 선박의 전진속도에 대한 경계조건 문제를 

근사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엄밀한 해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참조의 목적으로 운동 

해석 결과만 비교하였다.  

상하동요의 경우 WISH와 Star-CCM+은 실험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무차원 파장 1~1.5 부근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실험에는 Star-CCM+이 더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다. HydroStar는 다른 기법에 비하여 상하동요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종동요도 대체로 유사하지만, Froude 

number(Fn) 0.19에서 WISH와 HydroStar가 장파장의 응답을 

크게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부가저항의 경우 Starwave II의 결과를 추가하여 같이 

비교하였다. Starwave II은 ISO 시운전 해석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단파장에서의 보정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가저항의 결과는 유체의 밀도(ρ), 중력가속도(g), 

파의 진폭(A), 그리고 선박의 길이(L)와 폭(B)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무차원 파장 1.0 부근에서 가장 큰 

부가저항이 나타나는데, 다소 간의 산포는 있지만 유사한 

크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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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 5 Comparison of motions and added resistance (head sea, 

Fn=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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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 6 Comparison of motions and added resistance (head sea, 

Fn=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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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periment 

 

예인 수조에서의 모형 시험으로 부가저항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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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Fig. 4에 나타내었다. 

 

 
(a) Test model (1/40 scale)  

 
(b) Self-propulsion test 

Fig. 4 Configuration of model test using self-propul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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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저항이 나타나는데, 다소 간의 산포는 있지만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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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 5 Comparison of motions and added resistance (head sea, 

Fn=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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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motions and added resistance (head sea, 

Fn=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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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부가저항을 가장 크게 평가하고 있다. WISH는 

부가저항을 작게 평가하는 편인데, 패널법이 단파장에서의 

산란 효과를 엄밀히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로 볼 수 있다. 

단파장에서 Star-CCM+과 실험의 결과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Star-CCM+은 일정하게 전진하도록 선체를 

구속시킨대 비하여, 모형 시험은 자유 항주를 적용한 차이로 

판단된다.  

단파장에서 패널법과 Star-CCM+이 부가저항에 차이를 

보여주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선체 주변에서 

파의 contour를 비교하였다. Fig. 7은 무차원 파장 0.4에서 

파의 contour를 입사파의 크기로 무차원화 시킨 결과를 

보여준다. Star-CCM+의 경우 선수에서 산란에 의한 파고의 

증가가 뚜렷하지만, WISH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선미에서도 유동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Star-CCM+이 

선미를 따라서 파형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형상된 파고의 차이가 부가저항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a) WISH 

 
(b) Star-CCM+ 

Fig. 7 Wave contour around vessel (normalized to incident 

wave, head sea, λ/L=0.4, Fn=0.1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 선박에 대하여 수치기법 및 실험으로 

부가저항을 평가하였다. 운동 해석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것에 비하여, 부가저항의 평가 결과는 큰 산포가 발생하였다. 

특히 단파장에서 기법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파의 

산란 효과에 대한 해석 차이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법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부가저항 평가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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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GL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적용하는 방식도장 규정 
장혁진(DNVGL), 헬게볼드(DNVGL) 

 

DNVGL coating regulations for ship & offshore unit 

 Jang Hug Jin (DNVGL), Helge Vold (DNVGL)  
 

요 약 

 
New coating regulations are introduced in ship building industries since 2008, “Resolution MSC.215(82): IMO PSPC” is the 

mandatory regulation as a part of SOLAS for all international vessel, and “NORSOK M-501: Surface preparation and protective 

coating” is adopted by almost all Norwegian offshore project as a basic requirement.   

During this technical presentation, it illustrates why this coating regulations are made by SOLAS & Offshore industries, and which 

kind of technical requirement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n addition, some of present coating condition from ship in operation 

are introduced to explain the adoption of coating regulations. 

 

Keywords: Corrosion, Coating, Painting, PSPC, NORSOK, Anti-Corrosion system  

 

철과  에폭시 코팅 계면의 수용성 염 오염에 따른 계면 변화와 
그에 따른 내식성능에 대한 연구

권용성(부경대), 배덕환(부경대), 문명준(부경대), 손민영(부경대)

Study on the corrosion resistance performance and 
interface of epoxy coated steel contaminated with 

water soluble salt.
      

Yongsung Kwon, Duckhwan Bae,, Myungjun Moon, Minyoung Shon(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The corrosion protection performance of epoxy-coated carbon steel was studied. The carbon 
steel surface was contaminated with subjected to the various level of sodium chloride and the 
effect of the sodium chloride contamination on corrosion protection of epoxy-coated carbon steel 
was examined by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with immersion in 3.5 wt% sodium 
chloride solution and XRD analysis. From the EIS result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sodium chloride didn’t affect the corrosion protection performance to the epoxy-coated carbon 
steel, however, adhesion strength decreasing was observed with increase of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Adhesion strength decreasing was caused by the formation of corrosion product at 
interface of epoxy coat and carbon steel and it was confirmed as goethite.   

Keywords : Carbon steel (탄소강), XRD,(엑스레이회절법) Goethite,(고어타이트) Sodium chloride(염화니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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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regulation as a part of SOLAS for all international vessel, and “NORSOK M-501: Surface preparation and protective 

coating” is adopted by almost all Norwegian offshore project as a basic requirement.   

During this technical presentation, it illustrates why this coating regulations are made by SOLAS & Offshore industries, and which 

kind of technical requirement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n addition, some of present coating condition from ship in operation 

are introduced to explain the adoption of coating regulations. 

 

Keywords: Corrosion, Coating, Painting, PSPC, NORSOK, Anti-Corrosion system  

 

철과  에폭시 코팅 계면의 수용성 염 오염에 따른 계면 변화와 
그에 따른 내식성능에 대한 연구

권용성(부경대), 배덕환(부경대), 문명준(부경대), 손민영(부경대)

Study on the corrosion resistance performance and 
interface of epoxy coated steel contaminated with 

water soluble salt.
      

Yongsung Kwon, Duckhwan Bae,, Myungjun Moon, Minyoung Shon(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The corrosion protection performance of epoxy-coated carbon steel was studied. The carbon 
steel surface was contaminated with subjected to the various level of sodium chloride and the 
effect of the sodium chloride contamination on corrosion protection of epoxy-coated carbon steel 
was examined by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with immersion in 3.5 wt% sodium 
chloride solution and XRD analysis. From the EIS result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sodium chloride didn’t affect the corrosion protection performance to the epoxy-coated carbon 
steel, however, adhesion strength decreasing was observed with increase of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Adhesion strength decreasing was caused by the formation of corrosion product at 
interface of epoxy coat and carbon steel and it was confirmed as goethite.   

Keywords : Carbon steel (탄소강), XRD,(엑스레이회절법) Goethite,(고어타이트) Sodium chloride(염화니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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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찰 선박 방오도료의 실선 마찰저항 저감성능 추정
이인원(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Full Scale Frictional Resistance Reduction Effect of 
a Low Frictional Marine Anti-fouling Paint

Inwon Lee(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Hyun Park(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Schultz (2007) 가 고안한 Granville 상사축척법(similarity scaling method)를 기반으로 고속회류수조에서 측정된 
저마찰 방오도료의 저항저감성능을 실선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이한 표면거칠기 및 마찰저항특성을 지니는 선박 방오
도료가 특정한 선박에 시공되었을 때의 성능 차이를 예측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팀에 의하여 개발된 저항저감 고분자 
신소재 FDR-SPC 기반 저마찰 방오도료는 실험실 환경에서 기존 방오도료 대비 25.4%의 마찰저항 저감율을 보이는데, 상사축척
법을 적용한 결과 176k DWT Bulk 선의 경우 18.2% 의 총저항 저감율이 추정되었다.

Keywords : Marine anti-fouling paint(선박 방오도료), Low frictional AF paint(저마찰 방오도료), Similarity scaling(상사축척), Turbulent 
boundary layer(난류경계층), Frictional drag reduction(마찰저항 저감)

선박 건조 중 수선하부 오손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과제 
장우성,(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은성(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Countermeasures for fouling risk of ship’s hull 

during fitting period of shipbuilding industry  
Woo Sung, Jang (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Eun Sung, Park (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Hyun, Park (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Abstract: 선박의 수선 하부에 도장하는 방오도료는 해양 생물의 부착을 방지하여 선박의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고 

선속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의 영향으로 선박의 인도 전 Fouling 발생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선박 건조의 공정 지연 및 효율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되는 Fouling Risk에 대해 식각율 증가, 신규 방오제 도입 등의 방오도료 

기술 개발 현황 및 기타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Keywords: Anti Fouling, Fitting period, high polishing, Biocides, Temporar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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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원(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Full Scale Frictional Resistance Reduction Effect of 
a Low Frictional Marine Anti-fouling Paint

Inwon Lee(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Hyun Park(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Schultz (2007) 가 고안한 Granville 상사축척법(similarity scaling method)를 기반으로 고속회류수조에서 측정된 
저마찰 방오도료의 저항저감성능을 실선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이한 표면거칠기 및 마찰저항특성을 지니는 선박 방오
도료가 특정한 선박에 시공되었을 때의 성능 차이를 예측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팀에 의하여 개발된 저항저감 고분자 
신소재 FDR-SPC 기반 저마찰 방오도료는 실험실 환경에서 기존 방오도료 대비 25.4%의 마찰저항 저감율을 보이는데, 상사축척
법을 적용한 결과 176k DWT Bulk 선의 경우 18.2% 의 총저항 저감율이 추정되었다.

Keywords : Marine anti-fouling paint(선박 방오도료), Low frictional AF paint(저마찰 방오도료), Similarity scaling(상사축척), Turbulent 
boundary layer(난류경계층), Frictional drag reduction(마찰저항 저감)

선박 건조 중 수선하부 오손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과제 
장우성,(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은성(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Countermeasures for fouling risk of ship’s hull 

during fitting period of shipbuilding industry  
Woo Sung, Jang (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Eun Sung, Park (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Hyun, Park (Dept.of NAOE,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Abstract: 선박의 수선 하부에 도장하는 방오도료는 해양 생물의 부착을 방지하여 선박의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고 

선속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의 영향으로 선박의 인도 전 Fouling 발생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선박 건조의 공정 지연 및 효율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되는 Fouling Risk에 대해 식각율 증가, 신규 방오제 도입 등의 방오도료 

기술 개발 현황 및 기타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Keywords: Anti Fouling, Fitting period, high polishing, Biocides, Temporar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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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를 위한 부유체의 형상 개발 
 

이항희*† · 김민지*· 이승민**· 서병천**  
*마스텍중공업, **울산대학교 

 

 

 Development of shape th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plant 

Hang Hee Lee*†, Min-Ji Kim*, Lee Seung-Min **· Byoungcheon Seo** 
* MASTEK heavy Industries Co.Ltd., , ** Univ. of Ulsan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또한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육상을 넘
어 해상으로의 진출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육상에서의 문제점 해결, 풍력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제공, 미래 에너지 수요에 따른 대형화 요구 등에 따라 해상으로의 사업범위 확대는 해를 거
듭할 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은 저수심의 지역을 넘어 풍황이 좋은 대수심을 지
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를 개발하여 이미 실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 년에 
상업발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유식 해상풍력에 많은 투자를 하여 4 개의 실증모델을 제작하여 시험 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나라도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9 년
에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형 부유식 풍력발전 플랜트의 형상개발을 수행하였다. 
                                                                                                   
Keywords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Semi-Submersible Floater( 반잠수식 부유체),  

복합해상환경(Combined Ocean Environment), 해상풍력단지(Wind Farm), 계류시스템(Mooring system)  

 

1. 서 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용 
부유체는 TPL, Semi-Sub의 
및 Spar 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본 과제에서는 중수
심 해역에서의 운용을 위
해 Semi-Sub type에 대한 
형상에 중점을 두고 개발
하였다. 

부유체의 개발 및 설계
를 해양구조물의 기술적 
특성 관점에서 접근하였으
며, 운용하고자 하는 해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상을 도출하였으며 모형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건조, 설치 및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 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 부유체의 형상 설계 

2.1 부유체의 형상 결정 
부유체는 발전용량 750kW, 피치 및 토크제어가 

가능한 Wind Turbine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부유체의 거동 안정을 위한 계류시스템을 설치하
고 해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다양한 형
상을 도출하고 상호 비교하였으며, 보다 안전하고 
운용에 유리한 형상을 도출하였다. 
특히 설치 및 운용 예정지역의 해저지형 특성 

및 환경특성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선정된 형상이 
설치해역에서 요구하는 추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
고 특히 운동 감쇄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최종 
형상으로 결정하였다. 

 
 
 † Presenting Author, hhlee@mastek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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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유체 형상에 따른 성능 검토 및 비교 
 도출된 형상은 장비의 배치, 구조특성 및 제작방
법, 운동특성 및 실해역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제
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및 검토
를 하였고 특히 Heave, Surge, Pitch, Yaw 등의 운동 
특성은 복합연성해석 등을 통해 실해역의 환경특
성에 따른 운동특성을 비교하고 관련성능을 검토
하였다.  

 

3. 모형시험을 통한 검증 
성능이 우수하다고 예상되는 형상모델을 해양환

경 및 기상특성에 따른 통합하중을 산정하여 복합
연성해석을 수행하였으나, 최종적인 성능평가 및 
해상플랜트의 운동저감을 위한 안정성확보를 위해 
실해역 환경을 재현하여 수조모형시험 등을 순차
적으로 진행하였다. 
모형시험을 위해서는 1/40 축소모형을 제작하였

고, 부유체의 배수량 및 무게중심을 축소비에 적
합하도록 설정하였으며, Blade 의 Trust force 를 축
소모형에 적합하게 재설계하여 장착하였고, 
Mooring Line 또한 축소비에 적합한 무게 및 인장
력을 가지도록 제작.설치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
였다. 
모형시험 결과는 복합연성해석과의 비교룰 통해   

확인하였으며, 운동특성 및 경향이 복합연성해석 
결과(UOU+FAST)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4. 형상개발에 따른 성능 검토 
개발된 부유체 형상특성 검토를 모형시험 및 복

합연성해석(UOU+FAST)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고, 두가지 검토방안에서 상호 유사한 경향과 
정량적 결과값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부적인 상세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연성해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최종형상을 확
정할 예정이다. 

 
 

 

5. 결론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를 위한 형

상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치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
저지형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형상을 여러 설계
관점에서 검토 비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형상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형상은 수많은 검
증을 통해 정립된 복합연성해석법과 실해역 조건
을 감안한 모형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부유체의 형상은 운용 예정인 해역에 적

합하게 설계된 형상이라 판단되며, 국부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최종 건조되는 부유체에 적용할 예정
이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No.20154030200970, 

No.201630100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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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를 위한 부유체의 형상 개발 
 

이항희*† · 김민지*· 이승민**· 서병천**  
*마스텍중공업, **울산대학교 

 

 

 Development of shape th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plant 

Hang Hee Lee*†, Min-Ji Kim*, Lee Seung-Min **· Byoungcheon Seo** 
* MASTEK heavy Industries Co.Ltd., , ** Univ. of Ulsan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또한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육상을 넘
어 해상으로의 진출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육상에서의 문제점 해결, 풍력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제공, 미래 에너지 수요에 따른 대형화 요구 등에 따라 해상으로의 사업범위 확대는 해를 거
듭할 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은 저수심의 지역을 넘어 풍황이 좋은 대수심을 지
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를 개발하여 이미 실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 년에 
상업발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유식 해상풍력에 많은 투자를 하여 4 개의 실증모델을 제작하여 시험 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나라도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9 년
에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형 부유식 풍력발전 플랜트의 형상개발을 수행하였다. 
                                                                                                   
Keywords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Semi-Submersible Floater( 반잠수식 부유체),  

복합해상환경(Combined Ocean Environment), 해상풍력단지(Wind Farm), 계류시스템(Mooring system)  

 

1. 서 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용 
부유체는 TPL, Semi-Sub의 
및 Spar 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본 과제에서는 중수
심 해역에서의 운용을 위
해 Semi-Sub type에 대한 
형상에 중점을 두고 개발
하였다. 

부유체의 개발 및 설계
를 해양구조물의 기술적 
특성 관점에서 접근하였으
며, 운용하고자 하는 해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상을 도출하였으며 모형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건조, 설치 및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 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 부유체의 형상 설계 

2.1 부유체의 형상 결정 
부유체는 발전용량 750kW, 피치 및 토크제어가 

가능한 Wind Turbine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부유체의 거동 안정을 위한 계류시스템을 설치하
고 해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다양한 형
상을 도출하고 상호 비교하였으며, 보다 안전하고 
운용에 유리한 형상을 도출하였다. 
특히 설치 및 운용 예정지역의 해저지형 특성 

및 환경특성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선정된 형상이 
설치해역에서 요구하는 추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
고 특히 운동 감쇄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최종 
형상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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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유체 형상에 따른 성능 검토 및 비교 
 도출된 형상은 장비의 배치, 구조특성 및 제작방
법, 운동특성 및 실해역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제
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및 검토
를 하였고 특히 Heave, Surge, Pitch, Yaw 등의 운동 
특성은 복합연성해석 등을 통해 실해역의 환경특
성에 따른 운동특성을 비교하고 관련성능을 검토
하였다.  

 

3. 모형시험을 통한 검증 
성능이 우수하다고 예상되는 형상모델을 해양환

경 및 기상특성에 따른 통합하중을 산정하여 복합
연성해석을 수행하였으나, 최종적인 성능평가 및 
해상플랜트의 운동저감을 위한 안정성확보를 위해 
실해역 환경을 재현하여 수조모형시험 등을 순차
적으로 진행하였다. 
모형시험을 위해서는 1/40 축소모형을 제작하였

고, 부유체의 배수량 및 무게중심을 축소비에 적
합하도록 설정하였으며, Blade 의 Trust force 를 축
소모형에 적합하게 재설계하여 장착하였고, 
Mooring Line 또한 축소비에 적합한 무게 및 인장
력을 가지도록 제작.설치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
였다. 
모형시험 결과는 복합연성해석과의 비교룰 통해   

확인하였으며, 운동특성 및 경향이 복합연성해석 
결과(UOU+FAST)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4. 형상개발에 따른 성능 검토 
개발된 부유체 형상특성 검토를 모형시험 및 복

합연성해석(UOU+FAST)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고, 두가지 검토방안에서 상호 유사한 경향과 
정량적 결과값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부적인 상세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연성해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최종형상을 확
정할 예정이다. 

 
 

 

5. 결론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랜트를 위한 형

상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치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
저지형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형상을 여러 설계
관점에서 검토 비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형상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형상은 수많은 검
증을 통해 정립된 복합연성해석법과 실해역 조건
을 감안한 모형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부유체의 형상은 운용 예정인 해역에 적

합하게 설계된 형상이라 판단되며, 국부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최종 건조되는 부유체에 적용할 예정
이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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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No.20154030200970, 

No.20163010024620) 
 

597



 1  

해상풍력발전과 지역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김용휘*† · 이항희*· 김유정*·김지영**· 안현정**  
*마스텍중공업, **울산대학교 

 

 

 Strategies for Coexistence of Offshore Wind Power and Local Industries 

Yong Hwi kim *†, Hang Hee Lee*, Yu-Jung Kim*, JiYoung Kim**· HyeonJeong Ahn**   
* MASTEK heavy Industries Co.Ltd., , ** Univ. of Ulsan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의 개발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상풍
력발전 단지를 조성하여 해상풍력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세계 3 대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기술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상풍력 실증단지조성 및 연계기술 개발에 많
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조만간 국내에서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보편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해상풍력이 부상하게된 것은 풍력 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엄청난 소음과 경관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육상보다는 해상이 보다 유리하다는 상황과 판단서 이다.  

따라서 해상풍력도 단순한 개발 이익에만 목적으로 두지 말고 직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존하
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해상풍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
는 연계효과를 얻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Keywords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해상풍력단지(Offshore Wind Farm),  

해양환경(Marine Environment), 환경영향인자(Environment Impact Factor), 계류시스템(Mooring system)  

1. 서 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친환경이라는 명분만으로 
또 다른 반 생태계적인 개발 산업으로 지역산업 
및 환경산업과 배치하고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
다. 해상풍력발전 산업 또한 해상으로 나오면서 

지역관계자들은 해양환경변화 및 생태계 교란 등 

수산업에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오해와 무관심으로 산업
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수년째 계류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이제는 해상풍력발전기의 설치에 따른 
수산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
으로 보다 상세히 관측하고 정리하여 지역관계자
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공존과 
상생이 가능함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지역관계자들과의 해양환경변화 및 생태계상
황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
야 한다.    

 

2.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와 해양환경 

2.1 해양환경적 특성에 대한 관측   
해상풍력발전 플랜트가 해상에 설치되었을 때 

미치는 환경적 특성변화를 관측하고 그 결과가 생
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민 및 관
계자들과 공유하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수심, 조위, 조류, 파랑  
- 수온, 염분, 투명도, 용존 산소량 등  
- 해양생태계 조사(부유생태계, 저서 생태계)  
- 어류, 조개류, 해양포유류 및 조류(새) 

 
2.2 환경영향인자의 관리    
해상풍력발전 플랜트가 해상에 설치되었을 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고 환
경영향인자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를 관찰한다. 

- 수중소음, 부유사 확산 영향, 구조물의 부식 
- 항로 유도등에 따른 빛의 확산, 인공구조물의 
그림자에 따른 일조 장애, 발전기 회전에 따른 
섬광, 조류(새)의 이동 경로 방해 

-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물 서식지 변화 
- 시각 및 해양 경관의 변화 

† Presenting Author, hhlee@mastek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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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에 따른 생태변화 

 
해상풍력발전 플랜트가 해상에 설치된 몇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해상생태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 월정리 및 일본 고토 등에서의 사례를 통

해 확인된 결과는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수중부 
구조물이 어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보다 
어족자원이 다양하고 주변해역으로도 어류의 회류
를 통한 어족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것으로 확인하였다.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인공어초 및 중간수역을 

대상으로 수중생물의 서식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참조하면 풍력발전구조물 설치 초기 단계에서는 
인공어초 등 기준 구조물 주변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했으나,  2년이후에는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주변에서 더 많은 수중생물이 관측되고 있음을 확
인되고 있다. 

 
이는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에 해조류가 붙어 서

식하게되고 이를 먹이로하는 작은 물고기가 우선
자리를 잡게된다. 풍력발전기의 구조믈은 어린 물
고기의 피난처가 되는 어초 역할에 충분하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경우 해저면에서 

수면까지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생
물이 서식하기에 기존의 수중 어초보다 유리한 것
으로 판단한다. 

4. 해상풍력발전과 직역산업의 상생 
해상풍력발전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정부나 에너지 

회사가 주도하는 개발
산업으로만 발전시킬 
경우 지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지역의 대표산업인 수
산업 및 해양관광사업
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역 관계자를 해상풍
력산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양구조물 및 계류설비 등 관련 구조물
의 설계시 산업연계성 및 상생의 방안을 반영해야 
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수중구조물과 어초 
- 도장사양의 변경 
- 계류설비 및 해저 고박설비의 활용 
- 수산양식을 위한 부가설비의 탑재 
- 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설비의 탑재 

 

5. 결론 
앞서 언급되었듯이 해상풍력발전 플랜트는 수중

생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어족
자원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모
두 가지고 있다. 이에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수산업 등 지역산업과의 상생과 협력방안을 반영 
한다면 지역민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에너지와 연관산
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플랜트의 실증사업에 부분적이나마 검토된 
상생기술을 해양구조물에 반영하여 수중생태변화
를 관측하고 분석하여 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연관사업과 융합 및 지역산업과의 상생
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산업의 확대도 
지역민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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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과 지역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김용휘*† · 이항희*· 김유정*·김지영**· 안현정**  
*마스텍중공업, **울산대학교 

 

 

 Strategies for Coexistence of Offshore Wind Power and Local Industries 

Yong Hwi kim *†, Hang Hee Lee*, Yu-Jung Kim*, JiYoung Kim**· HyeonJeong Ahn**   
* MASTEK heavy Industries Co.Ltd., , ** Univ. of Ulsan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의 개발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상풍
력발전 단지를 조성하여 해상풍력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세계 3 대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기술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상풍력 실증단지조성 및 연계기술 개발에 많
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조만간 국내에서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보편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해상풍력이 부상하게된 것은 풍력 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엄청난 소음과 경관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육상보다는 해상이 보다 유리하다는 상황과 판단서 이다.  

따라서 해상풍력도 단순한 개발 이익에만 목적으로 두지 말고 직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존하
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해상풍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
는 연계효과를 얻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Keywords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해상풍력단지(Offshore Wind Farm),  

해양환경(Marine Environment), 환경영향인자(Environment Impact Factor), 계류시스템(Mooring system)  

1. 서 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친환경이라는 명분만으로 
또 다른 반 생태계적인 개발 산업으로 지역산업 
및 환경산업과 배치하고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
다. 해상풍력발전 산업 또한 해상으로 나오면서 

지역관계자들은 해양환경변화 및 생태계 교란 등 

수산업에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오해와 무관심으로 산업
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수년째 계류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이제는 해상풍력발전기의 설치에 따른 
수산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
으로 보다 상세히 관측하고 정리하여 지역관계자
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공존과 
상생이 가능함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지역관계자들과의 해양환경변화 및 생태계상
황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
야 한다.    

 

2.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와 해양환경 

2.1 해양환경적 특성에 대한 관측   
해상풍력발전 플랜트가 해상에 설치되었을 때 

미치는 환경적 특성변화를 관측하고 그 결과가 생
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민 및 관
계자들과 공유하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수심, 조위, 조류, 파랑  
- 수온, 염분, 투명도, 용존 산소량 등  
- 해양생태계 조사(부유생태계, 저서 생태계)  
- 어류, 조개류, 해양포유류 및 조류(새) 

 
2.2 환경영향인자의 관리    
해상풍력발전 플랜트가 해상에 설치되었을 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고 환
경영향인자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를 관찰한다. 

- 수중소음, 부유사 확산 영향, 구조물의 부식 
- 항로 유도등에 따른 빛의 확산, 인공구조물의 
그림자에 따른 일조 장애, 발전기 회전에 따른 
섬광, 조류(새)의 이동 경로 방해 

-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물 서식지 변화 
- 시각 및 해양 경관의 변화 

† Presenting Author, hhlee@mastek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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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에 따른 생태변화 

 
해상풍력발전 플랜트가 해상에 설치된 몇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해상생태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 월정리 및 일본 고토 등에서의 사례를 통

해 확인된 결과는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수중부 
구조물이 어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보다 
어족자원이 다양하고 주변해역으로도 어류의 회류
를 통한 어족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것으로 확인하였다.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인공어초 및 중간수역을 

대상으로 수중생물의 서식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참조하면 풍력발전구조물 설치 초기 단계에서는 
인공어초 등 기준 구조물 주변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했으나,  2년이후에는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주변에서 더 많은 수중생물이 관측되고 있음을 확
인되고 있다. 

 
이는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에 해조류가 붙어 서

식하게되고 이를 먹이로하는 작은 물고기가 우선
자리를 잡게된다. 풍력발전기의 구조믈은 어린 물
고기의 피난처가 되는 어초 역할에 충분하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경우 해저면에서 

수면까지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생
물이 서식하기에 기존의 수중 어초보다 유리한 것
으로 판단한다. 

4. 해상풍력발전과 직역산업의 상생 
해상풍력발전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정부나 에너지 

회사가 주도하는 개발
산업으로만 발전시킬 
경우 지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지역의 대표산업인 수
산업 및 해양관광사업
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역 관계자를 해상풍
력산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양구조물 및 계류설비 등 관련 구조물
의 설계시 산업연계성 및 상생의 방안을 반영해야 
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수중구조물과 어초 
- 도장사양의 변경 
- 계류설비 및 해저 고박설비의 활용 
- 수산양식을 위한 부가설비의 탑재 
- 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설비의 탑재 

 

5. 결론 
앞서 언급되었듯이 해상풍력발전 플랜트는 수중

생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어족
자원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모
두 가지고 있다. 이에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수산업 등 지역산업과의 상생과 협력방안을 반영 
한다면 지역민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에너지와 연관산
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플랜트의 실증사업에 부분적이나마 검토된 
상생기술을 해양구조물에 반영하여 수중생태변화
를 관측하고 분석하여 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연관사업과 융합 및 지역산업과의 상생
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산업의 확대도 
지역민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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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풍력발전의 환경하중에 따른 계류체인의 설계에 관한 연구 
 

신상성*†, 하정민*, 김현중*, 임춘규** 
*세호엔지니어링, **미포조선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mooring chain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load 
of floating wind plant 

Sang Sung Shin*†, Jeong Min Ha *, Hun Jung Kim*, Choon-gyu Lim ** 
* Seho Engineering., Ulsan, KOREA, ** Hyundai Mipo Dockyard co., ltd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해상에 설치된 부유식 구조물들의 계류 장치의 설계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 하였다. 
선박의 계류장치는 일시적인 사용성에 따라 의장수라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계류선의 길이와 중량 등이 
결정되지만 부유식 풍력과 같이 장기간 해상에 설치되는 부유체는 설계 조건이 기존의 선박과 달라서 해상의 환경 
조건을 좀더 고려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하나는 해상의 풍력 중 태풍이 년간 한 두 차례 지나가는 상황을 감안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로는 해상 상태의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상 
환경을 설정한 초기 조건에서 최종 계류장치의 설계인자를 확보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의 설계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단계별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 설치 상황에서의 안전한 계 장치를 설계 한 설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초기 설계에서는 각종 Guide Line을 활용한 계류장치의 속구류 설계 까지의 일괄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부유체의 운동 해석으로 실 설계 결과의 유용성을 확인 한 후, 방향 별 접근 환경 하중에 따른 
추가적인 설계 고려 요소를 검토 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1단계 설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한다.  

 
 

1. 서 론 

부유식 풍력 발전 장치는 기존의 육상풍력발전
기의 풍속, 설치장소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발전
용량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타난 형태로, 
해상에 위치한 해상에 설치된 부유체에 풍력발전
기를 설치한 장치로 한 장소에 장기간 부유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설치되는 해상의 최소 50 또는 100 년 주기의 
해양환경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하중은 크게 Wind 

Force, Wave Drift Force, and Current Force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는 연간 1-2 회의 태풍이 남동

해안을 따라 지나가기 때문에 이를 위한 비상 운
용 개념에 따라 설계 조건을 정리하여야 한다. 즉, 
태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철
거,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날개의 움직임을 제한하
거나 설치 위치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
는 개념일 경우에는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바람 
하중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의 한 위치에 설치되어 지속
적으로 바람이 작용하는 사항을 가정하여,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부유체 계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2. 계류장치 초기 설계 

계류장치의 설계에서는 먼저 설치 해역의 환경
조건을 선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된 환경 조
건에 따라 설치 기간에 따른 환경 조건이 검토 되
어야 하며 일반조건과 설계조건으로 구분하여 검
토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검토된 환경조건을 각종 
규정에 적용하여 적절한 설계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지 계산 값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류라인을 
형성한 후에는 앵커를 선정하여야 하며, 마지막으
로는 계류선의 바닥 접촉길이를 어느 정도 길이로 
선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면 선정된 해양 환경에 대
한 한 방향의 계류라인 설계를 정리 할 수 있다. 
 
2.1 환경조건 선정 
설치 해역의 환경조건은 설치 해역의 실측 데이

터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설치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의 계† Author; sangsungsh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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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여 해역의 해상 환경 조
건 해석을 수행 한 후 선치 지점에 대한 기간별 
환경 조건을 검토하여 통계분석 한다. 
 
2.2 계류력 계산 및 결과 분석 
계류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환경조건으로는 파

도, 조류 및 바람이 있다. 이 해양 환경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 단면에 대하여 각종 선급 및 규
정에서는 계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내항성능 해석 결과를 

보수적으로 만들어둔 경험식이기 때문에 초기 설
계에서는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되는 부유체 및 공기 중에 설치되는 풍력장치의 
단면적을 이용하여 계류력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계류라인 선정에 활용한다. 
 
2.3 앵커의 파지력 및 용량 선정 
앵커의 파지력은 계류선에 작용하는 장력과 경

험에 의한 안전율을 고려한 장력을 모두 포함한 
힘 보다는 크게 설게 되어야 유사시 최종 안정 장
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선급
규정에서 그 검토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앵커의 중량을 선정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
단한 계산일 수 있다. 다만 앵커의 파지력은 해저 
지형 및 구성인자의 특성에 따라 파지력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저면의 구성 성분 분석을 통한 
앵커의 파지력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고민
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는 지질에 따
른 흙의 전단력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수치해
석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수치해석 기법이 존재 하므로 단계별 검토를 통하
여 필요한 설게 인자를 확보한다. 
 
2.4 Touch Down 길이 선정 
계류라인의 해저 접촉길이를 어느 정도로 선정 하
느냐 하는 문제는 부유체를 어느 정도의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하느냐 하고 같은 고민이 된
다. 해저 지면에 접촉하는 계류선의 길이가 길어
질 수록 보다 안정적인 계류 설계가 될 수 있지만 
비용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접촉 길이와 환경조건에 따른 최소
의 계류선 선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3. 계류패턴 분석 

3.1 선정된 계류선의 방향 별 성능 분석 
초기 계류라인 설계를 통하여 계류라인의 기초 

사양은 선정할 수 있지만 계류라인 설치 갯수에 
따라서는 초기 설계 라인의 수로 방향 별 환경 조
건에 견딜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실제 계류라
인의 상세 설계를 위한 기초 검토에 속한다. 
방향 별 환경하중에 대한 각 계류선에 작용하는 

하중을 검토하고, 그 하중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상세 설계를 위한 기본 성능 검토
가 된다. 

 
3.2 계류선의 특성 분석 결과 
방향 별 계류선의 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부가

적인 계류라인의 부족한 특성, 또는 방향 별 취약
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류라인의 기본적인 
특성 검토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정리 한다. 

 

4. 내항성 해석을 이용한 계류력 분석 

4.1 내항성 해석 간략 소개 및 조건 분석 
내항성능 해석 기법을 정리한다. 본 해석 기법은 
3차원 패널법으로 부유체를 판넬로 하고, 그린 간
략하게 소개 한다. 내항성능 해석 조건을 간략하
게 분석하여 정리 한다. 
 
4.2 계류라인 상세설계 
계류라인의 상세설계를 통하여 실제 해상에 설

치 될 수 있는 계류 라인 사양을 결정한다. 계류
라인의 사양은 설치 후 운용방식에 따라 설치 방
식이 결정될 수 있다. 이는 부유체에 고정되는 방
식 및 계류라인의 설치 영역의 크기에도 영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계류라인의 상세 결
과를 정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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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풍력발전의 환경하중에 따른 계류체인의 설계에 관한 연구 
 

신상성*†, 하정민*, 김현중*, 임춘규** 
*세호엔지니어링, **미포조선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mooring chain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load 
of floating wind plant 

Sang Sung Shin*†, Jeong Min Ha *, Hun Jung Kim*, Choon-gyu Lim ** 
* Seho Engineering., Ulsan, KOREA, ** Hyundai Mipo Dockyard co., ltd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해상에 설치된 부유식 구조물들의 계류 장치의 설계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 하였다. 
선박의 계류장치는 일시적인 사용성에 따라 의장수라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계류선의 길이와 중량 등이 
결정되지만 부유식 풍력과 같이 장기간 해상에 설치되는 부유체는 설계 조건이 기존의 선박과 달라서 해상의 환경 
조건을 좀더 고려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하나는 해상의 풍력 중 태풍이 년간 한 두 차례 지나가는 상황을 감안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로는 해상 상태의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상 
환경을 설정한 초기 조건에서 최종 계류장치의 설계인자를 확보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의 설계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단계별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 설치 상황에서의 안전한 계 장치를 설계 한 설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초기 설계에서는 각종 Guide Line을 활용한 계류장치의 속구류 설계 까지의 일괄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부유체의 운동 해석으로 실 설계 결과의 유용성을 확인 한 후, 방향 별 접근 환경 하중에 따른 
추가적인 설계 고려 요소를 검토 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1단계 설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한다.  

 
 

1. 서 론 

부유식 풍력 발전 장치는 기존의 육상풍력발전
기의 풍속, 설치장소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발전
용량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타난 형태로, 
해상에 위치한 해상에 설치된 부유체에 풍력발전
기를 설치한 장치로 한 장소에 장기간 부유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설치되는 해상의 최소 50 또는 100 년 주기의 
해양환경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하중은 크게 Wind 

Force, Wave Drift Force, and Current Force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는 연간 1-2 회의 태풍이 남동

해안을 따라 지나가기 때문에 이를 위한 비상 운
용 개념에 따라 설계 조건을 정리하여야 한다. 즉, 
태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철
거,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날개의 움직임을 제한하
거나 설치 위치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
는 개념일 경우에는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바람 
하중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의 한 위치에 설치되어 지속
적으로 바람이 작용하는 사항을 가정하여,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부유체 계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2. 계류장치 초기 설계 

계류장치의 설계에서는 먼저 설치 해역의 환경
조건을 선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된 환경 조
건에 따라 설치 기간에 따른 환경 조건이 검토 되
어야 하며 일반조건과 설계조건으로 구분하여 검
토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검토된 환경조건을 각종 
규정에 적용하여 적절한 설계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지 계산 값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류라인을 
형성한 후에는 앵커를 선정하여야 하며, 마지막으
로는 계류선의 바닥 접촉길이를 어느 정도 길이로 
선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면 선정된 해양 환경에 대
한 한 방향의 계류라인 설계를 정리 할 수 있다. 
 
2.1 환경조건 선정 
설치 해역의 환경조건은 설치 해역의 실측 데이

터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설치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의 계† Author; sangsungsh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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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여 해역의 해상 환경 조
건 해석을 수행 한 후 선치 지점에 대한 기간별 
환경 조건을 검토하여 통계분석 한다. 
 
2.2 계류력 계산 및 결과 분석 
계류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환경조건으로는 파

도, 조류 및 바람이 있다. 이 해양 환경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 단면에 대하여 각종 선급 및 규
정에서는 계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내항성능 해석 결과를 

보수적으로 만들어둔 경험식이기 때문에 초기 설
계에서는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되는 부유체 및 공기 중에 설치되는 풍력장치의 
단면적을 이용하여 계류력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계류라인 선정에 활용한다. 
 
2.3 앵커의 파지력 및 용량 선정 
앵커의 파지력은 계류선에 작용하는 장력과 경

험에 의한 안전율을 고려한 장력을 모두 포함한 
힘 보다는 크게 설게 되어야 유사시 최종 안정 장
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선급
규정에서 그 검토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앵커의 중량을 선정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
단한 계산일 수 있다. 다만 앵커의 파지력은 해저 
지형 및 구성인자의 특성에 따라 파지력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저면의 구성 성분 분석을 통한 
앵커의 파지력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고민
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는 지질에 따
른 흙의 전단력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수치해
석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수치해석 기법이 존재 하므로 단계별 검토를 통하
여 필요한 설게 인자를 확보한다. 
 
2.4 Touch Down 길이 선정 
계류라인의 해저 접촉길이를 어느 정도로 선정 하
느냐 하는 문제는 부유체를 어느 정도의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하느냐 하고 같은 고민이 된
다. 해저 지면에 접촉하는 계류선의 길이가 길어
질 수록 보다 안정적인 계류 설계가 될 수 있지만 
비용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접촉 길이와 환경조건에 따른 최소
의 계류선 선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3. 계류패턴 분석 

3.1 선정된 계류선의 방향 별 성능 분석 
초기 계류라인 설계를 통하여 계류라인의 기초 

사양은 선정할 수 있지만 계류라인 설치 갯수에 
따라서는 초기 설계 라인의 수로 방향 별 환경 조
건에 견딜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실제 계류라
인의 상세 설계를 위한 기초 검토에 속한다. 
방향 별 환경하중에 대한 각 계류선에 작용하는 

하중을 검토하고, 그 하중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상세 설계를 위한 기본 성능 검토
가 된다. 

 
3.2 계류선의 특성 분석 결과 
방향 별 계류선의 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부가

적인 계류라인의 부족한 특성, 또는 방향 별 취약
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류라인의 기본적인 
특성 검토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정리 한다. 

 

4. 내항성 해석을 이용한 계류력 분석 

4.1 내항성 해석 간략 소개 및 조건 분석 
내항성능 해석 기법을 정리한다. 본 해석 기법은 
3차원 패널법으로 부유체를 판넬로 하고, 그린 간
략하게 소개 한다. 내항성능 해석 조건을 간략하
게 분석하여 정리 한다. 
 
4.2 계류라인 상세설계 
계류라인의 상세설계를 통하여 실제 해상에 설

치 될 수 있는 계류 라인 사양을 결정한다. 계류
라인의 사양은 설치 후 운용방식에 따라 설치 방
식이 결정될 수 있다. 이는 부유체에 고정되는 방
식 및 계류라인의 설치 영역의 크기에도 영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계류라인의 상세 결
과를 정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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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rt of IEC 61400 outlines minimum design requirements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FOWT). A wind 

turbine shall be considered as a FOWT if the floating sub-structure is subject to hydrodynamic loading and supported by 

buoyancy and a stationkeeping system. A FOWT encompasses five principal subsystems: the RNA, the tower, the floating 

sub-structure, the stationkeeping system and the onboard machinery, equipment and systems that are not part of the RNA. 

The following types of unmanned floating sub-structures with one single horizontal axis turbine are explicitly considered : 

ship-shaped structures and barges, semi-submersibles (Semi), spar buoys (Spar), tension-leg platforms/buoys (TLP / TLB)..

1. 서   론 

풍력발전 산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대형화, 대단지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대형화에 따른 설치 공간 부족, 소음, 운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육상에

서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보다 대형화가 가능하며 더 많은 양질의 

바람을 얻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NEA(Nuclear Energy Agency)는 

최근 22개 회원국에서 2020년 상업운전이 시작 될 181개 발전소

의 평균 균등화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이 

47.4USD/MWh로 가장 낮고, 육상풍력(74.7USD/MWh), 석탄화력

(76.3USD/MWh), 천연가스(98.3USD/MWh) 및 태양광(121.6USD/MWh)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에는 육상풍력 발전단가가 석탄

화력 보다 싸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단가가 보급

에 장애요인이었던 풍력발전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이래, 국제전기표준기구 (Ine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EC)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 FOWT)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개발과 산업

화에 앞서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표준위원

회‘IEC TC88 PT61400-3-2’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위원국은 대

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일본 등 8개

국이며, 위원장의 소속은 대한민국이다.

2. 국제표준의 제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국제표준 (IEC 61400-3-2) 제정의 

목적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가들

에게 국제적 지침 (guideline)을 제공하며, 또한 개발될 부유식 해

상풍력발전시스템의 공학적 완결성 (engineering integrity)를 보장

할 수 있는 기술규정 (technical specification)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규정이 다루는 대상에는 하나의 수평축 (horizontal axis)을 

갖는 무인(unmanned)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이 포함되며, 부

유체의 형태는 반잠수식 (Semi-submersible), 인장각식 

(tension-leg), 스파식 (spar), 선박 및 바지형식 (ship-shaped or 

barge)을 포함한다. 수직축 (vertical axis) 또는 다축 (multi-turbine 

units) 풍력발전시스템과 파력발전과 풍력발전을 혼합한 발전시스

템 (hybrids)는 포함되지 않는다. (Fig. 1) 

Fig. 1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IEC 61400-3-2)

  한편, IEC 61400-3-2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 프

로세스는 Fig. 2에서 보여 지고 있다.

Fig. 2 Design process for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EC 61400-3-2)

3.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하중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영해야 할 설치 해역의 설계조건들 (design situations)과 설계하

중 (design load cases)은 Table 1에서 보여 진다.

Table 1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specific Design Load 

Cases (IEC 61400-3-2)

4. 계류시스템

계류시스템 (Stationkeeping system)의 설계는 ISO19901-7을 준

용하고 있으며, 인장각 방식의 tendon 설계 기준으로는 API RP 

2T를 원용하고 있다.

5.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정성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운반과 설치 기간을 포함한 생

애 전주기에 걸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 조건이 명시되고 

있다. 비손상시 정적안정성 기준은 IMO intact stability code를 기

준으로 하며, 손상시 안정성 기준이 또한 제시된다.

6.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54030200970와 No. 20142020103560)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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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rt of IEC 61400 outlines minimum design requirements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FOWT). A wind 

turbine shall be considered as a FOWT if the floating sub-structure is subject to hydrodynamic loading and supported by 

buoyancy and a stationkeeping system. A FOWT encompasses five principal subsystems: the RNA, the tower, the floating 

sub-structure, the stationkeeping system and the onboard machinery, equipment and systems that are not part of the RNA. 

The following types of unmanned floating sub-structures with one single horizontal axis turbine are explicitly considered : 

ship-shaped structures and barges, semi-submersibles (Semi), spar buoys (Spar), tension-leg platforms/buoys (TLP / TLB)..

1. 서   론 

풍력발전 산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대형화, 대단지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대형화에 따른 설치 공간 부족, 소음, 운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육상에

서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보다 대형화가 가능하며 더 많은 양질의 

바람을 얻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NEA(Nuclear Energy Agency)는 

최근 22개 회원국에서 2020년 상업운전이 시작 될 181개 발전소

의 평균 균등화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이 

47.4USD/MWh로 가장 낮고, 육상풍력(74.7USD/MWh), 석탄화력

(76.3USD/MWh), 천연가스(98.3USD/MWh) 및 태양광(121.6USD/MWh)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에는 육상풍력 발전단가가 석탄

화력 보다 싸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단가가 보급

에 장애요인이었던 풍력발전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이래, 국제전기표준기구 (Ine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EC)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 FOWT)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개발과 산업

화에 앞서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표준위원

회‘IEC TC88 PT61400-3-2’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위원국은 대

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일본 등 8개

국이며, 위원장의 소속은 대한민국이다.

2. 국제표준의 제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국제표준 (IEC 61400-3-2) 제정의 

목적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가들

에게 국제적 지침 (guideline)을 제공하며, 또한 개발될 부유식 해

상풍력발전시스템의 공학적 완결성 (engineering integrity)를 보장

할 수 있는 기술규정 (technical specification)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규정이 다루는 대상에는 하나의 수평축 (horizontal axis)을 

갖는 무인(unmanned)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이 포함되며, 부

유체의 형태는 반잠수식 (Semi-submersible), 인장각식 

(tension-leg), 스파식 (spar), 선박 및 바지형식 (ship-shaped or 

barge)을 포함한다. 수직축 (vertical axis) 또는 다축 (multi-turbine 

units) 풍력발전시스템과 파력발전과 풍력발전을 혼합한 발전시스

템 (hybrids)는 포함되지 않는다. (Fig. 1) 

Fig. 1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IEC 61400-3-2)

  한편, IEC 61400-3-2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 프

로세스는 Fig. 2에서 보여 지고 있다.

Fig. 2 Design process for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EC 61400-3-2)

3.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하중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영해야 할 설치 해역의 설계조건들 (design situations)과 설계하

중 (design load cases)은 Table 1에서 보여 진다.

Table 1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specific Design Load 

Cases (IEC 61400-3-2)

4. 계류시스템

계류시스템 (Stationkeeping system)의 설계는 ISO19901-7을 준

용하고 있으며, 인장각 방식의 tendon 설계 기준으로는 API RP 

2T를 원용하고 있다.

5.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정성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운반과 설치 기간을 포함한 생

애 전주기에 걸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 조건이 명시되고 

있다. 비손상시 정적안정성 기준은 IMO intact stability code를 기

준으로 하며, 손상시 안정성 기준이 또한 제시된다.

6.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54030200970와 No. 2014202010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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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development plan of a test-bed for offshore wind turbines and a 

floating offshore wind farm off the coast of Shigori, Ulsan, Korea on March 20, 2017. The test-bed plan involves the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3, 5 and 8 MW clas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and the 0.5~1 GW class floating offshore wind farm is being 

planned. A pilot project for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the first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n Korea is ongoing under the 

finsncial support of the KETEP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ortium for the project consists of MASTEK Heavy Industries Ltd., Unison, Seho Engineering and University of Ulsan.

1. 서   론 

울산광역시는 2017년 3월 20일 제 2의 조선해양산업 육성 방

안의 일환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

혔다. (경상일보) 최근 몇 년 사이에,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발

전사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조성되어 오고 있다.

2015년 말, 울주군 신고리 앞 4km 해상에 부유식 해상풍력발

전시스템을 개발 및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울산대에 의해 추진되

었으며, 지난 2016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지기술

평가원(KETEP)이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주관기관은 

마스텍중공업, 유니슨, 세호엔지니어링, 울산대는 참여기관으로 

콘소시움이 구성되어, 2020년까지 4년동안‘중수심용 부유식해상

풍력발전 파일롯트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울산의 동해안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에서 가장 풍황이 좋은 

곳이며 (Fig. 1), 동남권의 산업단지에 의한 막대한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최적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2.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파일롯트 사업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국내 최초 실증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중수심용 부유식해상풍력발전 파일롯트 사업’은 산

업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책사업

이다. 선박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마스텍중공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유니슨과 해상구조물 설치 등에 

화려한 기술을 보유한 세호엔지니어링 및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연구를 선도해 온 울산대학교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 국책사업의 목적은, 2016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년 

동안 정부출연금 100억원의 지원을 받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앞 해역의 50m 수심에, 750kW급 부

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설치/운영을 실증하는 것이다. 

(Fig. 2)

Fig. 2 Shingori offshore site for 750k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3. 신고리 해상풍력발전시스템 Test-bed 구축

계획 중인 신고리 해상풍력발전시스템 tesst-bed 구축사업(안)

의 한 응용사례가 Fig. 3에서 보여 진다.

Fig. 3 Test bed for offshore wind turbines at Shingori 

Seosang, Ulju, Ulsan, Korea (in Plan)

3, 5, 8MW 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운용 및 부품 시

험이 수행될 수 있다.

4. 신고리 부유식 해상풍력발단지

Fig. 4의 신고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안)을 통해 

풍력발전산업, 풍력발전기자재산업, 수산업과 관광업의 공생 추

구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서생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을 기본

으로 하는 주민참여 발전단지 사업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Fig. 4 Floating offshore wind farm at Shingori Seosang, Ulju, 

Ulsan, Korea (in Plan)

5.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54030200970와 No. 20163010024620)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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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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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development plan of a test-bed for offshore wind turbines and a 

floating offshore wind farm off the coast of Shigori, Ulsan, Korea on March 20, 2017. The test-bed plan involves the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3, 5 and 8 MW clas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and the 0.5~1 GW class floating offshore wind farm is being 

planned. A pilot project for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the first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n Korea is ongoing under the 

finsncial support of the KETEP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ortium for the project consists of MASTEK Heavy Industries Ltd., Unison, Seho Engineering and University of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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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경상일보) 최근 몇 년 사이에,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발

전사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조성되어 오고 있다.

2015년 말, 울주군 신고리 앞 4km 해상에 부유식 해상풍력발

전시스템을 개발 및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울산대에 의해 추진되

었으며, 지난 2016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지기술

평가원(KETEP)이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주관기관은 

마스텍중공업, 유니슨, 세호엔지니어링, 울산대는 참여기관으로 

콘소시움이 구성되어, 2020년까지 4년동안‘중수심용 부유식해상

풍력발전 파일롯트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울산의 동해안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에서 가장 풍황이 좋은 

곳이며 (Fig. 1), 동남권의 산업단지에 의한 막대한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최적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2.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파일롯트 사업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국내 최초 실증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중수심용 부유식해상풍력발전 파일롯트 사업’은 산

업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책사업

이다. 선박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마스텍중공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유니슨과 해상구조물 설치 등에 

화려한 기술을 보유한 세호엔지니어링 및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연구를 선도해 온 울산대학교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 국책사업의 목적은, 2016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년 

동안 정부출연금 100억원의 지원을 받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앞 해역의 50m 수심에, 750kW급 부

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설치/운영을 실증하는 것이다. 

(Fig. 2)

Fig. 2 Shingori offshore site for 750k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3. 신고리 해상풍력발전시스템 Test-bed 구축

계획 중인 신고리 해상풍력발전시스템 tesst-bed 구축사업(안)

의 한 응용사례가 Fig. 3에서 보여 진다.

Fig. 3 Test bed for offshore wind turbines at Shingori 

Seosang, Ulju, Ulsan, Korea (in Plan)

3, 5, 8MW 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운용 및 부품 시

험이 수행될 수 있다.

4. 신고리 부유식 해상풍력발단지

Fig. 4의 신고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안)을 통해 

풍력발전산업, 풍력발전기자재산업, 수산업과 관광업의 공생 추

구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서생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을 기본

으로 하는 주민참여 발전단지 사업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Fig. 4 Floating offshore wind farm at Shingori Seosang, Ulju, 

Ulsan, Korea (in Plan)

5.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54030200970와 No. 20163010024620) 

605



어선 실증화 시험조업 및 
경제성 평가 연구 

이준호, 백영수, 진송한, 홍연정 

중소조선연구원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핵심기술 개발] 



2 

O 기선권현망 본선 

  - 건조현황 

기선권현망 본선 건조 



3 

추진 사항 

O 기선권현망 본선 건조발주 허가 획득 (‘16.05.27)  

  - 허가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 중소조선연구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총톤수 35톤 

기선권현망 건조 발주 



4 

추진 사항 

O 장비도입 운영위원회 개최(‘16.09.08)  

  - 검토기준 : 기선권현망 주요장비 일괄구매 방식 

  - 업체선정 : 어로장비 – 웅진디젤 

                    갑판 및 유압장비 – ㈜ 창우 ENT 



5 

추진 사항 

O 기선권현망 총톤수 측정(‘16.11.16)  

  - 총톤수 35톤  

O 진수식 (‘16.11.25) 



6 

추진 사항 
O 선박 등기(‘16.12.01) 

  - 등기기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신청기관 : 중소조선연구원(공동참여 금정수산) 

O 선박 국적증서 발급(‘16.12.13) 

  - 발급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신청기관 : 공동참여 금정수산(중소조선연구원) 



7 

추진 사항 
O 해상 시운전(‘16.12.21) 

  - 시운전 장소 : 통영 인근해역 

  - 해상상태 : 양호 

  - MCR 속력 : 10.7 노트 



8 

추진 사항 
O 완성도(5종) 작성 및 선급제출(‘17.02.02) 

  - 일반배치도 

  - 강재배치도 

  - 중앙횡단면도 

  - 외판전개도 

  - 기관실전체장치도 



9 

O 연구교습어업 신청(‘17.03.13) 

  - 연구기관 : 경상대학교, 중소조선연구원, 금정수산 등 

  - 협의기관 : 통영시(경상남도), 여수시(전라남도) 

  - 조사기간 : 2017.04.01~04.30 : 4척선단 검증 

                            05.01~05.31 : 시제선 정비 및 어구제작                                                          

                            06.01~06.30 : 개량어구 적용 기술습득 

                            07.01~12.31 : 본조업 



10 

O 추후 일정 

일정 주요내용 세부내용 

‘17.03.17 중간진도점검(인하대) - 참여기관별 연구수행 결과 발표 
- 추후일정협의 

‘17.03.20 발표자료 제출(대한조선학회) - 학회 발표 기관 

‘17.03.31 연차보고서 초안 (RIMS) - 연차보고서 양식에 맞춰 참여기관별로 작성 

‘17.04.14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계획서(RIMS) - 주관기관 취합하여 마무리 

‘17.04.30 연차보고서 제출(KEIT) - 연구관리 기관 제출 

‘17.05 중순 현장실사 및 연차평가 - 연구노트 제출 

‘17.05.31 4차년도 사업 종료 

‘17.06.01 5차년도 사업 시작 



이 논문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핵심기술 개발) 





근해연승어선의 선형개발 

    목  차  



근해연승어업의 현황 및 어구어법 

     <16년4월25~5월24일 근해연승 어획분포> 
             (수협중앙회 연근해조업정보) 

•한중 현행 조업 유지수역과  
•중국 EEZ B수역 부근에서 가장 많이 어획 

<유사실적선 TYPE-1> 

<유사실적선 TYPE-2> 

<유사실적선 TYPE-3> 

H-CAD를 이용한  유사실적선의 CP곡선 

3 

-대상 생물을 일시에 여러 마리 잡기 위하여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가닥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마다 낚시 1개씩
을 달아 수평으로 어구를 부설하여 대상 생물을 낚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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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29톤급 근해연승어선 기준선 선정 

• 2016년 8월 10일~11일 
 
•중소조선연구원, 제주도 어선주협의회, 해양수산연구원과 의견청취 
 
•제주도 현장실사 (9월 13일) 협의 
 
• 현재 사용 중인 고려조선 29톤을 기준선으로 선정 
 

<G/T 29톤급 근해연승 기준선 GA 및 선도> <G/T 29톤급 근해연승 기준선 Lines 및 CP 곡선> 



    KST-SHIP을 이용한 개발선 기본계산  

<G/T 29톤급 근해연승 개발선 선도 및 선체촌법표> <Hydrostatic Table> 

< 배수량 계산적용 3차원 형상> < 배수량 계산적용 2차원 형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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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AD를 이용한 개발선 선형 선정 

<근해연승 개발선 Lines 및 CP 곡선> 

<근해연승 기준선과 개발선 선수, 선미 선형 비교> <근해연승 기준선과 개발선 CP 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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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어법 및 선주 의견을 고려한 일반배치도  

<근해연승 개발선  일반배치도> 

<기존선과 개발선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근해연승 기존선  일반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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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어법 및 선주 의견을 고려한 일반배치도  



9 

어선법 어선구조기준에 준한 구조설계  

<중앙횡단면도> <재료배치도> 

<기관실 전체장치도> <일반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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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의 복원성 계산 

<적재물의 중량 및 중심위치> 

<MAIN HULL WINDAGE AREA & CENTER> < 바람의 횡요기준에 의한 판정> 

<복원성판정> 

<SUMMARY TABLE OF LOADING CONDITION> 

<재화상태에 따른 풍압면적 및 중심위치> 



    목  차  

연안유자망어선의 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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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유자망어업의 현황 및 어구어법 

•긴 띠 모양의 그물 상부에는 부자가 부착된 뜸줄설치  
 

•하부에는 침자가 부착된 줄을 달아 수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 조류나 해류에 흘러가면서 고기가 그물감에 끼이도록 하여  
  잡는  조업 방법 
 
•주어기는 11~1월과 4~6월 
 
• 대상어종의 회유시기에 따라 어기형성에 차이가 있다. 
 
• 주 어장은 어획대상 따라 동서남해안에 고루 분포 

 

유자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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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7.93톤급 연안유자망어선 기준선 선정 

• 유사실적선 3척을 주관기관에 제시, 협의를 통하여 기준선을 선정 

<G/T 7.93톤 연안유자망 기준선 GA  및 선도 및 선체촌법표> 

<G/T 7.93톤 연안유자망어선 기준선 CP 곡선> 

<G/T 7.93톤 연안유자망어선 기준선 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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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AD를 이용한 개발선 선형 선정 

<G/T 7.93톤급 연안유자망개발선 선도 및 선체촌법표> <Hydrostatic Table> 

< 배수량 계산적용 2차원 형상> < 배수량 계산적용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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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AD를 이용한 개발선 선형 선정 

<연안유자망어선 개발선 Lines 및 CP곡선> 

< 연안유자망어선 기준선과 개발선 CP 곡선 비교> <연안유자망 기준선과 개발선 선수, 선미 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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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어법과 선원 복지공간을 고려한 일반배치도  

<기존선과 개발선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연안유자망 개발선  일반배치도> <연안유자망 기존선  일반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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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어법과 선원 복지공간을 고려한 일반배치도  

<연안유자망 어선 기준선과 젖새우  드럼통 적재 비교> <기존의 젖새우 드럼통 적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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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어법과 선원 복지공간을 고려한 일반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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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어선구조기준에 준한 구조설계  

<중앙횡단면도> <재료배치도> 

<일반배치도> < 선도 및 선체촌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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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7.93톤급 연안유자망어선의 복원성 계산 

<적재물의 중량 및 중심위치> 

<복원성판정> <SUMMARY TABLE OF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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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연승어선 및 연안유자망어선 기술용역 계약서 

근해연승어선 기술용역 계약서  연안유자망어선 기술용역 계약서 

<시행일자 17년 2월 24일> <시행일자 17년 2월 16일>  



THANK YOU ＊ 

이 논문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핵심기술 개발) 



INHA Univ. INHA Univ. 

2017. 04. 19(수)~20(목)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기획세션 

부산 BEXCO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핵심기술 개발 

이창진 2, 김상현 1, 이영길 1 , 이선규 2 , 김진해 2, 김현철 2, 채순재 1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1 

인하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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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선형들의 유체성능 평가 및 선수 벌브 

설계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선형들의 저항성능 평가. 

 G/T 7.93톤급 연안 유자망 어선 에너지 절감 선수 벌브 설계 및 이를      

적용한 저항성능 평가.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선형들의 유체성능 평가 및 선수 벌브 설계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선형들의 저항성능 평가.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에너지 절감 선수 벌브 설계 및 이를 적용한   

저항성능 평가. 

 

2 

4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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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모형선 제작 
(기준선/개발선)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모형선 제작 
(기준선/개발선)  

각 개발선의 에너지 절감 선수 벌브 설계 

모형시험을 통한 선수 벌브의 효과 검토 

모형시험을 이용하여 저항성능 검토 

4차년도 연구 절차 

3 



INHA Univ. 
4 

 
• 모형시험은 인하대학교 선형시험수조에서 수행됨. 
 
• 선형시험수조 - 길이 X 폭 X 깊이 : 50.0m X 3.5m X 1.5m 
 
• 무인전차 – 최저속력 : 0.1m/s, 최고속력 : 5m/s 
 
• 모형시험 시, 7.93톤급 연안유자망, 29톤급 근해연승 모형선들은  
                     towing point를 LCB와 VCB 위치에 맞추어 예인 됨.  
 
• 제작한 모형선에는 난류촉진장치로 직경 1mm, 높이 2mm인 stud가  
    9.5스테이션과 만재흘수선의 교점으로 부터  선수부 측면형상을 따라서   
    10mm간격으로 부착됨. 
 
• 실선 저항추정방법은 프루드(Froude) 방법 사용. 

 
  Froude 방법 : CTS = CFS + CRM + CA 
  마찰저항곡선 : ITTC 1957년 모형선-실선 상관곡선. 
  모형선-실선 상관수정계수 CA : CA = +0.0002 
  실선상태 : 실선 운항 시 15℃ 해수표준상태로,  
                공기,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은 고려치 않음. 

모형시험 조건 



INHA Univ. INHA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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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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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선형 개발선 선형 

DESIGNATION 
SYMBOL
(UNIT) 

FULL SCALE MODEL FULL SCALE MODEL 

SCALE RATIO λ 1/12 1/12 

LENGTH BETWEEN PER. LBP(m) 13.65 1.138 13.65 1.138 

BREADTH, MOULDED B (m) 4.150 0.346 4.150 0.346 

DEPTH, MOULDED D (m) 1.010 0.084 1.450 0.121 

DRAFT, 경하상태 𝐝𝟏 (m) 0.29 0.024 0.45 0.038 

DRAFT, 만재출항상태 𝐝𝟐 (m) 0.43 0.036 0.57 0.048 

DRAFT, 어장발상태 𝐝𝟑 (m) 0.59 0.049 0.72 0.060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기준선 / 개발선 주요 제원 비교  
(경하상태/만재출항상태/어장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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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기준선 / 개발선 주요 제원 비교  
(경하상태/만재출항상태/어장발상태) 

경하상태 기준선 선형 개발선 선형 

DESIGNATION 
SYMBOL 
(UNIT) 

FULL 
SCALE 

MODEL 
FULL 
SCALE 

MODEL 

LENGTH ON WATERLINE LWL(m) 12.74 1.061 12.90 1.075 

DISPLACEMENT VOL., BAREHULL ∇ (m3) 14.22 0.008 14.61 0.008 

WETTED SURFACE AREA, BAREHULL S (m2) 60.30 0.419 57.60 0.400 

BLOCK COEFFICIENT CB 0.87 0.57 

만재출항상태 기준선 선형 개발선 선형 

LENGTH ON WATERLINE LWL(m) 12.82 1.068 14.20 1.183 

DISPLACEMENT VOL., BAREHULL ∇ (m3) 20.92 0.012 20.54 0.012 

WETTED SURFACE AREA, BAREHULL S (m2) 65.5 0.455 67.90 0.472 

BLOCK COEFFICIENT CB 0.86 0.64 

어장발상태 기준선 선형 개발선 선형 

LENGTH ON WATERLINE LWL(m) 12.91 1.076 14.30 1.192 

DISPLACEMENT VOL., BAREHULL ∇ (m3) 28.74 0.017 28.57 0.017 

WETTED SURFACE AREA, BAREHULL S (m2) 69.70 0.484 72.90 0.506 

BLOCK COEFFICIENT CB 0.86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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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기준선 / 개발선 주요 제원 비교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기준선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개발선 



INHA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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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선명 시험 흘수상태 배수량(kg) 
설계 속력 

(knots) 

측정구간 

(실선 속력,  

knots) 

Range of 

Froude 

numbers 

(𝑭𝒏 =
𝑽𝒔

𝒈𝑳𝑩𝑷
)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기준선 선형 

저항 

경하상태 

(d1=0.024m) 
8.43 

16 12.5~17 
0.555 

~0.755 

만재출항상태 

(d2=0.036m) 
12.41 

어장발상태 

(d3=0.049m) 
17.04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개발선 선형 

저항 

경하상태 

(dE=0.038m) 
8.66 

16 12.5~17 
0.555 

~0.755 

만재출항상태 

(d2=0.048m) 
12.18 

어장발상태 

(d3=0.060m) 
16.95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모형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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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선 제작 진행과정 예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기준선)  

3D 모델링 후 
 삭성작업   

페인트 도색 

마킹 및 스터드 
부착  

표면처리작업 



INHA Univ. INHA Univ.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모형선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기준선형 모형선 (scale=1/12)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개발선형 모형선 (scale=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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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모형시험 (경하상태, 16knots)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기준선형 모형선 (scale=1/12), Vs=16 knots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개발선형 모형선 (scale=1/12) , Vs=16 knots 



INHA Univ. INHA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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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에 대하여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 결과 
(경하상태) 

<모형선의 침하곡선> 
 

- 침하량은 음의 값으로 표기됨. 

설계 속력 설계 속력 

<모형선의 트림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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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에 대하여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 결과 
(경하상태) 

경하상태, 설계 속력 16 knots에서의 저항성능 

구    분 
실선 유효마력 실선 배수량당 유효마력 

비 고 

EHP(kw) kw/Ton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기준선 
155.84 10.96 경하흘수(기준선 0.29m, 개발선0.45m)에서  

기준선 대비 개발선의 유효마력이 13.82%증가. 

배수량이 5.27%증가, 

배수량당 유효마력은 8.11%증가.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개발선 
177.37 11.85 

설계 속력 설계 속력 

<잉여저항계수곡선> 
 

<실선의 유효마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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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 선수 벌브 설계 – G/T 7.93톤급 연안유자망어선 

에너지 절감 선수 벌브 설계 과정 
 
1. 유사선의 벌브 주요 무차원 계수들을 선수 벌브 초기 설계에 적용. 
2. CFD를 통한 성능 계산 후 무차원계수들을 수정하며 반복설계를 통한 최적설계. 
3. 최적 설계 벌브를 대상으로 모형시험을 통한 검증. 

 
 

유사선의 벌브 주요 무차원 계수를 적용한 초기 벌브 설계 변수 
 

선체 벌브 

BMS 4.100 𝐦 BB 0.369  𝐦 

LPP 14.20 𝐦 LPR 0.729  𝐦 

TFP 0.520  𝐦 ZB 0.460  𝐦 

AMS 2.210  𝐦𝟐 ABT 0.153  𝐦𝟐 

AMS 2.210  𝐦𝟐 ABL 0.391  𝐦𝟐 

VWL 20.623  𝐦𝟑 VPR 0.073  𝐦𝟑 

벌브의 주요 무차원 계수 

CBB 0.090  

CLPR 0.051  

CZB 0.885  

CABT 0.069  

CABL 0.177  

CVPR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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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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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선형 개발선 선형 

DESIGNATION 
SYMBOL
(UNIT) 

FULL SCALE MODEL FULL SCALE MODEL 

SCALE RATIO λ 1/18 1/18 

LENGTH BETWEEN PER LBP(m) 21.20 1.178 21.20 1.178 

BREADTH, MOULDED B (m) 4.860 0.405 4.870 0.406 

DEPTH, MOULDED D (m) 1.830 0.102 2.000 0.111 

DRAFT, 경하상태 𝐝𝟏 (m) 0.99 0.055 1.02 0.057 

DRAFT, 만재출항상태 𝐝𝟐 (m) 1.34 0.074 1.41 0.078 

DRAFT, 어장발상태 𝐝𝟑 (m) 1.48 0.082 1.56 0.087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기준선 / 개발선 주요 제원 비교  
(경하상태/만재출항상태/어장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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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기준선 / 개발선 주요 제원 비교  
(경하상태/만재출항상태/어장발상태) 

경하상태 기준선 선형 개발선 선형 

DESIGNATION 
SYMBOL 
(UNIT) 

FULL 
SCALE 

MODEL 
FULL 
SCALE 

MODEL 

LENGTH ON WATERLINE LWL(m) 22.02 1.224 20.18 1.121 

DISPLACEMENT VOL., BAREHULL ∇ (m3) 63.38 0.011 62.28 0.011 

WETTED SURFACE AREA, BAREHULL S (m2) 128.2 0.396 119.8 0.370 

BLOCK COEFFICIENT CB 0.61 0.59 

만재출항상태 기준선 선형 개발선 선형 

LENGTH ON WATERLINE LWL(m) 23.07 1.282 23.06 1.281 

DISPLACEMENT VOL., BAREHULL ∇ (m3) 97.18 0.017 97.47 0.017 

WETTED SURFACE AREA, BAREHULL S (m2) 152.6 0.471 149.6 0.462 

BLOCK COEFFICIENT CB 0.70 0.67 

어장발상태 기준선 선형 개발선 선형 

LENGTH ON WATERLINE LWL(m) 23.13 1.285 23.14 1.286 

DISPLACEMENT VOL., BAREHULL ∇ (m3) 111.5 0.019 122.4 0.019 

WETTED SURFACE AREA, BAREHULL S (m2) 159.1 0.491 157.4 0.486 

BLOCK COEFFICIENT CB 0.73 0.70 



INHA Univ. INHA Univ. 
19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기준선 / 개발선 주요 제원 비교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기준선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개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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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선명 시험 흘수상태 배수량(kg) 
설계 속력 

(knots) 

측정구간 

(실선 속력,  

knots) 

Range of 

Froude 

numbers 

(𝑭𝒏 =
𝑽𝒔

𝒈𝑳𝑩𝑷
) 

G/T 29톤급 

근해연승 

기준선 선형 

저항 

경하상태 

(d1=0.055m) 
10.96 

10 6.5~11 
0.232 

~0.392 

만재출항상태 

(d2=0.074m) 
17.08 

어장발상태 

(d3=0.082m) 
19.11 

G/T 29톤급 

근해연승 

개발선 선형 

저항 

경하상태 

(d1=0.057m) 
10.96 

10 6.5~11 
0.232 

~0.392 

만재출항상태 

(d2=0.078m) 
17.13 

어장발상태 

(d3=0.087m) 
19.76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모형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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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모형선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기준선형 모형선 (scale=1/18)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개발선형 모형선 (scale=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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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모형시험 (경하상태, 10knots)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기준선형 모형선 (scale=1/18), Vs = 10knots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개발선형 모형선 (scale=1/18), Vs = 10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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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에 대하여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 결과 
(경하상태) 

설계 속력 설계 속력 

<모형선의 침하곡선> 
 

- 침하량은 음의 값으로 표기됨. 

<모형선의 트림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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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에 대하여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 결과 
(경하상태) 

경하상태, 설계 속력 10 knots에서의 저항성능 

구    분 
실선 유효마력 실선 배수량당 유효마력 

비 고 

EHP(kw) kw/Ton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기준선 
124.65 1.95 경하흘수(기준선 0.99m, 개발선1.022m)에서  

기준선 대비 개발선의 유효마력이 2.06%감소. 

배수량이 0.16%감소. 

배수량당 유효마력은 1.91%감소.  
G/T 7.93톤급 근해연승 어선 

개발선 
122.08 1.91 

설계 속력 설계 속력 

<잉여저항계수곡선> 
 

<실선의 유효마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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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 선수 벌브 설계 – G/T 29 톤급 근해연승어선 

에너지 절감 선수 벌브 설계 과정 
 
1. 유사선의 벌브 주요 무차원 계수들을 선수 벌브 초기 설계에 적용. 
2. CFD를 통한 성능 계산 후 무차원계수들을 수정하며 반복설계를 통한 최적설계. 
3. 최적 설계 벌브를 대상으로 모형시험을 통한 검증. 

 
 

유사선의 벌브 주요 무차원 계수를 적용한 초기 벌브 설계 변수 

선체 벌브 

BMS 4.833  𝐦 BB 0.496 𝐦 

LPP 21.200  𝐦 LPR 0.906 𝐦 

TFP 1.410  𝐦 ZB 1.066 𝐦 

AMS 6.087  𝐦𝟐 ABT 0.425  𝐦𝟐 

AMS 6.087  𝐦𝟐 ABL 0.866  𝐦𝟐 

VWL 97.470  𝐦𝟑 VPR 0.241  𝐦𝟑 

벌브의 주요 무차원 계수 

CBB 0.103 

CLPR 0.043 

CZB 0.756 

CABT 0.070 

CABL 0.142 

CVPR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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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 

1) G/T 7.93톤급 연안유자망어선들의 모형실험의 경우, 항주자세는 모두 선미트림
을 보였으며, 기준선에 비하여 개발선이 큰 침하를 보였으며, 트림의 경우 평균
적으로 0.7% 감소함.  
 

2) G/T 7.93톤급 연안유자망어선들의 모형실험을 통해 구한 유효마력의 경우 개발
선이 평균 15.9% 증가, 설계 속력에서 13.8% 증가 하였으며, 배수량(ton)당 유
효마력은 평균 12.8%, 설계 속력에서 10.8% 증가함. 
 

3) G/T 7.93톤급 연안유자망어선 개발선의 모형실험을 통해 구한 설계 속력에서의 
유효마력은 FISH-K로 추정한 유효마력에 비해 12.3% 증가하여 기준선과 일반적
인 선형들에 비해 오히려 저항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4) G/T 7.93톤급 연안유자망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CFD를 이용한 선수 벌
브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검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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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1)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들의 모형실험의 경우, 항주자세는 모두 선미트림을 
보였으며, 기준선에 비하여 개발선이 적은 침하를 보였으며, 트림의 경우 평균적
으로 4.5% 감소함.  
 

2)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들의 모형실험을 통해 구한 유효마력의 경우 개발선
의 유효마력이 설계 속력에서 2.1% 감소 하였으며, 배수량(ton)당 유효마력은 
설계 속력에서 0.3% 감소함. 
 

3)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개발선의 모형실험을 통해 구한 설계 속력에서의 유
효마력은 FISH-K로 추정한 유효마력에 비해 0.1% 감소하며 11knots에서 3.9%
감소하여 기준선과 일반적인 선형들에 비해 저항성능이 우수. 
 

4) G/T 29톤급 근해연승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CFD를 이용한 선수 벌브 최
적설계를 수행하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검증계획.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핵심기술 개발 
 

- 구조 안전성 평가 및 경량화 기술 연구 -  

 Dept. of Naval Arch. and Ocean Eng.  

Pusan National University 

 

Dong Hyun Moon / Myung Hyun Kim, Ph.D.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2017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획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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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연구배경 

• 대상 어선 특성 

• 대상 어선 설계하중 분석 

• 대상 어선 구조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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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1/3] 

• 어선 사고는 선박 해양 사고의 66% 

• 선측 또는 선저 외판의 손상이 염려되는 충돌 및 좌초 사고는 17% 차지 

• 어선의 구조강도 향상 및 선체 구조 안전성 평가 필요 

 

3 
<해양사고 통계연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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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2/3] 

• 국내 근해연승 어선의36%, 연안 유자망 어선의 57%는 선령이 15년 이상으로 선

체 노후화가 진행 중 

• 대부분의 근해 및 연안 어선은 운항비 측면에서 저 효율을 나타냄 

 경쟁 조업에 따른 과도한 주 기관 마력 

• 높은 운항비 효율을 위한 선형 개발 및 선체 경량화 필요 

4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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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3/3] 

• 운항비 절감을 위한 선체 경량화 

• 새로운 선형 설계에 따른 구조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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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비 절감 어선 설계 핵심 기술 

부가물 설계 기술 조업시스템 인력 절감 기술 에너지 절감형 선형 기술 구조 경량화 기술 

<구조 안전성 평가> 

 

• 규정에 따른 부재 치수 및 하중 조건 검토 

• 유한요소해석 기법 연구 

• 직접강도해석 

• 구조 취약부 산정 

<경량화 기술> 

 

• 대상 어선 재료 특성 분석 

• 최적 부재 치수 산정 

•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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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 연구 목표 

 근해연승/연안유자망 경량화 기술 연구 및 구조 안전성 평가 

• 연구 내용 

 KST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어선 구조 기준에 따른 설계 하중 

분석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선체 구조 강도 평가  

 설계 하중에 따른 허용 응력 만족 여부 및 구조 취약부 분석 

 FRP 어선에 대한 경량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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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연승 어선 설계 하중 및 허용 응력 기준 

• 설계 하중에 따른 선원실 및 선체 중앙부 주요 부재의 국부 강도 평가 

7 

구조 허용응력 [MPa] 

선저구조 36MPa 

선측구조 36MPa 

갑판구조 36MPa 

격벽구조 36MPa 

파랑하중 

선저 슬래밍압력 

선저 종요 슬래밍압력 

선수 충격압력 

선체 거더 하중 Hogging & Sagging 

Length Breadth draft  Cb V 

21.2 [m] 4.87 [m] 1.56 [m] 0.698 10 [knot] 

<설계 하중 분류> <구조 부재의 허용 응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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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 슬래밍 압력 

• 𝑷𝒔𝒍 = 𝟏. 𝟑𝒌𝒍
∆

𝒏𝑨

𝟎.𝟑
𝒅𝟎

𝟎.𝟕  
𝟓𝟎−𝜷𝑿

𝟓𝟎−𝜷𝒄𝒒
  𝒂𝒄𝒒  (kN/𝒎𝟐) 

 

 

 

 

 

 

 

 

• 구조 해석 하중 조건에서 배제  

8 

𝑽/ 𝑳 
KST 대상 어선 

3.0 이상 2.1 

𝑘𝑙 : 종 방향 슬래밍 압력 분포 계수 

𝑛 : 선체의 수, 단동선인 경우 1 

𝐴 : 고려하는 부재의 설계하중 작용면적(𝑚2) 

𝑑0 : 정상운항상태에서 L의 중앙에서 측정한 흘수 

𝑑𝐿 : 선수단에서 측정한 최소항해 흘수 (m) 

𝛽𝑋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의 선저 경사 각도  

𝛽𝑐𝑞 : 선박의 종 방향 무게중심에서의 선저 경사 각도 

𝑎𝑐𝑞 : 설계 수직 가속도 

<종 방향 슬래밍 압력 분포 계수> 

<둥근 단면의 선저 경사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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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 종요 슬래밍 압력 

• 𝑷𝒔𝒍 =  
𝟐𝟏

tan 𝛽𝑋
𝒌𝒂𝒌𝒃𝑪𝑾 𝟏 −

𝟐𝟎𝒅𝑳

𝑳
𝟎. 𝟑/𝑨 𝟎.𝟑  (kN/𝒎𝟐) 

 

 

 

 

 

 

• 선저 종요 슬래밍 압력의 작용 범위 

 𝒍𝒑 =  𝟎. 𝟏 + 𝟎. 𝟏𝟓 
𝑽

𝑳
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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𝜷𝑿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의 선저 경사각도, 10° ~ 30° 

𝒌𝒂 : 계수로서 판재에 해당하는 𝒌𝒂 = 1.0을 사용 

𝒌𝒃 : 계수로서 판재, 종 방향 휨 보강재 및 종 방향 거더에 해당하는 𝒌𝒃 = 1.0을 사용 

𝑪𝑾 : 파랑계수, 0.08L 

𝒅𝑳 : 최소항해 흘수 (m) 

𝑨 : 고려하는 부재의 설계하중 작용면적 (𝑚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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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연승 설계 하중 조건 

• Hogging and sagging moments 

 𝑀ℎ𝑜𝑔 = 777 (kN∙ 𝑚) , 𝑀𝑠𝑎𝑔 = 727 (kN∙ 𝑚) 

• Pitch slamming press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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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연승 구조 해석 모델링 범위 

• 설계 하중 작용 범위 및 유한요소해석 경계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 해석 모델링 범

위는 Fr. 5 부터 Fr. 39까지 선정 

• 설계 하중에 대한 대상 어선의 선원실 및 선체 중앙부 국부강도 만족 여부 확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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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modeling 

12 

<Stiffener model> <Entire model> 

Program 
MSC Patran/ 

Nastran 

Element 

Type Shell/Beam Element 

Shape Quad/Tri 

Number 
Node : 6,645 

Element : 2,842 

Size 500x500mm 

Material FRP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Strength 

120MPa 

Elastic 
modulus 

8,200MPa 

Poisson’s 
rati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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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해석 경계 조건 

Location 
Displacement (Fix = 0) 

Dx Dy Dz Rx Ry Rz 

Point A 0 0 0 0 - 0 

Point B - 0 0 0 - 0 

13 

Location 

Displacement (Fix = 0) 

Dx Dy Dz Rx Ry Rz 

Deck plate 0 0 0 0 0 0 

<선저 종요 슬래밍> <선체 거더 하중> 

Point A 

Poi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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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결과 [1/5] 

• 선체 거더 하중 (Hogging moment) 

14 

• 갑판구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력 
분포 

• Bulk head 구조 위치에서는 상대적
으로 낮은 응력 분포 

• 호깅 상태 시 구조 취약부는 Deck 
girder이며, 최대 응력은 13.6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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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결과 [2/5] 

• 선체 거더 하중 (Sagging moment) 

15 

• 갑판구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력 
분포 

• Bulk head 구조 위치에서는 상대적
으로 낮은 응력 분포 

• 새깅 상태 시 구조 취약부는 Deck 
girder이며, 최대 응력은 12.7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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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결과 [3/5] 

• 선저 종요 슬래밍 압력 

16 

• Deck beam과 Frame 부근에서 높은 
응력이 분포 

• 선저 종요 슬래밍 압력 작용 시 구조 
취약부는 Frame이며, 최대 응력은 
12.1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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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결과 [4/5] 

• 허용응력 기준 비교 

17 

구조 부재 허용 응력 

해석 결과  

선저 종요 슬래밍  호깅 상태 새깅 상태 

선저 구조 36MPa 5.63MPa 10.9MPa 10.2MPa 

선측 구조 36MPa 12.1MPa 6.38MPa 5.96MPa 

갑판 구조 36MPa 9.66MPa 13.7MPa 12.7MPa 

격벽 구조 36MPa 8.05MPa 4.56MPa 4.26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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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결과 [5/5] 

• 기준선과 개발선의 구조해석 결과 비교 

18 

허용 응력 

개발선 기준선 

선저 종요 

슬래밍  
호깅 상태 새깅 상태 

선저 종요 

슬래밍  
호깅 상태 새깅 상태 

36MPa 12.1MPa 13.7MPa 12.7MPa 12.9MPa 19.1MPa 17.8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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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 G/T 34ton 기선권현망 본선에 선저 종요 슬래밍 압력 작용 시, 선측 Frame에서 

최대 등가 응력 12.1MPa이 분포 

• 선체 거더 하중 작용시, Deck girder에서 최대 응력이 분포하며, 호깅 및 새깅 상

태 일 때 최대 등가 응력은 각각 13.6MPa, 12.7MPa로 나타남 

• 구조 해석 결과, 구조 부재에 따른 허용 응력 기준 이하의 분포하므로 개발선은 

설계 하중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만족한다고 판단 

• 설계 하중에 따른 근해연승 개발선의 등가 응력 분포는 기준선 대비 28% 낮게 나

타나며, 이는 개발선의 종/횡방향 보강재의 치수 증가 및 구조배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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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유자망 어선 어로 시스템 설계 

박수봉, 이춘우, 이지훈 

 

부경대학교 대학원  수산물리학과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연안 유자망 어선 어로 시스템 설계 

연안 유자망 어선 어로 과정 분석 

- 연안 자망 어업이란? 

- 연안 유자망 어구 및 어로 과정 분석 

Ⅰ.  INTRODUCTION 



Ⅱ.  Materials and Methods 

- 1척의 어선으로 직사각형 띠모양의 홑 그물 사용 

- 그물 상부에는 뜸(부력재), 하부에는 발돌(참강재)을 사용하여 수직 전개되도록 구성 

-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에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 수산동물이 꽂히

거나 얽히도록 하여 포획 

- 부표, 닻(멍), 그물로 구성되며 뻗침대가 있는 경우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 방향으로 부착 

연안 자망 어업 

< 유자망 > < 고정자망 > 



  

- 긴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부자, 하부에는 참자를 달아 수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 조류나 해류에 흘러가면서 고기가 그물에 끼이도록 하여 어획 

연안 유자망 어선 어로과정 분석 

Ⅲ.  RESULT 

< 연안 자망 겨냥도 > 



  

- 각종 로프를 양승하기 위하여 양승기나 사이드 롤러를 사용 

 여러 가지 줄을 감아 올리는 장치로서, 소형의 연근해 어선에서 널리 사용 

 기관실 벽의 좌우에 각 각 한개씩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주기관 연결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유압식 독립구동형 롤러 사용 

연안 유자망 어선 어로과정 분석 

Ⅲ.  RESULT 

< 연안 유자망 어선 사이드 롤러 > 



  

- 그물을 선내로 올리기 위한 양망기 사용 

 사이드 롤러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그물을 선내로 올리기 위한 수동식의 롤러형  

     양망기가 대표적 

 최근에는 조업시간 단축, 경비 절감을 위한 유압식 양망기를 많이 사용 

연안 유자망 어선 어로과정 분석 

Ⅲ.  RESULT 

< 연안 유자망 어선 양망기 > 



  

- 연안 유자망 어선 어로 시스템 설계 

연안 유자망 어선 어로 시스템 설계 

Ⅲ.  RESULT 



  

 긴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부자, 하부에는 참자를 달아 수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조류나 해류에 흘러가면서 고기가 그물에 끼이도록 하여 어획 

 각종 로프를 양승하기 위하여 양승기나 사이드 롤러를 사용 

 그물을 선내로 올리기 위한 양망기 사용 

Ⅳ.  CONCLUSION 

 연안 유자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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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계획 

 

 

• 근해연승어선(G/T 23톤급) 추진기 설계 및 성능 향상 방안 도출 

연구 계획 



4 

4차년도 연구 내용 

 

 

•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설계 조건 검토    

기본 제원 값 비고 

엔진마력, Ps 588 

축전달 계수 0.97 일반값 

유효마력, PD 570 

엔진 회전수, ωengine 1,800rpm 

감속비 1:4.59 

프로펠러 회전수, ωP 392rpm 

날개 수, N 4 

항해속력, Vd 10knots 

후류정보, w 0.292 기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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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① Bp-δ chart를 통하여 직경 결정 

 

- Taylor의 동력계수(Taylor’s power coefficient) 

 

- 직경계수(diameter coefficient) 

 

- 주어진 자료를 통하여 Bp를 구하고 Bp-δ chart를 이용하여 D(직경)을 얻어냄 

 

- 설계하는 프로펠러의 동력계수 Bp 값은 70.22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초기 Geometry 결정 

𝐁𝒑 =
𝑵𝑷𝑫

𝟎.𝟓

𝑽𝑨
𝟐.𝟓

 

𝛅 =
𝑵𝑫

𝑽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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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초기 Geometry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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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① Bp-δ chart를 통하여 직경 결정 

 

- N = 4 EAR = 0.40,  0.55, 0.70 에 대하여 수행한 결과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초기 Geometry 결정 

  MAU 4-40 MAU 4-55 MAU 4-70 

P/D 0.600 0.620 0.635 

η0 0.49 0.475 0.458 

δ 94 92 92 

D[mm] 1.697 1.661 1.661 

J 0.328 0.33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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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② 직경 제약 조건 – 선미형상 정보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초기 Geometry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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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② 직경 제약 조건 – 선미형상 정보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초기 Geometry 결정 

  기준값 

α 0.15 ~ 0.2 

β 0.25 ~ 0.3 

γ 0.2 ~ 0.3 

δ 0.05 ~ 0.12 

δ : 보통 100 ~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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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② 직경 제약 조건 – 선미형상 정보 

 

 

 

 

 

 

- 프로펠러 축은 B.L 보다 위에 위치 

 

- 0.2 < γ < 0.3 의 조건을 사용하여 직경을 결정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초기 Geometry 결정 

γ D(mm) 

0.2 < 1403 

0.25 < 1309 

0.3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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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② 직경 제약 조건 – 선미형상 정보 

 

 

 

- 기존 프로펠러의 직경이 650mm 인 

 

- Bp-δ chart 를 통해 구한 D값이 선미형상 조건에 제약이 걸림 

- D(직경)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γ = 0.2 일 때를 고려하여 직경을  

1,400mm로 결정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초기 Geometry 결정 

  MAU3-35 MAU3-50 MAU3-65(외삽) 

D[mm] 1,697 1,661 1,661 

γ = 0.2 < 1,403 

γ = 0.25 < 1,309 

γ = 0.3 < 1,227 



12 

4차년도 연구 내용 

 

 

③ 적정 cavitation(%) 선정 및 최적 EAR 선정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Ca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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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③ 적정 Cavitation(%) 선정 및 최적 EAR 선정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Cavitation 

  MAU 4-40 MAU 4-55 MAU 4-70 

σ 0.319 0.333 0.333 

τ(5%) 0.145 0.150 0.150 

AE 0.585 0.548 0.515 

τ(10%) 0.188 0.190 0.190 

AE 0.451 0.433 0.407 

τ(20%) 0.25 0.255 0.255 

AE 0.339 0.3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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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② 직경 제약 조건 – 선미형상 정보 

 

- 직경제약으로 인하여 설계시 약 1.6m 되는 직경을 1.4m로 감소 

 

- 추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Cavitation 허용 AE가 줄어듬 

 

- Cavitation이 EAR 선정에 제약이 되지 않음   

        

 

 

 

 

 

 

 

 

 

 

    

1. 23t 근해연승어선 설계 – Ca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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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① Newton’s method – 목적함수(f(x)효율)의 극값을 구함 

 

 

 

 

 

 

 

 

-            : pitch, chord 등의 설계변수,              : 최적화하고자 하는 효율 

- Const1,2 : Kq, EAR등의 설계 제약조건 

 

 

    

4. 현재 진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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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연구 내용 

 

② 설계 진행 사항 

 

- MAU 계열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오프셋 생성 

 

- 최적화를 통해서 Pitch, Chord, Camber 값을 반경별로 구해냄 

 

- Rake와 Skew 는 기존 어선들의 추진기와 동일하게 단일 각도로 최적화 

 

- 현재 계산 중에 있으며 추후 연차보고서에 추가할 예정 

 

 

 

 

 

 

 

 

 

    

4. 현재 진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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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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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환경 
관리공단

한국해양 
방제협회 일본

총비용 6,544,259 26,760,478 30,809,215 61,286,980 
100.0% 24.5% 21.2% 10.7%

구분 국민안전처
해양환경 
관리공단

한국해양 
방제협회 일본명칭 규격 수량 단위 현재 개선

1안 2안

방제정
150t 식 1 5,315,810 16,924,61

0 
20,281,58

6  16,192,290  19,421,95
0 36,975,943 

10t 식 1 1,102,599  2,029,179  3,306,339  4,705,749 3,837,624 9,661,581 

유회수기
GT-185 식 1 47,370 480,048  1,643,064  2,033,643 2,590,518 5,394,201 

KOMARA20
K(디스크) 식 1 25,680  294,918  1,167,180  1,244,643 1,797,768 3,097,164 

방제차량
1톤탑차 식 1 13,200 99,705  687,021  600,135 526,500 1,619,832 

2.5톤 
크레인 식 1 39,600  217,935  799,443  709,710 1,167,750 1,619,832 

소계 　 　 　 6,544,259 20,046,39
5 

27,884,63
3 25,486,170 29,342,11

0 58,368,553 

일반관리
비 　 　 5% 0 1,002,319 1,394,231 1,274,308 1,467,105 2,918,427 

총비용 6,544,259 21,048,71
4 

29,278,86
4 26,760,478 30,809,21

5 61,286,980 

비율
100.0% 31.1% 22.4% 24.5% 21.2% 10.7%

100.0% 78.7% 68.3% 34.3%
100.0% 109.4% 95.0%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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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t 식 1 5,315,810 16,924,61

0 
20,281,58

6  16,192,290  19,421,95
0 36,975,943 

10t 식 1 1,102,599  2,029,179  3,306,339  4,705,749 3,837,624 9,661,581 

유회수기
GT-185 식 1 47,370 480,048  1,643,064  2,033,643 2,590,518 5,394,201 

KOMARA20
K(디스크) 식 1 25,680  294,918  1,167,180  1,244,643 1,797,768 3,097,164 

방제차량
1톤탑차 식 1 13,200 99,705  687,021  600,135 526,500 1,619,832 

2.5톤 
크레인 식 1 39,600  217,935  799,443  709,710 1,167,750 1,619,832 

소계 　 　 　 6,544,259 20,046,39
5 

27,884,63
3 25,486,170 29,342,11

0 58,368,553 

일반관리
비 　 　 5% 0 1,002,319 1,394,231 1,274,308 1,467,105 2,918,427 

총비용 6,544,259 21,048,71
4 

29,278,86
4 26,760,478 30,809,21

5 61,286,980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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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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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kimjh2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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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ssolee00@korea.kr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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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 연구배경

§ 국적상선 내 다국적·다언어·다문화 선원구성의 증가(외국인 선원 50% 이상)
로 선원의 해사커뮤니케이션 및 글로벌 문화역량에 관한 법적인 의무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해운산업의 지구화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해기전문인력 (재)교
육과 양성이 절실함.

§ 해상사고의 80% 이상이 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중 절반 정도는 선박 내외 구성원 간 갈등, 오해 및 의사소통 역량 부족
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 선박 내 소통의 문제는 선원들의 언어 및 국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 종
교, 나이, 학력, 직위, 선박 내 업무 내용, 심지어는 성적 정체성 등 다양한 하
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 연구배경

§ 따라서 해사분야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 교육이 절실하며, 해기전문인력에 대한 ‘다양성훈련’ 및 ‘글
로벌 역량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해기사들을 대상으로 선상문화갈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선내 문화갈
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아울러 고급 해기전문인력인 해기사 본연의 임무와 다문화업무 환경 속 다양
한 구성원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Key
Competence)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 선상 문화다양성 출현 양상

국적 언어 민족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소속선사

직책 선종 출신지역 출신학교

업무역량 업무자세 다수/소수 씨맨십

취미 식습관 성적 정체성 개성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 선상 문화다양성 출현 양상

§ 선상문화교섭(cultura l interaction on ships)은 선박 내 선원 구성원 사
이에 단순히 출신언어 및 출신문화에서 기인하는 ‘차이’뿐만 아니라 선원 개인
의 연령, 성(gender), 인종, 민족, 학력, 직무영역, 소속 해운선사, 성적 정
체성, 출신 지역 및 사회계층, 장애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복잡한 문화정
체성이 만나고 이해하고 오해하고 충돌하고 혼종하는 현상임. 

§ 일반적으로 선내 구성원 간의 소통과 문화차이의 문제는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해석과 고려의 시도가 아니라 해당 구성원 개인의 국
적과 같은 행정 편의적인 차원의 요소만이 문제의 원인으로 해석되어 이를 단
순히 상대방에 대한 문화적 지식 부재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존재함. 

§ 그러므로 선박 내 다양성을 단순히 언어차이와 국가문화 차이라는 준거로 바
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위험함.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 선상 문화다양성 출현 양상

§ 선상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선박조직이라는 특수한 공
간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바라보는 것임. 

§ 일반적으로 우리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 등 선내 조직형태’, ‘항해사, 기관
사, 부원 등의 직책별 직무’, ‘당직체계 및 계획과 같은 일상적인 의례’, ‘직급
별 연봉체계’ 등을 선내 조직문화라고 지칭함. 

§ 이들 각 요소가 선내 조직문화의 산물이긴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문화’라
는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층위에 속하는 것은 없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 선상 문화다양성 출현 양상

§ 선내 조직문화의 핵심은 선내 구성원들이 서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잘 작
동하고 있는 공동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임. 선사의 설립이념과 철학을 기반으
로 선박 내에서는 선장과 기관장과 같은 리더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가 선내
구성원이 함께 업무하고 생활하면서 학습하여 공유되어 나타나는 것임. 

§ 이러한 학습과 공유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추구하는
가치가 선내 구성원 개개인에게 공감되고 수용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옳
다’고 간주해야 함. 

§ 그리고 이렇게 공유된 암묵적 가치와 신념은 선박에 새롭게 들어오는 구성원
들에게 교육되고 전승되는 것이며, 항해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변화해 나감.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해사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3. 해사커뮤니케이션

Sender ReceiverEncoding DecodingChannel

Message Message Message Message

Feedback

Maritime Context

The Communication Process in the Maritime Contexts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3. 해사커뮤니케이션

해사커뮤니케이션 방해요인 : 행동 및 사고방식

§ 유사성의 가정 (Assuming Similarity)

§ 자민족/문화중심주의 (Ethnocentrism)

§ 불확실성 회피 (Uncerta inty Avoidance)

§ 오귀인(誤歸因) (Misattribution)

§ 고정관념 (Stereotype)

§ 편견 (Prejudice)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3. 해사커뮤니케이션

효과적 해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동 및 사고방식

§ 모호함에 대한 포용력(Ambiguity Tolerance)

§ 공감능력(Empathy)

§ 긍정적인 마음가짐(Positive Attitude)

§ 적극적인 상호작용 (Active Interaction)

§ 문화상대주의적 관점(Cultura l Rela tivism)

§ 제3의 관점(Bird’s-eye view)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선상 문화갈등 요인 : 해기사 인터뷰 결과 1

4. 선상 문화갈등 요인

§ 언어문제 (영어/외국어 역량 : 발음, 억양 등, 욕설, 목소리 톤 등)

§ 공동체 팀 의식 부재 (특히, 외국인 선원과 업무 : 동료나 상급자의 일을 돕거
나 희생하는 경우가 드묾)

§ 소수 vs. 다수 (특정집단이 다수를 구성하는 경우)

§ 나이 차이 (나이가 많거나 어린 외국인 선원과의 관계, 한국 선원 내 세대 갈등)

§ 성적 가치관 / 종교 차이 (특히, 이슬람 선원)

§ 직위/계급 차이 (외국인 사관, 외국인 선장과의 관계)

§ 식문화 (선호음식 차이, 금기 음식, 부식관리 문제, 식사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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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 연구배경

§ 국적상선 내 다국적·다언어·다문화 선원구성의 증가(외국인 선원 50% 이상)
로 선원의 해사커뮤니케이션 및 글로벌 문화역량에 관한 법적인 의무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해운산업의 지구화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해기전문인력 (재)교
육과 양성이 절실함.

§ 해상사고의 80% 이상이 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중 절반 정도는 선박 내외 구성원 간 갈등, 오해 및 의사소통 역량 부족
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 선박 내 소통의 문제는 선원들의 언어 및 국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 종
교, 나이, 학력, 직위, 선박 내 업무 내용, 심지어는 성적 정체성 등 다양한 하
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1. 연구배경

§ 따라서 해사분야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 교육이 절실하며, 해기전문인력에 대한 ‘다양성훈련’ 및 ‘글
로벌 역량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해기사들을 대상으로 선상문화갈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선내 문화갈
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아울러 고급 해기전문인력인 해기사 본연의 임무와 다문화업무 환경 속 다양
한 구성원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Key
Competence)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 선상 문화다양성 출현 양상

국적 언어 민족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소속선사

직책 선종 출신지역 출신학교

업무역량 업무자세 다수/소수 씨맨십

취미 식습관 성적 정체성 개성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 선상 문화다양성 출현 양상

§ 선상문화교섭(cultura l interaction on ships)은 선박 내 선원 구성원 사
이에 단순히 출신언어 및 출신문화에서 기인하는 ‘차이’뿐만 아니라 선원 개인
의 연령, 성(gender), 인종, 민족, 학력, 직무영역, 소속 해운선사, 성적 정
체성, 출신 지역 및 사회계층, 장애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복잡한 문화정
체성이 만나고 이해하고 오해하고 충돌하고 혼종하는 현상임. 

§ 일반적으로 선내 구성원 간의 소통과 문화차이의 문제는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해석과 고려의 시도가 아니라 해당 구성원 개인의 국
적과 같은 행정 편의적인 차원의 요소만이 문제의 원인으로 해석되어 이를 단
순히 상대방에 대한 문화적 지식 부재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존재함. 

§ 그러므로 선박 내 다양성을 단순히 언어차이와 국가문화 차이라는 준거로 바
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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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 선상 문화다양성 출현 양상

§ 선상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선박조직이라는 특수한 공
간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바라보는 것임. 

§ 일반적으로 우리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 등 선내 조직형태’, ‘항해사, 기관
사, 부원 등의 직책별 직무’, ‘당직체계 및 계획과 같은 일상적인 의례’, ‘직급
별 연봉체계’ 등을 선내 조직문화라고 지칭함. 

§ 이들 각 요소가 선내 조직문화의 산물이긴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문화’라
는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층위에 속하는 것은 없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2. 선상 문화다양성 출현 양상

§ 선내 조직문화의 핵심은 선내 구성원들이 서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잘 작
동하고 있는 공동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임. 선사의 설립이념과 철학을 기반으
로 선박 내에서는 선장과 기관장과 같은 리더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가 선내
구성원이 함께 업무하고 생활하면서 학습하여 공유되어 나타나는 것임. 

§ 이러한 학습과 공유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추구하는
가치가 선내 구성원 개개인에게 공감되고 수용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옳
다’고 간주해야 함. 

§ 그리고 이렇게 공유된 암묵적 가치와 신념은 선박에 새롭게 들어오는 구성원
들에게 교육되고 전승되는 것이며, 항해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변화해 나감.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해사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3. 해사커뮤니케이션

Sender ReceiverEncoding DecodingChannel

Message Message Message Message

Feedback

Maritime Context

The Communication Process in the Maritime Contexts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3. 해사커뮤니케이션

해사커뮤니케이션 방해요인 : 행동 및 사고방식

§ 유사성의 가정 (Assuming Similarity)

§ 자민족/문화중심주의 (Ethnocentrism)

§ 불확실성 회피 (Uncerta inty Avoidance)

§ 오귀인(誤歸因) (Misattribution)

§ 고정관념 (Stereotype)

§ 편견 (Prejudice)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3. 해사커뮤니케이션

효과적 해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동 및 사고방식

§ 모호함에 대한 포용력(Ambiguity Tolerance)

§ 공감능력(Empathy)

§ 긍정적인 마음가짐(Positive Attitude)

§ 적극적인 상호작용 (Active Interaction)

§ 문화상대주의적 관점(Cultura l Rela tivism)

§ 제3의 관점(Bird’s-eye view)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선상 문화갈등 요인 : 해기사 인터뷰 결과 1

4. 선상 문화갈등 요인

§ 언어문제 (영어/외국어 역량 : 발음, 억양 등, 욕설, 목소리 톤 등)

§ 공동체 팀 의식 부재 (특히, 외국인 선원과 업무 : 동료나 상급자의 일을 돕거
나 희생하는 경우가 드묾)

§ 소수 vs. 다수 (특정집단이 다수를 구성하는 경우)

§ 나이 차이 (나이가 많거나 어린 외국인 선원과의 관계, 한국 선원 내 세대 갈등)

§ 성적 가치관 / 종교 차이 (특히, 이슬람 선원)

§ 직위/계급 차이 (외국인 사관, 외국인 선장과의 관계)

§ 식문화 (선호음식 차이, 금기 음식, 부식관리 문제, 식사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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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선상 문화갈등 요인 : 해기사 인터뷰 결과 2

4. 선상 문화갈등 요인

§ (선장 중심의) 수직적 선내 구성 (사관들의 권위적 고압적 지시문화, 상급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선장의 자질과 리더십 문제 : 선장의 성향에 따라 선내 문
화 좌지우지)

§ 고립된 생활 (가족/연인과 떨어진 생활, 향수병)

§ 과중한 업무 (선박 자동화 등으로 인한 승선 인원 감소 : 통신사관, 전기전자)

§ 인간관계 (공사구분, 평행공존 : 공간분할, 소통부재, 선내 구성원 간 서로 만
날 수 있는 기회/시간 부족)

§ 스트레스 해소처 부족 (게임, 폭력, 음주, 도박, 동영상 등에 노출)

§ 음주문화 (음주강요, 음주습관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선상 문화갈등 요인 : 해기사 인터뷰 결과 3

4. 선상 문화갈등 요인

§ 시간 외 근무 (근무수당, 작업수당 배분 문제), 식사 질 차이, 임금차별

§ 외국인 선원에 대한 편견 (하대, 후진국, 동남아인 : 비위생적, 외소, 학력 낮음
등)

§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 (미얀마선원 : 순하다, 필리핀선원 : 시키는 일만
한다, 외국인선원 : 영어 잘한다 등), 자기성찰 부재

§ 한국인 선원 내 갈등 (기수, 출신, 나이 등)

§ 다양성 보다 표준화를 강조하는 해상업무의 특성(굿씨맨십 : 획일적 직업문화)

§ 선사의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 부재 : 관련 개선 노력이나 교육 부족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해기전문인력 문화역량

§ 선박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일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선사관은 우선 자기 개인을 포함한 자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
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문화감수성을 갖추
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선박 내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미리 간
파하여 민첩한 판단력과 중재능력을 통해 선내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
을 이끌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가짐으로 상선사관
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자세를 부단히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어
야 함.

§ 이것이 바로 선상문화다양성을 차별과 갈등이 아니라 존중과 화합으로 만들어
내는 진정한 리더로서 상선사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임.

5. 해기전문인력 핵심역량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해기전문인력 핵심역량

5. 해기전문인력 핵심역량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해기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선박건조 및 운항과 관련한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여 선박은 점점 더 자동화·정
밀화 되어가고 있으나,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선박관련 사고(선박침몰, 충돌,
기름유출사고 등)의 원인은 기계 결함보다는 선상에서의 행위자 간 소통 및 상
호작용의 문제, 선사 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상업적 압력, 안전의식 부재 등 인
적 요소로 인한 과실이 가장 빈번한 사고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국내외 해기교육 기관들은 기존의 기술중심 해기인력 교육의 한계를 점차
인식하고 있음. 이는 곧 기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해기교육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의미함.

§ 선박을 단순히 영리추구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
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 기술과 기술이 만나 조우하고 소통하는 ‘문화교
섭의 공간’임을 빨리 인식하여 새로운 인문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6. 시사점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선상 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선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자료와 참고문헌의 대다수는
고정불변한 개념으로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문화는 우리
의 실제 삶과 업무환경과 직결된 것이며 선박이라는 독특한 업무와 생활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섞이며 사라지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임.

§ 따라서 선박이라는 특수 공간 속 구성원들의 문화에 대해 논함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만 문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단편적인 관점만을 투영하고
있는 단일 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선박이 항해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루트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일 항해루트를 선장에게 강요하는 것
과 같은 것임.

§ 선박 내 문화다양성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마땅한 대처방안 및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특정 이론
과 개념에 대한 일방적인 맹신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이 요구됨.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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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선상 문화갈등 요인 : 해기사 인터뷰 결과 2

4. 선상 문화갈등 요인

§ (선장 중심의) 수직적 선내 구성 (사관들의 권위적 고압적 지시문화, 상급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선장의 자질과 리더십 문제 : 선장의 성향에 따라 선내 문
화 좌지우지)

§ 고립된 생활 (가족/연인과 떨어진 생활, 향수병)

§ 과중한 업무 (선박 자동화 등으로 인한 승선 인원 감소 : 통신사관, 전기전자)

§ 인간관계 (공사구분, 평행공존 : 공간분할, 소통부재, 선내 구성원 간 서로 만
날 수 있는 기회/시간 부족)

§ 스트레스 해소처 부족 (게임, 폭력, 음주, 도박, 동영상 등에 노출)

§ 음주문화 (음주강요, 음주습관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선상 문화갈등 요인 : 해기사 인터뷰 결과 3

4. 선상 문화갈등 요인

§ 시간 외 근무 (근무수당, 작업수당 배분 문제), 식사 질 차이, 임금차별

§ 외국인 선원에 대한 편견 (하대, 후진국, 동남아인 : 비위생적, 외소, 학력 낮음
등)

§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 (미얀마선원 : 순하다, 필리핀선원 : 시키는 일만
한다, 외국인선원 : 영어 잘한다 등), 자기성찰 부재

§ 한국인 선원 내 갈등 (기수, 출신, 나이 등)

§ 다양성 보다 표준화를 강조하는 해상업무의 특성(굿씨맨십 : 획일적 직업문화)

§ 선사의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 부재 : 관련 개선 노력이나 교육 부족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해기전문인력 문화역량

§ 선박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일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선사관은 우선 자기 개인을 포함한 자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
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문화감수성을 갖추
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선박 내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미리 간
파하여 민첩한 판단력과 중재능력을 통해 선내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
을 이끌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가짐으로 상선사관
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자세를 부단히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어
야 함.

§ 이것이 바로 선상문화다양성을 차별과 갈등이 아니라 존중과 화합으로 만들어
내는 진정한 리더로서 상선사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임.

5. 해기전문인력 핵심역량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해기전문인력 핵심역량

5. 해기전문인력 핵심역량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해기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선박건조 및 운항과 관련한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여 선박은 점점 더 자동화·정
밀화 되어가고 있으나,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선박관련 사고(선박침몰, 충돌,
기름유출사고 등)의 원인은 기계 결함보다는 선상에서의 행위자 간 소통 및 상
호작용의 문제, 선사 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상업적 압력, 안전의식 부재 등 인
적 요소로 인한 과실이 가장 빈번한 사고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국내외 해기교육 기관들은 기존의 기술중심 해기인력 교육의 한계를 점차
인식하고 있음. 이는 곧 기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해기교육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의미함.

§ 선박을 단순히 영리추구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
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 기술과 기술이 만나 조우하고 소통하는 ‘문화교
섭의 공간’임을 빨리 인식하여 새로운 인문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6. 시사점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선상 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선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자료와 참고문헌의 대다수는
고정불변한 개념으로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문화는 우리
의 실제 삶과 업무환경과 직결된 것이며 선박이라는 독특한 업무와 생활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섞이며 사라지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임.

§ 따라서 선박이라는 특수 공간 속 구성원들의 문화에 대해 논함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만 문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단편적인 관점만을 투영하고
있는 단일 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선박이 항해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루트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일 항해루트를 선장에게 강요하는 것
과 같은 것임.

§ 선박 내 문화다양성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마땅한 대처방안 및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특정 이론
과 개념에 대한 일방적인 맹신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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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안·해양공학회

I Session III I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양관측데이터 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오정희 최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사업 목적 중심으로 연구선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 호 장

목 호 을 운항하고 있으나 항해 중 관측되는 연구선 상시관측자료 기상 및 표층수온 염분 등 의 체계적

인 관리 및 활용체계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각 연구선별 관측자료

는 상이한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수백개의 메타정보 항목과 관측수치가 혼재되어 있어 자료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관리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연구선의 관측데이

터 원시파일 구조를 파악하여 총 개 표준항목으로 자료를 표준화 하였고 분 간격으로 추출된 데이터

를 분 주기로 특정 온라인 저장소에 파일 형태로 자동 전송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각 

연구선별 항차별 단위 운항 차수 로 구분하여 취합한 후 주요 항목에 대한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방

안을 수립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서오류 자료전송 오류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문자

나 인식이 불가한 수치형태 등 비정상적인 값들이 입력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연속으로 동일한 값들

이 입력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동 검출 및 전처리 기능이 필요하였다

이상치 를 자동으로 검출하기 위해 항목별 경계값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통계적 이상치 식별방법

인 기법을 응용한 테스트 까지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 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를 이용한 위자드형식의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엑셀데이터는 총 개

의 시트로 구성하여 각 과정별로 처리결과를 종합하고 프로세스 단계별 필터링 된 데이터를 자동 생

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각 단계에서의 검출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주요 관측항목별 검출여부 플래그

값을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원본자료를 유지하면서 검출 정보를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각종 고정관측 이동관측 등 해양관측기기에서 수집된 관측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처

리하고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론 및 를 수

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수집 관리 뿐만 아니라 관측센서의 기계적 오류 및 원인을 분석 유추할 수 있

어 관측기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만 각 항목별 경계값 설정문제에 대하여는 

대상 해양환경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실질적 합리적 기준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과학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과 예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자 핵심사항으로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좀 더 깊이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1 발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기술원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양연구선 항적 자료의 공간분석을 통한  해양연구 활동 패턴 규명

이철용 최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는 해양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척의 해양연구선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 호 장목 호 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선은 연 회 이상 운항하며 운항거리는 연간 지구 바퀴 이상에 해당한다 연구선은 각각의 규

모 및 운항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측 및 실험 장비를 장착하여 해양의 물리 화학 생물 지질 및 지구물

리 분야의 관측 및 실험분석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다 이때 각 연구선은 분 간격으로 연구선 위치

와 함께 표층해양의 수온과 염분 기상 기온 바람 일사량 등 수심 데이터도 운항 중 상시 관측한다 하

지만 지금까지 해당 자료를 수집 저장은 하였으나 효율적인 연구선 운영을 위한 연구선 활동정보를 분

석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연구선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연구선에서 상시 관측된 위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연구활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우선 년 이사부호 온

누리호 이어도호에 대한 총 개 항차의 분 간격 위치 데이터를 파일 

형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를 이용하여 점 및 선형 공간자료로 변환하였다 공간 통계의 기준이 되

는 공간격자는 동경 도부터 도까지 북위 도부터 도까지의 범위를 간격으로 분할 구획하여 

제작하였다 격자 지도상에서 점 및 선형의 연구선 위치 및 항적에 관한 공간자료를 중첩 분석

하였으며 각 단위격자 별로 항적의 수와 길이 지점 개수 항적 당 지점 개수 등에 관한 수치를 

계산하고 등급 구분도의 형태로 가시화하였다 분석결과 년도 해양연구선의 주요 활동지역 

및 관심 조사지역이 규명되었다 연구선의 모항인 남해연구소 거제시 장목면 를 중심으로 동북방

향과 남서방향으로 각 회 이상씩 비슷한 빈도로 출항이 이루어졌고 간헐적으로 대한해협을 횡단하여 

대양 조사 연구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서해 인근 해역내에서의 조사 연구 활동이 

미비하였다 주요 관심 연구 조사지역으로는 태안반도 새만금방조제 제주도 남부 포항 속초 등의 인근 

해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양연구선 공동 활용 연구선 배치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참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구선이 빈번히 지나는 해역에 대해서는 인근 항구 활용 계획 

수립이나 정기 고정 정점 설정 등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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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양관측데이터 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오정희 최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사업 목적 중심으로 연구선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 호 장

목 호 을 운항하고 있으나 항해 중 관측되는 연구선 상시관측자료 기상 및 표층수온 염분 등 의 체계적

인 관리 및 활용체계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각 연구선별 관측자료

는 상이한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수백개의 메타정보 항목과 관측수치가 혼재되어 있어 자료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관리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연구선의 관측데이

터 원시파일 구조를 파악하여 총 개 표준항목으로 자료를 표준화 하였고 분 간격으로 추출된 데이터

를 분 주기로 특정 온라인 저장소에 파일 형태로 자동 전송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각 

연구선별 항차별 단위 운항 차수 로 구분하여 취합한 후 주요 항목에 대한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방

안을 수립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서오류 자료전송 오류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문자

나 인식이 불가한 수치형태 등 비정상적인 값들이 입력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연속으로 동일한 값들

이 입력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동 검출 및 전처리 기능이 필요하였다

이상치 를 자동으로 검출하기 위해 항목별 경계값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통계적 이상치 식별방법

인 기법을 응용한 테스트 까지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 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를 이용한 위자드형식의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엑셀데이터는 총 개

의 시트로 구성하여 각 과정별로 처리결과를 종합하고 프로세스 단계별 필터링 된 데이터를 자동 생

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각 단계에서의 검출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주요 관측항목별 검출여부 플래그

값을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원본자료를 유지하면서 검출 정보를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각종 고정관측 이동관측 등 해양관측기기에서 수집된 관측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처

리하고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론 및 를 수

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수집 관리 뿐만 아니라 관측센서의 기계적 오류 및 원인을 분석 유추할 수 있

어 관측기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만 각 항목별 경계값 설정문제에 대하여는 

대상 해양환경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실질적 합리적 기준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과학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과 예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자 핵심사항으로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좀 더 깊이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1 발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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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양연구선 항적 자료의 공간분석을 통한  해양연구 활동 패턴 규명

이철용 최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는 해양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척의 해양연구선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 호 장목 호 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선은 연 회 이상 운항하며 운항거리는 연간 지구 바퀴 이상에 해당한다 연구선은 각각의 규

모 및 운항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측 및 실험 장비를 장착하여 해양의 물리 화학 생물 지질 및 지구물

리 분야의 관측 및 실험분석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다 이때 각 연구선은 분 간격으로 연구선 위치

와 함께 표층해양의 수온과 염분 기상 기온 바람 일사량 등 수심 데이터도 운항 중 상시 관측한다 하

지만 지금까지 해당 자료를 수집 저장은 하였으나 효율적인 연구선 운영을 위한 연구선 활동정보를 분

석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연구선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연구선에서 상시 관측된 위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연구활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우선 년 이사부호 온

누리호 이어도호에 대한 총 개 항차의 분 간격 위치 데이터를 파일 

형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를 이용하여 점 및 선형 공간자료로 변환하였다 공간 통계의 기준이 되

는 공간격자는 동경 도부터 도까지 북위 도부터 도까지의 범위를 간격으로 분할 구획하여 

제작하였다 격자 지도상에서 점 및 선형의 연구선 위치 및 항적에 관한 공간자료를 중첩 분석

하였으며 각 단위격자 별로 항적의 수와 길이 지점 개수 항적 당 지점 개수 등에 관한 수치를 

계산하고 등급 구분도의 형태로 가시화하였다 분석결과 년도 해양연구선의 주요 활동지역 

및 관심 조사지역이 규명되었다 연구선의 모항인 남해연구소 거제시 장목면 를 중심으로 동북방

향과 남서방향으로 각 회 이상씩 비슷한 빈도로 출항이 이루어졌고 간헐적으로 대한해협을 횡단하여 

대양 조사 연구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서해 인근 해역내에서의 조사 연구 활동이 

미비하였다 주요 관심 연구 조사지역으로는 태안반도 새만금방조제 제주도 남부 포항 속초 등의 인근 

해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양연구선 공동 활용 연구선 배치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참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구선이 빈번히 지나는 해역에 대해서는 인근 항구 활용 계획 

수립이나 정기 고정 정점 설정 등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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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양부이에서 관측한 방향자료의 분석기법

   

이기섭 조홍연

1 발표자 : 부산대학교 freelgs7@kiost.ac.kr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UST-OST 책임연구원 교수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해양공간데이터 처리와 분석

김태훈 최현우

  최근 해양에서는 보전·이용·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따른 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상호 가치간의 

충돌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 개발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로써 

국제사회와 해양선진국의 경우 사전예방과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해양공간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해

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해양공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관광, 어업활동, 개발 등 해양공간의 핵심이용 가치별 용도를 사전에 설정하는 실효적 해양

공간계획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과 

사용 목적에 맞는 처리와 분석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해양공간데이터를 처리, 분류하고 이를 핵심가치별로 분석하

여 해양공간계획에 활용가능한 의사결정지원용 기초자료를 제작하였다. 먼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해

양 공간에 대한 정보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시범지역인 경기만을 대상으로 기본공간정보, 환경생태

계, 해양이용, 해양관리 등 4가지 주제로 정보 분류체계를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포맷

의 자료를 GIS 기반의 공간데이터로 변환하고 표준화 처리를 수행하였다. 해양공간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시범해역 내 위・경도 3′단위의 정규격자를 생성하여, 분류된 해양공간정보를 격자기반에서 공간 통합

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규격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공간해상도의 데이터를 공간분할 기법을 이용해 동

일 공간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재가공하였다. 또한, 포인트, 라인, 폴리곤 형태의 공간자료들을 spatial  

join 기법을 이용하여 각 격자에 속성 값을 할당하여 주제별 공간 레이어를 제작한 후, 각 레이어를 중첩

하여 해양공간의 이용목적에 따른 핵심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공간을 진단하고 이용행

위에 대한 각각의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 발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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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이에서 관측한 방향자료의 분석기법

   

이기섭 조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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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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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해양환경 유사도 측정기법

 

최현우

그룹 간의 속성이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기법에는 상대적 측정법과 절대적 측정으로 구분된다 상대적 기

법으로는 유클리안 거리 유사도 계수 등이 있다 절대적인 기법으로는 계

수 계수 계수 계수 등이 있다 해양에서 절대적인 유사도 측정기법은 일반적으로 

두 지역 간 해양생물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 간 환경의 유사성을 측정할 

때 주로 평균이 같은지를 평가하는 통계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환경이 같은지 아

닌지 만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같은지에 물음에는 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연구

에서는 확률밀도함수 분포 면적의 중복율을 이용하여 지역 간 해양환경의 유사성을 절대적인 측정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기법의 적용실험을 위해 남해연안에 위치한 개의 만 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요

소 중 클로로필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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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처분장 해외 동향 및 국내 연구과제 소개

오명학 권오순 서승남

1. 서론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용중인 육상 폐기물매립장의 용량

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존 매립지의 포화로 인한 추가적인 매립장 건설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육상 

쓰레기 발생 저감과 폐기물의 재이용 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잔여매립

용량과 비교하여 잔존수명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지자체는 시급한 신규매립장 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

인 신규 매립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오랜 시간 빚어졌다 수도권의 사례에서도 보듯 육상에서의 신규 매립장 건설은 여유부지

의 부족과 님비 로 인한 민원 등으로 부지확보조차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상최종처리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쓰레기와 전처리 과정을 거

친 소각재와 같은 일부 육상폐기물의 매립을 분담함으로써 육상에서의 폐기물매립지 부족과 새로운 부지확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해상 최종처리장은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규모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기능이 필요하며

처리장을 부기능으로 두고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해양공간개발을 주기능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내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싱

가폴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해양에서의 국토창출을 목적으로 해상처분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 환경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면 친환경적으로 건설 및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해상처분장 차수시스템의 설계 시공 기술 내부수위 제어 및 수처리 기술

해양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

후 부지활용방안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부지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매립지반 활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최소화하

고 해양공간개발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측면에서 해상처분장 조성을 위

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상처분장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연구개발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개발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개발을 실현하는 해양 신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해상처분장 사례를 정리하고 국내에서 해상처분장 조성을 위해 수행중인 연구과제를 소개하

였다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 해상처분장 해외 동향

2.1 일본 해상처분장 조성 현황
일본은 해상에서의 폐기물 처분을 통해 폐기물 처리공간의 확보와 새로운 국토 창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

고 있다 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시설에 폐기물매립호안을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했다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초기에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였으나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향후 토

지 활용을 위해 소각재 등 전처리과정을 거친 폐기물과 비가연성 고형폐기물 토사 등에 한하여 매립을 허용하고 있

다 일본은 해상최종처리장에서 매립이 완료되어 조성된 해양공간을 스포츠 레저시설 주택단지 산업단지 항만시

설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부지개발을 추진하였다

년대에 들어서는 항만 중심의 자원순환 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정책 추진이다 현재 일본 전

역에는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 개소 매립면적 만평의 해상최종처리장이 시공 및 계획되어 있으며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해상최종처리장에 매립하고 있다

채광석 등

Figure 1. 일본 해상처분장 현황

동경만 신해면처분장 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은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며 일부 구간은 매립이 진행

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추가적인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안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동경만 신해면처분장

은 동경도의 지자체가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내측 외측 이고 매립 후에는 동경 올림픽 경

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사카 만에서는 오사카만에는 항만과 도시기능의 확충 필요성과 폐기물 처분을 위하여 년 전부터 계획하여 

년 오사카와 인근의 개 현이 협약을 통해 피닉스센터를 설립하고 개의 해면처분장

과 개의 반입기지를 조성하여 광역처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설비용

은 개 처분장 건설에 천억엔 반입기지 곳 건설에 천억엔 등 약 천억엔의 건설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연간 운영

비는 억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개의 해상최종처리장 가운데 개의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

며 나머지 개의 해상최종처리장에서 매립이 진행중이다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중고차매매단지 및 만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해상최종처리장은 년까지 운영예정이며 현재 

년 이후를 대비하여 신규 해상최종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자재의 처리에 해상최종처리장이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년 월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발생한 만 톤의 폐기

물 중 폐콘크리트가 만톤에 달하였다 지진재해 직후 오사카만 해상최종처리장에서 약 만톤의 폐콘크리트를 

해상최종처리장에 매립처리하여 지진재해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차수공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

기 위해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 차수공의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기능을 갖는 차수성능 

보완기법으로서 차적인 차수공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백업기능을 통해 차수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수

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권오순 등 차수공의 성능향상을 위해 하부지반의 침하에 의한 변형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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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상처분장 해외 동향 및 국내 연구과제 소개

오명학 권오순 서승남

1. 서론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용중인 육상 폐기물매립장의 용량

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존 매립지의 포화로 인한 추가적인 매립장 건설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육상 

쓰레기 발생 저감과 폐기물의 재이용 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잔여매립

용량과 비교하여 잔존수명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지자체는 시급한 신규매립장 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

인 신규 매립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오랜 시간 빚어졌다 수도권의 사례에서도 보듯 육상에서의 신규 매립장 건설은 여유부지

의 부족과 님비 로 인한 민원 등으로 부지확보조차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상최종처리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쓰레기와 전처리 과정을 거

친 소각재와 같은 일부 육상폐기물의 매립을 분담함으로써 육상에서의 폐기물매립지 부족과 새로운 부지확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해상 최종처리장은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규모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기능이 필요하며

처리장을 부기능으로 두고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해양공간개발을 주기능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내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싱

가폴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해양에서의 국토창출을 목적으로 해상처분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 환경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면 친환경적으로 건설 및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해상처분장 차수시스템의 설계 시공 기술 내부수위 제어 및 수처리 기술

해양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

후 부지활용방안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부지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매립지반 활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최소화하

고 해양공간개발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측면에서 해상처분장 조성을 위

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상처분장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연구개발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개발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개발을 실현하는 해양 신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해상처분장 사례를 정리하고 국내에서 해상처분장 조성을 위해 수행중인 연구과제를 소개하

였다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 해상처분장 해외 동향

2.1 일본 해상처분장 조성 현황
일본은 해상에서의 폐기물 처분을 통해 폐기물 처리공간의 확보와 새로운 국토 창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

고 있다 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시설에 폐기물매립호안을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했다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초기에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였으나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향후 토

지 활용을 위해 소각재 등 전처리과정을 거친 폐기물과 비가연성 고형폐기물 토사 등에 한하여 매립을 허용하고 있

다 일본은 해상최종처리장에서 매립이 완료되어 조성된 해양공간을 스포츠 레저시설 주택단지 산업단지 항만시

설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부지개발을 추진하였다

년대에 들어서는 항만 중심의 자원순환 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정책 추진이다 현재 일본 전

역에는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 개소 매립면적 만평의 해상최종처리장이 시공 및 계획되어 있으며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해상최종처리장에 매립하고 있다

채광석 등

Figure 1. 일본 해상처분장 현황

동경만 신해면처분장 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은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며 일부 구간은 매립이 진행

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추가적인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안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동경만 신해면처분장

은 동경도의 지자체가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내측 외측 이고 매립 후에는 동경 올림픽 경

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사카 만에서는 오사카만에는 항만과 도시기능의 확충 필요성과 폐기물 처분을 위하여 년 전부터 계획하여 

년 오사카와 인근의 개 현이 협약을 통해 피닉스센터를 설립하고 개의 해면처분장

과 개의 반입기지를 조성하여 광역처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설비용

은 개 처분장 건설에 천억엔 반입기지 곳 건설에 천억엔 등 약 천억엔의 건설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연간 운영

비는 억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개의 해상최종처리장 가운데 개의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

며 나머지 개의 해상최종처리장에서 매립이 진행중이다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중고차매매단지 및 만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해상최종처리장은 년까지 운영예정이며 현재 

년 이후를 대비하여 신규 해상최종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자재의 처리에 해상최종처리장이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년 월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발생한 만 톤의 폐기

물 중 폐콘크리트가 만톤에 달하였다 지진재해 직후 오사카만 해상최종처리장에서 약 만톤의 폐콘크리트를 

해상최종처리장에 매립처리하여 지진재해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차수공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

기 위해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 차수공의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기능을 갖는 차수성능 

보완기법으로서 차적인 차수공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백업기능을 통해 차수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수

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권오순 등 차수공의 성능향상을 위해 하부지반의 침하에 의한 변형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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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차수재 개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해상최종처리장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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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폐기물매립지 수용용량 제약 신규 매립지 조성의 어려움 매립지 관련 지자체간 갈등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

생하는 폐기물 매립수요에 대한 국가적 해결방안 마련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입지조건과 수요에 부합하

는 계획수립과 해상최종처리장으로 조성된 매립부지의 활용을 통해 신해양공간 창출 및 부지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상 최종처리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상처리장의 건설 및 운

영을 위한 법 제도 분석 및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민감도가 높은 것으

로 판단되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하기 위하여 환

경영향조사 및 예측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중요하다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므로 개

발 경제성 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해상 최종처리시설은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

보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호안 및 차수시스템 친환경 운영 방안 내부 보유수 및 지반 오염도저감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의 확보가 중요하다 해상처분장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연구를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개발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개발을 실현하는 해양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폐기물 해상 최

종처리 기술 개발).

References

권오순, 오명학, 채광석 (2012)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시공․관리 매뉴얼. 도서출판 씨아이알.
채광석, 이상필, 오명학 (2011) 해상 폐기물매립장의 설계 및 시공 기술. 한국토목섬유학회지, 10(4), 16-24.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4)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기획연구보고서.

10



이 가능한 차수재 개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해상최종처리장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동경만의 신해면처분장과 오사카의 피닉스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상최종처리장의 일부 

호안에 해양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지속되는 매립수요에 대응하

기 위하여 기존 해상최종처리장에서의 매립용량 증대를 목적으로 매립지반 고밀도화 공법 개발 지반안정화 촉진기

술 개발 등의 연구도 수행 중이다

2.2 싱가폴 해상처분장 조성 사례
싱가포르는 육상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남쪽 해

상에 면적의 세마카우 해상처분장을 건설하여 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루 약 천톤

의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이 매립된다 세마카우 해상최종처리장은 전체 면적의 이상을 낚시 조류관찰 자전거

도로 캠핑장 등 관광목적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계 언론은 단순

한 매립이 아닌 생태친화적인 해양공간 창조 사례로 보도한 바 있다

Figure 2. 싱가포르 세마카우 해상처분장 전경 및 생태공간 이용 사례 

(http://www.nea.gov.sg/corporate-functions/contact-nea/semakau-landfill)

2.3 미국 및 유럽의 CDF 조성 사례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매립처분하는 해상처분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염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차폐처분시설이 조성된 사례가 많이 있다 미국에서의 차폐처분시설의 한 예로써 미국 대호 내 오염

준설토 처리를 목적으로 가 년에 규모로 건설되어 년부터 년까지 만 의 

오염준설토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조성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해상이나 연안에 차폐처분시설을 조성하여 

오염준설토 및 오염토양을 처분하는데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그 한 예로써 덴마크 해상준설투기장은 

의 면적으로 년에 건설되어 년부터 년까지 약 만톤의 오염토양을 처분하였다 매립으로 

조성된 부지는 기존 산업단지 확장과 약 부두를 신설하여 항구시설을 확충하는 데 이용되었다

Figure 3. 미국 Saginaw Bay CDF

   

Figure 4. 덴마크 Køge CDF

3.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연구과제 소개

우리나라에서는 년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하

였다 여기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는 육해상폐기물 소각재 등 안정화된 폐기물에 대하여 해상에서 최종 매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과제는 안정화된 폐기물의 매립이 가능하도록 차폐호안과 차수공 등을 설치하여 조성되는 

공간인 해상 최종처리장 매립지 의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마스터플랜 수립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을 위한 핵심요소기술개발을 본 연구과제의 목표로 한다

본 연구과제의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안 및 기술 기준 개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안 마련

해상 최종처리시설의 차폐시설 기준 수립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해상최종처리장 입지선정 기준 수립 및 적지 평가 권역별 후보지 선정

해상최종처리장 기본계획 안 수립

비즈니스 모델 제안 및 경제성 평가

핵심요소기술 개발

모듈형 호안 구조물 설계 및 시공 기술

연직차수공 성능향상 및 건전도 모니터링 기술

지반 차수성능 보강용 팽창성 입자차수재 재료 및 복토 공법

해상 최종처리시설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친환경 기능성 산업광물을 적용한 미생물 적조 및 녹조 및 중금속 흡착 필터 개발

매립지반 간극수 배출 및 오염도 저감을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시스템 기술 개발

4. 맺음말

육상 폐기물매립지 수용용량 제약 신규 매립지 조성의 어려움 매립지 관련 지자체간 갈등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

생하는 폐기물 매립수요에 대한 국가적 해결방안 마련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입지조건과 수요에 부합하

는 계획수립과 해상최종처리장으로 조성된 매립부지의 활용을 통해 신해양공간 창출 및 부지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상 최종처리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상처리장의 건설 및 운

영을 위한 법 제도 분석 및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민감도가 높은 것으

로 판단되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하기 위하여 환

경영향조사 및 예측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중요하다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므로 개

발 경제성 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해상 최종처리시설은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

보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호안 및 차수시스템 친환경 운영 방안 내부 보유수 및 지반 오염도저감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의 확보가 중요하다 해상처분장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연구를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개발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개발을 실현하는 해양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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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래 폐기물 발생량 추정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육상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을 검토하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해상 최종처리시설의 입지선정시 평가인자의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주요 연안내 해상 최종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20개소의 입지 후보지 수역을 선정하고 적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육상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검토결과, 충남을 비롯한 전북, 제주 등 6개 시도는 향후 5년 이내에 매립

시설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시도는 신규 매립시설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최종처리시설 도입시 입지 인자들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 평가를 위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 3개 대분류, 13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 AH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분류 항

목의 우선순위는 환경적 조건(0.434), 사회적 조건(0.352), 경제적 조건(0.214)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평가지표는 해양생태도(0.169), 보호구역과 이격거리(0.118) 등 해양생태환경과 관련된 지표의 상대적 중

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어 입지선정시 해양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6개 권역(육상내 폐기물 집수구역)내 20개소 후보지 수역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등급화 실시 후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적지 평가(만점=3.0)를 실시한 결과, 전체 후보지 중 남해중부권

역에 위치한 창선도는 2.333점으로 환경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이 우수해 가장 적지로 평가되었으며, 이

어서 충청권역에 위치한 내파수도와 오가도가 각각 2.302점과 2.238점으로 뒤를 이었다.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역내 7개소 후보지 수역의 적지평가 결과에서는 풍도와 대부도가 각각 11위, 14위에 위

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소의 적지평가 순위는 16~20위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들 후보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조건에서 수용 폐기물 발생량 및 증감 추이를 제외

하고 모두 하위 등급이 부여되었으며, 회피지역이 많아 육상과의 이격거리가 멀어지는데 따른 운송비 증

가 등으로 경제적 조건의 등급도 낮게 평가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발표자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부장 

2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과장 

3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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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차수시스템 기준에 대한 국내외 사례

A Study on the Design Guideline for Hydraulic Barriers System of Offshore 

Waste Final Disposal

황웅기1, 김태형2, 오명학3

Woong-Ki Hwang1, Tae-Hyung Kim2, Myounghak Oh3

현재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육상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 가능 용량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립장 건설은 여유 부지 부족과 각종 민원들로 인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과 해상에서의 국토창출을 목적으로 해양에 폐기물 매립을 위한 해상최종처리

장 건설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상과 인접한 호안이나 공유수면 상에 건설되는 구조물로서 매립호안으로 

둘러싸인 폐기물 최종처리장이다. 이러한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에 건설되기 때문에 육상 폐기물 매립지

와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기술과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요구

된다. 특히,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환경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관리형 해상최종처리

장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형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은 폐기물의 보유수와 폐기물 분

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해수 및 매립층에 유입된 우수 등에 의해 생긴 침출수가 매립지에서 유출되어 

주변 해양환경을 악화시켜 환경의 보전 상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

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해상최종처리장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은 기존의 폐기물 육상

최종처리장과는 달리 해양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차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해양환경의 영

향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로서 현재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차폐시

설 설치와 관련한 국내 기준과 우리보다 앞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을 시공 운영 중에 있는 해외 선진 

사례 및 기술 동향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차수시스템 기준들을 조사 및 비교한 결과 국내에는 주로 육상에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해상최종처리장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저 

저투수성 지반의 활용을 위한 투수계수와 연계된 바닥차수층의 두께기준 및 연직차수공의 설치기준에 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발표자: 한국해양대학교 건설공학과 박사후연구원 

2 한국해양대학교 건설공학과 교수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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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환경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관리형 해상최종처리

장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형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은 폐기물의 보유수와 폐기물 분

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해수 및 매립층에 유입된 우수 등에 의해 생긴 침출수가 매립지에서 유출되어 

주변 해양환경을 악화시켜 환경의 보전 상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

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해상최종처리장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은 기존의 폐기물 육상

최종처리장과는 달리 해양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차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해양환경의 영

향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로서 현재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차폐시

설 설치와 관련한 국내 기준과 우리보다 앞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을 시공 운영 중에 있는 해외 선진 

사례 및 기술 동향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차수시스템 기준들을 조사 및 비교한 결과 국내에는 주로 육상에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해상최종처리장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저 

저투수성 지반의 활용을 위한 투수계수와 연계된 바닥차수층의 두께기준 및 연직차수공의 설치기준에 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발표자: 한국해양대학교 건설공학과 박사후연구원 

2 한국해양대학교 건설공학과 교수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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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상폐기물처분장 조성을 위한 호안구조물 현황과 신형식 제안

유영준 황윤국 정연주 박민수 송성훈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년도 총 폐

기물 발생량은 톤 일이며 년 기준 연간 만 톤의 소각처리로 발생된 바닥재는 약 만 

톤 정도가 매립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지역을 제외하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

문에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 이용률 손실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 매립

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국토 이용률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 경험한 수도권매립지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 매립시설은 약 

여개소이며 년 내에 대부분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을 일찍이 겪은 일본에서는 년부터 폐기물을 해상에 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여개의 해상처리장을 조성 운영 중에 있다 해상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슈

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안전한 해상폐기물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호

안 차수 감시 환경평가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한데 어우러져 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 중 해양외력으로부터 해상폐기물매립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콘크리트 호안구조물에 관한 것으

로서 먼저 일본의 해상폐기물매립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설계기준 구조형식 등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후 현재의 호안기술과 동등 수준 이상이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신형식 호안구조

물을 제안하였다 일본에서는 년에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 시공 관리 매뉴얼 개정판 을 발

간한 바 있다 해당 매뉴얼에서 해상폐기물매립지용 호안구조물의 설계는 기존 호안구조물 설계방법에서 

차수에 대한 안정성 지진 월파 강우량 등에 대한 을 추가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해상폐기물매립지

용 호안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 호안구조물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나 년의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폐기물매립지의 차수는 차수공을 추가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호안구조물 자체는 일반 항

만시설물에 사용되는 호안구조물 케이슨식 널말뚝식 과 동일한 형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콘크리트 케이슨식 호안구조물의 공기를 단축하고자 기존의 블록형을 개선한 레고형 케이슨을 제

안하였으며 해양외력에 대한 거동과 구조성능에 대한 분석을 실시 중에 있다 레고형 케이슨의 경우에는 

기존 불록형과 달리 자체적인 암수의 결합으로 제위치에 정렬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케이슨 블록간에 인터로킹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인 경우 더 큰 해양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발표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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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통한 해상폐기물처분장  연직차수공의 지반공학적 안정성 평가

채광석1, 진현식2, 박종헌3, 한종한4, Yuuki Watai5

1.서 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해상폐기물

처분장은 년대 일본 및 년대 싱가포르에 도입되

어 현재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과 같이 해

상폐기물매립장의 기본 구조는 불투수층에 연직차수공

을 시공하고 내부 수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직차수공으로 사용되는 

공법은 지진 파랑 지진 쓰나미 등 해역 고유의 외력

으로부터 호안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해상처분장 내

에서 침출수가 해역에 유출을 막기 위한 차수성능이 요구

된다 채광석 외 2016; WAVE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원 및 차원 유한요소해석법을 통해 이미 시공되어 운영중인 일본 동경만 해상처분장을 

모델로 하여 시공 및 운영단계별 시공완료 매립완료 후 의 지반공학적 안정성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2. 일본 동경 해상처분장의 수치해석에 의한 지반공학적 검토
2.1 기초지반 조건 및 해석 단면

일본은 년대부터 해상처분장 조성 관련법규의 정비하여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 대도시에 약 개 이상의 

해상처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동경만을 중심으로 해상처분장을 조성하여 현재 신해면처분장

규모 매립량 억 을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그림 에 나타냈다 Watai 2016).
신해면처분장의 기초지반 위 설치될 구조물은 열식 및 쌓기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식 심

도는 열식 폭은 설치위치는 쌓기재 재료는 사석과  모

래이다 열식 구조물의 지반보강은 치환율 및 및 

이며 쌓기재 아래 부분에는 치환율 쌓기재 경사면 아래에는  치환율 그리고 열

식 배면 기초지반에는 을 보강하여 쌓기재와 매립재 하중으로 인한 기초지반 변형을 억제하여 장기안정

성을 확보하였다 배면 매립재는 높이는 으로 동경만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및 동경

도내의 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다

1 발표자: 건설 인프라해양연구팀 책임연구원 

2 HNG컨설턴트 대표이사

3 건설 인프라해양연구팀 수석연구원 

4 건설 인프라국내 사업팀 부장

5 일본 동경도 항만국 폐기물처분장계획과 담당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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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폐기물처분장 조성을 위한 호안구조물 현황과 신형식 제안

유영준 황윤국 정연주 박민수 송성훈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년도 총 폐

기물 발생량은 톤 일이며 년 기준 연간 만 톤의 소각처리로 발생된 바닥재는 약 만 

톤 정도가 매립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지역을 제외하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

문에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 이용률 손실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 매립

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국토 이용률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 경험한 수도권매립지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 매립시설은 약 

여개소이며 년 내에 대부분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을 일찍이 겪은 일본에서는 년부터 폐기물을 해상에 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여개의 해상처리장을 조성 운영 중에 있다 해상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슈

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안전한 해상폐기물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호

안 차수 감시 환경평가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한데 어우러져 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 중 해양외력으로부터 해상폐기물매립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콘크리트 호안구조물에 관한 것으

로서 먼저 일본의 해상폐기물매립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설계기준 구조형식 등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후 현재의 호안기술과 동등 수준 이상이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신형식 호안구조

물을 제안하였다 일본에서는 년에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 시공 관리 매뉴얼 개정판 을 발

간한 바 있다 해당 매뉴얼에서 해상폐기물매립지용 호안구조물의 설계는 기존 호안구조물 설계방법에서 

차수에 대한 안정성 지진 월파 강우량 등에 대한 을 추가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해상폐기물매립지

용 호안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 호안구조물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나 년의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폐기물매립지의 차수는 차수공을 추가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호안구조물 자체는 일반 항

만시설물에 사용되는 호안구조물 케이슨식 널말뚝식 과 동일한 형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콘크리트 케이슨식 호안구조물의 공기를 단축하고자 기존의 블록형을 개선한 레고형 케이슨을 제

안하였으며 해양외력에 대한 거동과 구조성능에 대한 분석을 실시 중에 있다 레고형 케이슨의 경우에는 

기존 불록형과 달리 자체적인 암수의 결합으로 제위치에 정렬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케이슨 블록간에 인터로킹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인 경우 더 큰 해양외력에 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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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통한 해상폐기물처분장  연직차수공의 지반공학적 안정성 평가

채광석1, 진현식2, 박종헌3, 한종한4, Yuuki Watai5

1.서 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해상폐기물

처분장은 년대 일본 및 년대 싱가포르에 도입되

어 현재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과 같이 해

상폐기물매립장의 기본 구조는 불투수층에 연직차수공

을 시공하고 내부 수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직차수공으로 사용되는 

공법은 지진 파랑 지진 쓰나미 등 해역 고유의 외력

으로부터 호안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해상처분장 내

에서 침출수가 해역에 유출을 막기 위한 차수성능이 요구

된다 채광석 외 2016; WAVE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원 및 차원 유한요소해석법을 통해 이미 시공되어 운영중인 일본 동경만 해상처분장을 

모델로 하여 시공 및 운영단계별 시공완료 매립완료 후 의 지반공학적 안정성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2. 일본 동경 해상처분장의 수치해석에 의한 지반공학적 검토
2.1 기초지반 조건 및 해석 단면

일본은 년대부터 해상처분장 조성 관련법규의 정비하여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 대도시에 약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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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매립량 억 을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그림 에 나타냈다 Watai 2016).
신해면처분장의 기초지반 위 설치될 구조물은 열식 및 쌓기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식 심

도는 열식 폭은 설치위치는 쌓기재 재료는 사석과  모

래이다 열식 구조물의 지반보강은 치환율 및 및 

이며 쌓기재 아래 부분에는 치환율 쌓기재 경사면 아래에는  치환율 그리고 열

식 배면 기초지반에는 을 보강하여 쌓기재와 매립재 하중으로 인한 기초지반 변형을 억제하여 장기안정

성을 확보하였다 배면 매립재는 높이는 으로 동경만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및 동경

도내의 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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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ition of Offshore 
Waste Landfill

(b) Overview of New Waste 
Landfill Area

(c) Cross-section view at G-Block in 
New Waste Landfill Area  

Fig. 2. Planning of Offshore waste landfill in Tokyo bay (Japan)

2.2  유한요소해석 조건 및 해석 Parameter
해석종류는 시공 운영 시공완료 매립완료 후 을 고려한 정적 및 내진안정성 검토 설치순서에 따른 

안정성 검토 해상처분장 내외 수위차에 따른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과 과 같이 요소수와 절점수는 해석방법 차원 및 차원 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

와 해석모델은 요소는 절점 삼각형요소와 모델 는 요소와 모델

는 스프링요소와 모델을 각각 적용하였다 또한 표 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재료의 해석 

산정근거는 일본 동경 해상처분장에 적용된 지반정수를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a) 2D Finite Element mesh (b) 3D Finite Element mesh
Fig. 3. Finite Element Mesh Modeling

Table 1. Parameter of Soil, SCP and DCM

Item
Unit weight

(kN/m3)
Modulus of elasticity 

(kN/m2)
Poissons 

ratio
Cohesion
(kN/m2)

Angle of internal 
friction (Deg.)

Coefficient of 
permeability 

(m/sec)
Dredging reclamation soil 17.0 20,000 0.3 10 25 1.0×10-5

Bank materials (sand) 18.0 20,000 0.3 0.1 25 1.0×10-5

Bank materials (Riprap) 20.0 33,000 0.3 0.1 40 1.0×10-4

Upper clay layer 14.5 10,000 0.4 50 0 1.0×10-9

Sedimentary layer 20.0 50,000 0.3 0.1 35 1.0×10-5

Lower clay layer 17.0 60,000 0.4 50 0 1.0×10-9

SCP (25%) 15.6 20,000 0.3 37.5 16.1 1.0×10-5

SCP (78%) 18.0 20,000 0.3 11.0 24.2 1.0×10-5

DCM 14.5 50,000 0.2 150 0 -

2.3 수치해석결과 분석 (2D, 3D)
2.3.1 Deformed mesh and Total displacement contour

그림 와 에서 차원 및  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시공완료 및 매립완료 후

의 를 각각 나타냈다 시공완료의 지반거동은 연직

변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립완료 후에는 지반거동은 매립토 하중에 의해 측방변위 및 수평변위가 주로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원 및 차원 해석결과는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2 Principal strain contour
그림 은 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시공완료 및 매립완료 후 의 

주변형률 분포 을 보여주고 있다 시공완료시 주변형률 분포는 과 사이에

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내부모래 시공으로 인해 보강구간에서는 비교적 큰 연직침하

가 발생하고 보강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연직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립완료 후 주변형

률 분포는 배면 최저심도에서 도의 경사각을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지반의 활동파괴면은 

끝단에서 발생하며 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규모 및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Completed construction (Max Disp. 0.5842m) (b) After landfill completion (Max Disp.  1.538m)
Fig. 4. Deformed mesh (2D Analysis)

(a) Completed construction (Max Disp. 0.5842m) (b) After landfill completion (Max Disp.  1.538m)
Fig. 5. Total Displacement contour (3D Analysis)

(a) Completed construction (Max Disp. 0.5842m) (b) After landfill completion (Max Disp.  1.538m)
Fig. 6. Principal strain contour (3D Analysis)

2.3.3  SPSP의 정적 및 동적 수평변위
해상처분장의 시공완료 및 매립완료 후 의 정적 및 동적해석

을  차원 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그림 에  의 심도에 따른 수평변위 곡선을 나타내었다

(a) Completed construction (b) After landfill completion
Fig.7. Horizontal displacement curves of SPSP at Sea-side (Static vs. Dynamic and 2D vs. 3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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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afety factor by Difference water level 

시공완료시 상부는 내측 으로 하부는 해측 으로 수평변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측과 

내측 쌓기체 규모차에 기인한 것으로 해측 쌓기체는 까지 시공되며 내측 쌓기체는 까지 시공

되어 해측이 내측보다 쌓기고가 약 높으며 이로 인한 편토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완료시 는 매

립토압으로 인해 해측방향으로 수평변위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하중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변위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원해석의  정적 동적 수평변위량이 차원에 비해 과대하게 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3.4  Tie rod 시공순서에 따른 SPSP 수평변위
그림 은 열식 의 와 내부 모래채움의  시공순서에 따른  타설심도 수평변위 곡선을 나타

냈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Priority  construction by Tie rod 선시공 후 내부 모래 시공

Priority  construction by Fill inner-sand 내부 모래 선시공후 시공

Tie rod를 선시공하는 경우 점선 수평변위는 매우 크게 발생하며 내부 모래채움 후 을 설치하

는 경우 실선 에는 수평변위는 매우 작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부 모래채움 후 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시공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a) SPSP at Sea-side (b) SPSP at Landfill-side
Fig. 8. Horizontal displacement of SPSP according to installation sequence of Tie-rod

2.3.5  해상처분장 해측 및 내측 관리수위 차
해측 및 내측의 수위차가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사면활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측과 내측의 수위차를 

변화시켜 가면서 침투해석과 병행하여 강도감소법에 의

한 구조물의 사면활동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는 저·고수위 조건 및 차원

차원 해석조건을 고려하여 벽체의 사면안정성 검

토한 결과 수위차가 커질수록 안전율 은 저하되어 

수위차 이상에서 값을 나타냈다 또한 동일 

수위차 조건에서 저조위에 비해 고수위의 안전율이 상

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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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장석과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무기질 필터의 흡착 성능

Adsorption Capacity of Silicate Filter using Porous Feldspar and Zeolite

최은경 이진혁 김성욱

1. 서론

천연 제올라이트는 결정구조 상 규산염광물의 기본 단위인 (Si, Al)O4 사면체가 3차원적으로 연결되는 망상 

규산염(tektosilicates)광물의 구조형을 이룬다. 제올라이트는 결정 내에 2.3~7.5Å 크기의 큰 공동이 형성될 정

도로 엉성한 격자구조 (비중: 2.0-2.3)를 이룬다. 통상 CEC라고 잘 알려진 제올라이트의 양이온 교환특성은 

다른 양이온들의 용액으로 단순히 씻어주는 정도의 처리로도 공동 내에 양이온들이 쉽게 이온교환이 일어나

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의 양이온교환능력은 100g 당 200~400 meq 정도로서 유사한 용도

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의 주성분 광물인 스멕타이트의 양이온교환능력 (80~100 meq/100g)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 정석은 매우 치밀한 규산염 구조를 가지는 것에 반해 풍화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다공성 구조가 관찰되

며 특징적으로 양이온교환능력이 증가한다. 흡착되는 양이온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환하고 선

호도가 각기 달라 선택적 교환특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흡착필터를 제작하고 이

온교환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 결과

다공성 장석과 제오라이트를 이용하여 이하의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보통포틀랜드시멘트와 배합하여 

공시체를 제작한 후 양이온교환능을 측정하였다. 기능성 광물과 시멘트의 배합비율은 9:1, 8:2, 7:3, 6:4, 5:5로 

하였다. 다공성 장석을 배합한 시료의 양이온교환능은 114.6 meq/100g, 245.0 meq/100g, 318.5 meq/100g, 

439.4 meq/100g였으며, 제올라이트를 배합한 시료의 양이온교환능은 228.7 meq/100g, 338.4 meq/100g, 460.1 

meq/100g, 549.3 meq/100g으로 측정되었다. 산성배수를 이용한 흡착실험에서 다공성 장석은 95 이상의 흡착

율을 보이며 제올라이트 분말을 이용한 시료의 중금속 흡착율은 의 흡착율을 보

였다 크기의 입자는 평균 중금속 흡착율이 였던 것에 반해 크기의 분말 시료의 중급속 흡착율은 

로 무기질 필터를 제조함에 있어서 분말로 가공한 후 제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공성 장석과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지름 높이 의 원통형 공시체를 제작하고 녹조를 배양한 용적

의 수조에 넣어 탁도변화 관찰을 수행하였다. 흡착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녹조로 채워진 수조에 공시체를 투입

한 후 반응을 관찰하였다. 반응 전 탁도값은 계측기의 측정한계치인 50 NTU 이상이었고, 20분 반응 39.7

NTU, 60분 후 39.3 NTU, 최종적으로 19.9 NTU로 60% 이상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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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afety factor by Difference water level 

시공완료시 상부는 내측 으로 하부는 해측 으로 수평변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측과 

내측 쌓기체 규모차에 기인한 것으로 해측 쌓기체는 까지 시공되며 내측 쌓기체는 까지 시공

되어 해측이 내측보다 쌓기고가 약 높으며 이로 인한 편토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완료시 는 매

립토압으로 인해 해측방향으로 수평변위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하중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변위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원해석의  정적 동적 수평변위량이 차원에 비해 과대하게 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3.4  Tie rod 시공순서에 따른 SPSP 수평변위
그림 은 열식 의 와 내부 모래채움의  시공순서에 따른  타설심도 수평변위 곡선을 나타

냈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Priority  construction by Tie rod 선시공 후 내부 모래 시공

Priority  construction by Fill inner-sand 내부 모래 선시공후 시공

Tie rod를 선시공하는 경우 점선 수평변위는 매우 크게 발생하며 내부 모래채움 후 을 설치하

는 경우 실선 에는 수평변위는 매우 작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부 모래채움 후 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시공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a) SPSP at Sea-side (b) SPSP at Landfill-side
Fig. 8. Horizontal displacement of SPSP according to installation sequence of Tie-rod

2.3.5  해상처분장 해측 및 내측 관리수위 차
해측 및 내측의 수위차가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사면활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측과 내측의 수위차를 

변화시켜 가면서 침투해석과 병행하여 강도감소법에 의

한 구조물의 사면활동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는 저·고수위 조건 및 차원

차원 해석조건을 고려하여 벽체의 사면안정성 검

토한 결과 수위차가 커질수록 안전율 은 저하되어 

수위차 이상에서 값을 나타냈다 또한 동일 

수위차 조건에서 저조위에 비해 고수위의 안전율이 상

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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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터미널 설계 가이드라인 소개와 항설기준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the Supplement of harbour and Fishery Design Criteria

조장원 조익순

전 세계 크루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크루즈선박은 대형화 되고 있다 일반 화물선과 달리 크루즈선은 많은 여객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

설물이다 선박이 항만에 기항할 경우 선박과 승객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에서는 크루즈산업과 선박의 최신 경향

을 반영하여 크루즈터미널의 기능설계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선

박의 안전한 접 이안을 위한 수역시설 에 대한 설계기준과 여객의 이동과 수속을 고려

한 터미널건물 에 대한 설계기준 하역을 위한 부두설계

및 보안시설물 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역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선박의 접근수로 및 부두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접근수로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의 항로설계 기

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크루즈선박은 일반상선에 비하여 조종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접근수로 폭 결정 

시 시뮬레이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로의 폭을 좁게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그리

고 계류선석에 대한 기준은 선박의 전장 의 과 선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전장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의 의 길이를 여유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선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폭 의 

배 배의 길이를 선수 미 여유거리로 계산하고 있다 이때 여유거리는 최대 최소 의 범위에서 

계산된다 대상선박의 계류선석 길이는 전장과 선수 미 여유거리의 합으로 산정한다 둘째 터미널 빌딩

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당해 항만이 모항 과 기항지 로 구분하여 터미널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모항으로 이용될 경우 여객의 승하선 수속 및 하역에 필요한 시설이 요구되

는 반면에 기항지의 경우 승객의 입출국 수속이 간단하고 승객의 짐을 하역하는 일이 없으나 승객을 신

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 또한 터미널의 용도에 따라 

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하역 및 여객이동을 위한 

선석과 터미널 빌딩사이의 구역에는 의 설치요건과 원활한 하역을 위한 최소한의 폭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크루즈 항만은 기본적으로 와 에 따라 

보안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유럽과 미국항만의 경우 각 지역의 항만보안기준에 딸라 보안시설물을 설

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에서는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대한 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만건설 시 법령이외 최우선 적용기준이 되고 있는 항만 및 어

항설계기준에는 여객선에 대한 총톤수 톤 톤급 선박제원 및 수역시설물 선석 및 수심 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요항만에는 만톤급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전용

터미널 확장공사가 등 대형 크루즈선을 위한 전용시설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터미

널 건설을 위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살펴본 사례를 참고하여 국

내 항설기준에 크루즈선에 대한 제원 및 시설물에 대한 기준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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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준설물질 차폐처분장 가이드라인

오명학 오영민

운하 내륙수로 항만 등의 기반시설의 건설시 준설물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준설물질

이 오염된 경우 이에 대한 관리는 매우 복잡해진다 차폐처분장 은 오염

된 준설물을 차폐된 시설에 처분함으로써 외부 환경으로의 잠재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구조물

로 정의된다 오염도가 심하여 수계로 투기할 수 없거나 공학적 또는 환경적 목적에서 사용가치가 없는 

준설물을 처분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는 오염준설물이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

로서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상 는 지하수위 위에 준설물이 저장되는 형태의 시

설이고 섬 연안 는 준설물이 수면 아래 부분적으로 저장되는 형태의 시설이다 수중 는 준설물

이 수면 아래 저장되는 형태의 시설이다 국내에는 엄밀한 개념의 가 건설되어 운영중인 사례는 없

으며 환경 기준이나 관리 지침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폐쇄처분장의 개념은 간단하지

만 이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는 다수의 가 건설되

어 운영중이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환경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

적인 예로 에서 오염퇴적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

다 는 퇴적물 처리를 위한 대안의 하나이므로 그 용량을 최적화하여 사용연한을 늘리면서 안전한 

운항 및 지속 가능성 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의 저장용량을 늘리거나 최적화하여 의 수명을 연

장시키기 방법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기존 의 저장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준설물을 처리 및 

사용 에 매립된 준설물의 활용 내 준설물의 압밀 촉진 제방 보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의 사용연한을 늘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준설

물의 처분이 완료된 는 공장부지 물류단지 공항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에는 부

지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일본의 하네다공항과 신 키타큐슈 공항도 부지를 활용한 대표적 사

례이다 물론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립지반의 보강을 위하여 압밀촉진공법이 적용되어야 하

며 이때 연직배수공법이나 진공압밀공법 등 다양한 지반개량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

고 있는 는 하천 및 항만권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토목공학 조경 화학 입법 사회적 영향 환경공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아직 엄밀한 개념의 건설 및 운영 사례가 없으나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럽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토대로 마련된 환경기준 및 지침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향후 국내에서도 건설 검토를 위한 기준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할 것이다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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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크루즈터미널 설계 가이드라인 소개와 항설기준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the Supplement of harbour and Fishery Design Criteria

조장원 조익순

전 세계 크루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크루즈선박은 대형화 되고 있다 일반 화물선과 달리 크루즈선은 많은 여객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

설물이다 선박이 항만에 기항할 경우 선박과 승객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에서는 크루즈산업과 선박의 최신 경향

을 반영하여 크루즈터미널의 기능설계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선

박의 안전한 접 이안을 위한 수역시설 에 대한 설계기준과 여객의 이동과 수속을 고려

한 터미널건물 에 대한 설계기준 하역을 위한 부두설계

및 보안시설물 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역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선박의 접근수로 및 부두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접근수로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의 항로설계 기

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크루즈선박은 일반상선에 비하여 조종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접근수로 폭 결정 

시 시뮬레이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로의 폭을 좁게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그리

고 계류선석에 대한 기준은 선박의 전장 의 과 선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전장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의 의 길이를 여유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선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폭 의 

배 배의 길이를 선수 미 여유거리로 계산하고 있다 이때 여유거리는 최대 최소 의 범위에서 

계산된다 대상선박의 계류선석 길이는 전장과 선수 미 여유거리의 합으로 산정한다 둘째 터미널 빌딩

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당해 항만이 모항 과 기항지 로 구분하여 터미널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모항으로 이용될 경우 여객의 승하선 수속 및 하역에 필요한 시설이 요구되

는 반면에 기항지의 경우 승객의 입출국 수속이 간단하고 승객의 짐을 하역하는 일이 없으나 승객을 신

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 또한 터미널의 용도에 따라 

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하역 및 여객이동을 위한 

선석과 터미널 빌딩사이의 구역에는 의 설치요건과 원활한 하역을 위한 최소한의 폭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크루즈 항만은 기본적으로 와 에 따라 

보안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유럽과 미국항만의 경우 각 지역의 항만보안기준에 딸라 보안시설물을 설

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에서는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대한 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만건설 시 법령이외 최우선 적용기준이 되고 있는 항만 및 어

항설계기준에는 여객선에 대한 총톤수 톤 톤급 선박제원 및 수역시설물 선석 및 수심 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요항만에는 만톤급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전용

터미널 확장공사가 등 대형 크루즈선을 위한 전용시설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터미

널 건설을 위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살펴본 사례를 참고하여 국

내 항설기준에 크루즈선에 대한 제원 및 시설물에 대한 기준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1 발표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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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uidelines For Cruise Terminals (Working Grou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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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오염준설물질 차폐처분장 가이드라인

오명학 오영민

운하 내륙수로 항만 등의 기반시설의 건설시 준설물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준설물질

이 오염된 경우 이에 대한 관리는 매우 복잡해진다 차폐처분장 은 오염

된 준설물을 차폐된 시설에 처분함으로써 외부 환경으로의 잠재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구조물

로 정의된다 오염도가 심하여 수계로 투기할 수 없거나 공학적 또는 환경적 목적에서 사용가치가 없는 

준설물을 처분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는 오염준설물이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

로서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상 는 지하수위 위에 준설물이 저장되는 형태의 시

설이고 섬 연안 는 준설물이 수면 아래 부분적으로 저장되는 형태의 시설이다 수중 는 준설물

이 수면 아래 저장되는 형태의 시설이다 국내에는 엄밀한 개념의 가 건설되어 운영중인 사례는 없

으며 환경 기준이나 관리 지침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폐쇄처분장의 개념은 간단하지

만 이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는 다수의 가 건설되

어 운영중이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환경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

적인 예로 에서 오염퇴적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

다 는 퇴적물 처리를 위한 대안의 하나이므로 그 용량을 최적화하여 사용연한을 늘리면서 안전한 

운항 및 지속 가능성 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의 저장용량을 늘리거나 최적화하여 의 수명을 연

장시키기 방법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기존 의 저장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준설물을 처리 및 

사용 에 매립된 준설물의 활용 내 준설물의 압밀 촉진 제방 보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의 사용연한을 늘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준설

물의 처분이 완료된 는 공장부지 물류단지 공항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에는 부

지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일본의 하네다공항과 신 키타큐슈 공항도 부지를 활용한 대표적 사

례이다 물론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립지반의 보강을 위하여 압밀촉진공법이 적용되어야 하

며 이때 연직배수공법이나 진공압밀공법 등 다양한 지반개량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

고 있는 는 하천 및 항만권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토목공학 조경 화학 입법 사회적 영향 환경공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아직 엄밀한 개념의 건설 및 운영 사례가 없으나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럽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토대로 마련된 환경기준 및 지침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향후 국내에서도 건설 검토를 위한 기준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할 것이다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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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가동보 및 폭풍해일 장벽설계

손상영 곽기남

지난 년간 국제수상교통시설협의회의 내륙 항해 위원회 는 내륙 항로 선박 강 및 해양 항

해에 대한 선박 및 내륙 항로 표준화 선박 인양 운하 항로의 자동화 관리 및 항로의 수리적 

문제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그룹 을 조직하였다 하지만 가동보 자체가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화려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가동보의 설계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가동보

는 수질개선 홍수 예방 항해에의 사용 및 도시와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양한 목적에 적합한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년대 이후 만조와 폭풍 해일로부터 항만 및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벽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동보를 시공하기 시작하였

다 장벽 은 조수 태풍 폭풍 해일 등에 의해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홍수 피해 및 재해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설계된다 가동보와 폭풍해일 장벽은 지역의 특성과 가동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한다 가동보 및 폭풍해일 장벽설계에 관한 본 보고서에서는 수문설계에 중점을 두고 과

거에 진행되었던 가동보 프로젝트 사례를 검토하고 건설된 가동보 장벽의 유형별 장 단점과 재원에 관

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가동보 설계 절차 및 평가 방안 법규와 표준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건설되었던 가동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측면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

시한다 또한 가동보 선택의 중요성과 선택한 가동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방안과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보를 설

계하는 현장 엔지니어들은 강보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디다고 주장함

에 따라서 본 보고서가 향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설계자들에게 가동보 및 폭풍 해일 장벽의 설계와 게

이트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1 발표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조교수 

2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항만 재개발 마스터 플랜

김승우

19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활발한 항만개발 사업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신규 항만개발은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다. 개발된 항만 중에서 이미 사용년수가 20~30년 된 항만도 적지 않다. 동시에 세계

적인 저성장 경제구조로 인한 기존 항만기능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항만의 재개발을 위

한 기본계획은 2000년 중후반부터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국내에서 수립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외에서 어떤 방향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를 통해 기존 항만 효용성 증대를 위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에 대한 방향점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PIANC WG(실무그룹) 158이 작성하였으며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실무 및 성과지표

를 활용하여 기존 항만의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항만관리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논의과정이 보고서 범위이다. 

∙ 항만운영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 항만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항만 마스터 플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항만의 비전에 대한 의사소통

∙ 국제법 및 국내법과 지침에 대한 항만 개발

∙ 전반적인 계획에 경제, 공학, 환경 및 안전 측면의 고려사항 반영

∙ 항만시설 및 운영을 위한 기능분야를 설정하여 항만의 체계적인 장기개발 및 성장 촉진

∙ 항만이 변화하는 기술, 화물추세, 규정 및 항만 간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본 보고서에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체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과 2장은 항만의 일반적 측면과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3장과 4장은 기존 항만시설

과 운영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검토하고 교통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논한다. 5장과 6장은 공학적인 항만

설계와 터미널 운영계획을 다룬다. 7장과 8장은 환경문제와 배후지 연결 인프라 시설에 대해 소개한다. 

끝으로 9장 10장은 각각 제도적인 문제와 경제적 분석을 설명하고 11장은 개발단계 및 일정에 대한 작성

과 시행 절차를 보여준다.

1 리스크솔루션(Risk Solution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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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가동보 및 폭풍해일 장벽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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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그룹 을 조직하였다 하지만 가동보 자체가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화려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가동보의 설계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가동보

는 수질개선 홍수 예방 항해에의 사용 및 도시와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양한 목적에 적합한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년대 이후 만조와 폭풍 해일로부터 항만 및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벽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동보를 시공하기 시작하였

다 장벽 은 조수 태풍 폭풍 해일 등에 의해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홍수 피해 및 재해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설계된다 가동보와 폭풍해일 장벽은 지역의 특성과 가동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한다 가동보 및 폭풍해일 장벽설계에 관한 본 보고서에서는 수문설계에 중점을 두고 과

거에 진행되었던 가동보 프로젝트 사례를 검토하고 건설된 가동보 장벽의 유형별 장 단점과 재원에 관

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가동보 설계 절차 및 평가 방안 법규와 표준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건설되었던 가동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측면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

시한다 또한 가동보 선택의 중요성과 선택한 가동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방안과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보를 설

계하는 현장 엔지니어들은 강보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디다고 주장함

에 따라서 본 보고서가 향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설계자들에게 가동보 및 폭풍 해일 장벽의 설계와 게

이트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1 발표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조교수 

2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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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활발한 항만개발 사업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신규 항만개발은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다. 개발된 항만 중에서 이미 사용년수가 20~30년 된 항만도 적지 않다. 동시에 세계

적인 저성장 경제구조로 인한 기존 항만기능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항만의 재개발을 위

한 기본계획은 2000년 중후반부터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국내에서 수립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외에서 어떤 방향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를 통해 기존 항만 효용성 증대를 위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에 대한 방향점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PIANC WG(실무그룹) 158이 작성하였으며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실무 및 성과지표

를 활용하여 기존 항만의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항만관리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논의과정이 보고서 범위이다. 

∙ 항만운영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 항만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항만 마스터 플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항만의 비전에 대한 의사소통

∙ 국제법 및 국내법과 지침에 대한 항만 개발

∙ 전반적인 계획에 경제, 공학, 환경 및 안전 측면의 고려사항 반영

∙ 항만시설 및 운영을 위한 기능분야를 설정하여 항만의 체계적인 장기개발 및 성장 촉진

∙ 항만이 변화하는 기술, 화물추세, 규정 및 항만 간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본 보고서에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체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과 2장은 항만의 일반적 측면과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3장과 4장은 기존 항만시설

과 운영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검토하고 교통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논한다. 5장과 6장은 공학적인 항만

설계와 터미널 운영계획을 다룬다. 7장과 8장은 환경문제와 배후지 연결 인프라 시설에 대해 소개한다. 

끝으로 9장 10장은 각각 제도적인 문제와 경제적 분석을 설명하고 11장은 개발단계 및 일정에 대한 작성

과 시행 절차를 보여준다.

1 리스크솔루션(Risk Solution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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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드라이 스택 보관소

이욱재

드라이 스택은 좁은 의미로는 수직 선반형 보트 보관소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운영

되며 전문 보트 상하가 장비 이송장비 및 전문 인력이 단순히 보트를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가의 

고객 자산을 보관 수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 시설을 뜻한다

드라이 스택은 단순한 보관창고이기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의 핵심적인 시설 중 

하나이다 보트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엔진수리 헐 청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마

리나의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변이라는 제한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어진 수역공간과 육상공간에 더 많은 레저 보트를 수용할 수 있다 드라이스택은 마리나 운영자에게만 

유용한 시설이 아니라 마리나 개발자 및 지역사회에게도 마리나를 주변 자원과 효과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내 수변환경은 마리나를 건설하기에는 가혹한 환경조건이 많다 해수면에서는 조수간만 차이 내수

면에서는 장마시기 등 수위차이가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외곽시설 방파제 등 시공에 많

은 비용이 들고 비슷한 시기에 휴가가 집중되는 특성이 강하여 성수기에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태풍에 대비해야하는 등 국내 마리나는 해외 사례에 비교하여 건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

다 드라이 스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보트를 수용함과 동시에 폭 넓은 고

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마리나 건설에 유용한 이점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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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해역 조건에서의 조류발전 출력과 부하 제어 연구 
A Study on Control of Power and Load of a Tidal Current Turbine in 

Offshor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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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ntly attracted resource in renewable energy is a tidal current, which is the flow of seawater 

due to interaction between the earth and the moon. In a cycle of the tide, the flow speed in the 
offshore condition is increased and decreased. Therefore, control upon the variable flow condition is 
necessary for the safe operation of a tidal current turbine. This study includes the regulating control 
of power and load of a horizontal axis tidal current turbine through outdoor experiments. To regulate 
power and load, we adopted a pitch control scheme in a broad range of the flow speed from 1 to 4 m/s. 
W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horizontal axis tidal current turbine with a blade pitch controller, of 
which the rotor diameter is 2.4 m, and then conducted the outdoor experiments. As a result, the 
developed pitch controller successfully regulated the rotational speed of the rotor within 80±8 
rev/min. Subsequently, the extracted power was also maintained within 6.73±0.55 kW. Moreover, the 
thrust force, which is a main load imposed to the horizontal axis tidal current turbine and its 
supporting frame, was stayed from 10.5 to 7.1 kN. Eventually, the control scheme validated from the 
outdoor experiments will be used in a full scale 200kW tidal current turb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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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Unit Value

Rated Speed rpm 16

Output Voltage

(line to line, rms)
V 575

Output Power kW 275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직접구동 조류발전기 설계

방덕제 김지원 박병건 한필완 이진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용량 조류발전기에 적용하기 위한 직접구동방식 영구자석 발전기의 설계 및 해석

을 통한 설계검증이다 발전기의 설계사양은 정격회전속도 요구출력전압 선간전압 이며 발

전기 출력용량은 이다 발전기 주요사양은 표 과 같으며 본 사양을 반영하여 발전기의 기본설계

를 수행하였으며 차원 전자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전자기적 특성 및 성능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발전기 기본설계 모델을 검증하고 발전기 부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상세 

성능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Table 1. Tidal generator parameters an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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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인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20110171)"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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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조류발전시스템에서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유속하중불균형이 축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shaft for the unbalance of the flow velocity load acting 

on the blade at tidal current power system

황태규 윤종수 권욱 이규명 김정환

지구와 달 태양 사이의 원심력과 인력작용으로 인해 바닷물이 오르내리는 조석현상이 일어난다 이러

한 조석에 의해서 바닷물의 수평운동인 조류가 발생하며 이를 이용한 발전을 조류발전이라 한다 수심별 

조류 유속분포는 하층에서 가장 느리며 상층으로 갈수록 유속이 빨라진다 수심별 유속의 차이로 인하여 

조류발전시스템 블레이드에 유속하중불균형이 발생하며 블레이드 회전시 불균형하중에 의해 축계에 굽

힘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된다 축계에 굽힘하중이 반복적으로 발생시 피로에 의한 재료강도의 저

하가 일어나 축계 수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속하중불균형에 의한 조류발전기 축계 하중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설치해역의 유속정보와 를 이용하여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불균형 하중을 계산하였고 이때 축계에 

전달되는 하중값을 적용하여 축계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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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에너지는 타 에너지원에 비해 유체의 밀도가 커서 작은 크기의 터빈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며 예

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댐이나 방파제의 설치 없이 수중에 설치하여 발전하므로 선박이나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생태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

치 후보지가 대부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발전시스템의 초기 시공비가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조류발전 시스템 중 타워를 포함한 하부 지지구조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에 그 목적이 있으

며 여러 조류발전 후보지 중 진도 울돌목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류발전 지지구조시스템의 

제작과 설치를 위해 조류발전 전용 상용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각 

별 통합하중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보완설계를 수행하였다

다년간의 설계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검토한 결과 최종 조류발전 지지구조물의 형상을 직접착저식 

원형케이슨으로 개발하고 설치 시 불규칙한 해저 지반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지구조물에 유압잭을 개

소 설치하였다 또한 실해역 거치 후 지지구조물 내부에 수중콘크리트 타설 시 하부로 수중콘크리트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탄성 스펀지를 지지구조물 하부에 접합시켜 해저면과 지지구조물 하부가 

완벽히 밀착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진도 울돌목 해역은 유속이 빠르고 정조시간이 짧아 시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조류속 검토

를 통해 정조시간이 가장 긴 기간을 거치 시점으로 정하고 제작이 완료된 조류발전 지지구조물을 조류

발전 전용 바지선에 적재하여 울돌목 해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조류발전 전용 바지선과 크레인 바지선

을 육상 및 해상 계류라인과 연결하여 고정시키고 정위치에 지지구조시스템을 거치하였다 거치 후 수중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및 경사계 계측을 통해 지지구조물의 수직도가 허용오차

범위 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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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김명주 김승원 박홍재

조류발전 에너지는 해양 신재생 에너지원 중 하나로 조류의 흐름에너지를 터빈의 회전에너지로 변환

시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조류발전은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고 날씨 계절에 관계없이 연속적으

로 발전하는 신뢰성 높은 에너지원이다 조류발전장치의 지지구조물 공사비는 조류발전시스템 개발비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경제적인 지지구조물 설계는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돌목 해역에 설치될 급 수평축 조류발전

장치 하부지지구조물의 형상별 하중해석을 진행하였다 설계를 위해 상용코드인 가 사용

되었고 및 하부구조물 형상에 따른 통합하중 해석이 진행되었다 또한 조류발전 시스템 

운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설계하중케이스를 도출하였고 최적화된 하부지

지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각 케이스별로 구조물 형상에 작용 동적하중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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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 조류발전 부존량 평가

고동휘 박진순 이광수 박준석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과 차 에너지 소비 증가로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수급불안정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또한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국가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에서는 조류 파력 풍력 및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후발 국가들도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이익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에너지선진국 반

열에 진입하기 위해 해상풍력 파력 조류에너지 분야에서 정부주도하의 기술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어지고 있

다 국내 해상풍력과 조력발전은 현재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여 발전을 하고 있지만 조류발전은 기술개발 단계에 불

과하다 그러나 조류발전은 조류의 흐름운동을 이용하여 수차발전기를 가동시켜 발전하는 방식으로 해수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약 배 크기 때문에 풍력에 비해 발전량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조력발전과 달리 대규모 

인공구조물 건설이 필요 없어 친환경적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울돌목을 비롯한 서남해안이 조류

발전 최적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최적 조류발전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내 조류발전 산업은 더욱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울돌목은 강한 유속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현재 시험조류발전소가 건설 되어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를 확장한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을 계획하며 국가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조류발전 단지조성 및 설계 시공 경험이 전무하고 관련 기준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운영방안 수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조

류발전 개발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문제에 접근해야한다 특히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추상적인 계

획보단 객관화 된 자료에 근거한  최적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돌목 조류발전 및 터빈 선정을 위해 현장 조류관측을 수행하였으며 조류에너지 부존량 

및 자원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조류 관측

울돌목이 위치한 서남해안은 크고 작은 섬들이 밀집한 다도해로서 수많은 도서와 반도가 자리잡고 있는 리아스식 

1 발표자: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수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사업인력 

해안 으로 해저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돌목 해역의 조류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로에 

수중음향 도플러 유속계를 설치하여 년 춘계에 개월간

관측을 실시하였다 설치 위치 및 경위도는 다음 및 과 같으며 분간격으로 현장 관측을 수행

한 후 자료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를 적용하였다

에 차 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전 후를 함께 도시하였다 는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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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진입하기 위해 해상풍력 파력 조류에너지 분야에서 정부주도하의 기술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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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보단 객관화 된 자료에 근거한  최적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돌목 조류발전 및 터빈 선정을 위해 현장 조류관측을 수행하였으며 조류에너지 부존량 

및 자원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조류 관측

울돌목이 위치한 서남해안은 크고 작은 섬들이 밀집한 다도해로서 수많은 도서와 반도가 자리잡고 있는 리아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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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을 실시하였다 설치 위치 및 경위도는 다음 및 과 같으며 분간격으로 현장 관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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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 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전 후를 함께 도시하였다 는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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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특성 및 분포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인근 지점의 년 춘계 조류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조가 창조보다 우세한 경향

을 보이고 있었다 관측기간 동안의 평균유속은 최대유속은 로 나타났으며 낙조가 창조보다 평균 

빠르게 나타났다 낙조의 유속은 평균 최대 이며 유향은 평균 로 나타났다 창조의 유

속은 평균 최대 이며 유향은 평균 로 나타났다 한편 유속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구간에서 전체의 의 출현율을 보였다 참조

다음 은 유속에 대한 분포도이다 울돌목 해역에서는 에서의 유속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3. 조류에너지 부존량

조류에너지 밀도

국립해양조사원 에서는 서남해 연안 총 개 정점에서 관측된 유속자료를 바탕으로 울돌목 협수로 부근의 

연간에너지밀도는 으로 추산하였다

에서는 조류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제공하

는 평균에너지밀도 산정식은 다음 식 과 같으며 이 식 에 시간을 곱하면 연간에너지밀도가 된다

  


×  ×






×  

여기서 는 해수의 밀도  는 구간의 평균 속도  는 구간의 속도 출현율이다

연간 조류에너지 생산량

평균 연간 전력량  은 유속출현율과 터빈의 출력량을 이용하여 다음 식 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

여기서 는 유속에 따른 터빈의 출력량이다 또한 터빈별 연간에너지 생산량은 다음 식 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   

여기서 는 터빈의 이용률이다

4. 결론

최적 조류발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류에너지 자원의 우수성 해양 지반 입지 적절성 해양환경 가치

해상교통 및 어업 가치 지역 고유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량화하여 평가하여야 경제적이고 최적 단지 조성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울돌목 해역의 조류를 관측하여 분석하였으며 조류에너지 밀도 및 조류에너지 부존량을 산정하였

다 울돌목에서 관측한 년 춘계 조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돌목해역은 낙조가 창조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관측기간 동안의 평균유속은 최대유속은 로 산정되었으며 낙조가 창조보다 평균 

빠르게 나타났다 또한 낙조의 유속은 평균 최대 이며 유향은 평균 로 나타났다 반면 창조의 

유속은 평균 최대 이며 유향은 평균 로 나타났다

관측자료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를 사용하였으며 유속의 분포형을 산정하였다 그결과

에서의 출현율이 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의 유속이 관측 되었다

한편 울돌목 해역에서 관측 된 지점의 평균에너지밀도는 로 산정되었으며 연평균 에너지밀도는 

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에서 발표한 울돌목 해역의 연간에너지밀도

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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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특성 및 분포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인근 지점의 년 춘계 조류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조가 창조보다 우세한 경향

을 보이고 있었다 관측기간 동안의 평균유속은 최대유속은 로 나타났으며 낙조가 창조보다 평균 

빠르게 나타났다 낙조의 유속은 평균 최대 이며 유향은 평균 로 나타났다 창조의 유

속은 평균 최대 이며 유향은 평균 로 나타났다 한편 유속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구간에서 전체의 의 출현율을 보였다 참조

다음 은 유속에 대한 분포도이다 울돌목 해역에서는 에서의 유속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3. 조류에너지 부존량

조류에너지 밀도

국립해양조사원 에서는 서남해 연안 총 개 정점에서 관측된 유속자료를 바탕으로 울돌목 협수로 부근의 

연간에너지밀도는 으로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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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는 터빈의 이용률이다

4. 결론

최적 조류발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류에너지 자원의 우수성 해양 지반 입지 적절성 해양환경 가치

해상교통 및 어업 가치 지역 고유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량화하여 평가하여야 경제적이고 최적 단지 조성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울돌목 해역의 조류를 관측하여 분석하였으며 조류에너지 밀도 및 조류에너지 부존량을 산정하였

다 울돌목에서 관측한 년 춘계 조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돌목해역은 낙조가 창조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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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를 사용하였으며 유속의 분포형을 산정하였다 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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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phidromic points of harmonic consitutents is one of the key to understand tidal circulation. 
Generally, many studies has been carried out major components of astronomic constituents, for 
example, M2, S2, K1 and O1(Kang et al., 1998; Choi et al., 2010; Kang et al., 2013; Woon et al., 
2015). However, Woon et al (2015) mentioned that near-shore area around estuary of Han River is 
dominated with long-term compound tides and shallow overtides. This study developed a 
hydrodynamic model using MIKE 3-FM (Flexible Mesh) module. It covers entire Korean Peninsular 
with high resolution unstructured grid. The model was simulated during a year 2016(The most recent 
hydrodynamic condition and recent bathymetry). Simulation result was analysis at certain poi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 analyze contribution of each tidal component. It is shown that different 
tidal characteristic is shown in different location. East coast (Around Ullung Island) is mainly driven 
by Sa component (Larger than M2, S2, K1 and O1) as well as Msf and Mf is also making influences. 
However, West coast (Incheon) is dominated by M2 and S2. 
 
조화상수의 무조점은 조석의 순환을 이해하는데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주요 
천문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를들어 M2, S2, K1 과 O1(Kang et al., 1998; Choi et al., 2010; 
Kang et al., 2013; Woon et al., 2015). 그러나 Woon et al (2015)는 한강하구 유역에서 복합조와 배조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수치해석모델(MIKE 3-FM)을 사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모델을 비정형격자로 만들었다. 장주기 복합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2016 년을 택하여 
1 년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한반도 주변 지점에서의 각 조화상수 별 영향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해와 서해에서의 조석의 특성이 매우 다름을 확인 하였는데, 동해에서는 Sa 가 
가장 지배적이며, Msf 와 Mf 등 장주기 분조들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서해에서는 
반일주조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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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상수; 무조점; 장주기 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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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시오 해류의 경로에 따른 세토내해 염분분포 변화

김경회 이인철

쿠로시오 해류는 연안수위보다 수위가 약 높고 수온은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쿠로시

오해류는 일본연안의 수위 및 수온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토내해는 일본 최

대의 내만으로 분고수도 와 키이수도 를 통해 북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다 종래의 연구

로부터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 키이수도 남단에서 직진 또는 사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수도 사이의 수위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또한 두 수도에서의 수위변화는 세토내해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수도사이의 수위관계와 세토내해의 염분분포의 

변화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염분은 세토내해 동부해역이 서부해역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사행기에 비해 직진기에 저염

분수괴가 서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직진기에 키이수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

위가 서향의 잔차류를 발생시켜 유입하천수가 수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세토내해 각 해역에서

의 염분저하는 각 해역에 유입하는 하천유량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사카만에

서의 하천유량에 따른 염분저하량은 하리마나타 에서의 염분저하량 보다 작았으며 이는 세토내해 

두 수도에서의 수위관계에 의한 잔차류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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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를 활용한 저비용형 잘피 이식기술 개발

석경 김경회 김종렬 현예진

잘피는 연안 생태계의 먹이 사슬의 기초로 다양한 해양 생물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연안공

간의 오염, 매립, 준설 등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잘피장이 급격히 훼손되었으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석탄회는 시멘트 원료 및 레미콘 혼화재 등으

로 사용되지만 건설경기에 의해 소비량의 유동폭이 크다. 최근 석탄회의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해안 개발 재료 및 저서 환경 개선제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 또한 시도 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석탄회를 활용하여 잘피장 조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식 실험을 실시하였다. 잘피는 석탄회 

조립물을 채운 이식망에 지하경을 고정한 후 거제도 조하대의 해저면에 거치 하였다. 2016년 5월 잘피 

이식 후, 하계에 28℃를 초과하는 고수온의 출현으로 인해 이식 잘피 개체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에 11월 추가 이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이식된 잘피의 원활한 정착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

터, 석탄회를 활용한 잘피 이식 기술은 잘피장 조성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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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형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해빈단면측량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유창일 홍도웅 김대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a procedure for predicting environmental impacts of 

projects prior to their development, while post-auditing seeks to assess the accuracy of such 

predictions. The principal purpose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to provide feedback in 

EIA, and to provide the essential opportunity to learn from past experience and apply the lessons 

learned to future actions. Topographic surveys will also provide post project topographic data within the 

impact areas of various event. For more accurate coastal topographic surveys within post EIA, it is 

essential that the reference system (UTM, TM) for the topographic survey coordinates, the geodetic 

control and aids to navigation (reference stations, lights, beacons, etc.) is consistent with the reference 

system.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availability of beach profile measurements based on 

high-resolution 3D topographic data integrated with previously existing elevation data and made 

available through 3D elevation program. Most importantly, thorough checks must be conducted to 

confirm that the reference system used to show all the control point coordinates is the same. This is to 

preserve and enhance the coastal environment and coastal resources for sustainable use and 

development for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to identify and protect the critical 

coastal ecosystem and unique areas in the coastal zone. It is expected to include a specific management 

plan complete with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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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후, 하계에 28℃를 초과하는 고수온의 출현으로 인해 이식 잘피 개체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에 11월 추가 이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이식된 잘피의 원활한 정착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

터, 석탄회를 활용한 잘피 이식 기술은 잘피장 조성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발표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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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형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해빈단면측량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유창일 홍도웅 김대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a procedure for predicting environmental impacts of 

projects prior to their development, while post-auditing seeks to assess the accuracy of such 

predictions. The principal purpose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to provide feedback in 

EIA, and to provide the essential opportunity to learn from past experience and apply the lessons 

learned to future actions. Topographic surveys will also provide post project topographic data within the 

impact areas of various event. For more accurate coastal topographic surveys within post EIA, it is 

essential that the reference system (UTM, TM) for the topographic survey coordinates, the geodetic 

control and aids to navigation (reference stations, lights, beacons, etc.) is consistent with the reference 

system.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availability of beach profile measurements based on 

high-resolution 3D topographic data integrated with previously existing elevation data and made 

available through 3D elevation program. Most importantly, thorough checks must be conducted to 

confirm that the reference system used to show all the control point coordinates is the same. This is to 

preserve and enhance the coastal environment and coastal resources for sustainable use and 

development for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to identify and protect the critical 

coastal ecosystem and unique areas in the coastal zone. It is expected to include a specific management 

plan complete with guidelines.

1 발표자: 부경대학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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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하구역의 육상기인 오염 영향 조사

윤종주 윤영관

해양 특히 연안의 환경은 인간의 활동영역이 연안역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활동 수산양식 경

제활동 및 관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특히 주요 연안해역

은 도시화 및 산업화 등 인간활동의 집중화로 인하여 육상 및 해상기인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의 악화를 유발하여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차적인 생태계 

악영향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차적인 인간의 환경피해까지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연안은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환황해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 리아스

식 해안과 의 넓은 천혜의 갯벌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중 질 좋은 수산물이 생산되

며 다양한 도서와 함께 수려한 해안환경 해빈 및 항포구 등은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

니고 있다 대표적인 연안환경으로는 해안선이 복잡하며 해역의 수심이 얕고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매우 

크다 또한 연안 내륙에 걸쳐 다양하게 발달한 갯벌은 어족의 산란장과 생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연안을 따라 다양한 해양양식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서해안의 연안을 따라 

다양하게 들어선 숙박시설 요식업체 등은 깨끗한 해양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연안을 따라 다양하게 들어선 산업단지 공단 화력발전소 등의 산업활동 및 이와 연관된 대규모 항만시

설 역시 해양수질 등의 연안환경에 대한 위해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농지 및 농업용수 확보 및 

해수침입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하게 건설된 크고 작은 규모의 방조제 또한 해양환경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방조제 주변으로는 해수유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층 유기퇴적

물의 축적 등 주변 해양환경의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방조제 내부의 부영양화 상태의 비정기적인 담수 

방출은 인근해역의 해양환경 변화 뿐 아니라 해양생물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연안역의 다양한 이용성 증가에 따른 각종 오염원의 유입환경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연안환경의 지속적인 보전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도내의 

주요 하굿둑 주변의 해양정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는 하굿둑 외측의 해양환경 중 기초적 자료인 해수에 대한 수질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에 대해 조사하

고 분석하여 해양수질 퇴적물 주요 해양생물에 대한 해양환경현황 오염원을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 하

굿둑 내측의 경우는 과거의 환경부 수행 수질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담수호를 통한 오염유입으로 인한 하구 내 외측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 추진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안환경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충청남도 연안해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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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연안 염분자료의 이상 자료 탐지기법

조홍연 이기섭 오정희

연안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염분자료는 센서의 부적절한 운영 조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염분자료를 생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염분 자료의 경우 일시적인 이상자료

는 간단한 자료진단 방법 등을 적용하여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 빈번하게 다수의 이상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위장 효과로 인하여 기존

에 개발된 소수의 이상자료 진단방법으로는 진단이 곤란하다 또한 간단한 범위검정 등을 이

용한 방법도 적절한 범위 지정이 곤란하고 정도의 범위지정은 대부분의 자료를 정상자료로 진

단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안 하구에서는 염분 변화 범위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지만 먼 바

다에서는 매우 작은 범위의 염분 변화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염분자료를 이용하여 공간적인 염분변

화 정보를 사전에 설정하는 경우 보다 차별화된 염분 자료의 이상여부 진단방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 연안에서 측정된 염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자료 진단을 수행하였으며 과

거 염분자료의 사전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한 정선 해양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

출된 염분의 변화 정보는 육상유역에 매우 인접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매우 적은 변동 범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변동 범위 정보는 염분 센서의 불량 부적절한 운영 환경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상자료를 성공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전 정보를 이용한 이

상자료 진단방법은 보다 수준 높은 범위진단 방법으로 그 적용이 매우 간단하고 사전 연구 성과를 활용

하는 경제적이고 바람직한 기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UST-OST 책임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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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하구역의 육상기인 오염 영향 조사

윤종주 윤영관

해양 특히 연안의 환경은 인간의 활동영역이 연안역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활동 수산양식 경

제활동 및 관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특히 주요 연안해역

은 도시화 및 산업화 등 인간활동의 집중화로 인하여 육상 및 해상기인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의 악화를 유발하여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차적인 생태계 

악영향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차적인 인간의 환경피해까지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연안은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환황해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 리아스

식 해안과 의 넓은 천혜의 갯벌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중 질 좋은 수산물이 생산되

며 다양한 도서와 함께 수려한 해안환경 해빈 및 항포구 등은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

니고 있다 대표적인 연안환경으로는 해안선이 복잡하며 해역의 수심이 얕고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매우 

크다 또한 연안 내륙에 걸쳐 다양하게 발달한 갯벌은 어족의 산란장과 생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연안을 따라 다양한 해양양식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서해안의 연안을 따라 

다양하게 들어선 숙박시설 요식업체 등은 깨끗한 해양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연안을 따라 다양하게 들어선 산업단지 공단 화력발전소 등의 산업활동 및 이와 연관된 대규모 항만시

설 역시 해양수질 등의 연안환경에 대한 위해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농지 및 농업용수 확보 및 

해수침입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하게 건설된 크고 작은 규모의 방조제 또한 해양환경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방조제 주변으로는 해수유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층 유기퇴적

물의 축적 등 주변 해양환경의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방조제 내부의 부영양화 상태의 비정기적인 담수 

방출은 인근해역의 해양환경 변화 뿐 아니라 해양생물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연안역의 다양한 이용성 증가에 따른 각종 오염원의 유입환경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연안환경의 지속적인 보전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도내의 

주요 하굿둑 주변의 해양정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는 하굿둑 외측의 해양환경 중 기초적 자료인 해수에 대한 수질 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에 대해 조사하

고 분석하여 해양수질 퇴적물 주요 해양생물에 대한 해양환경현황 오염원을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 하

굿둑 내측의 경우는 과거의 환경부 수행 수질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담수호를 통한 오염유입으로 인한 하구 내 외측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 추진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안환경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충청남도 연안해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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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염분자료의 이상 자료 탐지기법

조홍연 이기섭 오정희

연안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염분자료는 센서의 부적절한 운영 조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염분자료를 생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염분 자료의 경우 일시적인 이상자료

는 간단한 자료진단 방법 등을 적용하여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 빈번하게 다수의 이상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위장 효과로 인하여 기존

에 개발된 소수의 이상자료 진단방법으로는 진단이 곤란하다 또한 간단한 범위검정 등을 이

용한 방법도 적절한 범위 지정이 곤란하고 정도의 범위지정은 대부분의 자료를 정상자료로 진

단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안 하구에서는 염분 변화 범위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지만 먼 바

다에서는 매우 작은 범위의 염분 변화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염분자료를 이용하여 공간적인 염분변

화 정보를 사전에 설정하는 경우 보다 차별화된 염분 자료의 이상여부 진단방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 연안에서 측정된 염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자료 진단을 수행하였으며 과

거 염분자료의 사전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한 정선 해양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

출된 염분의 변화 정보는 육상유역에 매우 인접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매우 적은 변동 범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변동 범위 정보는 염분 센서의 불량 부적절한 운영 환경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상자료를 성공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전 정보를 이용한 이

상자료 진단방법은 보다 수준 높은 범위진단 방법으로 그 적용이 매우 간단하고 사전 연구 성과를 활용

하는 경제적이고 바람직한 기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UST-OST 책임연구원 교수 

2 부산대학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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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제가 설치된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년 태풍 차바 내습에 의한 해빈변화

박일흠 정승명

만성리 해수욕장의 해역은 2016년 10월 5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 외해

역 정점 W1에서 관측된 유의파고는 5.2m, 최대파고는 5.8m, 유의주기 16.5초 그리고 주파향은 SE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잠제배후의 정점 W2에서 관측된 유의파고는 3.2m, 최대파고는 4.6m이었는데, W1의 파고

가 W2에서 21~38% 정도 감쇠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 태풍이 내습하면서 폭풍해일(Storm Surge)이 발

생하였는데, 외해역의 정점 W1에서 최대 80cm 그리고 내해역의 정점 W2에서 최대 120cm 정도의 수위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잠제 배후의 정점 W2의 경우 평균유속은 하계에 4.0~6.0cm/s 그리고 추계에 4.5~ 

6.3cm/s 이었지만, 2016년 10월 5일 내습한 태풍 차바 등의 영향으로 해빈류로 기대되는 거의 북향의 최

대유속 51.3~74.3cm/s의 강한 흐름이 관측되었다.

일반적으로 태풍과 같은 고파랑이 내습하면 해안선이 후퇴하고 해상상태가 정온해지면 다시 해안선이 

전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만성리 해빈은 이번 태풍 차바 내습 직후에 오히려 해안선이 전진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에 내습한 태풍 차바는 그 최대파고가 5.8m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편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진행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만성리 해안에 영향을 미친 시간이 다른 태풍에 비해 짧았던 특징이 있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만성리 해안에서 태풍전후 해안선이 전진한 것은 양빈된 후빈과 전빈역의 해저질

이 태풍시 고파랑의 영향으로 외빈역으로 이동되어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설치된 잠제와 도류제 등의 

영향으로 주변 외빈역의 해저질이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고 고파랑이 내습하면 내해역의 모래가 외해역으로 이동하여 해빈의 총체적량이 감소하고 해상상

태가 정온해지면 다시 외해역의 모래가 내해역으로 이동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6년 10월 5일 최대유의파고 5m에 달하는 강력한 태풍 차바가 만성리 해안에 내습하였음에도 해빈 총

체적량은 태풍내습전에 비하여 불과 0.4%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해안선이 크게 후퇴되지 않고 

오히려 전진한 것과 같은 유사한 결과로서, 이렇게 강한 외력에도 해빈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나 이유가 

잠제설치에 따른 효과인지 아니면 태풍 차바의 외력지속시간이 짧아서 니티난 결과인지 여부는 양빈후 

해빈의 안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섯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

후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만성리 해빈에서 행해진 구조물의 설치 효과 및 양빈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발표자: 전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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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와 같이 양 끝 단이 Headland 로 막힌 포켓형 모래해안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해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해 파랑 관측자료, 폭풍 전·후의 지형관측 자료, 그리고 네덜란드 Deltares 에서 개발
한 XBeach 모델을 활용하여 폭풍 시 포켓해안에서 발생하는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 해역인 해운대 해수욕장은 1.4 km의 사질해안으로 연간 이용객이 1,500만명에 이르
는 국내 제 1 의 해수욕장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운대 전면 수심 약 23m 지점에 AWAC 
(Acoustic Wave and Current)를 2013 년 11 월부터 계류하여 외해에서 입사하는 파랑을 관측하고 있다. 
파랑 관측 결과를 분석해보면, 2014 년 여름철 해운대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총 4 건 (너구리, 나크리, 할롱 
및 봉퐁)으로 파향은 각 태풍의 진로에 의해 S 계열 및 E 계열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파랑에 의
해 발생하는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수치모의 하기 위해 해안선 수직 방향으로 총 27 개의 
라인을 설정하여 관측을 수행하였다. 지형 관측은 지상의 경우에는 DGPS (Digit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해상의 경우에는 SBES (Single Beam Echo Sound)를 활용하였다. 관측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양빈을 실시하기 전·후와 폭풍 후에 수행하여 폭풍에 의한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 공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굴절법 탐사 (Seismic Refraction 
Survey)를 수행하였다. 굴절법 탐사란, 탄성파를 이용하여 지층의 공간 분포(암반, 모래층 또는 진흙)등을 
파악하는 탐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 개의 기선을 따라 굴절법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서측의 모래층은 두터우며 동측은 암반과 모래가 공존함을 파악하였다. 2 차원 지형변화 모델인 
XBeach 는 폭풍과 같은 고파랑 조건 시 평균 해수면 위에서 위치한 사구에서의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를 정
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네덜란드 Deltares 사에서 개발되었다. 특히, 폭풍 시 사구에서 발생하는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는 단주기 파랑보다는 너울과 같은 장주기 파랑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인 파랑에너지 평균
방정식으로는 이를 예측하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XBeach 모델은 이를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 단
주기파랑의 경우에는 파랑에너지 평균방정식, 장주기 파랑의 경우에는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활용하여 파랑, 
흐름,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를 연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Curvilnear Grid 를 활용하여 격자체계를 구축하였
으며, 외해에서 관측된 AWAC 의 자료의 파랑 통계치 (유의파고, 유의파 주기, 첨두 파향 및 Spreading)을 
이용하여 Jonswap 스펙트럼을 생성한 후, 이를 수치모델의 파랑경계조건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굴절법탐
사를 통해 관측한 모래층의 두께를 XBeach 모델의 non-erodible layer 기능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가용
한 모래층의 두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를 연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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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제가 설치된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년 태풍 차바 내습에 의한 해빈변화

박일흠 정승명

만성리 해수욕장의 해역은 2016년 10월 5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 외해

역 정점 W1에서 관측된 유의파고는 5.2m, 최대파고는 5.8m, 유의주기 16.5초 그리고 주파향은 SE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잠제배후의 정점 W2에서 관측된 유의파고는 3.2m, 최대파고는 4.6m이었는데, W1의 파고

가 W2에서 21~38% 정도 감쇠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 태풍이 내습하면서 폭풍해일(Storm Surge)이 발

생하였는데, 외해역의 정점 W1에서 최대 80cm 그리고 내해역의 정점 W2에서 최대 120cm 정도의 수위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잠제 배후의 정점 W2의 경우 평균유속은 하계에 4.0~6.0cm/s 그리고 추계에 4.5~ 

6.3cm/s 이었지만, 2016년 10월 5일 내습한 태풍 차바 등의 영향으로 해빈류로 기대되는 거의 북향의 최

대유속 51.3~74.3cm/s의 강한 흐름이 관측되었다.

일반적으로 태풍과 같은 고파랑이 내습하면 해안선이 후퇴하고 해상상태가 정온해지면 다시 해안선이 

전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만성리 해빈은 이번 태풍 차바 내습 직후에 오히려 해안선이 전진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에 내습한 태풍 차바는 그 최대파고가 5.8m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편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진행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만성리 해안에 영향을 미친 시간이 다른 태풍에 비해 짧았던 특징이 있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만성리 해안에서 태풍전후 해안선이 전진한 것은 양빈된 후빈과 전빈역의 해저질

이 태풍시 고파랑의 영향으로 외빈역으로 이동되어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설치된 잠제와 도류제 등의 

영향으로 주변 외빈역의 해저질이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고 고파랑이 내습하면 내해역의 모래가 외해역으로 이동하여 해빈의 총체적량이 감소하고 해상상

태가 정온해지면 다시 외해역의 모래가 내해역으로 이동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6년 10월 5일 최대유의파고 5m에 달하는 강력한 태풍 차바가 만성리 해안에 내습하였음에도 해빈 총

체적량은 태풍내습전에 비하여 불과 0.4%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해안선이 크게 후퇴되지 않고 

오히려 전진한 것과 같은 유사한 결과로서, 이렇게 강한 외력에도 해빈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나 이유가 

잠제설치에 따른 효과인지 아니면 태풍 차바의 외력지속시간이 짧아서 니티난 결과인지 여부는 양빈후 

해빈의 안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섯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

후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만성리 해빈에서 행해진 구조물의 설치 효과 및 양빈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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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와 같이 양 끝 단이 Headland 로 막힌 포켓형 모래해안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해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해 파랑 관측자료, 폭풍 전·후의 지형관측 자료, 그리고 네덜란드 Deltares 에서 개발
한 XBeach 모델을 활용하여 폭풍 시 포켓해안에서 발생하는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 해역인 해운대 해수욕장은 1.4 km의 사질해안으로 연간 이용객이 1,500만명에 이르
는 국내 제 1 의 해수욕장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운대 전면 수심 약 23m 지점에 AWAC 
(Acoustic Wave and Current)를 2013 년 11 월부터 계류하여 외해에서 입사하는 파랑을 관측하고 있다. 
파랑 관측 결과를 분석해보면, 2014 년 여름철 해운대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총 4 건 (너구리, 나크리, 할롱 
및 봉퐁)으로 파향은 각 태풍의 진로에 의해 S 계열 및 E 계열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파랑에 의
해 발생하는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수치모의 하기 위해 해안선 수직 방향으로 총 27 개의 
라인을 설정하여 관측을 수행하였다. 지형 관측은 지상의 경우에는 DGPS (Digit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해상의 경우에는 SBES (Single Beam Echo Sound)를 활용하였다. 관측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양빈을 실시하기 전·후와 폭풍 후에 수행하여 폭풍에 의한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 공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굴절법 탐사 (Seismic Refraction 
Survey)를 수행하였다. 굴절법 탐사란, 탄성파를 이용하여 지층의 공간 분포(암반, 모래층 또는 진흙)등을 
파악하는 탐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 개의 기선을 따라 굴절법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서측의 모래층은 두터우며 동측은 암반과 모래가 공존함을 파악하였다. 2 차원 지형변화 모델인 
XBeach 는 폭풍과 같은 고파랑 조건 시 평균 해수면 위에서 위치한 사구에서의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를 정
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네덜란드 Deltares 사에서 개발되었다. 특히, 폭풍 시 사구에서 발생하는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는 단주기 파랑보다는 너울과 같은 장주기 파랑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인 파랑에너지 평균
방정식으로는 이를 예측하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XBeach 모델은 이를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 단
주기파랑의 경우에는 파랑에너지 평균방정식, 장주기 파랑의 경우에는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활용하여 파랑, 
흐름,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를 연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Curvilnear Grid 를 활용하여 격자체계를 구축하였
으며, 외해에서 관측된 AWAC 의 자료의 파랑 통계치 (유의파고, 유의파 주기, 첨두 파향 및 Spreading)을 
이용하여 Jonswap 스펙트럼을 생성한 후, 이를 수치모델의 파랑경계조건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굴절법탐
사를 통해 관측한 모래층의 두께를 XBeach 모델의 non-erodible layer 기능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가용
한 모래층의 두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모래이동 및 지형변화를 연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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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연안침식이 심화 확산 중이며 특히 동해안 침식은 심각 수준에 이르러 주요 매스컴이 집중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우리나라 연안침식 대부분의 원인은 무분별한 해안

개발이었으나 최근 고파랑 내습빈도가 계절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침식피해가 발생하

는 등 기후변화영향이 감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연안침식 최적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은 기관주요사업으로서 연안침식저감 원천기술 개발 을 수행 중

이며 동해안 침식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원인 동해연구소에 동해연안침식연구실 을 

년 월에 신설하였다

본 논문은 기관주요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파랑 저면고 연속관측기와 천해역 간접측

심기법 기법 및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현재 관측결과를 분석중인 동계 후정해

안 포말대 쇄파대 정밀관측을 소개한다

16-17 동계 후정해안 정밀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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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지역 파랑 예측시스템 구축 및 검증

박종숙 손고은 강기룡 강현석

기상청에서는 해상의 파랑 예측을 위한 세대 파랑 수치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을 근간으로 전지구 해양에 적용한 전구 파랑 예측시스템 동북아시아 해양에 

적용한 지역 파랑 예측시스템 그리고 한반도 연안의 상세한 예보를 위해서 국지연안 파랑 예측

시스템 을 슈퍼컴 호기에서 현업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예측은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를 가

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앙상블 예측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앙상블 예측 시스템의 목적

은 모델 초기조건의 차이 모수화 과정 모형의 경계조건에서의 오차 등으로 발생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

하는 것이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기상청의 전지구 확률예측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앙상블 지역 파랑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슈퍼컴퓨터 호기

에서 시험 운영 중에 있다

앙상블 예측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검증요소는 앙상블 예보 평균의 오차 과 앙상블 스프레드를 

비교하는 것이다 앙상블 평균의 오차는 앙상블 평균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제곱근한  값이고 스프레

드는 앙상블 평균에 대한 각 앙상블 멤버들의 표준편차이다 앙상블 멤버의 수가 무한하다고 가정하면 

이론적으로 앙상블 멤버들의 스프레드와 앙상블 평균 오차는 같아야한다 일 예측에서의 앙상블 스프레

드와 비교 결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확률예보를 위한 앙상블 지역 파랑예측시스템의 기본

적인 예측 성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앙상블 스프레드를 검증하기 위하여 순위 히스토

그램을 분석하였다 순위 히스토그램은 앙상블 멤버들을 크기별로 나열한 후 관측값을 해당되는 순위에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앙상블 스프레드의 모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앙상블 멤버

는 개 이므로 순위는 개로 구성되며 히스토그램의 형태가 평평할수록 좋은 스프레드라 할 수 있다

개월 동안의 순위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월 은 비교적 평평한 히스토그램을 보여 스프레

드의 편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년 월부터 년 월까지는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

로 편향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즉 실제 해상상태보다 모델의 스프레드가 전체적으로 과소 모의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파랑모델에서의 계수를 조정하여 가을과 겨울철에 나타난 

과소 모의 경향을 개선하였다 또한 파랑 문턱값 본 연구에서는 유의파고 등 에 다양한 확률예측에 

대한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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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ADV: Acoustic Current Meter
SPHINX: Integrated BB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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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지역 파랑 예측시스템 구축 및 검증

박종숙 손고은 강기룡 강현석

기상청에서는 해상의 파랑 예측을 위한 세대 파랑 수치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을 근간으로 전지구 해양에 적용한 전구 파랑 예측시스템 동북아시아 해양에 

적용한 지역 파랑 예측시스템 그리고 한반도 연안의 상세한 예보를 위해서 국지연안 파랑 예측

시스템 을 슈퍼컴 호기에서 현업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예측은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를 가

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앙상블 예측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앙상블 예측 시스템의 목적

은 모델 초기조건의 차이 모수화 과정 모형의 경계조건에서의 오차 등으로 발생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

하는 것이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기상청의 전지구 확률예측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앙상블 지역 파랑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슈퍼컴퓨터 호기

에서 시험 운영 중에 있다

앙상블 예측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검증요소는 앙상블 예보 평균의 오차 과 앙상블 스프레드를 

비교하는 것이다 앙상블 평균의 오차는 앙상블 평균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제곱근한  값이고 스프레

드는 앙상블 평균에 대한 각 앙상블 멤버들의 표준편차이다 앙상블 멤버의 수가 무한하다고 가정하면 

이론적으로 앙상블 멤버들의 스프레드와 앙상블 평균 오차는 같아야한다 일 예측에서의 앙상블 스프레

드와 비교 결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확률예보를 위한 앙상블 지역 파랑예측시스템의 기본

적인 예측 성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앙상블 스프레드를 검증하기 위하여 순위 히스토

그램을 분석하였다 순위 히스토그램은 앙상블 멤버들을 크기별로 나열한 후 관측값을 해당되는 순위에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앙상블 스프레드의 모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앙상블 멤버

는 개 이므로 순위는 개로 구성되며 히스토그램의 형태가 평평할수록 좋은 스프레드라 할 수 있다

개월 동안의 순위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월 은 비교적 평평한 히스토그램을 보여 스프레

드의 편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년 월부터 년 월까지는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

로 편향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즉 실제 해상상태보다 모델의 스프레드가 전체적으로 과소 모의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파랑모델에서의 계수를 조정하여 가을과 겨울철에 나타난 

과소 모의 경향을 개선하였다 또한 파랑 문턱값 본 연구에서는 유의파고 등 에 다양한 확률예측에 

대한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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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통한 증심공법 적용시 중력식 안벽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한인숙 오명학 권오순 장인성

1. 서론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항만시설의 기능고도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 항만

시설에서 대형 선박의 접안을 위한 필요 수심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안벽 구조물 전면부 하부를 소정의 깊이로 

굴착하는 증심을 통해 필요수심을 확보하는 증심공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력식 안벽 구조물에서 증심을 위해서는 하부 마운드의 굴착이 필요하다 중력식 안벽 구조물의 증심은 안벽 구

조물 전면의 사석 굴착 그라우팅 등을 통한 안벽 하부 보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증심 시공은 그라우팅 보강을 위

한 천공 후 그라우팅 주입 사석 굴착 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존 공법

은 천공과 그라우팅 공정에서 안벽의 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부하중을 추가로 지지하게 되면 그라우팅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심 시공 시 안전성과 시공효율성을 위하여 차원 구속효과를 이용한 순차적 분할식 마운

드 굴착공법을 제안하였다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공법은 안벽의 전면 사석을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의 폭으로 

국부 수중 굴착한 이후에 콘크리트 블록이나 말뚝 등으로 전면판을 형성하여 보강한 후 전면 보강판을 통한 내부 천

공 및 그라우팅 주입을 통해 높은 품질의 보강과 안벽하부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증

심 공법 적용시 안벽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굴착 폭 및 순차적 굴착과 보강의 단계적 시공에 따른 안벽 구조물의 변위 평가를 

하였다

2. 해석단면 및 조건

수치해석에 사용된 해석 단면은 울산 신항 남항부두 단면으로 케이슨 안벽 구조물이다 남항 부두의 현재 수심은 

사석 마운드를 기준으로 이다 은 울산 남항 부두 단면과 의 유한요소 차원 를 나타낸 것

이다 해당 단면에 대해서 케이슨 안벽 하부의 사석 마운드를 깊이로 굴착하는 증심 조건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은 굴착 폭에 따른 안벽의 거동과 시공 단계별 안벽의 거동을 평가하는 두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첫 번

째 수치해석에서 굴착 폭을 변수로 설정하고 폭에 따른 안벽의 거동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수치해석에서는 앞서 수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책임연구원 

치해석으로 평가한 굴착 폭으로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 공법을 모사할 경우 각 단계에서 안벽의 거동을 살펴보

고 시공 시 안벽의 안정성 확보를 평가하였다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물성치를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와 강관은 탄성 모델을 사용하였고

지반은 탄소성 모델인 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케이슨과 기초 사석 뒷채움 사석 간의 접촉조건

은 설정하지 않았고 구조물 상단면에 가 상재하중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a. Original sectional view b. Mesh construction

Fig 1. Design section of quay wall(Ulsan Port)

Table 1. General properties and soil materials.

Case
포화단위중량

(kN/m3)
습윤단위중량

(kN/m3)
점착력

C(kN/m2)
내부마찰각

Φ (°)
탄성계수
E(kN/m3)

포아송비 적용모델

케이슨 24.5 24.5 27,000,000 - 27.0E+06 0.16

Elastic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

28.3 - - - 3.0E+08 0.20

기초사석 20.0 18.0 - 40 5.0E+05 0.30

Mohr 
Coulomb

뒷채움사석 20.0 18.0 - 40 5.0E+05 0.30
필터사석 20.0 18.0 - 40 5.0E+05 0.30

CGS 23.0 23.0 666.67 - 24.0E+06 0.20
실트질모래 20.72 18.0 - 40 1.7E+04 0.30

연암 21.0 21.0 40.0 33 3.0E+05 0.30

3.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3.1. 굴착 폭에 따른 변위 평가 
굴착 폭에 따른 변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재하중 작용 시 굴착 폭 에 대하여 차

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해석에서는 굴착만을 고려하였고 그라우팅 보강은 적용하지 않았다 항만 및 어항 설

계 기준 에 의하면 안벽 구조물의 허용 수평 변위는 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구조물의 안정

성을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에서 보듯이 굴착 깊이가 이고 폭이 일 때 안벽 상단의 변위가 약 이내로 

나타나면서 안정화되었다 동일한 굴착 깊이에 굴착 폭 일 때 안벽의 상단 변위는 를 약간 초과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굴착 폭 에서 해석이 수렴하지 못하고 소성파괴가 일어났다 허용 수평변위를 고려한 굴착 폭은 

미만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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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전면의 사석 굴착 그라우팅 등을 통한 안벽 하부 보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증심 시공은 그라우팅 보강을 위

한 천공 후 그라우팅 주입 사석 굴착 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존 공법

은 천공과 그라우팅 공정에서 안벽의 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부하중을 추가로 지지하게 되면 그라우팅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심 시공 시 안전성과 시공효율성을 위하여 차원 구속효과를 이용한 순차적 분할식 마운

드 굴착공법을 제안하였다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공법은 안벽의 전면 사석을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의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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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그라우팅 주입을 통해 높은 품질의 보강과 안벽하부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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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굴착 폭 및 순차적 굴착과 보강의 단계적 시공에 따른 안벽 구조물의 변위 평가를 

하였다

2. 해석단면 및 조건

수치해석에 사용된 해석 단면은 울산 신항 남항부두 단면으로 케이슨 안벽 구조물이다 남항 부두의 현재 수심은 

사석 마운드를 기준으로 이다 은 울산 남항 부두 단면과 의 유한요소 차원 를 나타낸 것

이다 해당 단면에 대해서 케이슨 안벽 하부의 사석 마운드를 깊이로 굴착하는 증심 조건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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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은 굴착 폭에 따른 안벽의 거동과 시공 단계별 안벽의 거동을 평가하는 두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첫 번

째 수치해석에서 굴착 폭을 변수로 설정하고 폭에 따른 안벽의 거동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수치해석에서는 앞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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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석으로 평가한 굴착 폭으로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 공법을 모사할 경우 각 단계에서 안벽의 거동을 살펴보

고 시공 시 안벽의 안정성 확보를 평가하였다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물성치를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와 강관은 탄성 모델을 사용하였고

지반은 탄소성 모델인 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케이슨과 기초 사석 뒷채움 사석 간의 접촉조건

은 설정하지 않았고 구조물 상단면에 가 상재하중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a. Original sectional view b. Mesh construction

Fig 1. Design section of quay wall(Ulsan Port)

Table 1. General properties and soil materials.

Case
포화단위중량

(kN/m3)
습윤단위중량

(kN/m3)
점착력

C(kN/m2)
내부마찰각

Φ (°)
탄성계수
E(kN/m3)

포아송비 적용모델

케이슨 24.5 24.5 27,000,000 - 27.0E+06 0.16

Elastic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

28.3 - - - 3.0E+08 0.20

기초사석 20.0 18.0 - 40 5.0E+05 0.30

Mohr 
Coulomb

뒷채움사석 20.0 18.0 - 40 5.0E+05 0.30
필터사석 20.0 18.0 - 40 5.0E+05 0.30

CGS 23.0 23.0 666.67 - 24.0E+06 0.20
실트질모래 20.72 18.0 - 40 1.7E+04 0.30

연암 21.0 21.0 40.0 33 3.0E+05 0.30

3.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3.1. 굴착 폭에 따른 변위 평가 
굴착 폭에 따른 변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재하중 작용 시 굴착 폭 에 대하여 차

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해석에서는 굴착만을 고려하였고 그라우팅 보강은 적용하지 않았다 항만 및 어항 설

계 기준 에 의하면 안벽 구조물의 허용 수평 변위는 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구조물의 안정

성을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에서 보듯이 굴착 깊이가 이고 폭이 일 때 안벽 상단의 변위가 약 이내로 

나타나면서 안정화되었다 동일한 굴착 깊이에 굴착 폭 일 때 안벽의 상단 변위는 를 약간 초과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굴착 폭 에서 해석이 수렴하지 못하고 소성파괴가 일어났다 허용 수평변위를 고려한 굴착 폭은 

미만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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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rizontal displacement of quay wall at each 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굴착 폭(m) 2.0 4.0 6.0 8.0

안벽 수평변위(m) -0.0700 -0.0966 -0.1030 소성파괴

3.2. 시공 단계별 변위 평가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 공법은 선 굴착 후 보강이 이루어지므로 안벽의 변위가 확보되지 못하면 연속 굴착을 

할 수 없다 굴착 폭을 시공 단계별로 적용하여 최종 폭을 까지 굴착 할 경우 시공 순서에 따른 안벽의 변

위를 수치해석으로 평가하였다

시공 순서는 기초 사석을 깊이 폭 만큼 선 굴착을 한 후 전면판을 설치하고 케이슨 하부를 그라우팅

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전면판은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말뚝 물성치를 사용하였고 그라우팅은 일반 기초 보강용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해서 굴착 폭이 가 될 때까지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안벽

의 변위 거동을 살펴보았다 각 단계별로 변위 거동을 살펴본 결과 에서 보듯이 안벽의 허용 수평변위 약 

정도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공 단계에 따른 안벽의 변위 거동은 와 같다 수치해석 결과 순

차적 분할식 시공공정 적용 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 Step 1 b. Step 2   c. Step 3

e. Step 5d. Step 4

        

Fig. 2. Result of the sequential excavation method

Table 3. Analysis results of each step

Step 시공 내용 변위(m)
Step 1 폭 6.0m 굴착 -0.1030
Step 2 전면판 설치 및 천공 후 그라우팅, 폭 12.0m 굴착 -0.1043
Step 3 전면판 설치 및 천공 후 그라우팅 -0.1042
Step 4 인접 구간 18.0m 굴착 -0.1063
Step 5 전면판 설치 및 천공 후 그라우팅 -0.1056

4. 결론

차원 구속 효과를 고려한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공법을 적용한 중력식 안벽의 안정성을 수치해석으로 평가

하였다 안벽의 변위를 고려한 굴착 폭의 수치해석 평가 결과 상재하중 재하 시 굴착 폭 미만에서는 전

면판 설치나 그라우팅 보강 없이 안벽 허용 수평변위 내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단계를 모사한 연속 굴착 해석에서도 안벽은 수평 허용변위 이내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에서는 허용 변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적정 굴착 폭은 미만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중력식 안벽 

증심 시 차원 구속효과를 고려한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공법이 안정성을 확보한 공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자원순환형 항만을 위한 안벽 성능 향상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권오순, 황성춘, 박우선 (2000) 케이슨식 안벽의 내진보강 성능 평가 – 수치해석적 측면에서, 한국지
반공학회논문집, 16(4), 129-139.

해양수산부 (2014),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Mizutani, T., Morikawa, Y., Watabe, Y., Kikuchi, Y., Gouda, K., Kato, S., and Ogasawara, T. (2013), 

Study on New Construction Method for Deepening Caisson-Type Quay Wal, Port and Airport Research 
Institute, Japan.

48



Table 2. Horizontal displacement of quay wall at each 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굴착 폭(m) 2.0 4.0 6.0 8.0

안벽 수평변위(m) -0.0700 -0.0966 -0.1030 소성파괴

3.2. 시공 단계별 변위 평가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 공법은 선 굴착 후 보강이 이루어지므로 안벽의 변위가 확보되지 못하면 연속 굴착을 

할 수 없다 굴착 폭을 시공 단계별로 적용하여 최종 폭을 까지 굴착 할 경우 시공 순서에 따른 안벽의 변

위를 수치해석으로 평가하였다

시공 순서는 기초 사석을 깊이 폭 만큼 선 굴착을 한 후 전면판을 설치하고 케이슨 하부를 그라우팅

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전면판은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말뚝 물성치를 사용하였고 그라우팅은 일반 기초 보강용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해서 굴착 폭이 가 될 때까지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안벽

의 변위 거동을 살펴보았다 각 단계별로 변위 거동을 살펴본 결과 에서 보듯이 안벽의 허용 수평변위 약 

정도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공 단계에 따른 안벽의 변위 거동은 와 같다 수치해석 결과 순

차적 분할식 시공공정 적용 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 Step 1 b. Step 2   c. Step 3

e. Step 5d. Step 4

        

Fig. 2. Result of the sequential excavation method

Table 3. Analysis results of each step

Step 시공 내용 변위(m)
Step 1 폭 6.0m 굴착 -0.1030
Step 2 전면판 설치 및 천공 후 그라우팅, 폭 12.0m 굴착 -0.1043
Step 3 전면판 설치 및 천공 후 그라우팅 -0.1042
Step 4 인접 구간 18.0m 굴착 -0.1063
Step 5 전면판 설치 및 천공 후 그라우팅 -0.1056

4. 결론

차원 구속 효과를 고려한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공법을 적용한 중력식 안벽의 안정성을 수치해석으로 평가

하였다 안벽의 변위를 고려한 굴착 폭의 수치해석 평가 결과 상재하중 재하 시 굴착 폭 미만에서는 전

면판 설치나 그라우팅 보강 없이 안벽 허용 수평변위 내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단계를 모사한 연속 굴착 해석에서도 안벽은 수평 허용변위 이내에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에서는 허용 변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적정 굴착 폭은 미만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중력식 안벽 

증심 시 차원 구속효과를 고려한 순차적 분할식 마운드 굴착공법이 안정성을 확보한 공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자원순환형 항만을 위한 안벽 성능 향상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권오순, 황성춘, 박우선 (2000) 케이슨식 안벽의 내진보강 성능 평가 – 수치해석적 측면에서, 한국지
반공학회논문집, 16(4), 129-139.

해양수산부 (2014),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Mizutani, T., Morikawa, Y., Watabe, Y., Kikuchi, Y., Gouda, K., Kato, S., and Ogasawara, T. (2013), 

Study on New Construction Method for Deepening Caisson-Type Quay Wal, Port and Airport Research 
Institute, Japan.

49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적도 태평양 도서국의 파랑 출현 특성 고찰

강원도 고성과 키리바시 해역의 비교 

강윤구 이용기 안승현 김병호

최근 적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 및 원조사업이 추진되며 다양한 해양 항만 관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파랑출현특성 등을 분석하여 현지의 시공 및 작업여건은 충분히 검토 하고 

있지 않고 국내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회 키리바시를 대상으로 파랑 출현 

특성을 분석하여  적도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략적인 파랑 출현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동해안 파랑 출

현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가이드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적도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파랑자료를 구득하기 쉽지 않으므로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

의 산하기관인 기후환경예측센터

에서 제공하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의 장기 파랑 추산데이터

시간 간격의 파고 주기 파향자료 를 이용하여 키리바시 타라와섬의 지점 동해안 고

성의 지점 에 대한 파랑출현 특성을 분석 고찰하였다

년간의 파고 분포는 고성의 경우 평균 최대 의 파고분포를 나타내며 타라와의 경우는 평

균 최대 로 나타나 국내에 비해 평균파고는 높지만 파고에 변동폭이 작아 파력발전 등에는 유

리하나 해상작업 및 정온도 확보에는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파향별 출현빈도 특성은 고성의 경우 최대파 출현 파향과 최대출현율은 방향으로 같으며 파향별 

최대파고와 출현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타라와의 경우 최대파고는 최대출현율은 파향

으로 서로 상이하며 파향별 최대파고와 출현율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고성의 경우 평상시와 이상

시의 주파향이 유사하나 타라와는 평상시와 이상시의 파향이 상이하여 해상작업 및 정온도 확보에 대해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고 주기출현 특성은 고성의 경우 파고 미만의 파랑이 전체의 이며 주기는 사이에

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고 최대주기는 이며 타라와는 파고 미만의 파랑이 전체의 

이며 주기는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최대주기는 이다 타라와는 고성에 비해 비

교적 파고가 크고 주기가 긴 파향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도 태평양 도서국의 파랑 출현 특성은 국내와 상이하며 작업일수 설계파고 선정 등 검토목

적에 적합한 대표파 선정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많은 지점의 분석 및 파고 주기와의 관

계 추가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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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한 태풍 수치 모의 차바

김호진 허기영 권재일 박광순

년 제 호 태풍 차바 는 월 일 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통과해 월 

일 소멸한 열대 저기압이다 이례적으로 월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으로 월 달 우리나라에 영향

을 미친 태풍들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다 상륙 시 최대 풍속은 최대 순간 풍속은 

중심 기압은 이었다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제주 여수 통영 창원 부산 울산 등의 도시에

서 산사태 가구 침수 차량 침수 낙과 낙곡 도복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명의 사망자와 명의 

실종자의 인명피해 까지 발생 하였다 태풍 차바가 발생한 후 월 일 시까지 진로를 제대로 예측하

지 못하였다 이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정체를 수치모델들이 정확히 모의해내지 못함에 따른 것

으로 만조 시간과 상륙시간이 겹쳐 침수 피해가 극대화 되었다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은 해양기상예측모델로 

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는 태풍의 진로 및 강도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 

와 

에서 공동 개발되었고 에서 현업 예보에 사용하고 있는 

를 에 적용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는 대기 해양 접합모델로

서 의 다이나믹 코

어를 대기모델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양 모델은 

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태풍 중심을 따라가는 고해상도의 

격자를 사용하며 대기 해양의 전구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경계조건을 생성한다 태풍의 중

심은 저층 순환의 파라미터들에 의해 정의되는데 의 는 수치 모형의 결과로 태풍의 

중심을 정확히 설정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는 태풍 규모에 맞는 물

리 대류 적운 경계층 지표 모수화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 되어 예측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년 공개 

된 버전에서부터 북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대기 해양 접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 파랑 모형인 와의 접합이 이루어 질 예정

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의 태풍 모의 성능이 입증 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일 예

측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태풍 차바의 사례로 태풍의 경로 강도 및 그에 따른 해상상태의 결과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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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적도 태평양 도서국의 파랑 출현 특성 고찰

강원도 고성과 키리바시 해역의 비교 

강윤구 이용기 안승현 김병호

최근 적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 및 원조사업이 추진되며 다양한 해양 항만 관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파랑출현특성 등을 분석하여 현지의 시공 및 작업여건은 충분히 검토 하고 

있지 않고 국내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회 키리바시를 대상으로 파랑 출현 

특성을 분석하여  적도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략적인 파랑 출현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동해안 파랑 출

현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가이드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적도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파랑자료를 구득하기 쉽지 않으므로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

의 산하기관인 기후환경예측센터

에서 제공하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의 장기 파랑 추산데이터

시간 간격의 파고 주기 파향자료 를 이용하여 키리바시 타라와섬의 지점 동해안 고

성의 지점 에 대한 파랑출현 특성을 분석 고찰하였다

년간의 파고 분포는 고성의 경우 평균 최대 의 파고분포를 나타내며 타라와의 경우는 평

균 최대 로 나타나 국내에 비해 평균파고는 높지만 파고에 변동폭이 작아 파력발전 등에는 유

리하나 해상작업 및 정온도 확보에는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파향별 출현빈도 특성은 고성의 경우 최대파 출현 파향과 최대출현율은 방향으로 같으며 파향별 

최대파고와 출현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타라와의 경우 최대파고는 최대출현율은 파향

으로 서로 상이하며 파향별 최대파고와 출현율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고성의 경우 평상시와 이상

시의 주파향이 유사하나 타라와는 평상시와 이상시의 파향이 상이하여 해상작업 및 정온도 확보에 대해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고 주기출현 특성은 고성의 경우 파고 미만의 파랑이 전체의 이며 주기는 사이에

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고 최대주기는 이며 타라와는 파고 미만의 파랑이 전체의 

이며 주기는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최대주기는 이다 타라와는 고성에 비해 비

교적 파고가 크고 주기가 긴 파향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도 태평양 도서국의 파랑 출현 특성은 국내와 상이하며 작업일수 설계파고 선정 등 검토목

적에 적합한 대표파 선정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많은 지점의 분석 및 파고 주기와의 관

계 추가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세광종합기술단 해안ㆍ항만방재연구소 / 연구소장 / kang_kwon@naver.com

2 발표자 : 세광종합기술단 해안ㆍ항만방재연구소 / 선임연구원 / mirter@empas.com

3 세광종합기술단 해안ㆍ항만방재연구소 / 선임연구원 / coolidang@naver.com

4 세광종합기술단 해안ㆍ항만방재연구소 / 연구원 / jaeyukk@daum.net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모형을 이용한 태풍 수치 모의 차바

김호진 허기영 권재일 박광순

년 제 호 태풍 차바 는 월 일 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통과해 월 

일 소멸한 열대 저기압이다 이례적으로 월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으로 월 달 우리나라에 영향

을 미친 태풍들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다 상륙 시 최대 풍속은 최대 순간 풍속은 

중심 기압은 이었다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제주 여수 통영 창원 부산 울산 등의 도시에

서 산사태 가구 침수 차량 침수 낙과 낙곡 도복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명의 사망자와 명의 

실종자의 인명피해 까지 발생 하였다 태풍 차바가 발생한 후 월 일 시까지 진로를 제대로 예측하

지 못하였다 이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정체를 수치모델들이 정확히 모의해내지 못함에 따른 것

으로 만조 시간과 상륙시간이 겹쳐 침수 피해가 극대화 되었다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은 해양기상예측모델로 

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는 태풍의 진로 및 강도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 

와 

에서 공동 개발되었고 에서 현업 예보에 사용하고 있는 

를 에 적용해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는 대기 해양 접합모델로

서 의 다이나믹 코

어를 대기모델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양 모델은 

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태풍 중심을 따라가는 고해상도의 

격자를 사용하며 대기 해양의 전구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경계조건을 생성한다 태풍의 중

심은 저층 순환의 파라미터들에 의해 정의되는데 의 는 수치 모형의 결과로 태풍의 

중심을 정확히 설정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는 태풍 규모에 맞는 물

리 대류 적운 경계층 지표 모수화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 되어 예측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년 공개 

된 버전에서부터 북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대기 해양 접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 파랑 모형인 와의 접합이 이루어 질 예정

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의 태풍 모의 성능이 입증 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일 예

측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태풍 차바의 사례로 태풍의 경로 강도 및 그에 따른 해상상태의 결과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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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경사제의 월파량 수리 및 수치 실험 결과의 상관성

안석진 이종인 이창훈

1. 서론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추계 춘계에 비교적 주기긴 고파가 빈번히 내습하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

다 년 이후 동해안 너울성 고파의 내습으로 인한 연평균 재산피해규모는 백억 원을 상회하며 해상 및 해안에서 

사망·실종된 사람은 여명에 달한다 동해안의 고파는 연안의 

기상악화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해 먼 바다에서 생성된 파랑이 연안까지 전파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동해는 

한반도 중국 및 러시아 대륙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하는 큰 호수 형태의 지형으로서 태평양 및 동중국해를 통해 전

파하는 파랑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동해안의 고파는 대부분 동해상의 기상조건에 의해 발생하며 동해상의 시·공

간적인 기상자료를 이용하면 동해 전역의 파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기상자료를 이용한 해상 파랑 예측시스템은 국내·외 많은 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연안 파랑예

보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기상청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서는 전 지구 또는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기상예측결과를 이용한 파랑예측을 수행하고 있

고 웹 또는 서버를 통해 예측결과를 제공한다

해상에서의 조업 또는 작업시 발생하는 피해는 파랑 예측결과를 이용한 예보 및 특보를 통해 저감할 수 있다 그러

나 방파제 호안 해변 등 연안에서의 위험도는 파랑정보만을 이용하여 예측하기 어렵다 연안 구조물 주변에서의 위

험도 예측을 위해서는 파랑에 의한 월파고 월파유속 등을 고려해야 하며 파랑예측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월파 위

험도 예측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조물의 월파를 재현하는 방법으로는 수리모형실험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최

근에는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차원 방정식을 이용한 수치모형실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간 월파예측에 직접 활용하기 어렵고 수치모형실험의 경

우 해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실험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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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월파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모형을 이용하여 월파 재현성을 검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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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월파예측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안 고파로 인한 피해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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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파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불규칙파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유의파고 

이고 유의주기는 범위에서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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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sketch of wave flume.

Fig. 2. Schematic sketch of rubble-mound breakwater.

3. 월파량 검증

모형을 이용한 월파 재현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검증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리모형실험은 

축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치모형실험은 격자간격 및 시간간격 등을고려하여 실험 제원을 실제 스케일로 변환

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격자망은 최소격자간격 의 직교가변격자로 구성하였으며 모델 경계부근에 파장 이

상의 에너지감쇄구역을 지정하여 파랑의 재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실험파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불규칙파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수리모형실험과 동일한 

파랑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은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산출한 실험안 별 월파량이며 

는 각 방법 별 월파량 산정결과의 상관성 분석결과이다 수리 및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산출한 월파량의 상관계

수는 으로 상관성이 매우 높으며 경사식 방파제 구조물에 대한 모형의 월파 재현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Computational domain of CADMAS-SUR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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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wave overtopping rates.
Fig. 4. Correlation of wave overtopping rates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사식 방파제를 대상으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다양한 파랑 조건에서 월파량을 산정하였으

며 산정결과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모형의 월파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을 이

용하여 실해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건에 대한 수치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화 하게 되면 여러 기관에서 운

영되고 있는 파랑예측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월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를 활용한 월파 예측

시스템에 월파 유형에 따른 피해정도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연안 고파내습시 피해저감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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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경사제의 월파량 수리 및 수치 실험 결과의 상관성

안석진 이종인 이창훈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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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파제 호안 해변 등 연안에서의 위험도는 파랑정보만을 이용하여 예측하기 어렵다 연안 구조물 주변에서의 위

험도 예측을 위해서는 파랑에 의한 월파고 월파유속 등을 고려해야 하며 파랑예측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월파 위

험도 예측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조물의 월파를 재현하는 방법으로는 수리모형실험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최

근에는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차원 방정식을 이용한 수치모형실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간 월파예측에 직접 활용하기 어렵고 수치모형실험의 경

우 해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실험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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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월파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모형을 이용하여 월파 재현성을 검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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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모형실험

수리모형실험은 전남대학교의 폭 높이 길이 수조를 이용하였으며 해석단면은 동해안에서 방파제 

단면으로 가장 많이 설치된 일반적인 경사식 단면을 적용하였다 구조물의 설치 수심은 이며 해석단면의 피복

재 어깨폭 은 중간피복층 어깨폭 은 상치콘크리트 마루높이 는 피복재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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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파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불규칙파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유의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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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sketch of wave flume.

Fig. 2. Schematic sketch of rubble-mound breakwater.

3. 월파량 검증

모형을 이용한 월파 재현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검증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리모형실험은 

축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치모형실험은 격자간격 및 시간간격 등을고려하여 실험 제원을 실제 스케일로 변환

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격자망은 최소격자간격 의 직교가변격자로 구성하였으며 모델 경계부근에 파장 이

상의 에너지감쇄구역을 지정하여 파랑의 재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실험파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불규칙파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수리모형실험과 동일한 

파랑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은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산출한 실험안 별 월파량이며 

는 각 방법 별 월파량 산정결과의 상관성 분석결과이다 수리 및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산출한 월파량의 상관계

수는 으로 상관성이 매우 높으며 경사식 방파제 구조물에 대한 모형의 월파 재현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Computational domain of CADMAS-SURF model.

wave condition overtopping rate 
(m3/s/m) wave condition overtopping rate 

(m3/s/m)
Ts

(s)
Hs

(m) experiment numerical Ts

(s)
Hs

(m) experiment numerical

10.5
5.0 0.004 0.0001

15.0
5.0 0.017 0.021

6.0 0.025 0.018 6.0 0.094 0.103
7.0 0.059 0.076 7.0 0.246 0.257

12.0
5.0 0.012 0.005

16.5
5.0 0.055 0.040

6.0 0.063 0.047 6.0 0.201 0.153
7.0 0.139 0.157 7.0 0.325 0.359

13.5
5.0 0.021 0.010

18.0
5.0 0.073 0.045

6.0 0.107 0.064 6.0 0.243 0.172
7.0 0.199 0.215 7.0

Table 1. Comparison of wave overtopping rates.
Fig. 4. Correlation of wave overtopping rates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사식 방파제를 대상으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다양한 파랑 조건에서 월파량을 산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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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구온난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구온난화는 과거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인류가 지구온
난화로 인해 받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해수면 상승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발표한 4차 보고서(The fourth Assessment 
Report, AR4)에 따르면, 지난 1993-2003년까지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1961-2003년까지의 해수면 상승 
속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해안 구조물은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해수면 상승이 
해안 구조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랑특성(파고, 파장, 천수계수, 굴절계수 등)의 변
화율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해수면 상승 즉, 수심의 증가뿐만 아니라 파랑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파랑 자체의 변화는 심해파고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특
성(파고, 파장, 천수계수, 굴절계수 등)의 상대적 변화율을 수심과 심해파고의 변화율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
였다. 예를 들어 Shore Protection Manual에서 제시한 유의파고와 유의파 주기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유의
파 주기의 변화율은 심해파고의 변화율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기 전의 파의 특
성, 수심의 변화율, 그리고 심해파고의 변화율이 주어지면, 기후변화로 인한 파랑특성(파고, 파장, 천수계수, 
굴절계수 등)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수심이 증가하고 파고가 증가한
다. 그런데 수심과 파고가 모두 증가하여도, 수심의 변화율과 심해파고의 변화율의 크기 순서에 따라 파랑 
특성의 상대적 변화율에 있어서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다. 수심의 변화율이 심해파고의 변화율보다 큰 경우, 
굴절계수의 변화율은 1보다 크고 천수계수의 변화율은 파가 천해로 전파될수록 (수심이 얕아질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갖는다. 반대로 수심의 변화율이 심해파고의 변화율보다 큰 경우, 굴절계수의 변화율은 1보다 크
고 천수계수의 변화율은 파가 천해로 전파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특히 수심의 변화율과 심해파고
의 변화율이 같은 값을 갖는 경우에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는데, 무차원 계수인 천수계수와 굴절계수의 변
화율은 다른 변수와 상관없이 항상 1의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수심과 심해파고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
는 경우에 천수계수와 굴절계수는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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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은 파동역학의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를 확장한 강력한 코드이며
Ⓡ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수치계산의 목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를 제공하고 있다

의 기본방정식은 식에 기초하고 수치기법으로는 유한체적법을 적용하며 프로그램은 로 

코딩되어 운영체제에서 실행된다

본 연구는 을 이용하여 차원파동장의 불투과성잠제 주변에서 규칙파의 변형과 유속분포에 대해 각

각 기존의 실험결과 와의 비교 검토로부터 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한 

을 적용하여 파랑과 흐름의 상호작용을 해석한다 이는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던 분야이지만

파랑과 흐름과의 상호작용에만 국한되어 있고 파 흐름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원파동장하 잠제 주변에서 규칙파와 흐름공존장을 검토한다

2. 수치해석의 검증

 Kawasaki et al.(1998)의 실험결과와 비교∙검토
은 와 같은 일정수심   를 갖는 파동장에 설치된 높이 의 직사각형의 불투

과잠제에 규칙파를 작용시켜 잠제 주변에서 수위변동과 유속변동을 차원수리실험으로부터 측정하였다 수리실험

에 사용된 조파수조는 길이  폭  높이 이며 조파판에서 이격된 지점에 직사각형의 불투과잠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조파판 반대 쪽의 수조 끝단에는 반사파를 제어하기 위해 경사   의 감쇠영역을 설치하였다

입사파고는 규칙파로 수위 측정에서는 파고  주기 를 유속 측정에서는 파고  주기 를 적요

하였다 는 불투과잠제의 제원과 수위계와 유속계의 위치를 나타낸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수치조파수조의 크기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길이   파장 폭 를 적용하였고 불투과

잠제는 조파판으로부터  이격된 지점에 설치하였다 수위측정 시 ≈ 유속측정 시 ≈ 바닥경계

조건은 조건을 배후면과 양측면은 모두 감쇠영역을 적용하였으며 매쉬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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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에 사용된 수치조파수조의 크기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길이   파장 폭 를 적용하였고 불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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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총 매쉬갯수는 수위측정의 경우는 개 유속측정의 경우는 개이다 수치조파는  

를 사용하였으며 적용한 난류모델은 모델로 방정식이다

Fig. 1. An illustrative sketch of wave basin.

(a) Wave gauges location (b) Velocimeters location
Fig. 2. Dimension of submerged breakwater and measuring positions        
 of water surface elevation and velocity.

는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불투과잠제 주변에서 무차원수위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잠제 천단 상

에서부터 파형의 대칭성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잠제 배후에서는 비선형파가 강하게 발생한다 수치해석결과와 실

험결과를 비교하면 의 파곡 부분에서 변동 형상이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실험치에 유사한 정도의 대응성

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a) Point 1 (b) Point 2

(c) Point 3 (d) Point 4
Fig. 3. Comparison between simulated and measured water surface elevations.

(a) Point 1 (b) Point 2

(c) Point 3 (d) Point 4
Fig. 4. Comparison between simulated and measured x direction and y direction horizontal velocity.

 

 

Fig. 5. An illustrative sketch of wave basin.

Fig. 6. Dimension of submerged breakwater.

WCN WCF WCO
 0.075 m
 1.00 s

current velocity 0cm/s 5cm/s -5cm/s

Fig.4는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불투과잠제 주변에서 x방향과 y방향의 무차원 수평유속변동을 나타

낸 것으로, 측정지점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이다. 유속변동은 불투과잠제 천단 상이나 배후에서도 실험

치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OLAFOAM에 의한 수치해석결과는  3차원잠제에 대한 수위 및 유속변

동을 실험치와 매우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으므로 3차원수치조파수조에 대한 적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치해석

3.1 잠제와 파의 제원
와 과 같은 일정수심   를 갖는 파동장에 설치된 잠제를 대상으로 차원수치파동수조를 구성하였

다 수조의 크기는 길이  폭  높이 이며 매쉬크기는       고 조파지점으

로부터 인 지점에   의 불투과성의 배후경사면을 설치하였다 입사파의 조파이론은 의 차파이론이

며 적용한 난류모델은 모델로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잠제의 천단폭은 로 하여 잠제의 천단 상에서 입사

파가 쇄파되도록 하였고 잠제 사이의 의 폭은 로 구성하였다 잠제의 공극률은  평균입경은 이며

저항계수로      을 적용 하였다

은 입사파의 제원 및 흐름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각각 

나타낸다 표에서는 흐름이 없고 파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흐름과 파가 순방향인 경우를 흐름과 파가 역방향인 경우

를 로 각각 표기 및 정의한다

 

Table 1. Wave and current parameters associated with numerical analysis.

3.2 평균유속 분포
은 해저면 바닥으로부터 떨어진 면 과 수면 바닥으로부터 떨어진 면 에서 평균유속장을 나타

낸 것이다 해저면에서의 평균유속장에서는 흐름의 유무나 방향에 관계없이 잠제 전면에 순환셀이 형성되고 잠제 

배후면에서는 순방향의 흐름의 경우에 불완전한 셀이 형성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완전한 셀이 형성된다 그리고 흐

름이 없는 경우보다 역방향의 흐름의 경우가 좀 더 원형에 가까운 셀이 형성된다

수면의 경우에 잠제 배후면에서는 모두 셀이 형성되지만 영역에서 역방향의 흐름의 경우는 셀이 형성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외의 경우에는 셀이 형성되었다 또한 유속의 방향은 역방향의 흐름의 경우는 배후면으로 유입되는 

방향이지만 이 외의 경우는 잠제 전면으로 유출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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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CN

(ⅱ) WCF

(ⅲ) WCO
(a)  from basin bottem (b)  from basin bottem

Fig. 7. Wave-induced current field on  and  from basin bottem.

4. 결론

본 연구는 을 적용하여 차원파동장에 설치된 불투과잠제 주변에서 수위변동과 유속변동을 검증하

였고 규칙파와 흐름이 공존하는 차원수조에서 개구부가 있는 잠제 주변에서 흐름의 방향에 따른 평균유속장을 연

구하였다 해저면에서는 순방향의 흐름의 경우에 잠제 배후면에서 불완전한 셀이 형성되었고 이 외의 경우는 잠제 

전면과 배후면에 셀이 형성되었다 수면에서는 역방향의 흐름의 경우에 영역을 제외하고 영역과 배후면에 

셀이 형성되었다 특히 영역에서 역방향 흐름의 경우는 흐름이 없는 경우 및 순방향 흐름의 경우와는 달리 유속

의 방향이 배후면으로 유입되는 방향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흐름의 방향에 따른 잠제의 국부적인 세굴에 의한 잠

제의 사석이나 의 유실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고 잠제 배후면에서 표사의 이동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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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현장관측을 통한 잠제의 단주기파 및 중력외파 제어효과 검토

정원무 백종대 최혁진 김상익

1. 서론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대책 공법으로 해안경관의 중요성이 높은 해수욕장의 경우 수중에 설치되어 해안경관을 훼

손시키지 않고 해안침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잠제 공법을 이용한 연안정비사업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

차 연안정비 변경 기본계획 수립연구 해양수산부

실제로 잠제는 동해안 해안침식 피해지역에 많이 시공되고 있으며 실해역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성능평가 사례는 

최근에 강릉 남애해수욕장 김규한 등 과 남항진 류경호 등 에 설치된 잠제에 대해서 잠제 전면과 배후면

의 파랑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단주기파 제어효과를 검토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기가 약 분인 중력외파 는 표사이동에 의한 연안지형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제 전면과 배후에서 파랑관측을 수행하여 

잠제에 의한 단주기파 뿐만 아니라 중력외파의 전파특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영랑동 해안의 해안침식 주요 원인은 장사항 개발에 따른 방파제와 해안도로 건설 및 고파랑 내습빈도 증가 등으

로 자연적인 표사이동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여 영랑동해안의 연안침식과 장사항의 매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속초시 이와 같은 연안침식을 저감하기 위해서 년 헤드랜드 기 북측 중앙 를 건설

하였으며 년 헤드랜드 사이에 잠제 기 북측 잠제 남측 구간 남측 구간 를 건설하였고 

년에 연금정과 남측 잠제 구간 사이에 약 잠제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상태의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속초시 영랑동해안에 연안침식 방지공으로 설치된 남측의 잠제 기에 대한 실해역 파랑모니터링

을 수행하고 단주기파와 중력외파의 파랑전달률 등을 산정하여 잠제의 파랑제어 효과를 검토 한 후 설계시 계획한 

잠제의 파랑제어 효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실해역에 설치된 잠제의 변위 및 마루수심을 국내 외 인공리프 설계기준 및 설계사례 연구 주 대영엔

지니어링 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시의 잠제 마루수심과 비교하고 잠제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Fig.1. Landscape of study area(Sokcho City, 2008).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공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 

2 발표자: (주)해안해양기술 이사 

3 (주)해안해양기술 대표이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용해양예보연구센터 / 책임기술원 / sikim@kiost.ac.kr

58



(ⅰ) WCN

(ⅱ) WCF

(ⅲ) WCO
(a)  from basin bottem (b)  from basin bottem

Fig. 7. Wave-induced current field on  and  from basin bottem.

4. 결론

본 연구는 을 적용하여 차원파동장에 설치된 불투과잠제 주변에서 수위변동과 유속변동을 검증하

였고 규칙파와 흐름이 공존하는 차원수조에서 개구부가 있는 잠제 주변에서 흐름의 방향에 따른 평균유속장을 연

구하였다 해저면에서는 순방향의 흐름의 경우에 잠제 배후면에서 불완전한 셀이 형성되었고 이 외의 경우는 잠제 

전면과 배후면에 셀이 형성되었다 수면에서는 역방향의 흐름의 경우에 영역을 제외하고 영역과 배후면에 

셀이 형성되었다 특히 영역에서 역방향 흐름의 경우는 흐름이 없는 경우 및 순방향 흐름의 경우와는 달리 유속

의 방향이 배후면으로 유입되는 방향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흐름의 방향에 따른 잠제의 국부적인 세굴에 의한 잠

제의 사석이나 의 유실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고 잠제 배후면에서 표사의 이동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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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현장관측을 통한 잠제의 단주기파 및 중력외파 제어효과 검토

정원무 백종대 최혁진 김상익

1. 서론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대책 공법으로 해안경관의 중요성이 높은 해수욕장의 경우 수중에 설치되어 해안경관을 훼

손시키지 않고 해안침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잠제 공법을 이용한 연안정비사업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

차 연안정비 변경 기본계획 수립연구 해양수산부

실제로 잠제는 동해안 해안침식 피해지역에 많이 시공되고 있으며 실해역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성능평가 사례는 

최근에 강릉 남애해수욕장 김규한 등 과 남항진 류경호 등 에 설치된 잠제에 대해서 잠제 전면과 배후면

의 파랑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단주기파 제어효과를 검토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기가 약 분인 중력외파 는 표사이동에 의한 연안지형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제 전면과 배후에서 파랑관측을 수행하여 

잠제에 의한 단주기파 뿐만 아니라 중력외파의 전파특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영랑동 해안의 해안침식 주요 원인은 장사항 개발에 따른 방파제와 해안도로 건설 및 고파랑 내습빈도 증가 등으

로 자연적인 표사이동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여 영랑동해안의 연안침식과 장사항의 매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속초시 이와 같은 연안침식을 저감하기 위해서 년 헤드랜드 기 북측 중앙 를 건설

하였으며 년 헤드랜드 사이에 잠제 기 북측 잠제 남측 구간 남측 구간 를 건설하였고 

년에 연금정과 남측 잠제 구간 사이에 약 잠제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상태의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속초시 영랑동해안에 연안침식 방지공으로 설치된 남측의 잠제 기에 대한 실해역 파랑모니터링

을 수행하고 단주기파와 중력외파의 파랑전달률 등을 산정하여 잠제의 파랑제어 효과를 검토 한 후 설계시 계획한 

잠제의 파랑제어 효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실해역에 설치된 잠제의 변위 및 마루수심을 국내 외 인공리프 설계기준 및 설계사례 연구 주 대영엔

지니어링 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시의 잠제 마루수심과 비교하고 잠제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Fig.1. Landscape of study area(Sokcho Cit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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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관측 및 자료 분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영랑동 해역의 파랑특성을 파악하고 잠제에 의한 파랑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해역 파랑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참조 속초 영랑동 해역의 입사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제 전면 수심 

위치에 초음파식 파향 파고계 을 설치하고 약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에 

걸쳐 파랑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잠제에 의한 파랑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남측 잠제 배후에 수압식 파고

계 를 약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동안 설치하여 파랑자료를 취득하였다

잠제에 의한 단주기파의 전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영랑동 해역 외해측에서 을 사용하여 관측한 파랑자료

는 전용 해석소프트웨어인 과 를 사용하여 분 간격으로 파향  파고 ), 주기() 등

을 분석하였다. 수압식 파고계(W01, W02)를 사용하여 관측한 잠제 배후의 파랑자료는 스펙트럼법(Spectral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자료에서 30분마다 0.5sec 간격의 연속된 2,048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의파고 (=), 첨두주기()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잠제에 의한 중력외파 전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제 전면 과 배후 에서 관측된 파랑

자료에서 주기가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스펙트럼법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the wave observation.

Location map

3. 관측자료 분석결과
3.1 단주기파 및 중력외파 분석

영랑동 해안의 입사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제 전면 에서 관측한 파랑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 출현율 로 하계와 동계 모두 주파향이며 첨두주기의 경우 구간

구간 구간 의 순서로 출현하였다

영랑동 해안에 내습하는 단주기 파랑의 파고와 주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점의 유의파고와 첨두주

기의 계급별 출현횟수 및 출현율로 나타내었다 해안침식을 일으키는 주요 대상파랑은 이상의 폭풍파이며 주

기가 길수록 백사장 안쪽까지 이 발생하여 영랑동 해안과 같이 해안도로나 호안이 설치된 경우 반사파를 유

발시켜 국소세굴과 침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랑동 해안에서 유의파고 

이상의 파고가 내습하는 경우 첨두주기는 구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비교적 긴 주기인 

이상에서도 로 많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랑동 해안에 내습하는 중력외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고 주기를 계급별로 구분하고 출현횟수와 출현율

로 에 나타내었다 첨두주기별 출현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간에서 로 많은 출현율이 분포

하며 중력외파 평균파고는 평균 주기는 로 분석되었다

           Fig. 2. Directional distributions of significant wave heights at St.AWAC(2013/06/19~2016/01/27).

Table 2. The Appearance Frequency of Short wave Hs-Tp at St. AWAC (2013/06/19~2016/01/27).

Table 3. The Appearance Frequency of Infra-gravity wave Hs-Tp at St. AWAC (2015/08/18~2016/01/21).

3.2 잠제의 성능 평가
영랑동 해안을 대상으로 잠제 외측 과 내측 에서 관측한 자료를 단주기파와 중력외파의 시계

열로 과 에 도시하였다 단주기파와 중력외파 내습시의 잠제에 의한 파고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제 외측에서 관측한 자료를 기준으로 남측 잠제 배후에서 관측한 자료를 파고전달률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주기파 내습시 잠제에 의한 파고저감효과는 입사파고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파고 이하일 때는 지점 

보다 지점의 파고저감 효과가 좋고 파고 이상일 때는 지점의 파고저감 효과가 다소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참조 첨두주기에 따른 파고저감률은 지점이 지점에 비해서 대부분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참조 중력외파 내습시의 파고전달률 산정결과 입사파고에 비해서 잠제 배후에서 파고가 증폭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첨두주기에 따른 단주기파 파고저감률 특성과 유사하게  지점이 지점에 비해서 파고증폭

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랑동해안에 설치된 잠제는 영랑호 하구 퇴적방지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 속초시 에서 

계획하였으며 설계시의 파고전달률은 년 빈도 설계파 파고 주기 조건일 때 평상파 파고 

주기 조건일 때 으로 설계하였다 잠제 외측 관측 자료에서 실시설계시의 대상파랑 조건

과 유사한 입사파 조건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년 빈도 설계파와 유사한 파랑 내습시 파고전달률은 

로 산정되었으며 평상파와 유사한 파랑 내습시 으로 분석되어 설계시에 비해서 잠

제의 파고 저감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조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설계시에 계획된 잠제 제원과 실해역에 설치된 잠제 제원의 차이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외 인공리프 설계기준 및 설계사례 연구 주 대영엔지니어링 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랑

동 해안의 남측 잠제들은 설계시에 계획된 잠제의 마루수심 에 비해서 약 정도 깊은 정도

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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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관측 및 자료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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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중력외파 평균파고는 평균 주기는 로 분석되었다

           Fig. 2. Directional distributions of significant wave heights at St.AWAC(2013/06/19~2016/01/27).

Table 2. The Appearance Frequency of Short wave Hs-Tp at St. AWAC (2013/06/19~2016/01/27).

Table 3. The Appearance Frequency of Infra-gravity wave Hs-Tp at St. AWAC (2015/08/18~2016/01/21).

3.2 잠제의 성능 평가
영랑동 해안을 대상으로 잠제 외측 과 내측 에서 관측한 자료를 단주기파와 중력외파의 시계

열로 과 에 도시하였다 단주기파와 중력외파 내습시의 잠제에 의한 파고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제 외측에서 관측한 자료를 기준으로 남측 잠제 배후에서 관측한 자료를 파고전달률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주기파 내습시 잠제에 의한 파고저감효과는 입사파고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파고 이하일 때는 지점 

보다 지점의 파고저감 효과가 좋고 파고 이상일 때는 지점의 파고저감 효과가 다소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참조 첨두주기에 따른 파고저감률은 지점이 지점에 비해서 대부분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참조 중력외파 내습시의 파고전달률 산정결과 입사파고에 비해서 잠제 배후에서 파고가 증폭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첨두주기에 따른 단주기파 파고저감률 특성과 유사하게  지점이 지점에 비해서 파고증폭

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랑동해안에 설치된 잠제는 영랑호 하구 퇴적방지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 속초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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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정되었으며 평상파와 유사한 파랑 내습시 으로 분석되어 설계시에 비해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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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설계시에 계획된 잠제 제원과 실해역에 설치된 잠제 제원의 차이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외 인공리프 설계기준 및 설계사례 연구 주 대영엔지니어링 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랑

동 해안의 남측 잠제들은 설계시에 계획된 잠제의 마루수심 에 비해서 약 정도 깊은 정도

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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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eries of observed short wa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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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observed infra-gravity wa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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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according to incident Infra-gravity wave period.

Table 7.   Results according to incident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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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동해안 해수욕장의 해안침식피해 대책으로 수중에 설치되어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파랑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잠제

공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파랑저감 효과에 대한 실해역 평가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

로 대규모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된 속초시 영랑동 해안에 설치된 잠제의 성능평가를 위해 잠제 전면과 후면에서 파

랑연속관측을 수행하고 단주기파와 중력외파에 대해서 각각 파고전달률  을 산정하였으며 설계시 계획한 파고

저감 효과와도 비교 분석하였다

단주기파의 경우 잠제 전면에서 이상의 유의파고가 내습하는 경우 지점에서 약 의 파고를 저감 시

키고 지점에서 약 의 파고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의 잠제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하지만 설계시 계획된 파고저감 효과와 관측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파고 저감효과는 설계시 계획에 비

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설계시에 계획된 잠제 제원과 실해역에 설치된 잠제 

제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력외파의 경우 입사파고에 비해서 잠제 배후 지점과 지점에서 파고전달률  이 과 로 증폭

되는 것으로 분석되으며 단주기파 내습시 특성과 유사하게 지점의 잠제 배후가 파고 증폭이 지점에 비해

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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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년 태풍 차바에 의한 파랑 수치모의

김건형 오새찬 윤성범

1. 서  론

년 월 일 오전부터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차바의 이동경로는 에 보인 것과 같이  제주도를 거쳐 남해

안을 통과하였으며 제주도와 동남쪽 해역에 해일을 동반한 고파랑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 차바가 제주도 및 남해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때 일본 기상청 에서 

대기 수치모형으로 예측한 풍속의 크기와 기상청 에서 운용중인 해양

기상부이 및 국립해양조사원 에서 운용중인 부이에서 관

측된 풍속은 증감의 경향이나 정량적으로 상당히 잘 일치하였으나 의 예측 바람장을 이용하여 파랑 수치모의

를 하였을 경우 파고가 상당히 과소평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랑 수치모형이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파랑이 과

소평가 되는 원인을 바람장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그 중 첫 번째로 태풍으로 인한 파랑을 모의하기에 시간 간격의 

바람장의 시간 간격은 적절한지 검토하였고 두 번째로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된 풍속과 실제 해상풍 간의 차이

를 검토하였다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이에서 관측한 바람의 경우 수치모형에서 사용하는 풍속보다 낮은 

고도에서 관측하였기 때문에 고도에서의 풍속보다 낮은 풍속이 관측 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파랑의 발생 및 소멸을 정도 높게 모의하기 위해 필요한 바람장의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바람장의 시간 간격을 변경하고 강기룡 등 이 밝힌 실제 풍속과 관측된 풍속 

간의 관계를 참고하여 바람장의 크기를 국지적으로 증폭하여 파랑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Fig. 1. The trajectory of typhoon CHABA (T1618).
Fig. 2. The wind profile in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over 
the calm and rough sea condition with observational bu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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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MA GPV 바람장 검토

2.1 태풍 모의를 위한 바람장의 시간 간격 검토
본 연구에서는 일본 기상청 에서 제공하는 기상 예측 자

료를 활용하였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시간 마다 기상 예측 계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 계산마다 시간 간격의 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예측 자료로부터 시간 간격으로 고도의 바람장을 추출하여 활용하였으며 에 

태풍 차바 영향시의 바람장 일부분을 나타내었다

Fig. 3. Surface wind vectors and contours of the JMA MSM GPV data at 2016-10-05 08:00 and 11:00 (KST).

Fig. 4. Comparison of observed wind speeds at observational buoys and the corresponding JMA MSM GPV wind 
hourly (red) and half-hourly (blue).

기상청 에 의하면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당시의 태풍의 이동속도는 평균속도가 이고 최고속도는 

이다 만약 태풍으로 인한 파랑을 수치모의하기 위한 바람장의 시간 간격이 조밀하지 않은 경우 국지적으로 

풍속의 변화가 연속적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시간 간격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강한 풍속이 전혀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자료를 시간 간격으로 구성한 바람장이 태풍을 모의하기에 적절한 간격인지를 검토하기 위

하여 시간 간격보다 짧은 분 간격의 바람장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매 시간 간격의 바람장에서 태풍 중심의 

반경의 바람장을 추출한 뒤 분 뒤의 태풍 중심 위치를 추산된 위치에 적용하여 분 바람장을 생성하였다

에 관측된 풍속과 시간 간격의 예측 자료 풍속 그리고 분 간격의 풍속을 나타내었으며 대부분의 관측지점

에서는 시간 간격의 바람장과 분 간격의 바람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통영과 대한해협에서 관측된 풍속의 

경우 태풍이 영향이 클 때 분 간격을 사용한 바람장이 상승 및 하강하는 경향을 잘 포착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부이 관측 풍속의 크기 검토
에 보인 바와 같이 관측된 풍속과 일본 기상청에서 예측한 풍속의 증감의 경향이나 정량적인 값이 상당히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이에서 관측된 풍속과 수치모형에서 사용하는 바람장이 비슷하다는 것은 수치모형

의 바람이 과소평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랑이 높아질수록 파랑과 바람의 상호작용에 의해 풍속이 작게 관측

되는 경향 강기룡 등 이 있기 때문이다 에 파랑과 바람의 상호작용에 대해 나타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바람을 국지적으로 증폭하여 사용하였다

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d and true wind (left), and wind speed-wave height diagram (right). When 
the wave effect was removed, the linear correlation between wind and wave height increases about 0.04. Solid and 
dot lines (right panel) indicate correlation slopes between the normalized raw wind, and true wind versus wave 
height, respectively (강기룡 등, 2007).

3. 파랑 수치모의

3.1 SWAN 모형
본 연구에서는 파랑 수치모의를 위해 제 세대 파랑 모형인 모형을 이용하

였다 의 지배방정식은 파작용평형방정식 이며 파의 전파 바람에 의한 파의 

생성 파의 변형 파랑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파랑의 변화 등을 모의할 수 있다

3.2 파랑 수치모의 수행
파랑 수치모의를 위한 계산 격자는 동서방향으로는 동경 동경 이며 남북방향으로 북위 도 

북위 사이를 간격으로 구성하였으며 계산은 총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예측 바람장을 시간 간격으로 이용한 경우 두 번째는 분 간격으로 바람장을 구성한 경우 마지막으로 분 간격

으로 구성된 바람장을 국지적으로 증폭시킨 경우에 대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통영 대한해협

거제도 거문도 등에서 계산된 유의파고의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영의 경우 관측된 최대 유의파고

는 이며 시간 간격을 그대로 이용했을 때 로 과소평가 되었으나 바람을 국지적으로 증폭시킨 경우 유의파

고가 로 계산되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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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time series comparison of observed significant wave height at observational buoys, SWAN results using 
1-hr interval wind data (red), SWAN results using 30-min interval wind data (blue) and SWAN results using 30-min 
interval regionally amplified wind data (green)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태풍의 시간 간격의 바람장과 분 간격의 바람장을 이용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태풍의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 간격을 이용할 경우 수치모의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이에서 관측된 풍속과 실제 풍속간의 관계를 유추하여 바람을 국지적으로 

증폭시킨 경우 그대로 이용한 것과 비교하여 파랑 수치모의 결과가 상당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태풍 

파랑 수치모의의 입력 자료가 되는 태풍의 바람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측된 풍속과 실제 풍속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야만 파랑이 과소평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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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리프 주변에서의 지형변화 검토

김규한 심규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안에는 이상고파랑의 내습과 인공구조물에 기인된 흐름변화로 인해 해안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과 같이 해저경사가 급한 경우 외해에서 발달된 이벤트성 파랑 

또는 너울성고파랑이 높은 파봉을 유지한 채 해안에 내습하며 높은 처오름으로 인한 해수의 도달거리 및 

파랑에너지의 증가는 대규모 표사이동을 초래하여 심각한 침식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그 피해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강성 연성 및 복합공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인공리프 및 배후에 양빈사를 동시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리프는 연안보존시설물로서 해외에서도 많은 시공 및 설계 사례가 있으며 인공리프의 설치 조건

에 따라 설치 후 개구부내에서의 세굴 블록의 침하 배후해안의 해안선 전진 등 여러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리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시 인공리프의 효용성을 

예측 검토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는 인공리프 설치조건과 발생 

유황패턴에 따라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를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김등 이 인공리프 주위에서 발생되는 수리특성 결과를 이용하여 설치조건과 배후 및 개구부내

에서의 흐름변화등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개의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등 이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해저지형이 이동상인 조건에서 가 변화

될 때 표사이동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김등 이 제시하고 있는 흐름패턴과 유속이 지

형변동 패턴과 일치함을 보였으며 그 중 인 조건에서 해빈의 안정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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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time series comparison of observed significant wave height at observational buoys, SWAN results using 
1-hr interval wind data (red), SWAN results using 30-min interval wind data (blue) and SWAN results using 30-min 
interval regionally amplified wind data (green)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태풍의 시간 간격의 바람장과 분 간격의 바람장을 이용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태풍의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 간격을 이용할 경우 수치모의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이에서 관측된 풍속과 실제 풍속간의 관계를 유추하여 바람을 국지적으로 

증폭시킨 경우 그대로 이용한 것과 비교하여 파랑 수치모의 결과가 상당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태풍 

파랑 수치모의의 입력 자료가 되는 태풍의 바람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측된 풍속과 실제 풍속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야만 파랑이 과소평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연안 이상현상 이상파고 이안류 발생원인 

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강기룡 (2007). 경기만 근해에서 풍파의 특성 변화, 한국해양학회, 바다 /12(4), 251-261.
기상청 (2011). 태풍백서, 342 pp.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인공리프 주변에서의 지형변화 검토

김규한 심규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안에는 이상고파랑의 내습과 인공구조물에 기인된 흐름변화로 인해 해안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과 같이 해저경사가 급한 경우 외해에서 발달된 이벤트성 파랑 

또는 너울성고파랑이 높은 파봉을 유지한 채 해안에 내습하며 높은 처오름으로 인한 해수의 도달거리 및 

파랑에너지의 증가는 대규모 표사이동을 초래하여 심각한 침식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그 피해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강성 연성 및 복합공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인공리프 및 배후에 양빈사를 동시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리프는 연안보존시설물로서 해외에서도 많은 시공 및 설계 사례가 있으며 인공리프의 설치 조건

에 따라 설치 후 개구부내에서의 세굴 블록의 침하 배후해안의 해안선 전진 등 여러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리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시 인공리프의 효용성을 

예측 검토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는 인공리프 설치조건과 발생 

유황패턴에 따라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를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김등 이 인공리프 주위에서 발생되는 수리특성 결과를 이용하여 설치조건과 배후 및 개구부내

에서의 흐름변화등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개의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등 이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해저지형이 이동상인 조건에서 가 변화

될 때 표사이동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김등 이 제시하고 있는 흐름패턴과 유속이 지

형변동 패턴과 일치함을 보였으며 그 중 인 조건에서 해빈의 안정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2 발표자: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과정 

69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폭풍에 의해 발생하는 연안의 동수역학 특성과 지형 변화에 관한 수치모의

조민상 윤현덕 신성원 김인호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상기후으로 인하여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풍과 같은 폭풍

이벤트는 연안 지역의 흐름과 지형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준 3차원 수치모형

인 Delft3D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파랑, 동수역학적 특성, 폭풍 해일, 표사이송, 지형변화 등을 모의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Delft3D를 사용하여 연안에서의 동수역학 특성과 지형변화에 

대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외해 경계조건으로는 태풍 내습기간동안 관측한 파고, 주기, 파향, 수위를 

사용하였다. Delft3D 모의 결과는 관측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XBeach의 모

의 결과와도 비교되었다. Delft3D 수치모의를 수행한 결과, 태풍으로 인한 해일 및 파고의 변화를 재현하

였다. 또한, XBeach 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안사주가 형성되었으며, 사주(bar crest)와 골(bar trough)

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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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복잡한 지형 내 항만에서의 하역작업성 예측

이진학 류경호 정원무 백원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 및 파랑의 강도 증가와 함께 스웰 등 장주기 파랑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항만 내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작업이 어려운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항만 운영

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항만에서의 하역 작업과 관련하여 파고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장기 관측자료 및 비모수 예측모델

을 이용한 경험적 방법 그리고 수치해석과 경험적 방법을 연계한 방법 등이 연구

되고 있다

수치해석의 경우 기상청의 시간 바람 예보자료를 이용하여 광역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항내 파고는 

협역 모델에 광역 수치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상세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항만 하역작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장기 관측자료를 이용한 경험적

인 방법의 경우에는 원해에서 관측한 파랑 자료와 항내에서 관측한 파랑 자료 사이의 관계를 인공신경망 

또는 선형회귀분석 모델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이 모델을 이용하여 원해에서의 파랑 관측자료로부터 

몇 시간 후의 항내 파고 및 하역작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경우 원해에서의 관측자료와 항내 

관측자료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장기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

축한 경우 수치해석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수심 변화 또는 복잡한 지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포켓 형상의 비교적 복잡한 지형 조건을 가진 항만 하역작업성 평가를 위하여 광

역 수치해석 결과와 협역에서의 관측자료를 연계한 방법을 적용하여 포항 신항 내 특정 안벽에서의 파고

를 예측하고 이로부터 하역작업성을 평가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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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 및 파랑의 강도 증가와 함께 스웰 등 장주기 파랑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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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경험적 방법 그리고 수치해석과 경험적 방법을 연계한 방법 등이 연구

되고 있다

수치해석의 경우 기상청의 시간 바람 예보자료를 이용하여 광역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항내 파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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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의 경우에는 원해에서 관측한 파랑 자료와 항내에서 관측한 파랑 자료 사이의 관계를 인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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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측하고 이로부터 하역작업성을 평가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연구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책임기술원 

71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a) Hi=3cm, Ti=1.5sec (b) Hi=7cm, Ti=1.5sec

Fig. 1. Spatial distribution for local scour under wa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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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입자 연성해석방법을 이용한 구조물 전면에서의 국부세굴에 관하여

정연명 허동수 이우동 김성률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전면에서의 국부세굴에 관하여 유체 입자 연성해석방법을 이용하여 수치시뮬레

이션을 실시하였다 이용한 수치모델은 파동장모델 과 개별요소법 의 양방향 연성해

석기법으로 파랑 구조물 지반의 상호작용에 따른 저질입자의 거동특성을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

법이다 이용하는 수치모델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리모형실험결과와 비교 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해안구조물 중 많이 설계 시공되고 있는 잠제를 대상으

로 국부세굴 특성을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는 투과성 구조물 전면에서 발생하는 저

질의 거동특성을 나타낸 수치결과이며 와 는 입사주기 가 일 때 각각 입사파고 가 

와 경우의 수치해석결과를 나타낸다 로부터 입사파고 가 커짐에 저질입자에 작용하는 유체

력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저질입자의 거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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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안침식은 침식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침식의 저감과 
복구가 가능하다. 해안침식의 정확한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선 쇄파대에서의 수심측량이 가장 주요한 
자료이다. 수심 3m 이하의 천해 수심은 선박을 이용한 음향측심기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측량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이 직접 레벨측량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과 
HD/NIR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이미지를 분석하여 천해 수심추정을 수행하였다. HD 카메라에 의해 찍은 
가시광선의 RGB 밴드 이미지를 분석하여 추정한 천해수심을 실해역 실측수심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 
0.99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드론과 HD/NIR 카메라를 이용한 천해 수심 추정 
 
본 연구에서는 DJI Phantom3 드론과 HD/NIR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Figure 1). HD 카메라에 의해 취득된 
이미지는 수면반사광 제거, 이미지 노출 보정, 이미지 병합 및 매핑 등의 전처리 과정 후, 실해역 수심측량  
자료와 비교하여 수심추정을 수행한다. 드론에 의해 활영된 HD 이미지의 RGB 밴드별 해수에 의한 
굴절율과 흡수율의 차이에 의한 수심추정식을 다변수함수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수심을 추정하였다 
(Figure 2). 
   
 
 

              
 
Figure 1. DJI Phantom3 드론과 HD/NIR 카메라              Figure 2. Conceptual diagram of shallow water depth  

estimation using drone equipped with H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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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atial distribution for local scour under wa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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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는 월포해수욕장에서 드론과 HD/NIR 카메라를 이용해 수심을 추정한 영역을 나타낸다. 사진에서 
빨간색 직사각형 박스의 가로 세로는 각각 500m와 900 m 이다. Figure 4는 음향측심기로 수심을 측량한 
보트의 괘적을 나타니다. 검은색 실선은 동서방향의 괘적이며 빨간색 실선은 남북방향의 괘적이다.. 
             
 

         
Figure 3. Red box represents 500m by 900m         Figure 4. Water depth survey lines of a boat  
field area at Wolpo beach in Pohang city              equipped with single beam acoustic profiler 
 
 
Figure 5는 드론에서 촬영된 HD 이미지이며 사진에 있는 L2와 L3로 표시된 직선상의 점들은 육지로부터 
사람이 레벨로 측정한 수심 측량점이다. 약간 깊은 수심에서의 정사각형 배치의 점들은 선박에 장착된  
음향측심기에 의한 수심측량 위치를 나타낸다. 
 
 

     
 
Figure 5. L2 and L3 represent the depth survey lines with a level measurement from the land side. and sparse dots in the 
deeper area represent the depth survey from a boat with single beam acoustic sensor.  
 
드론에 의해 촬영된 HD 이미지의 RGB밴드와 실해역에서 측량한 수심자료의 다변수 선형회귀분석에 의해 
추정된 수심자료를 비교하였다. Figur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빨간 실선의 추정된 수심과 육지로부터 
레벨에 의해 측량한 수심자료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심 0.5m 보다 얕은 수심에서는 쇄파
에 의해서 약 0.2 m 정도의 오차가 있지만 그 이외의 천해수심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수심 5m 이내의 추정된 천해수심이다. HD 이미지에 있는 파랑의 크기까지 수심에 반영될 
정도로 수심이 매우 정확하게 추정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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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은 드론에서 촬영된 HD이미지의 RGB 밴드에 의해 추정된 수심과 Figure 5의 왼쪽 그림의 
실해역에서 측량된 천해수심 (검은 점)  사이의 비교이다. 선형 다변수회귀분석의 결과식은 그림
에 표기되어 있다. 선형상관계수는 0.99이며 수심 5m 이내에서의 오차는 파랑에 의한 영향을 제
외하면 0.2m 이내 임을 알 수 있다.  
 

 
Figure 8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stimated water depth and surveyed water depth.  

 
Figure 9는 드론과 HD 카메라 이미지로부터 추정된 수심과 선박에 장착된 음향측심기로 측량한 수심을 나
타낸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선은 선박이 3 m 이내의 천해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량하지 못한 영역을 
나타낸다. 왼쪽 그림에서 수심이 6m 이상인 영역은 가시광선이 바닷물에 의해 흡수되어서 추정되지 못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심 5m 영역까지는 천해 수심을 잘 추정함을 알 수 있다. 현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드론에 장착된 HD 카메라에 의한 수심추정은 5m 이내의 수심에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동해안의 경우 폐
합수심(closure depth)이 약 7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연안침식의 원인분석을 위한 드론에 의한 수심
추정은 수심이 6m 이상인 영역에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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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between the estimated shallow water depth (left figure) and the surveyed ones 
(right figure) 
 

3. 결론 
 
드론에 장착된 HD 카메라에 의한 천해수심 추정은 수심이 5m 이내인 해역에서는 매우 유용하며, 
선형 상관계수는 0.99로서 매우 정확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RGB 밴드의 물에서의 흡수에 의
해 수심 6m 이상인 해역은 측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향 후 수심추정 시 파랑에 의한 영향과 
태양광의 광량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수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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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너울성 파랑은 동해 심해역에서 발생된 폭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랑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너울성 파랑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해안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부산 인근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4). 이처럼 너울성 파랑에 의한 연안 재해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울성 파랑의 원인이 되는 폭풍이 북서풍~북동풍으로 대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 년 4 월에는 남서풍의 폭풍에 의해 부산 인근 해역에서 화물선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의 
바람장 방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치모의 실험으로 재현하고 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 파랑 후측모의 실험 
 
본 연구에서는 파랑 후측모의 실험을 통해 2016 년 4 월 대한해협에서 발생한 폭풍 파랑을 재현하고, 당시 
폭풍 파랑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파랑 후측모의 실험에서 앞서 파랑관측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 영역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해협 지역은 NE 계열의 파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동해 지역의 파랑 특성과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hn et al.(2016)과 
동일한 계산 조건을 적용하여 파랑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계산 결과, 최대 유의파고 및 해당되는 
유의파 주기는 각각 5.06 m, 9.2 s로, 이의 오차는 4 cm, 0.8s 정도 되며 관측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었다. 
파랑계산 결과 얻은 유의파고 및 첨두주기를 JONSWAP 관계식과 비교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6 년 
4월의 폭풍 파랑은 너울성 파랑보다는 풍파 성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Chun and Ahn, 2017) 
본 연구에서는 Ahn et al. (2016)과 동일하게 수치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공간 및 시간 격자의 크기는 
각각 5 분과 20 분을 사용하였으며, 최대 Courant 수는 약 20 정도이며, 본 파랑모델은 음해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파랑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Figure 1. Bathymetry of the present numerical study and the location of the wave measurements for the validation of the 
present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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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between the estimated shallow water depth (left figure) and the surveyed ones 
(right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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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은 계산 영역에서의 수심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바람장 자료는 NCEP Final Operational Global 
Tropospheric Analysis 를 사용하였다. 본 바람장은 NOAA 에서 구축한 기상자료로 1 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 시간 마다 바람장이 제공된다. 폭풍과 태풍 바람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6 시간 
간격으로 바람장이 제공되기 떄문에 진행속도가 빠른 일부 태풍의 경우 파랑을 다소 과소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Figure 2. Comparison of computed significant wave heights and periods during April, 2016 
 
본 연구에서는 2016 년 4 월의 파랑 후측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유의파고와 유의파 주기를 Figure 1 에 
표기된 파랑관측결과와 비교하였다. Figure 2 에서 대한해협 및 동해 심해역을 KOGA-S2, KOGA-
E1 등으로 표시하였다. 이 중 Figure 1(a)와 1(b)는 대한해협에 대한 파랑 계산 결과를 관측결과와 함께 
비교한 것으로, 최대 유의파고가 나타난 2016 년 4 월 16 일 19 시 30 분에 대한 파랑 계산 결과의 
유의파고 및 유의파 주기는 각각 5.06 m, 9.2 s 로 나타났다. 이 때 당시의 관측된 유의파고 및 유의파 
주기는 각각 5.02 m, 8.4 s 로 본 연구의 파랑 모형의 유의파고 및 유의파 주기에 오차는 각각 4 cm 및 
0.8 s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 파랑 모형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한 해협 지점을 포함한 동해 지역의 4 개 지점에 대한 bias, RMSE, SI,  등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당시의 폭풍파랑 발달 양상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이중, 2016년 4월 16일 18시에 대한 결과가 대한 
해협 최대 유의파고 시점과 유사한데, 남서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 한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4~5 m 의 고
파랑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당시의 고파랑은 남서풍을 따라 동해 전체로 확대되다가, 2016
년 4월 17일 12시에는 Tsugaru 해협에서 10 m 정도의 유의파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동해 
심해역에서는 약 6 m의 유의파고를 고파랑을 가진 유의파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Figure 2(c)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시 동해지역에서의 폭풍파랑은 북서풍이 아닌 남서풍에 의한 폭풍 파랑이란 점에서 다른 
폭풍파랑에 비해 이례적이다. 

Table 1. Accuracy of the present nume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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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velopment of storm waves in the East Sea during 16 April, 2016. 
 

 

Figure 4.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mean wave direction at the Korean Straits during 16 
to 20 April, 2016 
 
Figure 3에서 보면, 남서풍의 영향으로 대한해협에서는 SW계열의 파랑이 지배적인데, 이는 Figure 4에서도 
확인된다. Figure 4는 폭풍파랑 기간 동안 대한해협에서 계산된 평균 파향과 관측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폭
풍이 작용했던 2016년 4월 16일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는 SW계열의 파랑이 지배적이다가, 그 이후는 
NE 계열의 파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계산 평균파향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bias, RMSE, 
SI,  값은 각각 -14.3°, 44.1°, 0.27, 0.88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 결과에서 보면, bias 대비해서 RMSE가 
비교적 큰 편인데, 이는 파향값 자체가 0~360°사이에 분포하는 탓에 방향 차이에 따른 오차가 크게 계산
된 결과이다.  

 
Figure 5.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cant wave heights and peak periods. JONSWAP relationship 
(solid line) and the relationship by computed waves (circle) 
 
Figure 5는 첨두주기와 유의파고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JONSWAP 관계식에 의한 첨두주기 보다 계산
파랑의 첨두주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폭풍파랑이 너울성 파랑이 아닌 풍
파 성향이 있음을 나타내다. 동해 지역의 경우, 폭풍파랑은 긴 취송거리에 의해 너울성 파랑이 주로 발생되
나, 대한해협에서는 남서풍에 의해 취송거리가 제한됨으로 인해 풍파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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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파 전파 모사를 위한 새로운 경계 조건

이 진 호

파전파 이론은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등 다양한 물리적 현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많은 파전파 현상은 해양 지반과 같은 반무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 영역에

서의 파전파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를 얻기 위해서는 무한 영역으로의 에너지 방사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무한 영역에서의 파전파 문제에서 다양한 비선형 거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거

동은 시간영역에서 적절한 수치적 기법을 사용하여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무한 영역으

로의 에너지 방사는 주파수영역에서 정확히 모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한 영역에서의 비선형 파전파 

문제는 비선형 거동과 에너지 방사를 시간영역에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고 결국 무한 영역으로의 에너

지 방사를 시간영역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지에 의해 해석의 정확성과 효율성

이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반무한 영역으로의 파의 에너지 방사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경계조건을 개발

하였다 파에 대한 반무한 영역의 정규화된 동적 강성은  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

서 은 반무한 영역으로의 정규화된 파수 이다 이 동적 강성은    의 

해이고 이 식의 근사해는 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근사해를 

사용하여 시간영역에서 파 전파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고 새로운 경계조건의 정

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발한 경계조건에 의한 반무한 영역의 동적강성을 정해와 비교하여 방법의 반복계

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정해에 근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경계조건을 파 

전파 문제에 적용하였다 유한요소망의 크기를 증가시켜 얻은 참조해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충분히 긴 시간동안 계산을 수행하여 새로이 개발된 경계조건의 안정

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서리가 존재하는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개발된 접근법을 확장하여 탄성파와 같은 전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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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 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조위관측소의 조석자료(기상조위 
포함)와 태풍 기상자료를 사용한 인공신경망 기반 폭풍해일고 모델의 확장버전이다. 모델의 자료와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59 개(1971 년에서 2014 년)에 대한 해수면 자료를 
사용하고 Levenberg-Marquardt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특히, 1 개 은익층에서 가변 
신경망으로 목표 학습성능을 만족시켰다. 입력변수는 태풍 매개변수 7 개(위경도, 중심기압, 진행방향, 
이동속도, 강풍반경, 최대풍속)이고 출력변수는 해일고(기상조위)이다. 모델의 예측시간은 마라도 기점으로 
전후 24 시간으로 전체 48 시간이다. 그리고 천문조위는 369 일 동안의 1 시간 조위 자료를 사용하여 t-
tide 로 계산하였다.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한 기상조위인 해일고와 t-tide 의 천문조위를 결합하여 해수면을 
산정하였다.  

Fig. 1 은 흑산도 조위관측소에서 태풍 무이파(2011)의 관측 해수면과 인공신경망모델로 계산한 
해수면를 비교한 것이다. 인공신경망 모델의 입력자료는 best track 이 아니라 태풍 예보자료(3 일예보, 
5 일예보)이다. 사전에 t-tide 로 천문조위를 계산한 후 기상청의 태풍 기상예보를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여 
해일고를 산정하고 이를 중첩하여 해수면을 계산하였다. 기상청의 태풍 기상예보 발표이후 수 분 안에 
특정지점의 해수면을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기존 수치모델은 모든 격자에서 계산이 완료되어야 
해일고를 산정하지만 본 인공신경망은 독립된 임의의 위치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모델을 통해 한국기상청(KMA), 일본기상청(JMA) 그리고 미국 JTWC 의 
태풍예보 특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확률모의(probabilistic simulation) 수행도 가능하다. 본 모델은 
실시간으로 태풍대응을 해야하는 연안인접 지자체와 산업단지, 발전소, 중공업, 보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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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지진해일에 대한 선박대피해역 선정에 관한 연구

조명환 신충훈 김주현 윤성범

1. 서론

년과 년 동해안을 강타한 지진해일과 년 일본 동부를 습격한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에서도 지진해일 재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과 체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로 구

축된 방재시스템은 재해경보가 발령되면 특정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평시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피계획을 짜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연안 및 항만 시설에 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대피계획은 항구 밖으로 피항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선박들이 항구를 벗어나야 하지만 어디로 얼마

나 가야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만약 대피시간이 넉넉하다면 먼 바다로 피항

하는 것이 안전하게 재화와 인명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러하지 못할 경우 가까운 바다일지

라도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로 인해 

근해에서 발생하는 흐름을 모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의 표류경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구 

근처 해역에서 지진해일에 대한 피항지로 적절한 해역을 찾고자 하였다 동해안 개소 남해안 개소에 대해 모의

를 진행하였고 모의 결과를 동해시와 전라남도 남부 지역을 예시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유속장 모의 및 표류경로 추적

선박 및 컨테이너 등의 표류에 관한 연구는 등에 

의해 진행 된 바가 있다 해당 연구들은 항만 내에서 선박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중점을 둔 것으로 선박과 부유체의 

차원 거동을 모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을 통해 넓은 해역에서 선박의 위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기에 선박의 

차원 거동을 모의하는 것은 계산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차원 거동으로 단순화하여 선박의 표류경로

를 확인하였다 변위추적에 필요한 유속은 천수방정식의 선유량 성분을 수심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여 계산하였으

며 계산된 유속을 부유체의 위치변화를 모의한 의 지배방정식에 대입하여 선박의 표류경로를 모의

하였다 본 계산 가정에서 선박은 자력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오직 유속장에 의해서만 이동한다 선박의 위치 변위계

산에 적용된 식은 식 과 같으며  는 시간 에서의 위치  는 속도의 성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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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 연구의 목적은 지진해일 피항지로 적절한 해역을 판단하는 일이며 지진해일 경보 발령 시에 선박이 항

구를 빠져나올 것이라 예상되므로 모의에 있어서 범람에 관한 연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가 지진해일에 의

해 육지로 올라앉는 현상 등은 모의 되지 않았다

3. 항만 근처 해역에서의 유속분포

동해안과 남해안에 내습하는  지진해일은 각각 규모 과 가능최대규모 의 지진원을 사용하여 모의

하였다 동해안이나 남해안 모두 먼 바다에서는 지진해일로 인한 흐름의 강도가 미만의 수준 이였으나 근해

로 접근할수록 두 해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동해안의 경우 항구 방파제 인근을 

제외하면 내외의 유속이 발생하였으나 남해안의 경우는 섬으로 인해 수로 폭이 좁아져 유속이 이상

으로 모의되는 장소가 빈번하게 존재하였다 그리고 남해안의 경우 수로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 더하여 수로방향이 

남북으로 존재하는 곳이 동서로 존재하는 곳의 유속보다 강하게 모의되었다 이는 지진해일의 진행 방향이 남쪽에

서 북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며 육지의 북쪽해역에서는 차폐효과와 더불어 흐름 폭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Velocity at Wando and Goheung (county)
by a probable maximum tsunami (Mw 9.2).

Fig. 2. Velocity at Donghae (city) 
by a probable maximum tsunami (Mw 8.0).

  

Fig. 3. Surge height at Wando and Goheung (county)
by a probable maximum tsunami (Mw 9.2).

Fig. 4. Surge height at Donghae (city) 
by a probable maximum tsunami (Mw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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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elocity at Wando and Goheung (county)
by a probable maximum tsunami (Mw 9.2).

Fig. 2. Velocity at Donghae (city) 
by a probable maximum tsunami (Mw 8.0).

  

Fig. 3. Surge height at Wando and Goheung (county)
by a probable maximum tsunami (Mw 9.2).

Fig. 4. Surge height at Donghae (city) 
by a probable maximum tsunami (Mw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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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에 대한 안전해역 선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박에 대한 대응조치사항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거나 항외로 대피하는 것이므로 유사시에 신

속하게 이동할 안전한 해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선정 해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식 을 기반으로 추적한 선

박의 경로와 최대 상승고 및 최대 하강고를 활용하였다 선박 대피가능해역 선정 기준은 추적된 경로가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선박을 부유체로 가정하였으므로 수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피

항지 지정을 위한 수심기준은 현재 규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선박의 만재흘수심을 활용하였다 만재흘수심은 선박

에 화물을 적재할 때 선박이 물에 잠기는 깊이의 최대값이며 선박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인 대형선박의 경

우 평균적으로 정도이다 따라서 해당 값의 약 배를 고려하여 최소 수심이 에서 이상인 해

역이 대피가능해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수심이 확보 되었다 하더라도 표류예상 경로가 수심 

이하의 해역으로 모의되는 곳에 대해서는 피항지 지정을 지양하였다 이 기준은 흘수심 부족으로 인해 선박이 

암초에 의해 손상될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유속이 를 초과하는 지역은 대피해역 선정에서 배제하

였다

동해안의 경우에는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고 지형적으로 위험한 요소 섬 좁은 수도 만 등 가 적은 편이다 동해

항에서는 깊은 바다로 정도 붉은 실선 우측 만 이동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피항 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해당 거리는 평균 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시 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해당 지역에

서는 평균적으로 의 수심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남해안의 경우는 강한 유속을 피해서 군도 사이의 개방된 넓은 지역이나 섬의 북쪽 배후로 피항을 한다면 안전하

게 선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근 지역이 복잡한 완도항, 신마항 등 전라도 남부해역에 존재하는 항구

들을 위한 피항지는 Fig. 5에 붉은 원으로 도시하였다. 피항거리는 항구 위치에 따라 약 10 km ~ 30km 정도 되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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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에 대한 안전해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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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에 의한 항만지진계측시스템 응답 수평가속도

해당하는 지진으로 경주와 인근 울산 포항은 물론 서울 등의 전국적으로 지진동이 감지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항만지역에서의 지진에 의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응답스펙트럼 작성 및 

를 수행하였다

2. 지진파 특성 분석(ML=5.8)

2.1 진앙지 주변의 항만 지진계측시스템 지진기록

진앙지 주변에는 과 같이 울산항 포항항 부산항에 지진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관측

소에서 계측한 지진 파형을 분석하였다 계측시스템에서는 초당 개와 개의 샘플로 관측한 지진파형

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진가속도의 일반적인 진동수 영역을 고려하여 샘플 지진파형 데

이터를 분석을 통하여 필터링 하였다

은 경주지진에 의한 항만지진계측시스템 응답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포항항 지표면에서 

부산항 지표면 그리고 포항항 암반에서 이 계측되었다 지표면 지진계측시

스템에서 증폭되어 가장 큰 값이 나타났으며 암반에서는 포항항이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양산

단층대의 방향에 의하여 울산항 보다 포항항과 부산항에서 더 큰 반응이 보였다

2.2 포항항의 지진특성 분석

은 계측 지중 가장 큰 반응을 보인 포항 시추공 암반 및 지표면의 시간이력반응을 나타낸 것이

다 경주지진의 는 약 초로 일반적인 지진지속시

간과 비교하여 매우 짧게 나타난다 년 월 울산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의 지속시간이 

약 초였으며 역사적으로 강진으로 평가되는 고베 지진 규모 의 경우 약 초 동일본대지진 규모 

의 경우 약 초 구마모토 지진 규모 은 약 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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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측 지중 가장 큰 반응을 보인 포항 시추공 암반 및 지표면의 시간이력반응을 나타낸 것이

다 경주지진의 는 약 초로 일반적인 지진지속시

간과 비교하여 매우 짧게 나타난다 년 월 울산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의 지속시간이 

약 초였으며 역사적으로 강진으로 평가되는 고베 지진 규모 의 경우 약 초 동일본대지진 규모 

의 경우 약 초 구마모토 지진 규모 은 약 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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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항 시추공 암반에서 계측된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감쇠비 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나

타낸 것이다 는 가속도 진동수이며 는 가속도 주기이다 본 응답에서 가속도 응답은 

에서 탁월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탁월 주기 영역과 비교하여 단주기 영역에 해당

한다

는 포항 지표면에서 계측된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감쇠비 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는 가속도 주파수를 나타낸 것으로 탁월 주파수가 이며 최대값 형성 구간은 

이다 가속도 주기는 에 나타냈으며 탁월 주기는 이다 최대값구간은 이다

지표면의 경우 가속도 값의 증폭으로 인하여 탁월주파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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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지진 규모 에 의한 항만지역의 지

진응답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 지진계측시스템 진원을 중심으로 약 인근 포항 영일만신

항 지표면에서 진도 의 반응을 보였으며 약 인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지표면에서 

진도 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해양수산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진 

발생 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항만이용자는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약 를 처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항만지진계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의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References

오상훈, 신승훈 (2016), 경주지진의 지진파 특성과 건축물 피해규모와의 상관관계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2(12), pp. 33-44

노지은, 이상현, 수준원, 김동관(2016), 경주지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지반가속도로 가진된 단주기 
구조물 변위 연성도 평가, 20(7) pp. 495-502

90



포항항 암반 응답 특성 포항항 지표 응답 특성

포항암반 가속도 응답 특성가속도주기 포항암반 가속도 응답 특성가속도시간

는 포항 시추공 암반에서 계측된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감쇠비 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나

타낸 것이다 는 가속도 진동수이며 는 가속도 주기이다 본 응답에서 가속도 응답은 

에서 탁월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탁월 주기 영역과 비교하여 단주기 영역에 해당

한다

는 포항 지표면에서 계측된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감쇠비 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는 가속도 주파수를 나타낸 것으로 탁월 주파수가 이며 최대값 형성 구간은 

이다 가속도 주기는 에 나타냈으며 탁월 주기는 이다 최대값구간은 이다

지표면의 경우 가속도 값의 증폭으로 인하여 탁월주파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지표 가속도 응답 특성가속도주기 포항지표 가속도 응답 특성가속도시간

3. 결론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지진 규모 에 의한 항만지역의 지

진응답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 지진계측시스템 진원을 중심으로 약 인근 포항 영일만신

항 지표면에서 진도 의 반응을 보였으며 약 인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지표면에서 

진도 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해양수산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진 

발생 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항만이용자는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약 를 처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항만지진계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의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References

오상훈, 신승훈 (2016), 경주지진의 지진파 특성과 건축물 피해규모와의 상관관계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2(12), pp. 33-44

노지은, 이상현, 수준원, 김동관(2016), 경주지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지반가속도로 가진된 단주기 
구조물 변위 연성도 평가, 20(7) pp. 495-502

91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상풍력 발전기의 중력식 지지구조의 설계

조용우 장영재 박기웅 추연욱

서론

제주도 암반 지역에 적용 가능한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의 설계법을 개발하였다 개념설계 기본설

계와 통합하중해석을 포함하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추가적인 차원 해석을 통해 상세부위설계 

및 단면설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피로설계를 수행하였고 지지구조물의 극한한계상태 사용한

계상태 피로한계상태를 검증하였다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의 설계

중력식 지지구조개요 및 상세부위설계

중력식 지지구조 설계조건 

상부하중

- 5MW급 Turbine

환경조건

- 수심 : 22.170m

- Hmax : 18.18m

- T : 14.25sec

- 조류 : 2.06m/s

- 해양생물 : 50mm

텐던정착구 설계 링빔 설계

결론

제주도 암반지역에 적용 가능한 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예제집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첨단항만건설 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 과제명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기술개발 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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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자 : (주)유신 차장 

2 (주)유신 부장 

3 (주)유신 부장 

4 국립공주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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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잠제 설계변수에 따른 주변 흐름패턴의 변화

박원경 문용호 장성열 채장원

1. 서 론

잠제(submerged breakwaters,  SBWs)는 수중에 설치하여 해안으로 내습하는 이상파랑을 쇄파대 외측에서 강

제적으로 쇄파(wave breaking)시킴으로써 파랑 에너지를 줄여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

조물이다. 이러한 잠제는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의 침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설계·시공

되고 있으나 현재 수중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잠제에 대한 연구로 d’Angremond(1996) 등은 불투과성 잠제에 대해 단면실험을 통하여 파고전달률(Kt) 

산정식을 제시하였으며, Uda(宇多, 1992) 등은 잠제 주변의 흐름패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잠제 길이, 이안거

리, 개구 폭의 변화에 따라 4개의 흐름패턴으로 분류하고 잠제 평면배치시 설계제원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러

나 실제 평면배치상 잠제 배후의 파고전달률은 잠제 양단에서의 회절 영향 등으로 단면실험으로 산정한 파고전달

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Uda(宇多) 등의 흐름패턴 분류에 의한 결과는 설계제원의 적용범위가 광

범위하여 설계제원 선정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식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역조건을 반영하여 파랑조건, 해저경사(S) 및 

잠제의 길이(Lr), 이안거리(Y), 개구 폭(Wr)의 평면제원을 변화시켜 총 48case의 수치실험을 BOUSS2D 

(Nwogu and Demirbilek, 2001)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주)대영엔지니어링, 박원경 등, 2016). 이러한 수치실

험결과를 통해 평면배치 변화에 따른 침식·퇴적형의 2개의 흐름패턴(Fig. 1)으로 분류하여 잠제의 적정 평면제원

(길이, 이안거리, 개구 폭) 범위를 고찰하였다.

2. 모델 검증 및 흐름패턴의 변화

2.1 모델검증 및 흐름특성 분석
본 모델 (BOUSS2D)은 천수방정식을 중간수심(intermediate water depth)까지 확장하여 파랑의 비선형, 천수, 

굴절, 쇄파, 반사, 회절 등을 의 정확도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속도가 비교적 빨라 엔지니어링 측

면에서 범용성이 크다. 모델의 검증을 위해 Haller et al.(2002)의 3차원 수리실험 결과 (Case B)와 비교하였다. 

1 발표자 : ㈜ 대영엔지니어링 연구소장 

2 ㈜ 대영엔지니어링 연구원 

3 ㈜ 대영엔지니어링 선임연구원 

4 ㈜ 대영엔지니어링, 부회장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92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상풍력 발전기의 중력식 지지구조의 설계

조용우 장영재 박기웅 추연욱

서론

제주도 암반 지역에 적용 가능한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의 설계법을 개발하였다 개념설계 기본설

계와 통합하중해석을 포함하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추가적인 차원 해석을 통해 상세부위설계 

및 단면설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피로설계를 수행하였고 지지구조물의 극한한계상태 사용한

계상태 피로한계상태를 검증하였다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의 설계

중력식 지지구조개요 및 상세부위설계

중력식 지지구조 설계조건 

상부하중

- 5MW급 Turbine

환경조건

- 수심 : 22.170m

- Hmax : 18.18m

- T : 14.25sec

- 조류 : 2.06m/s

- 해양생물 : 50mm

텐던정착구 설계 링빔 설계

결론

제주도 암반지역에 적용 가능한 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예제집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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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제 설계변수에 따른 주변 흐름패턴의 변화

박원경 문용호 장성열 채장원

1. 서 론

잠제(submerged breakwaters,  SBWs)는 수중에 설치하여 해안으로 내습하는 이상파랑을 쇄파대 외측에서 강

제적으로 쇄파(wave breaking)시킴으로써 파랑 에너지를 줄여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

조물이다. 이러한 잠제는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의 침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설계·시공

되고 있으나 현재 수중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잠제에 대한 연구로 d’Angremond(1996) 등은 불투과성 잠제에 대해 단면실험을 통하여 파고전달률(Kt) 

산정식을 제시하였으며, Uda(宇多, 1992) 등은 잠제 주변의 흐름패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잠제 길이, 이안거

리, 개구 폭의 변화에 따라 4개의 흐름패턴으로 분류하고 잠제 평면배치시 설계제원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러

나 실제 평면배치상 잠제 배후의 파고전달률은 잠제 양단에서의 회절 영향 등으로 단면실험으로 산정한 파고전달

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Uda(宇多) 등의 흐름패턴 분류에 의한 결과는 설계제원의 적용범위가 광

범위하여 설계제원 선정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식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역조건을 반영하여 파랑조건, 해저경사(S) 및 

잠제의 길이(Lr), 이안거리(Y), 개구 폭(Wr)의 평면제원을 변화시켜 총 48case의 수치실험을 BOUSS2D 

(Nwogu and Demirbilek, 2001)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주)대영엔지니어링, 박원경 등, 2016). 이러한 수치실

험결과를 통해 평면배치 변화에 따른 침식·퇴적형의 2개의 흐름패턴(Fig. 1)으로 분류하여 잠제의 적정 평면제원

(길이, 이안거리, 개구 폭) 범위를 고찰하였다.

2. 모델 검증 및 흐름패턴의 변화

2.1 모델검증 및 흐름특성 분석
본 모델 (BOUSS2D)은 천수방정식을 중간수심(intermediate water depth)까지 확장하여 파랑의 비선형, 천수, 

굴절, 쇄파, 반사, 회절 등을 의 정확도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속도가 비교적 빨라 엔지니어링 측

면에서 범용성이 크다. 모델의 검증을 위해 Haller et al.(2002)의 3차원 수리실험 결과 (Case B)와 비교하였다. 

1 발표자 : ㈜ 대영엔지니어링 연구소장 

2 ㈜ 대영엔지니어링 연구원 

3 ㈜ 대영엔지니어링 선임연구원 

4 ㈜ 대영엔지니어링,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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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침식형 2-cell 흐름패턴 (b) 퇴적형 4-cell 흐름패턴

Fig. 1. 침식․퇴적형 흐름패턴의 분류. 여기서, , , 는 각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연안류, 쇄파, 개구부를 

통한 수위상승 (Villani et. al. 2012. ICCE).

실험은 일정경사 해빈(1/30)에 3개의 잠제(길이 7.32m 1.8m 폭(gap)으로 설치), Case B에 해당하는 입사파 

조건은 규칙파 H=4.5cm, T=1.0s, 방향은 잠제와 직각 방향이다. 

수리 및 수치실험결과(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잠제 사이에는 강한 이안류(rip current)가 발생하고 배

후에는 순환류(counter rotating currents)가 발생한다. 이는 Fig. 1의 4-cell 형태의 흐름 패턴을 잘 보여준다. 

좀 더 자세하고 여러 가지 파랑 조건 잠제의 마루높이에 따른 잠제 사이에 발생하는 이안류 세기, 강한 이안

류로 인해 양측에 생성되는 와류 형태의 흐름(feeder currents) 및 이안류 후면 해안 가까이에 2차적으로 발

생하는 연안류(secondary circulation/flow) 등에 대해서는 Haller et al.(2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4-cell을 발생시키는 주 요인은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연안류(secondary circulation)로 두 잠제 사이(gap)을 통과 

전파하는 비교적 큰 파가 쇄파되면서 발생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러한 파가 해안 가까이 수심이 낮은 곳에

서 쇄파되면 이안류로부터 벗어나서 해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longshore currents)이다. 이들의 공간적인 영

향범위는 잠제 사이의 간격(gap)을 통과하는 파의 강도/크기에 좌우된다. 

(a) 수리모형실험 결과 (Haller et al., 2002) (b) BOUSS2D 검증실험 결과

  

Fig. 2. 잠제주변에서의 평균수위 등선도 및 흐름벡터도

2.2 잠제 배치로 인해 발생되는 흐름패턴 변화
흐름패턴은 이안거리 및 개구부 폭에 따라 달라지며, Fig. 3에서는 이안거리가 같을 때 개구부 폭이 큰 

Fig. 3 (b)의 결과에서 4-cell형태의 흐름이 발생한다. 이는 개구부 폭이 큰 잠재사이를 통과한 파고(전달률)가 

커서 해안까지 도달하여 쇄파되고 이로 인한 이안류와 반대 방향의 연안류가 발생하여 Fig. 3 (b)과 같이 

4-cell 형태의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구부 폭이 작으면 잠제사이(gap)을 통과한 파(전달률)가 비

교적 작아 해안에서 연안류를 발생시키지 못해 Fig. 3 (a)와 같이 2-cell형태의 흐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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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저경사 S=1/30, h=5m, Lr/Y=1.33, Lr/Wr=5.0 (b) 해저경사 S=1/30, h=5m, Lr/Y=1.33, Lr/Wr=1.5

Fig. 3. 잠제의 개구 폭(Wr)에 따른 흐름패턴의 변화

3. 잠제배치 설계변수에 따른 해안 침식·퇴적 흐름패턴 분류

잠제 평면배치의 여러 가지 설계변수에 대한 수치실험결과를 분석하여 해안 침식 퇴적을 좌우하는 흐

름패턴을 분석하였다. Lr/Lc보다는 Lr/Y에 따라 해빈류 흐름패턴의 변화(4-cell→2-cell)가 뚜렷이 나타나며 

(Fig. 4 (a)), Lr/Y가 클수록 침식형 흐름패턴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적을 유도하는 흐름패턴(4-cell)이 발생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잠제와 해안선 사이에서 순환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안거리와 개구 폭 관계에서는 Lr/Wr과 Lr/Yr 값이 작을수록 퇴적형 흐름패턴(4-cell)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4의 ○표식).

(a) 파장(Lc)과 이안거리(Y)에 따른 흐름패턴 분류 (b) 개구 폭(Wr)과 이안거리(Y)에 따른 흐름패턴 분류

Fig. 4. 제장(Lr)대비 파장(Lc), 이안거리(Y) 및 개구 폭(Wr) 변화에 따른 흐름패턴 분류결과

4. 적정 평면배치 설계범위

잠제는 설치 목적에 따라 파랑제어 및 표사제어 측면으로 구분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 평면배치 제원의 범

위를 앞에서 수행한 수치실험결과로부터 Fig. 4의 4-cell패턴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점선 내 음영)을 표시하였

으며, 그 결과 제장의 경우는 Lr/Lc>0.5~1.0, 이안거리의 경우 Lr/Y=0.5~1.5, 개구 폭의 경우 Lr/Wr<3.0 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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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침식형 2-cell 흐름패턴 (b) 퇴적형 4-cell 흐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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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의 결과에서 4-cell형태의 흐름이 발생한다. 이는 개구부 폭이 큰 잠재사이를 통과한 파고(전달률)가 

커서 해안까지 도달하여 쇄파되고 이로 인한 이안류와 반대 방향의 연안류가 발생하여 Fig. 3 (b)과 같이 

4-cell 형태의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구부 폭이 작으면 잠제사이(gap)을 통과한 파(전달률)가 비

교적 작아 해안에서 연안류를 발생시키지 못해 Fig. 3 (a)와 같이 2-cell형태의 흐름이 발생한다. 

80 100 120
0

20

40

60

Vector Scale
  0.5 m/s

80 100 120
0

20

40

60

Vector Scale
  0.5 m/s

(a) 해저경사 S=1/30, h=5m, Lr/Y=1.33, Lr/Wr=5.0 (b) 해저경사 S=1/30, h=5m, Lr/Y=1.33, Lr/Wr=1.5

Fig. 3. 잠제의 개구 폭(Wr)에 따른 흐름패턴의 변화

3. 잠제배치 설계변수에 따른 해안 침식·퇴적 흐름패턴 분류

잠제 평면배치의 여러 가지 설계변수에 대한 수치실험결과를 분석하여 해안 침식 퇴적을 좌우하는 흐

름패턴을 분석하였다. Lr/Lc보다는 Lr/Y에 따라 해빈류 흐름패턴의 변화(4-cell→2-cell)가 뚜렷이 나타나며 

(Fig. 4 (a)), Lr/Y가 클수록 침식형 흐름패턴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적을 유도하는 흐름패턴(4-cell)이 발생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잠제와 해안선 사이에서 순환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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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제장(Lr)대비 파장(Lc), 이안거리(Y) 및 개구 폭(Wr) 변화에 따른 흐름패턴 분류결과

4. 적정 평면배치 설계범위

잠제는 설치 목적에 따라 파랑제어 및 표사제어 측면으로 구분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 평면배치 제원의 범

위를 앞에서 수행한 수치실험결과로부터 Fig. 4의 4-cell패턴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점선 내 음영)을 표시하였

으며, 그 결과 제장의 경우는 Lr/Lc>0.5~1.0, 이안거리의 경우 Lr/Y=0.5~1.5, 개구 폭의 경우 Lr/Wr<3.0 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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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토의

현재 국내에서 연안정비 사업 등에 잠제의 설계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기

준은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 연안특성(해저경사, 파랑)을 고려한 잠제 평면제원(길이, 이안거리, 개구 폭)에 

따른 침식 퇴적 흐름 패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제원의 적정범위를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는 

잠제의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랑의 경사 입사 및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주기파의 영향, 그리고 해안지형 및 수심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해역에 적용할 

때에는 이들의 특성을 추가로 감안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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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Overtopping Rate Prediction Using GMDH and Goda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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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션버켓을 탑재한 해상풍력발전기의 고유치 해석

김동현 김영진

석션 기초는 해양분야의 기초 및 앵커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해상풍력발전기의 기초로도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석션 기초를 해상풍력발전기의 기초로 사용할 경우 구조물의 안정

성은 지반에 박혀있는 파일의 지지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반 및 지지파일의 거동을 고려한 파일 지반 

구조물간의 상호작용 해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파일 지반 구조물간의 상호작

용 해석은 곡선에서 얻은 스프링 계수를 이용하는 해석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석션 기초와 

같은 직경이 큰 파일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여 지반에 설치된 원형 석션기초의 하중 변위 곡선을 산정하고 을 이용하여 석

션 기초의 강성행렬을 산정했다 또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차원 지반을 이용한 고유치 해

석 결과와 실제 타워의 고유치 실험 값을 비교하였다

고유치 해석 결과

1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 융합공학부 교수 

2 발표자: 군산대학교 해양산업공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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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 해상풍력 부존량 평가

고동휘 이욱재 정신택 최혁진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겪고있는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풍력발전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를 일부 풍력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IEA, 2013)

이처럼 풍력발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육상풍력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이 해양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

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풍력은 대규모 풍력단지조성 및 대용량 터빈 운영이 가능하여 발전효율성 및 경

제성을 제고하였다. 국내도 제주도 탐라해상풍력, 서남해 2.5 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연구 등 해상풍

력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자원의 

우수성, 해양/지반 입지의 적절성, 해양환경 가치, 해상교통 및 어업 가치, 지역적 고유 가치 등이 종합적

으로 평가되어야 경제적인 최적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상청에서 운영중인 해양기상부이와 등표관측장비 중 6개 지점(울릉도, 

덕적도, 거제도, 서수도, 지귀도, 이덕서)의 2014, 2015년의 연간 풍속 자료를 취합하여 해상풍력 부존량

을 평가하였다. 풍속 분포로는 Weibull 모델과 Rayleigh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각 분포 별 최적 매개변수

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적 적지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료 및 방법
2.1 풍황자료

한국 기상청에서는 해양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해양기상부이와 등표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장비들은 관측자료가 없는 해상과 악천후로 관측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관측이 가능하여 기상분석과 예보에 매우 유

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첨단 해양관측 장비로서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기온 수온 등을 관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연안에서  년간 관측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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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션버켓을 탑재한 해상풍력발전기의 고유치 해석

김동현 김영진

석션 기초는 해양분야의 기초 및 앵커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해상풍력발전기의 기초로도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석션 기초를 해상풍력발전기의 기초로 사용할 경우 구조물의 안정

성은 지반에 박혀있는 파일의 지지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반 및 지지파일의 거동을 고려한 파일 지반 

구조물간의 상호작용 해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파일 지반 구조물간의 상호작

용 해석은 곡선에서 얻은 스프링 계수를 이용하는 해석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석션 기초와 

같은 직경이 큰 파일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여 지반에 설치된 원형 석션기초의 하중 변위 곡선을 산정하고 을 이용하여 석

션 기초의 강성행렬을 산정했다 또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차원 지반을 이용한 고유치 해

석 결과와 실제 타워의 고유치 실험 값을 비교하였다

고유치 해석 결과

1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 융합공학부 교수 

2 발표자: 군산대학교 해양산업공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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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 해상풍력 부존량 평가

고동휘 이욱재 정신택 최혁진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겪고있는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풍력발전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를 일부 풍력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IEA, 2013)

이처럼 풍력발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육상풍력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이 해양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

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풍력은 대규모 풍력단지조성 및 대용량 터빈 운영이 가능하여 발전효율성 및 경

제성을 제고하였다. 국내도 제주도 탐라해상풍력, 서남해 2.5 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연구 등 해상풍

력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자원의 

우수성, 해양/지반 입지의 적절성, 해양환경 가치, 해상교통 및 어업 가치, 지역적 고유 가치 등이 종합적

으로 평가되어야 경제적인 최적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상청에서 운영중인 해양기상부이와 등표관측장비 중 6개 지점(울릉도, 

덕적도, 거제도, 서수도, 지귀도, 이덕서)의 2014, 2015년의 연간 풍속 자료를 취합하여 해상풍력 부존량

을 평가하였다. 풍속 분포로는 Weibull 모델과 Rayleigh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각 분포 별 최적 매개변수

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적 적지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료 및 방법
2.1 풍황자료

한국 기상청에서는 해양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해양기상부이와 등표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장비들은 관측자료가 없는 해상과 악천후로 관측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관측이 가능하여 기상분석과 예보에 매우 유

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첨단 해양관측 장비로서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기온 수온 등을 관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연안에서  년간 관측한 자료이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연수연구원 / kodh02@kiost.ac.kr 

2 발표자: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석사과정 ms_ukjae@naver.com

3 원광대학교 / 교수 / stjeong@wku.ac.kr

4 (주)해안해양기술 / 대표이사 / choi6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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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풍속 분포 분석

에너지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풍속의 분포 특성을 검토해야 한다 분포 함수와 분포 함수

는 실제 풍속에 가장 잘 적합하여 풍속분포함수로 많이 활용되고있다 분포 함수의 형태는 다음 식 과 같

다

  

 
 

 

exp





 



                (1) 

여기서 는 형상계수 는 척도계수이며 는 풍속 을 나타낸다 한편 분포 함수에  그리고 

  를 취하면 다음 식 와 같이 분포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분포의 매개변수이며   
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식 는 다음 식 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평균풍속 이다 풍속 자료의 분포형은 장기 풍속 특성을 보여주며 풍속에너지 부존량을 예측하

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2.3 풍력에너지 밀도 분석

단위 면적당 풍속의 최대가용 출력 및 평균 풍력에너지 밀도는 다음 식 와 로 표현될 수 있다

 


     (4) 

  

 
  




     (5) 

여기서 는 일정 기간동안의 평균 공기밀도  는 풍속  는 발생빈도이다

2.4 풍력 발전 부존량 분석

풍력발전 부존량을 추정할 때에는 평균풍속에 적합한 분포모형을 적용하여 풍속의 출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또

한 산출된 풍속 출현율을 이용하여 연간 출현시간을 다음 식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6)

특정 터빈을 이용한 발전량은 터빈의 성능곡선과 설치지점인 높이에서의 풍속 출현율을 이용하여 다음 식 로 

구할 수 있다

  ×× (7)

여기서 는 연간 발전량 는 풍속 의 발생전력 는 풍속 의 출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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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roduction of seven wind turbines

또한 사의 급 급 급 급

급 급 풍력 발전기의 성능 곡선은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추정하는데 사

용되었다 에는 일곱 개의 풍력발전기 특성을 정리하였다

3. 분석결과

풍속 에너지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풍속의 분포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풍속 정보에 적합한 분포 함수로 

분포를 적용하였으며 관측결과로부터 추정한 각 분포함수의 매계변수는 다음 와 같다

관측 지점별 실제 높이에서의 풍속과 기준으로 보정된 연평균 풍속 연평균에너지밀도는 다음 과 같

다

  

Table 2  Parameters of Weibull and Rayleigh distribution at 6 points 

            (  : shape parameter,  : scale parameter,   : scale parameter)



Table 3   Annual mean wind speed and annual energy density according to height of observation 

              at 6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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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선정 및 선정과정에서 필요한 해상풍력 에너지 부존량 및 자원 평가를 과

학적 기술 분석으로 수행하여 리스크 최소화 최적 입지 선정 및 사회 수용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

평균풍속 에너지밀도 연간에너지 생산량 추정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적절한 풍력터빈을 선정하였다 은 관

측 지점별 최적터빈 및 연간에너지 생산량 설비이용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풍력터빈으로는 사의  

및 모

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울릉도 덕적도 거제도 서수도 지귀도 이덕서의 연평균 풍속은 각각 

로 산정되었으며 설비이용률은 로 나타났고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거제도에서 으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상 풍속은 육상에 비해 강하고 연안에서 떨어진 해역에서는 정도 풍속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

다 또한 평균 풍속은 멱법칙을 이용하여 높이에 따른 보정을 수행하는 경우 상당한 풍속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

로 차후 다양한 종류의 터빈을 이용하여 연간 발전량 및 터빈 이용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Fig 1 Optimal turbine and annual energy production, facility utilization rate

                                        (unit : kWh/year, () is facility utilization r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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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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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a) 입사각 15도 변형 Fig. 5(b) 입사각 30도 변형

Fig.6(a) 하중시간곡선 Fig. 6(b) 하중-누적 변위 곡선

3. 구조실험 결과

는 입사각 도와 도 일때의 케이슨의 수평변형을 나타낸 것으로 하중을 설계하중의 배까지 가

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케이슨의 경우 설계하중 배 즉 자중의 의 하중이 작용할 때 큰 변형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오픈셀 케이슨의 경우 설계하중 에서 약간의 변곡점이 발생하지만 최대변형이 이하로서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셀 케이슨이 일반케이슨에 비하여 매우 큰 저항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사석을 채운 케이슨의 극한 거동 특성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서 하중시간곡선을 보면 하중이 증

기할 때 케이슨이 변형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하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케이슨

이 저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버티지 못하고 슬라이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와 같이 하중 누적 변위 곡

선을 보면 설계하중의 에서 변곡점이 발생하긴 하지만  하중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하중 작용에 따른 누적변위로 인하여 변형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설계 하중의 배까지 저항을 하는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오픈셀 케이슨은 채움재를 채웠을 때 그성능이 일반케이슨보다 월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픈셀케이슨의 구조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실험을 수행하였다 매개변수로 채움재를 일반케이슨

사석채움 순환골재 채움 그리고 섬유돌망태 채움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오픈셀 케이슨이 일반케이슨보다 월등한 성

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움재의 챔움으로 인하여 케이슨 자체에 균열이 큰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석은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에 설계 방법 제시 시 본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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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수위유량 관계식을 이용한 저마루 구조물 배후의 평균수위 상승 예측

이달수 이기재 윤재선 오상호

해안침식을 억제하거나 호안의 월파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해안선이나 호안과 나란히 마루높이가 낮은 

이안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저마루 구조물에서는 파랑 내습 시 통상의 방파제보다 월파

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배후 수역에서 평균수위가 상승한다. 이 상승량은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구조물 

주변에 형성되는 각종 흐름에 따라 결정되므로 파조건, 구조물의 설치수심, 구조물의 단면형상, 마루높

이, 마루폭 및 투수성 이외에도 배후 수로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 

그러나, 단면수리모형실험에서는 구조물 배후의 평균수위 상승량이 현장과 전혀 다르게 재현되므로 구

조물의 안정성, 배후 호안에서의 처오름높이, 호안의 월파량 및 호안 전면에 작용하는 파압의 계측결과 

역시 현장과는 심하게 다르게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면수리모형실험의 결과로부터 Fig. 2에 보인 형식의 평균수위 상승량과 구조

물 배후로 통과하는 순유량강도와의 관계식을 작성해서 해수유동 수치모형(EFDC)의 경계조건에 반영함

으로써 현장의 평균수위 상승량과 유속의 공간분포를 개략적으로 예측한 후, 수리특성은 기 수행된 단면

수리모형실험결과들에 이 예측된 상승수위를 적용하여 보간법으로 결정하며 안정성과 호안 파압은 이 예

측된 상승수위를 재현한 추가 단면수리모형실험에서 검토하는 Hybrid 기법을 시도하였다. 이 경우 해수

유동 수치모형의 계산시간은 매우 짧으며 모형에서 저마루구조물의 실형상을 재현하지 않으므로 평면계

획 법선만 유지되면 평균수위 상승량과 유속장을 단면수리모형실험 수행과 거의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기법은 불투과성 구조물에서는 마루높이가 평균수위 상승분보다 낮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

다. 한편, 평면수리모형실험이 수행될 경우 저마루 구조물의 구간별 단면 변경이 평균수위 상승에 미칠 

상대적 영향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평면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마루 구조물 주변의 수리특성 평균수위와 순유량강도 관계

1 (주)혜인이엔씨 품질경영실 책임연구원 

2 발표자: (주)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이사 

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공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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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수로개선 사업에 따른 수리특성 변화 분석

서희정 강차영 안익장 박진수

캄보디아는 최근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급성장하고 전략적 위치로 인해 동남아 물류에서 차지하는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으나 교통 및 항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내륙수

로의 활용 및 항만 인프라의 확장을 위해 한국정부와 항만개발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수도 프놈펜을 중

심으로 항만 물류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 건설과 주요도시를 관통하는 메콩강에 대해 수로개선 사업을 계

획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메콩강 주변을 따라 매우 인접해 있다 또한 우기시 넓은 범위에 걸쳐 범

람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토사유입으로 인한 매몰과 빠른 유속으로 인한 침식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활발하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업 후 발생될 수 있는 수위 유속 퇴적환경의 수리특성의 

변화는 주거지역의 안전 및 선박통항을 위한 수로기능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문 기초자료조사 현장조사

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수치실험을 통해 수리특성 변화와 하상변동을 예측하였다 수치실험은 

를 사용하여 차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관측자료와 차원 실험결과를 토대로 를 이용하

여 차원 수리 및 하상변동을 검토하였다 예측된 자료를 토대로 수리특성과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평면 계획안과 보강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수로 기능 유지를 위한 장기 하상변동 유지준설량과 준설주기 

등을 산정하여 사업에 활용토록 하였다

1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부장 

2 주 혜인이엔씨 수자원부 부장 

3 발표자: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전무 

4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대리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108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측정된 수위유량 관계식을 이용한 저마루 구조물 배후의 평균수위 상승 예측

이달수 이기재 윤재선 오상호

해안침식을 억제하거나 호안의 월파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해안선이나 호안과 나란히 마루높이가 낮은 

이안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저마루 구조물에서는 파랑 내습 시 통상의 방파제보다 월파

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배후 수역에서 평균수위가 상승한다. 이 상승량은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구조물 

주변에 형성되는 각종 흐름에 따라 결정되므로 파조건, 구조물의 설치수심, 구조물의 단면형상, 마루높

이, 마루폭 및 투수성 이외에도 배후 수로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 

그러나, 단면수리모형실험에서는 구조물 배후의 평균수위 상승량이 현장과 전혀 다르게 재현되므로 구

조물의 안정성, 배후 호안에서의 처오름높이, 호안의 월파량 및 호안 전면에 작용하는 파압의 계측결과 

역시 현장과는 심하게 다르게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면수리모형실험의 결과로부터 Fig. 2에 보인 형식의 평균수위 상승량과 구조

물 배후로 통과하는 순유량강도와의 관계식을 작성해서 해수유동 수치모형(EFDC)의 경계조건에 반영함

으로써 현장의 평균수위 상승량과 유속의 공간분포를 개략적으로 예측한 후, 수리특성은 기 수행된 단면

수리모형실험결과들에 이 예측된 상승수위를 적용하여 보간법으로 결정하며 안정성과 호안 파압은 이 예

측된 상승수위를 재현한 추가 단면수리모형실험에서 검토하는 Hybrid 기법을 시도하였다. 이 경우 해수

유동 수치모형의 계산시간은 매우 짧으며 모형에서 저마루구조물의 실형상을 재현하지 않으므로 평면계

획 법선만 유지되면 평균수위 상승량과 유속장을 단면수리모형실험 수행과 거의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기법은 불투과성 구조물에서는 마루높이가 평균수위 상승분보다 낮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

다. 한편, 평면수리모형실험이 수행될 경우 저마루 구조물의 구간별 단면 변경이 평균수위 상승에 미칠 

상대적 영향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평면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마루 구조물 주변의 수리특성 평균수위와 순유량강도 관계

1 (주)혜인이엔씨 품질경영실 책임연구원 

2 발표자: (주)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이사 

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공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캄보디아  수로개선 사업에 따른 수리특성 변화 분석

서희정 강차영 안익장 박진수

캄보디아는 최근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급성장하고 전략적 위치로 인해 동남아 물류에서 차지하는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으나 교통 및 항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내륙수

로의 활용 및 항만 인프라의 확장을 위해 한국정부와 항만개발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수도 프놈펜을 중

심으로 항만 물류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 건설과 주요도시를 관통하는 메콩강에 대해 수로개선 사업을 계

획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메콩강 주변을 따라 매우 인접해 있다 또한 우기시 넓은 범위에 걸쳐 범

람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토사유입으로 인한 매몰과 빠른 유속으로 인한 침식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활발하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업 후 발생될 수 있는 수위 유속 퇴적환경의 수리특성의 

변화는 주거지역의 안전 및 선박통항을 위한 수로기능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문 기초자료조사 현장조사

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수치실험을 통해 수리특성 변화와 하상변동을 예측하였다 수치실험은 

를 사용하여 차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관측자료와 차원 실험결과를 토대로 를 이용하

여 차원 수리 및 하상변동을 검토하였다 예측된 자료를 토대로 수리특성과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평면 계획안과 보강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수로 기능 유지를 위한 장기 하상변동 유지준설량과 준설주기 

등을 산정하여 사업에 활용토록 하였다

1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부장 

2 주 혜인이엔씨 수자원부 부장 

3 발표자: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전무 

4 주 혜인이엔씨 기술연구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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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한국 연안 개소의 침식현황과 고찰

강태순 김기현 황창수 남수용

최근 기후변화 및 연안개발의 심화로 연안침식 문제가 환경변화와 더불어 해안재해의 하나로써 다가

오고 있다. 연안침식은 20세기 초부터 선진국을 괴롭혀온 난제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중요한 해안공학적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 연안침식 문제가 단순히 모래 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연안 생

태계를 파괴하고 휴식 및 생활공간을 잠식하여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

고 있다.

연안의 안전성 확보, 과학적인 대책수립 및 자연 친화적인 연안정비를 통해 인간과 연안의 공존을 확

보하고, 체계적인 연안침식 관리를 바탕으로 연안의 지속성장 기반을 수립하여 인간과 바다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후세를 위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연안역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2003년 62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주요 연안 250개소에서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종류로는 기본모니터링, 중점모니터링, 사후모니터링 및 비디오모니터링으로 구성되며, 주

요 평가항목은 해빈폭(해안선) 변화(40%), 해빈단면적 변화(30%), 배후지피해(20%), 자연보전가치(5%) 및 

인구현황(5%)이다.

2016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침식등급평가 결과, 대상지역 250개소 중 A(양호)등급은 1개소, B(보통)등급 

104개소, C(우려)등급 115개소, D(심각)등급 30개소로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A등급 5개소 감소, B등급 

9개소 증가, C등급 21개소 감소, D등급 1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침식우심지역(C, D등

급)은 전년 대비 서해안 56.1%→47.1%(-9.0%p)로 감소, 남해안 43.2%→35.9%(-7.3%p)로 감소, 동해안 

78.2%→88.5%(+10.3%p)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역은 59.6%→58.0%(-1.6%p)로 감소하였다.

침식 등급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합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계 82 85 81 78 87 87 250 250

A(양호) 2 0 4 1 0 0 6 1

B(보통) 34 45 42 49 19 10 95 104

C(우려) 46 40 35 28 55 47 136 115

D(심각) 0 0 0 0 13 30 13 30

침식우심률(%)
(C+D등급/총개소)

56.1 47.1 43.2 35.9 78.2 88.5 59.6 58.0

해역별 침식등급평가 결과

1 ㈜지오시스템리서치 / 상무이사 / kangts@geosr.com

2 발표자: ㈜지오시스템리서치 / 이사 / khkim@geosr.com

3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주무관 / csh0509@korea.kr

4 ㈜지오시스템리서치 / 부사장 / synam@geosr.com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연안침식 선제적 대응방안

진재율 정원무

우리나라 연안침식 국가 관리는 년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 동안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연안정비사업 이 연안정비계획 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거의 모든 사업이 자연적 인위적 원인

에 의한 침식문제 발생 후의 사후대책이었다

관리이력이 일천한 우리의 당면과제는 선진국의 다양한 시행착오 수집 분석을 통한 실패사례 최소화

임에도 년대 초 대규모 국가사업이 침식문제를 악화시킨 사례가 있으며 최근 동일유형의 실패가 재

발함에 따라 침식대응 국가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연안침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대규모 해안개발사업 착수 전 침식영향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업주체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나 실패사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침식대책의 문제점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 재보완 요청된 동해항 단계 개

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시행착오 답습실태를 살펴봄과 함께 모래관리의 중요성 공학적 및 기후변화 

시공간규모에서의 연안침식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한다

퇴적･침식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파향별 파랑차폐역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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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한국 연안 개소의 침식현황과 고찰

강태순 김기현 황창수 남수용

최근 기후변화 및 연안개발의 심화로 연안침식 문제가 환경변화와 더불어 해안재해의 하나로써 다가

오고 있다. 연안침식은 20세기 초부터 선진국을 괴롭혀온 난제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중요한 해안공학적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 연안침식 문제가 단순히 모래 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연안 생

태계를 파괴하고 휴식 및 생활공간을 잠식하여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

고 있다.

연안의 안전성 확보, 과학적인 대책수립 및 자연 친화적인 연안정비를 통해 인간과 연안의 공존을 확

보하고, 체계적인 연안침식 관리를 바탕으로 연안의 지속성장 기반을 수립하여 인간과 바다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후세를 위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연안역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2003년 62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주요 연안 250개소에서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종류로는 기본모니터링, 중점모니터링, 사후모니터링 및 비디오모니터링으로 구성되며, 주

요 평가항목은 해빈폭(해안선) 변화(40%), 해빈단면적 변화(30%), 배후지피해(20%), 자연보전가치(5%) 및 

인구현황(5%)이다.

2016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침식등급평가 결과, 대상지역 250개소 중 A(양호)등급은 1개소, B(보통)등급 

104개소, C(우려)등급 115개소, D(심각)등급 30개소로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A등급 5개소 감소, B등급 

9개소 증가, C등급 21개소 감소, D등급 1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침식우심지역(C, D등

급)은 전년 대비 서해안 56.1%→47.1%(-9.0%p)로 감소, 남해안 43.2%→35.9%(-7.3%p)로 감소, 동해안 

78.2%→88.5%(+10.3%p)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역은 59.6%→58.0%(-1.6%p)로 감소하였다.

침식 등급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합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계 82 85 81 78 87 87 250 250

A(양호) 2 0 4 1 0 0 6 1

B(보통) 34 45 42 49 19 10 95 104

C(우려) 46 40 35 28 55 47 136 115

D(심각) 0 0 0 0 13 30 13 30

침식우심률(%)
(C+D등급/총개소)

56.1 47.1 43.2 35.9 78.2 88.5 59.6 58.0

해역별 침식등급평가 결과

1 ㈜지오시스템리서치 / 상무이사 / kangts@geosr.com

2 발표자: ㈜지오시스템리서치 / 이사 / khkim@geosr.com

3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주무관 / csh0509@korea.kr

4 ㈜지오시스템리서치 / 부사장 / synam@geos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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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 선제적 대응방안

진재율 정원무

우리나라 연안침식 국가 관리는 년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 동안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연안정비사업 이 연안정비계획 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거의 모든 사업이 자연적 인위적 원인

에 의한 침식문제 발생 후의 사후대책이었다

관리이력이 일천한 우리의 당면과제는 선진국의 다양한 시행착오 수집 분석을 통한 실패사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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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침식대책의 문제점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 재보완 요청된 동해항 단계 개

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시행착오 답습실태를 살펴봄과 함께 모래관리의 중요성 공학적 및 기후변화 

시공간규모에서의 연안침식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한다

퇴적･침식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파향별 파랑차폐역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11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다열 잠제 설치에 따른 소파효율 검토

이우동 허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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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열 잠제 소파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모델 차원 시뮬레이션

서    론

일반적인 투과성 잠제는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풍파를 마루 위

에서 강제쇄파를 유도하여 파랑에너지를 감쇠시킨다 이 파랑제

어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일정한 높이와 폭의 마루를 유지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잠제는 수면 밖으로 돌출되는 다른 방파

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매우 크다 한편 이로 인해 잠제 

배후 수위는 상승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내외해의 평균수위차

가 발생하여 개구부로 빠져나오는 이안류가 발달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은 잠제 주변의 특유의 순환류를 형성시킨다

여기서 잠제 배후의 수위상승에 기인한 이안류는 내

해의 토사유출 개구부에서는 제체 저면의 세굴 등과 같은 문제

를 유발시킨다

한편 과 같이 

등의 폭 좁은 잠제

가 개발되어 몇

몇 해안에 설치되었으며 장기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된 는 마루폭이 좁

을 뿐만 아니라 마루수심이 깊어서 일반적인 잠제에 비해 파랑

제어효과가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빈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모래가 외해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는 탁월

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 가 설치되어 있는 미국 뉴저지 케이프 메이 

포인트 지역의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이 들은 해빈 안정

과 파랑감쇠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에

서는 이안류가 관측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의를 통하여 일반 잠제와 다열 의 

파랑제어 기능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개구

부의 이안류 저감을 위한 다열 의 평면배치에 대해 수치

적 검토를 수행한다

수치해석방법

지배방정식

는 차원 비압축성ㆍ점성유체에서 무반사로 파

랑을 조파할 수 있게 소스항이 포함된 연속방정식 과 투과매

체에 의한 에너지소산을 직접 고려할 수 있는 수정된 

운동량 방정식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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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랑의 원천항 는 투과매체에 의한 유체저항항 는 중

력가속도항 는 부가감쇠영역의 에너지감쇠항을 나타낸다

함수 는 각 계산격자의 유체 체적비를 나타내고 비압

축성 유체와 투과매체의 공극률을 적용하여 유체 보존형식으

로 나타내면 식 과 같다









수치모델의 검증

는 이 실시한 수리모형실험을 바탕으

로 구성한 수치파동수조이며 길이 폭 높이 

수심 이다 해석영역에는 기울기 의 불투과 경사면과 

그 위에는 기울기 의 사다리꼴 잠제를 설치한다 그리고 잠

제 주변에 지점에서의 수면변위와 지점에서의 유속을 측정

한다 여기서 입사파랑조건은 파고 주기 이다

은 에 나타낸 번 파고계에서 측정한 시간파

형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는○은 의 실험결과 실선―은 계산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시간파형의 위상은 번 파고계에서 실

험과 계산의 위상을 동기화하여 나타낸다

으로부터 각 지점에서의 시간파형 위상이 매우 잘 일

치하고 경사면 및 잠제 상을 전파하는 파랑의 변형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잠제 상에서의 비선형성 잠제 

배후에서의 파봉분열 경사면의 수심변화에 의한 천

수변형 그리고 쇄파 이후의 파고감쇠 까지 높은 

정도로 실험값을 나타내고 있다

는 에 나타낸 불투과 경사면의 시작지점에서 측

정한 성분유속을 비교하여 나태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원○

은 실험결과 실선―은 계산결과를 각각 의미한다

로부터 수치파동수조에서 측정한 수평 및 연직유속성

분들이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직

유속성분의 비대칭성은 파랑의 진행방향 전면에 위치하는 경

사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산결과가 이러한 부

분까지 잘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검증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수치모델의 

타당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었다고 사료된다

수치파동수조의 개요 및 입사조건

는 다열 잠제의 파랑제어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차원 수치수조이다 해석영역의 파동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

여 무반사 조파시스템을 적용한다 해석영역은 다열 잠제를 배

치하고 외해쪽 잠제에는 일정한 개구부를 설치한다

바닥과 잠제표면은 조건 그리고 방향에는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건을 적용하며 대상 구조물이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에는 

입사파랑조건과 구조물 구성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결과

은 파형경사  에 따른 파랑전달계수  를 비

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검정색 역삼각형 은 투과성 잠제

파란색 원 은 열 붉은색 삼각형 은 열 

녹색 마름모 는 열 의 경우를 각각 나타낸

다

에서 투과성 잠제의 경우에는 가 커질수록 마루 

위에서 강한 쇄파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의 경우에는 의 영향이 크지 않으며

가 작은 경우에서는 열과 열 가 투과성 잠제보다 

가 작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열 의 파랑제어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

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사다리꼴 투과성 잠제와 열 열 열로 

배치한 주변의 수리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파형경

사가 작은 경우에서는 열 열 잠제가 일반적인 투과성 잠제보

다 파랑제어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를 통해 적용성이 확인된 다열 잠제를 적절하

게 배치한다면 부피가 크고 건설비용이 큰 기존 투과성 잠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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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의 검증

는 이 실시한 수리모형실험을 바탕으

로 구성한 수치파동수조이며 길이 폭 높이 

수심 이다 해석영역에는 기울기 의 불투과 경사면과 

그 위에는 기울기 의 사다리꼴 잠제를 설치한다 그리고 잠

제 주변에 지점에서의 수면변위와 지점에서의 유속을 측정

한다 여기서 입사파랑조건은 파고 주기 이다

은 에 나타낸 번 파고계에서 측정한 시간파

형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는○은 의 실험결과 실선―은 계산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시간파형의 위상은 번 파고계에서 실

험과 계산의 위상을 동기화하여 나타낸다

으로부터 각 지점에서의 시간파형 위상이 매우 잘 일

치하고 경사면 및 잠제 상을 전파하는 파랑의 변형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잠제 상에서의 비선형성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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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파동수조의 개요 및 입사조건

는 다열 잠제의 파랑제어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차원 수치수조이다 해석영역의 파동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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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외해쪽 잠제에는 일정한 개구부를 설치한다

바닥과 잠제표면은 조건 그리고 방향에는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건을 적용하며 대상 구조물이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에는 

입사파랑조건과 구조물 구성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결과

은 파형경사  에 따른 파랑전달계수  를 비

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검정색 역삼각형 은 투과성 잠제

파란색 원 은 열 붉은색 삼각형 은 열 

녹색 마름모 는 열 의 경우를 각각 나타낸

다

에서 투과성 잠제의 경우에는 가 커질수록 마루 

위에서 강한 쇄파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의 경우에는 의 영향이 크지 않으며

가 작은 경우에서는 열과 열 가 투과성 잠제보다 

가 작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열 의 파랑제어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

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사다리꼴 투과성 잠제와 열 열 열로 

배치한 주변의 수리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파형경

사가 작은 경우에서는 열 열 잠제가 일반적인 투과성 잠제보

다 파랑제어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를 통해 적용성이 확인된 다열 잠제를 적절하

게 배치한다면 부피가 크고 건설비용이 큰 기존 투과성 잠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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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침식 및 재해 연구를 위한 대형 수리모형 실험

신성원

연안 침식 및 재해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현장 관측 모니터링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형실험이 필수

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장 관측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관측 자료로 물리적 현상을 이해

하고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메커니즘 규명과 침식 

및 재해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수치모형 실험 및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수리모형실험은 수리모형실험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현장 관측을 통해 얻기 힘든 자료를 반복 실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이 해안 수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때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수리모형실험은 보통 실제 크기보다 형상과 물성을 축소하여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실험 

분야에서 이러한 축소 모형을 사용할 경우 가 발생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경우에는 축소율을 최소화 하여 실규모급의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수리모형 실험의 사례와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연안 침식과 재해 연구를 위한 대

형 수리모형실험 수행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차원 대형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 및 지형 변화 

1 발표자: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부교수 

                                                                  좌장 : 조홍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 연안 250개소의 침식현황과 고찰
강태순, 김기현((주)지오시스템리서치), 

황창수(해양수산부), 남수용((주)지오시스템리서치)

연안침식 선제적 대응방안 진재율, 정원무(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다열 잠제 설치에 따른 소파효율 검토 이우동, 허동수(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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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케이슨 격벽에 작용하는 파압

오상호 장세철 이주연

유공케이슨 격벽에 작용하는 파압에 관해서는 국내외 설계기준 등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는 평면 조파수조에 유공케이슨 모형을 설치하고 파향을 부터 까지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파

고 및 주기가 서로 다른 개의 실험파 조건에서 유공케이슨 격벽에 작용하는 파력을 계측하였다 측정

된 파력 자료를 분석하여 유공케이슨 격벽에 작용하는 파력을 입사파향의 함수로 표현하는 경험식을 얻

을 수 있었으며 이 식은 현업에서 유공케이슨 설계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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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유전자 유전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테트라포드 및 사석 피복재의 안정공식 

Stability Formulas for Tetrapods and Rock Armors  
Using Multigene Genetic Programming 

 
이재성1, 서경덕2 

Jae Sung Lee1 and Kyung-Duck Suh2 
 

 
 
 경사식 방파제의 피복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테트라포드와 사석 피복재의 안정수를 계산하는 것은 
피복재의 적정중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 안정수를 계산하기 위한 경험식들은 주로 
수리실험을 통해 얻은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식의 형태를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식의 계수들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최근에는, 많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machine learning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방파제 피복석의 안정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공신경망 모델이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엔지니어들에게 생소하고 경험식보다 정확성이 크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설계에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machine learning 의 새로운 기법 중 하나인 다중유전자 유전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테트라포드와 사석 피복재의 안정공식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식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도, 식의 형태뿐만 
아니라 식의 계수들까지 한번에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제안된 경험식들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안된 공식은 모두 
무차원 변수들을 이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험실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테트라포드와 사석 피복재의 안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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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는 water depth, P 는 permeability of core, S 는 damage level, 2tan / 2 /m s mH gT   은 

surf-similarity parameter, N은 number of waves, 0N 는 relative damage, k 는 packing density, cR
는 crest elevation,  는 구조물의 경사각을 나타낸다. 
 
사석 피복재의 안정공식의 경우 correlation coefficient(R)값은 0.98, RMSE값은 0.13으로 기존의 Van 
der Meer(1987)의 공식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테트라포드 안정공식의 경우도 R값이 0.91, 
RMSE값이 0.23으로 최근에 제안된 Suh and Kang(2012) 공식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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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케이슨 격벽에 작용하는 파압

오상호 장세철 이주연

유공케이슨 격벽에 작용하는 파압에 관해서는 국내외 설계기준 등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는 평면 조파수조에 유공케이슨 모형을 설치하고 파향을 부터 까지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파

고 및 주기가 서로 다른 개의 실험파 조건에서 유공케이슨 격벽에 작용하는 파력을 계측하였다 측정

된 파력 자료를 분석하여 유공케이슨 격벽에 작용하는 파력을 입사파향의 함수로 표현하는 경험식을 얻

을 수 있었으며 이 식은 현업에서 유공케이슨 설계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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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는 water depth, P 는 permeability of core, S 는 damage level, 2tan / 2 /m s mH gT   은 

surf-similarity parameter, N은 number of waves, 0N 는 relative damage, k 는 packing density,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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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형 부유식방파제의 현수선 작성

윤재선 하태민 장정렬

본 연구에 적용한 부유식방파제는 입사면과 전달면에 하부슬릿을 두어 입사파랑을 제체의 흘수심 단면적

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현수선 작성을 위한 수리모형실험은 형 계류 및 형

계류방식을 각각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수선을 작성하였다 또한 부유식방파제의 자유도 운동 중 차원

운동에 따른 장력특성 분석을 위하여 점 계류를 채택하였으며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입사파랑의 정상력

에 따른 최대장력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정상력 조건에서 각각의 장력특성을 분석한 결과

형 계류 조건에서 형 계류 조건보다 약 배의 최대장력이 발생하였다

그림 1. Catenary 계류방식에 따른 유공형 부유식방파제의 현수선

그림 2. Tension-leg 계류방식에 따른 유공형 부유식방파제의 현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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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강관 형상에 따른 구형단면 내부구속 중공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비선형 거동 분석

김성원 홍혜민 한택희

최근 초고층 빌딩 장대교량 교각 풍력타워 등과 같이 기존 구조물의 대형화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

를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고강도 구조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공 의 내부에 강관을 삽입

하는 내부구속 중공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제

안되었다 구조는 내부 강관과 콘크리트부를 둘러싸고 있는 횡철근에 의해 심부의 콘크리트부가 

축 구속 상태가 되어 일반 중공 기둥과 같은 축 구속 상태의 구조에 비해 강도가 증진되는 구조이

다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원형 단면의 기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구형단

면 기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형단면 기둥의 비선형 

거동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내부 강관의 단면을 외부단면형상과 같이 정사각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정

사각 정사각 중공 단면 와 정사각형의 외부단면과는 달리 원형 강관을 삽입하는 경우 정사각 원

형 중공 단면 에 대하여 각각을 해석하고 서로 비교하였다 구형단면 기둥해석에 사용

되는 재료모델은 앞서 개발된 콘크리트 재료비선형 모델과 기둥 내부 강관과 철근에 사용되는 강재의 재

료 비선형성을 고려한 재료비선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체 기둥에 대한 해석은 내부강관 단면의 형상 

변화에 따른 축력 모멘트 상관관계 및 횡력 횡변위관계의 해석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사각 정사각 중공 단면의 경우 정사각 원형 중공 단면 기둥에 비해 콘크리트부의 

단면적은 작고 내부 강관의 단면적이 더 크다 이로 인하여 기둥의 횡력이 최대일 때를 기준으로 구속 

콘크리트부와 내부강관부가 기둥의 횡력에 기여하는 비율이 정사각 정사각 중공단면 기둥의 경

우 로 나타났으며 정사각 원형 중공단면 기둥의 경우에는 로 나타

났다 기둥 부재의 개별해석 결과와는 달리 기둥전체에 대한 해석결과에서는 최대 횡변위는 동일한 것으

로 해석되었으며 최대횡력의 오차율은 로 나타나 서로 다른 두 단면 타입의 기둥의 거동

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형단면 기둥의 해석을 통해 콘크리트와 강재에 대한 경제성분

석 및 제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환경에 적합한 기둥의 단면을 선택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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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고강도 구조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공 의 내부에 강관을 삽입

하는 내부구속 중공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제

안되었다 구조는 내부 강관과 콘크리트부를 둘러싸고 있는 횡철근에 의해 심부의 콘크리트부가 

축 구속 상태가 되어 일반 중공 기둥과 같은 축 구속 상태의 구조에 비해 강도가 증진되는 구조이

다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원형 단면의 기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구형단

면 기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형단면 기둥의 비선형 

거동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내부 강관의 단면을 외부단면형상과 같이 정사각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정

사각 정사각 중공 단면 와 정사각형의 외부단면과는 달리 원형 강관을 삽입하는 경우 정사각 원

형 중공 단면 에 대하여 각각을 해석하고 서로 비교하였다 구형단면 기둥해석에 사용

되는 재료모델은 앞서 개발된 콘크리트 재료비선형 모델과 기둥 내부 강관과 철근에 사용되는 강재의 재

료 비선형성을 고려한 재료비선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체 기둥에 대한 해석은 내부강관 단면의 형상 

변화에 따른 축력 모멘트 상관관계 및 횡력 횡변위관계의 해석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사각 정사각 중공 단면의 경우 정사각 원형 중공 단면 기둥에 비해 콘크리트부의 

단면적은 작고 내부 강관의 단면적이 더 크다 이로 인하여 기둥의 횡력이 최대일 때를 기준으로 구속 

콘크리트부와 내부강관부가 기둥의 횡력에 기여하는 비율이 정사각 정사각 중공단면 기둥의 경

우 로 나타났으며 정사각 원형 중공단면 기둥의 경우에는 로 나타

났다 기둥 부재의 개별해석 결과와는 달리 기둥전체에 대한 해석결과에서는 최대 횡변위는 동일한 것으

로 해석되었으며 최대횡력의 오차율은 로 나타나 서로 다른 두 단면 타입의 기둥의 거동

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형단면 기둥의 해석을 통해 콘크리트와 강재에 대한 경제성분

석 및 제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환경에 적합한 기둥의 단면을 선택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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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풍력 조류 복합발전 하이브리드 지지구조 설계

홍혜민 김성원 한택희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 타 신재생에

너지원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으나,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폭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풍력터빈의 대형화로 인해 타워의 세장비가 증가하게 되고, 기존 강재 타워는 좌굴 발생 및 타워 기능 저하의 

문제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강재타워를 대체 할 수 있는 고강도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신

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풍력발전과 타 에너지원을 결합하는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및 조류 발전기를 지지하는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를 제시하였

다.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는 하부의 DSCT (Double-Skinned Composite Tubular) 타워와 상부의 강재타

워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DSCT타워의 단면 조건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를 

제시하였으며, 바람이 정상상태와 극한상태에 일 때에 대해, 풍력터빈과 조류터빈의 방향 조합에 따라 5

종의 하중조건을 적용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Type 1의 경우 DSCT 타워 하부단면의 직경이 강재

타워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을 제시하였으며, Type 2는 하단 DSCT 타워 부분의 하부 및 상부 

직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상단의 강재타워는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직경이 좁아지도

록 설계하였다. 해석결과 Type 2가 Type 1보다 전체적으로 변위가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ype 1의 경우 극한상태 하중케이스 2 적용시 조류 지지구조에서 응력이 강재 항복응력보다 높게 나타

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Type 1 조류지지구조의 강재 두께를 증가시켜 해석을 수행한 결과, 

Type 1도 Type 2와 같이 변위 및 응력 부분에서 안전측으로 거동하여 실제 적용에는 모두 가능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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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를 활용한 연안흐름해석

신범식 김규한

표사이동에 따른 해빈변형 혹은 쇄파대 근처에서의 확산거동 등은 해안지역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며 

이러한 해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빈류의 유황을 정도 높게 관측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해빈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방법과 방법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방법은 여러 고정점

에서 유속계를 사용하여 유향과 유속의 시간변화를 관측하는 방법이며 방법은 부표 및 염료와 

같은 표식자를 투입한 후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표식자의 위치변화로서 흐름을 관측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비디오 하드웨어 및 영상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영상해석기법을 이용한 넓은 해안의 해

안선 파의 쳐올림 및 스워쉬 운동 흐름정보 등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넓은 영역의 

영상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치에서의 해상도가 높은 영상촬영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사용되고 있

는 촬영기술로는 고도 및 해상도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서는 원격탐사 및 

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이 관심을 받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해상조난용 표식염료인 

를 대상해역에 투하하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 좁은 공간에서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공중에서 정지비행 

및 촬영이 가능한 회전익 를 이용하여 시간별 염료의 이동방향을 촬영하여 확산거동을 관측하였다

촬영된 고해상도 영상은 차원 정사영상 오차범위 으로 제작하여 확산특성을 이용하여 시간별 해

빈류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1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2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122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풍력 조류 복합발전 하이브리드 지지구조 설계

홍혜민 김성원 한택희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 타 신재생에

너지원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으나,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폭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풍력터빈의 대형화로 인해 타워의 세장비가 증가하게 되고, 기존 강재 타워는 좌굴 발생 및 타워 기능 저하의 

문제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강재타워를 대체 할 수 있는 고강도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신

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풍력발전과 타 에너지원을 결합하는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및 조류 발전기를 지지하는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를 제시하였

다.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는 하부의 DSCT (Double-Skinned Composite Tubular) 타워와 상부의 강재타

워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DSCT타워의 단면 조건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를 

제시하였으며, 바람이 정상상태와 극한상태에 일 때에 대해, 풍력터빈과 조류터빈의 방향 조합에 따라 5

종의 하중조건을 적용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Type 1의 경우 DSCT 타워 하부단면의 직경이 강재

타워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을 제시하였으며, Type 2는 하단 DSCT 타워 부분의 하부 및 상부 

직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상단의 강재타워는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직경이 좁아지도

록 설계하였다. 해석결과 Type 2가 Type 1보다 전체적으로 변위가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ype 1의 경우 극한상태 하중케이스 2 적용시 조류 지지구조에서 응력이 강재 항복응력보다 높게 나타

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Type 1 조류지지구조의 강재 두께를 증가시켜 해석을 수행한 결과, 

Type 1도 Type 2와 같이 변위 및 응력 부분에서 안전측으로 거동하여 실제 적용에는 모두 가능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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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빈류의 유황을 정도 높게 관측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해빈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방법과 방법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방법은 여러 고정점

에서 유속계를 사용하여 유향과 유속의 시간변화를 관측하는 방법이며 방법은 부표 및 염료와 

같은 표식자를 투입한 후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표식자의 위치변화로서 흐름을 관측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비디오 하드웨어 및 영상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영상해석기법을 이용한 넓은 해안의 해

안선 파의 쳐올림 및 스워쉬 운동 흐름정보 등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넓은 영역의 

영상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치에서의 해상도가 높은 영상촬영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사용되고 있

는 촬영기술로는 고도 및 해상도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서는 원격탐사 및 

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이 관심을 받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해상조난용 표식염료인 

를 대상해역에 투하하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 좁은 공간에서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공중에서 정지비행 

및 촬영이 가능한 회전익 를 이용하여 시간별 염료의 이동방향을 촬영하여 확산거동을 관측하였다

촬영된 고해상도 영상은 차원 정사영상 오차범위 으로 제작하여 확산특성을 이용하여 시간별 해

빈류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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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ainer cran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container ports which are responsible for 

loading and unloading of intermodal containers from containerships. Several jumbo container cranes 

have experienced damages due to large earthquake events such as at the port of Kobe in Japan (1995) 

and at the port of Port-au-Prince in Haiti (201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container cranes subjected to seismic loadings in the design, especially 

investigating the nonlinear behavior. In this study, a numerical model of typical jumbo crane with its 

gauge of 30.5m was considered. The nonlinear static analysis (pushover) with consideration of the 

P- effect was applied using SAP2000. The study aimed to estimate potential collapse positions that 

might occur on the crane structures based on the acceptance criteria for the performance levels of 

plastic hinges mentioned in FEMA356 and ATC-40. In addition, the damage states were defined 

based on the global drift of the portal frame. A comparison of capacity curves was considered when 

the structure suffers from different lateral force patterns such as point, uniform, and first mod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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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일과 하천의 중첩효과를 고려한 폭풍해일 범람모의

이칠우 손상영

본 연구에서는 폭풍해일 범람 모의 시 하천의 중첩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마산만에서의 범람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인 마산만은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부에 위치한 만으로 창원천 남천 그리고 삼호천

과 접해있는 지역이다 마산만은 여름철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년 태풍 에 의한 침수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태풍 가 남해

안 상륙 시 만조위와 겹쳐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석 폭풍해일 하천유입을 고려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사에서 개발한 를 이용하여 범람모의를 실시하였다 는 준 차원 

해수유동 모델로서 폭풍해일 이외 지진해일 부유물 이송 오염물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하다

또한 파랑 조석 바람에 의한 전단력 온도 염도에 의한 밀도류 대기압 변화 조간대 모의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모듈이 있어 국제적으로도 많은 폭풍해일 모델링에 사용되고 있다 태풍 

의 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시간 간격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풍속을 사용하였으며 이 정보는 

에 적용하여 바람장을 산출하였다 대상지역의 지형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해도를 수평 수직 기준점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모델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 총 개의 격자를 최소 까지 구성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조석 효과는 

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하천 유입을 고려하기 위해 창원기상관측소에서 태풍 매미 내습 시 강우

자료를 미공병단 에서 개발한 에 입력하여 남천 하류의 수문곡선을 하천단면

에서의 유량경계조건으로 부여하였다 수치해석결과 마산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의 해일고와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범람역은 조석 해일 하천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실제 범람역을 나

타낸 마산시재해침수지도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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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t the port of Port-au-Prince in Haiti (201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container cranes subjected to seismic loadings in the design, especially 

investigating the nonlinear behavior. In this study, a numerical model of typical jumbo crane with its 

gauge of 30.5m was considered. The nonlinear static analysis (pushover) with consideration of the 

P- effect was applied using SAP2000. The study aimed to estimate potential collapse position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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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파랑 모의 결과를 이용한 파랑 지속시간 분석에 관한 연구

양지관 김현승 김정원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중 하나로 파랑의 변화를 들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너울성 파랑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정확한 파랑 예측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변화 전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파랑 예측과 전망의 한 단계로 과거 자료와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파랑 재현

성을 검토하고 재현기간 동안의 파랑 지속시간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분석을 통해 과거의 파랑 특성

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장기간의 파랑 재현과 특성 분석을 위해 동서방향으로 과 남북방향으로 

의 북서태평양 해역을 해상도 수치모델로 구축하였고 년부터 년까지 년간을 연구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적용한 수치모델은 국내 외의 파랑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델의 최신버전 을 사용하였고 모델의 입력자료 중 해상풍 자료는 

에서 제공하는 해상풍 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수심 자료는 를 사용하였다

발표자 주 전략해양 부장 

주 전략해양 이사 

주 전략해양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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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의 항로 주변 해역에 대한 장기간 파랑환경 변화 분석

김정원 김현승 양지관

최근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는 선박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항행 속도의 증가와 활발한 해상운수 활

동으로 인한 항행 빈도의 증가로 항로의 해양안전 위험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지형적 및 계절적 요인으로 해역별 특성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해역 특성은 선

박이 운항하는 항로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반영되어 선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 요소는 파랑 및 바람 조류 조위 등이며 김 등 김 등 이러한 요소들은 하

나의 항로에서도 지형적 특성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선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파랑을 대상으로 항로 주변해역의 장기간 시 공간

적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여 항로에 대한 선박 운항의 안전도 평가를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을 위한 파랑자료는 에서 제공하

는 년 년의 해상풍 자료를 모델을 입력하여 생성한 동

기간의 파랑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하였고 대상항로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해역별 서해 남해 동해

운항거리가 가장 긴 항로인 백령 인천 제주 부산 울릉 포항항로를 선정하였다

1 발표자 : ㈜전략해양 대리 

2 ㈜전략해양 이사 

3 ㈜전량해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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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장기간 파랑 모의 결과를 이용한 파랑 지속시간 분석에 관한 연구

양지관 김현승 김정원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중 하나로 파랑의 변화를 들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너울성 파랑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정확한 파랑 예측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변화 전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파랑 예측과 전망의 한 단계로 과거 자료와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파랑 재현

성을 검토하고 재현기간 동안의 파랑 지속시간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분석을 통해 과거의 파랑 특성

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장기간의 파랑 재현과 특성 분석을 위해 동서방향으로 과 남북방향으로 

의 북서태평양 해역을 해상도 수치모델로 구축하였고 년부터 년까지 년간을 연구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적용한 수치모델은 국내 외의 파랑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델의 최신버전 을 사용하였고 모델의 입력자료 중 해상풍 자료는 

에서 제공하는 해상풍 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수심 자료는 를 사용하였다

발표자 주 전략해양 부장 

주 전략해양 이사 

주 전략해양 대리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우리나라 연안의 항로 주변 해역에 대한 장기간 파랑환경 변화 분석

김정원 김현승 양지관

최근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는 선박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항행 속도의 증가와 활발한 해상운수 활

동으로 인한 항행 빈도의 증가로 항로의 해양안전 위험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지형적 및 계절적 요인으로 해역별 특성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해역 특성은 선

박이 운항하는 항로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반영되어 선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 요소는 파랑 및 바람 조류 조위 등이며 김 등 김 등 이러한 요소들은 하

나의 항로에서도 지형적 특성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선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파랑을 대상으로 항로 주변해역의 장기간 시 공간

적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여 항로에 대한 선박 운항의 안전도 평가를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을 위한 파랑자료는 에서 제공하

는 년 년의 해상풍 자료를 모델을 입력하여 생성한 동

기간의 파랑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하였고 대상항로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해역별 서해 남해 동해

운항거리가 가장 긴 항로인 백령 인천 제주 부산 울릉 포항항로를 선정하였다

1 발표자 : ㈜전략해양 대리 

2 ㈜전략해양 이사 

3 ㈜전량해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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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예측자료를 이용한

국지 해양기상 예측에 관한 연구

강성필 김현승 문광석

우리나라는 황해 남해 동해로 둘러싸여 있어 레저 해운 국방 등 해양을 이용하는 활동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면서 해양예측정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예측정보 중에서 파랑은 주기적인 특

성을 보이는 조석 조류에 비해 계절적 및 지역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 예측이 어려우며 해상풍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해양기상 예측정보의 생산이 중요하다

신현진 등 은 태풍 발생기간 동안의 예측자료를 사용한 파랑예측모

델을 수행하였고 김지선 등 은 예측자료에 의한 태풍경로의 예측성을 평가하는 등 평상시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단기간의 예측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예측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년 하계와 동계의 예

측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기상에 대한 예측 모의를 수행하였다 중규모 기상모델인 

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동기간의 해양기상관측

부이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1 발표자 : (주)전략해양 대리 

2 (주)전략해양 이사 

3 (주)전략해양 차장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소파블록 거치방법에 따른 블록의 안정성 검토

서장경 손준혁 박준호 김규한 신범식 박영진

최근 천해역으로 전파되는 고파랑의 내습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방파제 전면 및 호안보호공 등으로 사

용되는 이형소파블록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종설계 및 시공전에는 소파기능 뿐만 아니라 안정성

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외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파블록은 고파랑의 내습이 증가 될수록 

마루높이의 저 천단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블록의 침하는 월파량 증가로 인한 항내 선박동요 및 파손 상

가시설 침수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피복블록의 이탈 및 침하는 방파제의 상치 콘

크리트 노출을 초래하고 폭풍해일 너울성고파랑등 이상파랑의 내습은 구조물의 전도 및 활동을 유발시

켜 방파제 안정성과 항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파랑의 출현이 빈번

한 항 포구에는 기존 소파블록 위에 중량 및 크기가 증가된 블록의 보강설치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고안된 헥사콘 을 이용하여 안정성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소파블록은 단일개체의 중력식 구조형식에 비하여 결합식 구조물이 결속력 이 크며 층 이

상의 결합보다 저층의 거치방법이 블록의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헥사콘은 전반적으로 각이 져있는 형

상으로 층적 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및 의 경사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계급별 

파랑이 내습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블록의 피해율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각 경사에 대해 층 정적

난적 소파블록 설치에 따른 보강정적 및 난적인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파랑발생에 따른 

블록의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실험결과 이상의 안정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파율 또

한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1 (주)양지디앤씨 대표이사 

2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과정 

3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과정 

4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5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6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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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예측자료를 이용한

국지 해양기상 예측에 관한 연구

강성필 김현승 문광석

우리나라는 황해 남해 동해로 둘러싸여 있어 레저 해운 국방 등 해양을 이용하는 활동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면서 해양예측정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예측정보 중에서 파랑은 주기적인 특

성을 보이는 조석 조류에 비해 계절적 및 지역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 예측이 어려우며 해상풍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해양기상 예측정보의 생산이 중요하다

신현진 등 은 태풍 발생기간 동안의 예측자료를 사용한 파랑예측모

델을 수행하였고 김지선 등 은 예측자료에 의한 태풍경로의 예측성을 평가하는 등 평상시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단기간의 예측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예측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년 하계와 동계의 예

측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기상에 대한 예측 모의를 수행하였다 중규모 기상모델인 

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동기간의 해양기상관측

부이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1 발표자 : (주)전략해양 대리 

2 (주)전략해양 이사 

3 (주)전략해양 차장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소파블록 거치방법에 따른 블록의 안정성 검토

서장경 손준혁 박준호 김규한 신범식 박영진

최근 천해역으로 전파되는 고파랑의 내습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방파제 전면 및 호안보호공 등으로 사

용되는 이형소파블록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종설계 및 시공전에는 소파기능 뿐만 아니라 안정성

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외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파블록은 고파랑의 내습이 증가 될수록 

마루높이의 저 천단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블록의 침하는 월파량 증가로 인한 항내 선박동요 및 파손 상

가시설 침수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피복블록의 이탈 및 침하는 방파제의 상치 콘

크리트 노출을 초래하고 폭풍해일 너울성고파랑등 이상파랑의 내습은 구조물의 전도 및 활동을 유발시

켜 방파제 안정성과 항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파랑의 출현이 빈번

한 항 포구에는 기존 소파블록 위에 중량 및 크기가 증가된 블록의 보강설치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고안된 헥사콘 을 이용하여 안정성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소파블록은 단일개체의 중력식 구조형식에 비하여 결합식 구조물이 결속력 이 크며 층 이

상의 결합보다 저층의 거치방법이 블록의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헥사콘은 전반적으로 각이 져있는 형

상으로 층적 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및 의 경사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계급별 

파랑이 내습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블록의 피해율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각 경사에 대해 층 정적

난적 소파블록 설치에 따른 보강정적 및 난적인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파랑발생에 따른 

블록의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실험결과 이상의 안정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파율 또

한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1 (주)양지디앤씨 대표이사 

2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과정 

3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과정 

4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5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6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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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트렌치 설치 조건에 따른 파이프의 동적거동 특성 검토

김규한 배형민 이광호

최근 들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물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자원을 운송 

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인 해저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저파이프 라인은 육상에 있

는 파이프라인과 달리 파도 수압 지형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 안정성의 결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안정성결여는 막대한 피해와 손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 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해저배관의 설계 지침은 각 대상해역에 맞는 방법

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설계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렌치 내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시 조건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방법으로는 차원 단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에서 사용된 모형은 

파이프를 사용하였고 파이프가 해저면에 가라앉는 동안이나 이후에 파이프를 안정화 시키는 주요 역할

을 하는 는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제작하여 실험에 적용 하였다 실험은 기초지반 고정상 조건에서 

다양한 파랑 조건이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후 기초지반을 이동상 조건으로 변

경하여 파랑조건과 지반의 세굴현상이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1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2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과정 

3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상풍력 장기 환경모니터링 및 해상활동 안전기준 기술개발

김태윤 서진성 박선영

본 논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년도 제 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인 해상풍력 환경 안전

이슈 해결을 위한 장기 환경모니터링 및 해상활동 안전기준 기술개발 의 기획 방향 및 중점 연구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해역인 전북 부안군 위도 및 고창군 해역 일원은 단계 실증단지

시범단지 확산단지 에 걸쳐 총 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로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국내 실정에 적합

한 환경영향인자 분석사례의 부재 새로운 환경 및 안전이슈에 대한 막연한 불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환경모니터링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모니터링 기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분석 예측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물리적 환

경변화가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해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인자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축척과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광역 범위의 해양환경 기초조사 해상플랫폼 기반 비접촉식 모니터링 측정망 구축 현장실측 및 실

증을 통한 모델링 조사기법 개발을 통하여 해상풍력단지의 물리 화학 생태학적 영향을 규명하고 중장기

의 체계적인 환경자료를 축적함으로서 향후 국내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필요한 해양환경모니터링 방법 및 

환경안전 적합성 분석의 표준화 기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장기 모니터링으로 축

척된 환경정보를 화하여 환경 및 통항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해역에 적합한 해상풍

력 단지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해상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2 발표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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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트렌치 설치 조건에 따른 파이프의 동적거동 특성 검토

김규한 배형민 이광호

최근 들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물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자원을 운송 

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인 해저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저파이프 라인은 육상에 있

는 파이프라인과 달리 파도 수압 지형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 안정성의 결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안정성결여는 막대한 피해와 손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 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해저배관의 설계 지침은 각 대상해역에 맞는 방법

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설계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렌치 내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시 조건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방법으로는 차원 단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에서 사용된 모형은 

파이프를 사용하였고 파이프가 해저면에 가라앉는 동안이나 이후에 파이프를 안정화 시키는 주요 역할

을 하는 는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제작하여 실험에 적용 하였다 실험은 기초지반 고정상 조건에서 

다양한 파랑 조건이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후 기초지반을 이동상 조건으로 변

경하여 파랑조건과 지반의 세굴현상이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1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2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과정 

3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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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상풍력 장기 환경모니터링 및 해상활동 안전기준 기술개발

김태윤 서진성 박선영

본 논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년도 제 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인 해상풍력 환경 안전

이슈 해결을 위한 장기 환경모니터링 및 해상활동 안전기준 기술개발 의 기획 방향 및 중점 연구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해역인 전북 부안군 위도 및 고창군 해역 일원은 단계 실증단지

시범단지 확산단지 에 걸쳐 총 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로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국내 실정에 적합

한 환경영향인자 분석사례의 부재 새로운 환경 및 안전이슈에 대한 막연한 불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환경모니터링 대안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모니터링 기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분석 예측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물리적 환

경변화가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해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인자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축척과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광역 범위의 해양환경 기초조사 해상플랫폼 기반 비접촉식 모니터링 측정망 구축 현장실측 및 실

증을 통한 모델링 조사기법 개발을 통하여 해상풍력단지의 물리 화학 생태학적 영향을 규명하고 중장기

의 체계적인 환경자료를 축적함으로서 향후 국내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필요한 해양환경모니터링 방법 및 

환경안전 적합성 분석의 표준화 기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장기 모니터링으로 축

척된 환경정보를 화하여 환경 및 통항 안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해역에 적합한 해상풍

력 단지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해상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2 발표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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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기상청 해양 항만 예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엄현민 변건영 이호만 유승협 김도연

기상청은 상세한 해양기상정보의 필요와 유관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항만과 연근해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선박충돌 및 유류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항만 예측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보다 고해상도인 

수평격자간격이 이며 파랑과 폭풍해일 해양순환 요소에 대해 각 지방청 수도권청 대전청

광주청 전주지청 제주청 부산청 대구지청 강원청 관할 해역별로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시스템은 시간 예측을 수행하고 파랑과 폭풍해일은 매일 회 해양순환은 회

운영되고 있다 파랑 예측 결과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있으며 년까지 유의파고의 시간 예측 오차 가 내외로 나타났다

유류확산 및 입자추적 예측 결과는 년 기간의 표류부이 궤적과 비교하였으며 시간 예측 

위치 오차가 로 나타났다 기상청 예보관들은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예측 정보들을 바탕으로 

바다날씨 해상 예 특보 항만기상 정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 해양 

유관기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등 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순환 예측 결과를 활용한 

유류확산 및 입자추적 시스템으로 해양사고시 해경본부의 방제 수색 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1 기상청 해양기상과 주무관 

2 기상청 해양기상과 사무관 

3 기상청 해양기상과 사무관 

4 기상청 해양기상과 과장 

5 아라종합기술 이사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나사해수욕장의 파랑에 의한 흐름분석

이종섭 김종훈 권경환 류하상

   

연안의 표사이동은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나사해수욕장이 위치

한 동해안은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보다 파랑과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흐름 및 바람에 의한 흐름에 

연안표사이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상시와 폭풍시에 발생하는 해빈류는 표사이동을 해석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본 연구는 하계 및 동계에 관측된 부표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관측된 파랑과 바람 

조건으로 수행한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입자추적 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한 후 대상지역의 수치모형실험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나사해수욕장 연안에서의 부표추적에 의한 흐름 관측은 하계에 개 정점 동계에 개 정점에서 수행하

였다 부이의 위치자료를 초 간격으로  수집하여 순간속도를 산출하였으며 파랑관측은 해수욕장 외해

에 위치한 정점에서 로 수행하였다 간격으로 계획된 측선을 따라 음향측심기를 사용하

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나사해수욕장 전면 해역의 수심을 파악하였다 수심측량 자료와 실시간으로 관

측된 파랑 자료를 입력 조건으로 모형을 통해 파랑변형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랑변형 모

형을 통해 계산된 파고 파향과 주기로부터 각 격자별 를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입력조건

과 관측한 수심 조건으로 모형을 이용하여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평균 풍속은 이며 관측된 유의파고 주기 는 각각 

이다 관측된 부이의 움직임은 주로 나사해수욕장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측되

었으며 부이의 평균이동속도는 로 나타났다 각 정점별 흐름을 살펴보면 하계의 부이는 

해안선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동계의 부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하계 정점과 동계 에서 동일 관측시점에 대한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하고 수치모

형 실험 결과와 관측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관측당시의 실시간 파고와 바람자료를 입

력 값으로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입자추적을 통해 부표추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치모형 실험 결과 비교적 고파랑이 내습시는 파랑에 의한 흐름이 탁

월하게 작용하여 입자의 움직임이 파랑에 의한 흐름에 따라 이동하지만 정온한 시기에서는 바람에 의한 

취송류에 의해 입자가 이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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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양 항만 예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엄현민 변건영 이호만 유승협 김도연

기상청은 상세한 해양기상정보의 필요와 유관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항만과 연근해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선박충돌 및 유류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항만 예측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보다 고해상도인 

수평격자간격이 이며 파랑과 폭풍해일 해양순환 요소에 대해 각 지방청 수도권청 대전청

광주청 전주지청 제주청 부산청 대구지청 강원청 관할 해역별로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시스템은 시간 예측을 수행하고 파랑과 폭풍해일은 매일 회 해양순환은 회

운영되고 있다 파랑 예측 결과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있으며 년까지 유의파고의 시간 예측 오차 가 내외로 나타났다

유류확산 및 입자추적 예측 결과는 년 기간의 표류부이 궤적과 비교하였으며 시간 예측 

위치 오차가 로 나타났다 기상청 예보관들은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예측 정보들을 바탕으로 

바다날씨 해상 예 특보 항만기상 정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국민과 해양 

유관기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등 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순환 예측 결과를 활용한 

유류확산 및 입자추적 시스템으로 해양사고시 해경본부의 방제 수색 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1 기상청 해양기상과 주무관 

2 기상청 해양기상과 사무관 

3 기상청 해양기상과 사무관 

4 기상청 해양기상과 과장 

5 아라종합기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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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나사해수욕장의 파랑에 의한 흐름분석

이종섭 김종훈 권경환 류하상

   

연안의 표사이동은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나사해수욕장이 위치

한 동해안은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보다 파랑과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흐름 및 바람에 의한 흐름에 

연안표사이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상시와 폭풍시에 발생하는 해빈류는 표사이동을 해석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본 연구는 하계 및 동계에 관측된 부표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관측된 파랑과 바람 

조건으로 수행한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입자추적 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한 후 대상지역의 수치모형실험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나사해수욕장 연안에서의 부표추적에 의한 흐름 관측은 하계에 개 정점 동계에 개 정점에서 수행하

였다 부이의 위치자료를 초 간격으로  수집하여 순간속도를 산출하였으며 파랑관측은 해수욕장 외해

에 위치한 정점에서 로 수행하였다 간격으로 계획된 측선을 따라 음향측심기를 사용하

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나사해수욕장 전면 해역의 수심을 파악하였다 수심측량 자료와 실시간으로 관

측된 파랑 자료를 입력 조건으로 모형을 통해 파랑변형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랑변형 모

형을 통해 계산된 파고 파향과 주기로부터 각 격자별 를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입력조건

과 관측한 수심 조건으로 모형을 이용하여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평균 풍속은 이며 관측된 유의파고 주기 는 각각 

이다 관측된 부이의 움직임은 주로 나사해수욕장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측되

었으며 부이의 평균이동속도는 로 나타났다 각 정점별 흐름을 살펴보면 하계의 부이는 

해안선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동계의 부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하계 정점과 동계 에서 동일 관측시점에 대한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하고 수치모

형 실험 결과와 관측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관측당시의 실시간 파고와 바람자료를 입

력 값으로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입자추적을 통해 부표추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치모형 실험 결과 비교적 고파랑이 내습시는 파랑에 의한 흐름이 탁

월하게 작용하여 입자의 움직임이 파랑에 의한 흐름에 따라 이동하지만 정온한 시기에서는 바람에 의한 

취송류에 의해 입자가 이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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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방류에 의한 금강하구의 혼합 및 성층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mixing and stratification of the Geum River Estuary 

 
김남훈1, 황진환2 

Nam-Hoon Kim1 and Jin Hwan Hwang2 
 

 
 
 
금강하구 내 수층의 혼합 및 성층 프로세스는 하구둑 내 수위와 조석의 변동에 의한 비정기적 담수 방류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 방류 및 조석 변동에 의한 수층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ADCP 와 
CTD 를 동시에 운용하여 측선관측을 수행하였다. 방류 초기에는 대부분의 담수가 조석 특성과 관계없이 
강한 성층을 형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층이 창조 시 내해 측으로, 낙조 시 외해 측으로 이송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송 과정에서 담수와 해수가 낙·창조 시 성층 및 혼합 특성을 각각 형성한다. 이는 
표층과 저층 사이의 유속 차로 인해 발생하는 전단에 의한 난류 강도와 밀도 차에 의한 부력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주기적인 프로세스는 gradient Richardson number에 의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석 특성 및 방류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금강하구의 성층은 담수 방류 후 초기에는 낙·창조의 
구분 없이 강한 부력 강도에 의해 발생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낙조 때에만 발생한다. 반면, 
혼합은 담수 방류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력 강도가 약해지고 표층과 저층 사이의 난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발생하며 오직 창조 때에만 발생한다. 담수 방류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조석 
특성과 관계없이 전 수층에서 혼합이 지배적인 양상을 보이며, 이는 주기적인 조석 변동으로 담수와 해수가 
완전히 혼합되었음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측선관측, 성층, 혼합, 금강하구, gradient Richards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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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영역에서 염수의 이류 확산에 관한 수치적 고찰

이우동 허동수

기수역은 강물과 바닷물이 서로 만나는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로 해수 담수가 혼합된다 여기에 흐름 

및 파랑과 같은 물리력이 작용할 경우 더욱 복잡한 해수 담수 혼합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해수

담수 혼합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력을 배제한 채 염수와 담수의 밀도차에 의한 이류 확산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영역의 수치수조에서 이류 확산하는 염수거동을 모의하였다 수치모의에는 기존 

를 토대로 염분과 온도에 따른 밀도와 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상태방정식과 염분과 

온도의 이류 확산 방정식을 도입한 수치모델을 적용하였다 먼저 수치모델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수리모형실험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계산격자크기에 따른 염수거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격자크기가 염수 담수 경계면의 와동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계산격자에 따

른 연직염분농도를 비교하였으며 격자크기가 염수확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산격자

가 정밀할수록 염수 담수 경계면의 유동 및 와동현상을 재현하는데 우수하였다 염수확산에 따른 연직염

분농도에 있어서는 일정크기 이하로 계산격자를 구성할 경우 유사한 연직염분농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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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방류에 의한 금강하구의 혼합 및 성층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mixing and stratification of the Geum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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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Hoon Kim1 and Jin Hwan Hwang2 
 

 
 
 
금강하구 내 수층의 혼합 및 성층 프로세스는 하구둑 내 수위와 조석의 변동에 의한 비정기적 담수 방류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 방류 및 조석 변동에 의한 수층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ADCP 와 
CTD 를 동시에 운용하여 측선관측을 수행하였다. 방류 초기에는 대부분의 담수가 조석 특성과 관계없이 
강한 성층을 형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층이 창조 시 내해 측으로, 낙조 시 외해 측으로 이송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송 과정에서 담수와 해수가 낙·창조 시 성층 및 혼합 특성을 각각 형성한다. 이는 
표층과 저층 사이의 유속 차로 인해 발생하는 전단에 의한 난류 강도와 밀도 차에 의한 부력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주기적인 프로세스는 gradient Richardson number에 의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석 특성 및 방류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금강하구의 성층은 담수 방류 후 초기에는 낙·창조의 
구분 없이 강한 부력 강도에 의해 발생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낙조 때에만 발생한다. 반면, 
혼합은 담수 방류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력 강도가 약해지고 표층과 저층 사이의 난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발생하며 오직 창조 때에만 발생한다. 담수 방류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조석 
특성과 관계없이 전 수층에서 혼합이 지배적인 양상을 보이며, 이는 주기적인 조석 변동으로 담수와 해수가 
완전히 혼합되었음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측선관측, 성층, 혼합, 금강하구, gradient Richards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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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영역에서 염수의 이류 확산에 관한 수치적 고찰

이우동 허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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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영역의 수치수조에서 이류 확산하는 염수거동을 모의하였다 수치모의에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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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이류 확산 방정식을 도입한 수치모델을 적용하였다 먼저 수치모델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수리모형실험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계산격자크기에 따른 염수거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격자크기가 염수 담수 경계면의 와동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계산격자에 따

른 연직염분농도를 비교하였으며 격자크기가 염수확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산격자

가 정밀할수록 염수 담수 경계면의 유동 및 와동현상을 재현하는데 우수하였다 염수확산에 따른 연직염

분농도에 있어서는 일정크기 이하로 계산격자를 구성할 경우 유사한 연직염분농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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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사구지형 변화에 대한 실험적 수치적 연구

신성원 도기덕 유제선

고파랑 내습시 해안사구의 지형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길이 폭 깊이 의 차원 대형

수로에서 이동상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랑조건과 수위를 변화시켜 분간 조파한 후 해빈 단면

을 관측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지형변화를 조사하였다 내습한 파랑 조건은 스펙트럼을 사용하였으

며 평상파 조건에서 시작하여 수위를 상승시키며 폭풍파를 재현하여 사구의 단면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림 파고의 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저항식 파고계를 설치하여 파랑 변형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초음

파식 유속계 를 사용하여 유속을 측정하였다

지형 변화에 대한 예측과 모델 검증을 위해 를 사용하여 수리모형실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입사 파랑과 수위 변화에 대한 사구 단면 및 해저 지형 변화를 비교하였다 설정 중 

를 사용하여 모의하였으며 파랑의 편왜도 및 형상 변수와 상대 파고 쇄파 

변수 등의 입력 변수를 기본 설정 값에서 변화시키며 수치계산을 시도하였다 수치 실험 결과를 수리모

형 실험과 비교하여 적합한 변수들을 입력하였을 때 두 결과가 상당부분 일치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높

일 수 있었다

그림 차원 대형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 및 지형 변화 좌 조파 전 우 조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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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항만해양안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lsan Harbor Safety Index

허룡1, 김호균2, 김영택3, 권석재4, 서광호5, 강영승6, 김현승7, 양지관8

Yong Huh1, Ho-Kyun Kim2, Young-Taeg Kim3, Seok Jae Kwon4, Gwang Ho Seo5,

Seung Young Kang6, Hyun-Seung Kim7 and Ji Gwan Yang8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개 주요 무역항의 안전한 항만 활동 통항 하역 계류 정박 을 지원하기 위해 

년 개항 울산항 부산항신항 년 개항 인천항 대산항 포항항 부산항 여수 광양항 평택 당

진항 군산항 을 대상으로 항만해양안전지수 를 개발하였으며 년 개항 목

포항 을 추가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해양안전지수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과정을 울산항을 대

상으로 제시하였다

항만해양안전지수는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위험 으로 구성되며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개 인자 조위

조류 바람 파랑 를 고려하였다 울산항에 영향을 미치는 파향에 대한 평균주기 및 단위파고를 이용하여 

개의 파랑변형 수치모델 시간의존 완경사 방정식 모델 및 파동평형방정식 모델 에 각각 적용 및 비교를 

통해 두 모델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계산속도가 빠른 파동평형방정식의 수치모델인 

를 이용하였다 외해에서 발생하여 울산항으로 전파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파랑의 파고 파향 파주기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구성하였고 시나리오별로 모의한 후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는 파랑이 선박에 작용하는 표류력 을 계산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계산된 표류력은 항만해양안전지수를 산출하는 인자중 하나로 사용된다 항만해양

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다른 인자로는 유체압력 조류가 선박에 작용하는 힘 과 풍하중 바람이 선박에 작용

하는 힘 이 있으며 끝으로 하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위가 높으면 파고가 

높아지므로 조위는 파고와 연계되어 항만해양안전지수 산출에 적용시킨다

수치모델로 예보된 항만해양안전지수 예보모델기반 지수 를 검증하기 위해 년 월 월

월 월 관측된 조류 파랑 바람 조위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 항만해양안전지수 관측자료기반 지수

를 비교한 결과 출현율이 낮은 경계 및 위험 단계에서는 가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출현이 비교적 높은 관심 단계에서는 가 보다 약 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현이 가장 

높은 주위 단계에서는 의 출현율은 에 비해 낮게 예보됨에 따라 의 개선을 위해 

단계 보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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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험과 비교하여 적합한 변수들을 입력하였을 때 두 결과가 상당부분 일치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높

일 수 있었다

그림 차원 대형 이동상 수리모형 실험 및 지형 변화 좌 조파 전 우 조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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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항만해양안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lsan Harbor Safety Index

허룡1, 김호균2, 김영택3, 권석재4, 서광호5, 강영승6, 김현승7, 양지관8

Yong Huh1, Ho-Kyun Kim2, Young-Taeg Kim3, Seok Jae Kwon4, Gwang Ho Se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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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개 주요 무역항의 안전한 항만 활동 통항 하역 계류 정박 을 지원하기 위해 

년 개항 울산항 부산항신항 년 개항 인천항 대산항 포항항 부산항 여수 광양항 평택 당

진항 군산항 을 대상으로 항만해양안전지수 를 개발하였으며 년 개항 목

포항 을 추가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해양안전지수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과정을 울산항을 대

상으로 제시하였다

항만해양안전지수는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위험 으로 구성되며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개 인자 조위

조류 바람 파랑 를 고려하였다 울산항에 영향을 미치는 파향에 대한 평균주기 및 단위파고를 이용하여 

개의 파랑변형 수치모델 시간의존 완경사 방정식 모델 및 파동평형방정식 모델 에 각각 적용 및 비교를 

통해 두 모델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계산속도가 빠른 파동평형방정식의 수치모델인 

를 이용하였다 외해에서 발생하여 울산항으로 전파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파랑의 파고 파향 파주기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구성하였고 시나리오별로 모의한 후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는 파랑이 선박에 작용하는 표류력 을 계산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계산된 표류력은 항만해양안전지수를 산출하는 인자중 하나로 사용된다 항만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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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한 결과 출현율이 낮은 경계 및 위험 단계에서는 가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출현이 비교적 높은 관심 단계에서는 가 보다 약 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현이 가장 

높은 주위 단계에서는 의 출현율은 에 비해 낮게 예보됨에 따라 의 개선을 위해 

단계 보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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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 해양모델 결과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역 수온변동 적용성 검토

문광석 김창신 서광호 김현승

최근 해양레저와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해 해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시 효율

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해양관측 및 예측자료

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정보 중에서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은 수치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해역에 대한 정확하

고 안정적인 해양예측시스템의 수립을 위해서는 대상해역 예측모델의 개방경계조건 선정이 중요하다

개방경계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중인 의 결과

등 가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예측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서 결과가 제시하고 재현 정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서성봉 등 은 

을 이용한 대한해협 수송량을 계산하고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대한해협에 대한 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해양예측모델의 경계조건에서 해양의 경압적 환경변화 예측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수온에 대해서 관측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변동특성을 파악하고 결

과와 비교 분석하여 광역해양순환모델 수행을 위한 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발표자 주 전략해양 차장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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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의 수리 퇴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서희정 이기재 박설화 안익장

경인항 주변 해역은 조차가 크고 수로폭이 좁은 지형적 특징으로 유속이 매우 강하며 서측에 강화도 

남부 갯벌이 넓게 분포하여 파랑 내습시 재부유로 인해 부유사 농도가 매우 높다 또한 한강 임진강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담수와 퇴적물로 인해 퇴적경향이 강한 해역이다

경인항은 년에 개항한 이후 최근까지 전면항로에서 국부적으로 연 최대 평균 내외의 

급격한 퇴적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흘수심 부족으로 선저가 항로바닥에 닿아 선박 이용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통항 가능 시간이 수심이 확보되는 고조시로 제한되어 항만 기능의 저하를 가져왔

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퇴적으로 인해 준설주기는 감소하고 준설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의 유지비용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경인항의 항만기능 유지 안전성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적문제에 대

한 원인분석 및 저감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항 퇴적저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심측량 해양조사 및 수치모형실험을 실

시하여 퇴적원인을 분석하였다 기존 경인항 개발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년간의 수심측

량을 통해 구역별 연간 퇴적변화를 검토하였다 동기간에 조류 부유사 연속관측 해저질 조사 등을 수행

하여 경인항의 수리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침 퇴적 현황을 재현하였다 아

울러 퇴적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경인항의 퇴적원인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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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중력식 지지구조물의 고유주파수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

김정수 정연주 박민수

1. 서    론

국내 해상풍력은 현재 실증연구 및 시범 단계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단계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제

주도는 현재 한림 대정 월정 등에서 추가로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서남해 풍

력발전 단지 사업 또한 규제완화와 투자처 확보를 통해 활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바람 및 파랑 등의 다양한 

동적하중을 받는 해상풍력구조물은 공진 위험에 노출되어 전체 구조물에 대한 고유진동수 평가를 위한 고유치 해

석이 요구된다 해상풍력 구조물의 공진은 과 같이 상부 터빈과 지지구조물이 포함된 전체 구조시스템의 차 

고유주파수가 터빈날개 자체의 고유주파수 영역 과 블레이드의 회전 주파수 영역과 중첩되면서 발생하게 되

므로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의 구조적 강성과 중량이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통상적

으로 설계단계에서 풍력 발전기와 타워 구조물의 제원 공개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부 시스템의 변경은 국제 

공인기관의 인증 등과 같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설계에서 풍력 터빈 및 상부 타워구조물에 대한 진동해

석과 지지구조물에 대한 진동해석이 각각 분리되어 수행된다 그 결과 각 시스템의 강성 및 질량 영향으로 인한 상

호작용을 온전히 고려할 수 없어 정확한 진동 특성을 예측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a) Resonance frequency (b) Window frequency for design
Fig. 1. Estimation on resonance frequency of offshore wind ge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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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제주도 해상 해저지반에 적합한 중력식 콘크리트 지지구

조물의 고유주파수 평가를 위한 통합진동해석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해 중력식 지지구조물의 사전 공진설계를 

위한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제시된 통합 해석모델은 사전공진검토를 위한 예비해석모델로서 터빈 제조사로

부터 제공되는 최소한의 터빈 제원을 활용함에도 근사적으로 터빈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집중질량 모델을 활용

하고 있으며 상부 타워와 하부 지지구조물에 대해서는 상세 유한요소모델을 활용한다 상부 터빈의 영향을 고려하

기 위해 활용된 집중질량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통합 모델을 이용한 모드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공진에 대한 

중력식 지지구조물의 주요 설계인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해석 모델

2.1 상부 터빈모델과 검증

상부 터빈에 대한 기하형상 내부 발전시설로 인한 중량 그리고 재료적 강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터빈 제조사의 

대외비로써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질량 및 강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해석이 불가하

며 제한적인 고유진동수 평가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 시스템의 강성이 고유진동수에 미치는 영향

이 작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과 같이 터빈과 날개의 대략적인 질량과 위치 정보만을 고려한 집중질량 모델을 고

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쉘 요소를 이용해 타워 구조물을 생성하고 타워 상단에 집중질량 모델을 적용

하여 터빈 및 날개로 인한 질량효과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반면 참조모델은 보 요소를 이용해 터빈 날개 터빈 타워 

구조물을 모델링한 것으로 상세 기하제원과 단면강성이 반영되었으며 각 요소에 상응하는 질량 정보가 정의되어 

있다 두 모델의 타워구조물의 재질은 모두 탄성계수 와 단위질량 를 갖는 강재로 정의되었으며

타워 하단 변위가 구속에 의해 완전히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과 참고모델은 각각 

과 에 의해 구현 되었으며 각 모델을 이용한 모드 해석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로부터 제시된 모델이 저차 모드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차 모드가 될

수록 터빈 및 날개의 강성효과를 무시함으로써 생기는 오차가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구조물의 

공진 주파수 검토 시에 차 고유주파수가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모델은 사전 공진검토 목적에 적합

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Mode
Natural frequency (Hz)

Error (%)Current 
model

Reference 
model

1 0.328 0.328 0.08
2 2.865 2.163 32.44
3 3.804 3.523 7.98

Table 1.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s with those 
of reference model 

Fig. 2. Scheme of point mass model 
for offshore wind turbine

2.2 타워 구조물 및 지지구조물

타워구조물과 지지구조물은 모두 쉘 요소를 이용해 모델을 생성하였다 원형 변단면을 갖는 강관의 경우 지지구

조물에 비해 두께가 얇고 축력 및 휨 거동이 지배적이므로 쉘 요소를 활용한 모델링 방법이 적합하나 지지구조물의 

경우 과 상단과 바닥면이 두꺼워 쉘 요소에 의한 모델링의 적절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체 

요소와 쉘 요소로 이루어진 지지구조물 모델을 각각 생성하고 기초 저면에 고정단 조건을 부여하여 모드 해석을 수

행하였다 상세제원은 제주도 대정읍에 설치된 중력식 지지구조물의 기하 및 설계사항을 참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고할 수 있다 지지구조물에 대한 쉘 요소 모델의 경우 저판 두께는 본체 부 

의 등가 두께를 적용하였다 특히 부는 단면 변화가 심하여 등가 두께를 갖는 쉘 요소를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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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구조물과 지지구조물은 모두 쉘 요소를 이용해 모델을 생성하였다 원형 변단면을 갖는 강관의 경우 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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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등가 두께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해석결과는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차 모드에서 고체 요소모

델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차 모드부터는 수준의 고유주파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쉘 요소모델에 

의한 해석 정확도가 등가 두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공진검토 목적의 해석모델의 

적절성만 확보하면 되므로 등가 두께를 적용한 쉘 요소 모델을 지지구조물에 적용하여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2.3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지지구조물 저면의 기초 강성

중력식 구조물이 적용되는 제주 대정읍은 서남해와 달리 단단한 암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반 변형으로 인한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이 선형 거동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중력식 지지구

조물과 지반과의 상호작용은 에 제시된 기초 강성 평가법을 사용하였다 참고한  방법은 원형

기초로부터 기반암까지 유한 깊이를 갖는 지반의 강성을 탄성론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이며 지반 강성은 스프링 계

수로 고려된다 제주 대정읍 해저지반에 대한 시추주상도로부터 얻은 표준관입치 을 적용하여 지반을 변형계

수 를 갖는 풍화암으로 가정하였고 이 값을 스프링 계수 산정에 활용하였다

Mode
Natural frequency (Hz)

Error (%)
Solid model Shell model

1 0.271 0.269 0.08

2 1.820 1.471 19.19

Table 2.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s with those 
of reference model 

(a) Solid element (b) Shell element
Fig. 3. Finite element model for substructure

 












 

 













 













 







Fig. 4  Geometry of substructure Fig. 5. Ground stiffness calculation
(DNV-OS-J101, 2013)

여기서    는 각각 기초 저면 지반의 수직 수평 회전 비틀림 강성이며 는 지표면으로부터 기반암까지

의 지층두께 은 지지구조물 기초부 반경 는 굴착 깊이이다

3. 매개변수해석을 통한 영향인자 분석

중력식 지지구조물과 타워 및 터빈을 고려한 통합해석모델을 생성하고 주요 설계인자를 선정해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매개변수 인자로 지반강성 내부 채움재 무게 지지구조물의 평균 두께가 선정되었다 각 매개변수에 

대한 해석결과는 에 나타내었다

지반강성은 경암에서 풍화암에 대한 전단파 속도 를 적용해 에서 제시된 탄성해에 

의해 결정되었다 해석결과는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반 강성 변화에 의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

했다 이는 적용된 전단파 속도 값에 상응하는 지반 강성이 수치적으로 고정단 조건에 상응할 정도로 큰 값임을 의미

한다 중력식 구조물이 적용되는 제주 대정읍은 서남해와 달리 단단한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해저저면 상에 놓이게 

되므로 지반 변형으로 인한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은 실제적으로도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된 탄성해가 지

반강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도 존재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보다 정밀한 지반모델을 활용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채움재량 변화를 통한 지지구조물의 질량 증가 또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비록 기초 채움재에 의한 질량이 크지만 질량 중심이 기초 저면 가까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지반강성이 견

고한 암반 수준으로 매우 크다 그 결과 내부 채움재의 질량이 통합해석모델의 고유진동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부 터

빈의 질량 및 관성모멘트가 고유진동수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미소하게 된다 채움재 질량 변화에 따른 고유주파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낮은 지반강성의 적용이 요구되나 중력식 지지구조물이 일반적으로 암반 및 

단단한 지층에 설치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해석결과로부터 공학적으로 유의미한 판단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Mode
Natural frequency (Hz)

Shear wave velocity (m/s) Thickness of substructure (mm) Mass of fill material
560 1130 500 750 Half Full

1 0.270 0.270 0.269 0.277 0.269 0.269
2 1.543 1.550 1.471 1.581 1.683 1.471

Table 3. Natural frequencies from parametric analysis

4. 결    론

본 연구는 중력식 기초를 갖는 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의 주요 설계인자를 매개변수로 하여 고유 진동수 

변화를 관찰하였다 지지구조물의 두께 내부채움재 중량 지반강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유한요소모델 

을 이용해 모드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냈다 해석결과는 지지구조물의 두

께 지반 강성 내부채움재 무게 순서로 고유진동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성이 큰 

지반에 대해 내부채움재 중량의 영향은 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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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ometry of substructure Fig. 5. Ground stiffness calculation
(DNV-OS-J1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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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석션기초 자세제어장치개발

김유석 배경태 추연욱

해상풍력하부기초는 형식별로 여러 형태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단말뚝 자켓 석션버켓기초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단말뚝이나 자켓형식의 경우 하부기초선단이 기반암에 놓이게 되므로 운용중에 하부기초가 

기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석션버켓기초의 경우 지지층이 하부 암반층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세가 기울어 질 수 있다 또한 석션버켓기초는 시공중에서도 수직도를 맞추어 시공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 하부기초는 국내에서 자켓형태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 최근에는 트라이포드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또한 국책연구로 콘크리트 석션버켓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석션버켓시스템으로 해

상풍력하부기초로 응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에 석션버켓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실험적으로 자세제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도 급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석션버켓구조가 채택되어 설치된바 있다 그러나 석션버켓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어떻게 자세제어가 

수행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기초로서 석션버켓시스템이 채택된 경우를 위하여 해저암반지반에 까지 설치

되지 못하는 석션버켓시스템의 기울기제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원심모형실험을 위한 실험장치를 

개발하였다 실험장치는 먼저 모형기초가 놓이는 토조와 그 옆에 설치되는 진공압발생장치로 구성된다

진공압발생장치는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을 구비하고 피스톤의 운동에 의해 부압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발생된 부압은 모형기초에 연결된 호스에 의해 부압이 모형기초 내부에 전달된다 모형기초는 개의 격

실로 구성되며 실험시에는 각 격실에 부압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세제어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피스톤은 서보모터에 의한 엑튜에이터를 이용하여 구동된다

실험은 각 격실에 부압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격실 개 또는 개에 부압을 주게 되면 모

형기초의 한가운데 축선을 기준으로 부압을 주는 방향으로 모형기초가 기울게 된다 기우는 정도에 따라 

개의 수직측 를 이용하여 회전각을 측정한다 회전각은 개의 로 부터 얻어진 수직변위의 

차이로 부터 구해질 수 있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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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실험을 통한 수평축 회전의 원통형 파력발전시스템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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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발전시스템은 작동원리에 따라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파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동물체형은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파력에 직접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어 구조물이 취약하고 유압펌프에 작은 고장이 발생한다 진동수주형은 파력을 공

기 흐름으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파랑의 변동성을 제어하기 어려우며 차 변환에 따라 

발전효율이 낮다 월파형 파력발전은 파력의 진행방향 전면에 사면을 두어 파랑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위 이상에서만 전기가 생산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파력발전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파력발전기의 적용해역을 확대하여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근해용 수평축 회전의 급 원통형 파력발전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제

안된 파력발전시스템은 원통형 발전기 회전증폭판 판 자동위치조절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원통형 

발전기는 해수면 근처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파랑 입자의 원 운동 및 조류력에 의해 회전하여 전기를 생

산하는 방식으로 발전기가 원통형 실린더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

의 고장이 적다 또한 차 변환 시스템이 필요 없어 파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 파력발전기의 

발전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다 회전증폭판은 물속에 설치되어 입사파 방향과 수평하게 좌우 하는 

시스템으로 파랑이 발생되는 모든 해역에서 구동이 가능하므로 파력발전기의 적용해역확대 및 효율적 구

동구간 확대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파력발전시스템이 해양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매개변수 조건을 이용하여 원통형발전기 회전증폭판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원통형 파력발전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Period
Name

H450-L30
0-N16

H600-L30
0-N16

H450-L50
0-N16

H450-L30
0-D15

H450-L30
0-D20

6sec 1.666 1.621 1.818 1.791 1.666

9sec 1.188 0.975 1.071 0.666 1.188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인 파력발전의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연근해용 수평축 회전의 

급 원통형 파력발전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연구위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박사후연구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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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에 의해 자세가 기울어 질 수 있다 또한 석션버켓기초는 시공중에서도 수직도를 맞추어 시공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 하부기초는 국내에서 자켓형태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 최근에는 트라이포드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또한 국책연구로 콘크리트 석션버켓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석션버켓시스템으로 해

상풍력하부기초로 응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에 석션버켓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실험적으로 자세제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도 급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석션버켓구조가 채택되어 설치된바 있다 그러나 석션버켓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어떻게 자세제어가 

수행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기초로서 석션버켓시스템이 채택된 경우를 위하여 해저암반지반에 까지 설치

되지 못하는 석션버켓시스템의 기울기제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원심모형실험을 위한 실험장치를 

개발하였다 실험장치는 먼저 모형기초가 놓이는 토조와 그 옆에 설치되는 진공압발생장치로 구성된다

진공압발생장치는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을 구비하고 피스톤의 운동에 의해 부압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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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구성되며 실험시에는 각 격실에 부압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세제어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피스톤은 서보모터에 의한 엑튜에이터를 이용하여 구동된다

실험은 각 격실에 부압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격실 개 또는 개에 부압을 주게 되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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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파랑이 발생되는 모든 해역에서 구동이 가능하므로 파력발전기의 적용해역확대 및 효율적 구

동구간 확대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파력발전시스템이 해양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매개변수 조건을 이용하여 원통형발전기 회전증폭판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원통형 파력발전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Period
Name

H450-L30
0-N16

H600-L30
0-N16

H450-L50
0-N16

H450-L30
0-D15

H450-L30
0-D20

6sec 1.666 1.621 1.818 1.791 1.666

9sec 1.188 0.975 1.071 0.666 1.188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인 파력발전의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연근해용 수평축 회전의 

급 원통형 파력발전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연구위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박사후연구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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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레고형 호안 구조물의 인터로킹 효과 분석

박민수 정연주 유영준 황윤국

케이슨 부재들이 서로 연결 인터로킹 되어 있지 않은 호안 구조물은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태풍이나 해

일 발생시 호안 구조물이 파랑하중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밀려나거나 전도되는 문

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각각의 케이슨 모듈들이 순수 중력의 힘으로만 파랑하중을 지탱해야 하므로 

호안 구조물의 중량이 무거워져 해상 설치시에는 대형 해상 크레인의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해상 공사비

용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호안 구조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케

이블형 키블록형 요철형 채움재형의 다양한 인터로킹 호안 구조물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형의 케이슨 모듈들을 레고의 원리를 이용하여 연직방향과 길이방향으로 동시에 간

편하게 결합시키면서 중형 케이슨의 가벼운 중량으로 대형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모듈형 호안 구조물 인터로킹 공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호안 구조물의 설계에는 파력의 피크값이 케

이슨 제체 전체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로킹 호안 

구조물은 독자적인 케이슨들이 서로 인터로킹 되어 있으므로 케이슨의 장대화에 따른 파력의 평활화 효

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인터로킹 효과에 따른 파랑의 평활화 효과를 산정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레고형 호안구조물에 대한 인터로킹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의 단위 

모듈로 구성된 호안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파력의 평활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상용화 

프로그램인 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파력을 

에 각 요소별로 하여 인터로킹에 따른 호안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각도 구분
변위

(m)

전단응력

(MPa)

x 응력

(MPa)

y 응력

(MPa)

z 응력

(MPa)

45°

부분인

터로킹
0.199

Max 22.98 Max 74.68 Max 89.33 Max 39.93

Min -19.8 Min -73.3 Min -41.8 Min -29.6

전체인

터로킹
0.089

Max 17.13 Max 48.41 Max 56.26 Max 37.32

Min -20.0 Min -46.2 Min -31.7 Min -25.4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인 모듈러 차폐호안 구조물 기술 개

발 과제를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연구위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연구위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발전소 취수구 해양생물 내습 가능 판별을 위한 작성 기초 연구

김민균 김권수 김효근 박종헌 유하상

현재 국내외 발전소 중 대부분이 해수를 냉각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바닷가 인근에 건설되는데 최근 

해안개발 및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해파리 멸치 새우 게유생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발전소 취수구로 유입되어 발전소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 설계 시 전술한 해양생

물이 인근 해역에서 출현한다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발전소 취수구로의 유입가능성 도달 경로 및 시간 

등이 사전 예측되어 검토된다면 내습예방 및 퇴치대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전술된 검토를 위해 임의의 화력발전소를 선정하고 그 취수구에 유입 가능한 해파리를 대상으로 그 

경로와 시간을 예측하기 위하여 를 활용해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발전소 인근 해역에 대하여 해

수유동 및 입자추적 수치실험을 대 중 소조기를 포함하는 일 동안 모의 하였고 취수구를 중심으로 전 

영역에 걸쳐 개의 입자 거동을 추적하였다 수치모의기간 동안 입자가 취수구로부터 반경 이내를 

통과하는 경우 취수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이를 근거로 최소 시간 내 해양생물이 내습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임의의 화력발전소 취수구에 대한 해양생물 내

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을 작성하였다

1 발표자: GS건설 선임연구원 

2 ㈜세일종합기술공사 부장 

3 GS건설 선임연구원 

4 GS건설 수석연구원 

5 ㈜세일종합기술공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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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레고형 호안 구조물의 인터로킹 효과 분석

박민수 정연주 유영준 황윤국

케이슨 부재들이 서로 연결 인터로킹 되어 있지 않은 호안 구조물은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태풍이나 해

일 발생시 호안 구조물이 파랑하중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밀려나거나 전도되는 문

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각각의 케이슨 모듈들이 순수 중력의 힘으로만 파랑하중을 지탱해야 하므로 

호안 구조물의 중량이 무거워져 해상 설치시에는 대형 해상 크레인의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해상 공사비

용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호안 구조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케

이블형 키블록형 요철형 채움재형의 다양한 인터로킹 호안 구조물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형의 케이슨 모듈들을 레고의 원리를 이용하여 연직방향과 길이방향으로 동시에 간

편하게 결합시키면서 중형 케이슨의 가벼운 중량으로 대형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모듈형 호안 구조물 인터로킹 공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호안 구조물의 설계에는 파력의 피크값이 케

이슨 제체 전체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로킹 호안 

구조물은 독자적인 케이슨들이 서로 인터로킹 되어 있으므로 케이슨의 장대화에 따른 파력의 평활화 효

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인터로킹 효과에 따른 파랑의 평활화 효과를 산정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레고형 호안구조물에 대한 인터로킹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의 단위 

모듈로 구성된 호안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파력의 평활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상용화 

프로그램인 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파력을 

에 각 요소별로 하여 인터로킹에 따른 호안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각도 구분
변위

(m)

전단응력

(MPa)

x 응력

(MPa)

y 응력

(MPa)

z 응력

(MPa)

45°

부분인

터로킹
0.199

Max 22.98 Max 74.68 Max 89.33 Max 39.93

Min -19.8 Min -73.3 Min -41.8 Min -29.6

전체인

터로킹
0.089

Max 17.13 Max 48.41 Max 56.26 Max 37.32

Min -20.0 Min -46.2 Min -31.7 Min -25.4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인 모듈러 차폐호안 구조물 기술 개

발 과제를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연구위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연구위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발전소 취수구 해양생물 내습 가능 판별을 위한 작성 기초 연구

김민균 김권수 김효근 박종헌 유하상

현재 국내외 발전소 중 대부분이 해수를 냉각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바닷가 인근에 건설되는데 최근 

해안개발 및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해파리 멸치 새우 게유생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발전소 취수구로 유입되어 발전소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 설계 시 전술한 해양생

물이 인근 해역에서 출현한다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발전소 취수구로의 유입가능성 도달 경로 및 시간 

등이 사전 예측되어 검토된다면 내습예방 및 퇴치대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전술된 검토를 위해 임의의 화력발전소를 선정하고 그 취수구에 유입 가능한 해파리를 대상으로 그 

경로와 시간을 예측하기 위하여 를 활용해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발전소 인근 해역에 대하여 해

수유동 및 입자추적 수치실험을 대 중 소조기를 포함하는 일 동안 모의 하였고 취수구를 중심으로 전 

영역에 걸쳐 개의 입자 거동을 추적하였다 수치모의기간 동안 입자가 취수구로부터 반경 이내를 

통과하는 경우 취수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이를 근거로 최소 시간 내 해양생물이 내습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임의의 화력발전소 취수구에 대한 해양생물 내

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을 작성하였다

1 발표자: GS건설 선임연구원 

2 ㈜세일종합기술공사 부장 

3 GS건설 선임연구원 

4 GS건설 수석연구원 

5 ㈜세일종합기술공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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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하중에 대한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의 구조거동 해석

이소영 현탄칸 김헌태 김정태

1. 서론

기존의 항만시설은 년 이상 노후화된 구조물이 많고 설계 파랑이상의 극한 파랑 내습 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극한파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설계외력 이상의 파랑 내습 시 동해 남해안의 

방파제와 항만 안벽 등 여러 항만 구조물의 파괴와 기초지반의 침식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년

대부터 일본 및 유럽지역에서는 직립형 방파제의 파괴원인 분석 및 손상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의 동적 안정 해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 항만구조물

의 실질적인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다만 기초연구로서 고체 유체 상호해석을 통한 케이슨 구조물의 동

적 거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두기 등 또한 이소영 등 은 가속도응답을 이용하여 케이슨 구조체

의 동적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진동응답의 변화를 식별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진학 등 은 케이슨의 장기적인 진동특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년 간격으로 수행된 

부산 오륙도 방파제 진동실험과 수치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실험적 진동모드추출 기법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의 진동특성을 추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대상구조물로서 오륙도 방파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구조제원 및 현장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

으로 케이슨 구조시스템의 동적특성을 추정 이론과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들을 요약하였다 다음으

로 상시진동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케이슨 시스템의 동적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유진동수 및 모드감쇠 

변화의 분석을 통해 수위변동 조건이 진동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와 같이 중량 및 강성이 매우 큰 중력식 구조물의 경우 구조응답을 얻기 위한 충분한 가진력

을 구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파랑 및 바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상시진동을 이용하여 모드특성

을 추출하였다 상시진동과 같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입력하중의 정의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가진 입력 외력에 대한 계측 자료 없이 단지 구조물의 동적 응답 출력 자료만 사

용하여  케이슨 단위 구조체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는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출력기반 

모드특성 추출기법에는 파워 스펙트럼 기법 주파수영역분해 기법 확률론

1 발표자: 부경대학교 박사과정 

2 부경대학교 박사과정 

3 부경대학교 교수 

4 부경대학교 교수 

적 부공간 규명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 중 기법은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 중 정확도가 높으며 다양한 구조형식의 모드특성 추출에 많이 적용되었다

기법은 기법에 비해 모드추출 결과의 정확도는 다소 낮지만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정

확도가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슨 단위 구조체의 모드 특성 추출을 위하여 기법과 

기법을 이용하였다

2.1 확률론적 부공간 규명법
기법은 식 과 같이 행렬과 진동응답의 상호상관행렬에 대한 특이치 분해

를 통해 모드특성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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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는 행렬이며 U와 V는 단위행렬 는 특이치행렬이다 고유진동수 모드형상은 특이치분해 알

고리즘을 통해 결정되는 시스템 행렬로부터 식별될 수 있다 모드 특성 식별 시 안정모드 불안정모드 노이즈 모드

를 분류하는데 이에 적합한 시스템 차수를 찾기 위하여 안정화 도표 해석이 사용된다 와 안정 모드가 

식별될 경우 번째 모드의 감쇠비  는 식 를 통해 고유치  로부터 식별된다

  

2.2 주파수영역분해법
기법은 계측된 구조응답 의 상호상관스펙트럼  을 식 과 같이 특이치 분해하여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추출한다

 


여기서  는 유니터리 행렬 행렬이고 는 특이치 행렬이다 특이치  의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가 구조계의 고유진동수이며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의 열벡터를 취하여 모드형상 를 구할 수 있다

3. 현장계측을 통한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의 진동특성 분석

3.1 현장계측 실험
케이슨식 혼성방파제 구조물은 진동계측 시 구조응답을 얻기 위한 충분한 가진력이 필요하다 교량 및 빌딩 등의 

비 중력식 구조물의 경우 중력식 방파제의 형상에 비해 세장한 특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힘의 가진으로도 진동

응답의 계측이 가능하여 상시진동을 활용하는 많은 진동응답 모니터링 기법이 발표되었다 방파제와 같은 중력식 

구조물의 가진을 위해서는 선박충돌과 같이 충분한 질량을 갖는 충돌 매체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 조건에 따라 선박

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파랑 및 바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상시진동을 이용하여 

방파제의 진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구조물로서 부산 오륙도 방파제를 선정하였다 오륙도 방파제는 총 개의 케이슨으로 구성된 방파제이며

월파량 저감을 목적으로 방파제의 상부에 파라핏이 시공되었다 본 실험의 대상 케이슨으로서 최 서남측으로부터 

번째 케이슨을 선정하였으며 과 같이 케이슨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상치 포함 이다 현

장실험은 년 년에 각각 수행되었다 케이슨 구조물의 상시진동응답은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가속도응답 

계측 시 고민감도의 센서 민감도 계측 범위 를 사용하였다 년 실험의 경우 개 계측점

에 대하여 방향 센서 개 방향 센서 개를 설치하였다 년의 경우 개 계측점에 대하여 각각 방향 

센서 개 방향 센서 개를 설치하였다 샘플링 주파수는 이며 시간 동안 계측하였다 년도 실험의 경우 

계측 시나리오별로에 대한 수위도 측정하였다 진동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약 분 간격으로 수위를 측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 계측시간 및 평균수위를 에 정리하였다

3.2 진동특성 추출
현장실험을 통해 계측된 가속도응답을 에 나타내었다 가속도응답의 크기는 년의 계측 값이 년의 

계측 값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바람 파고 등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출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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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항만시설은 년 이상 노후화된 구조물이 많고 설계 파랑이상의 극한 파랑 내습 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극한파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설계외력 이상의 파랑 내습 시 동해 남해안의 

방파제와 항만 안벽 등 여러 항만 구조물의 파괴와 기초지반의 침식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년

대부터 일본 및 유럽지역에서는 직립형 방파제의 파괴원인 분석 및 손상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의 동적 안정 해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 항만구조물

의 실질적인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다만 기초연구로서 고체 유체 상호해석을 통한 케이슨 구조물의 동

적 거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두기 등 또한 이소영 등 은 가속도응답을 이용하여 케이슨 구조체

의 동적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진동응답의 변화를 식별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진학 등 은 케이슨의 장기적인 진동특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년 간격으로 수행된 

부산 오륙도 방파제 진동실험과 수치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실험적 진동모드추출 기법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의 진동특성을 추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대상구조물로서 오륙도 방파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구조제원 및 현장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

으로 케이슨 구조시스템의 동적특성을 추정 이론과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들을 요약하였다 다음으

로 상시진동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케이슨 시스템의 동적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유진동수 및 모드감쇠 

변화의 분석을 통해 수위변동 조건이 진동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와 같이 중량 및 강성이 매우 큰 중력식 구조물의 경우 구조응답을 얻기 위한 충분한 가진력

을 구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파랑 및 바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상시진동을 이용하여 모드특성

을 추출하였다 상시진동과 같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입력하중의 정의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가진 입력 외력에 대한 계측 자료 없이 단지 구조물의 동적 응답 출력 자료만 사

용하여  케이슨 단위 구조체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는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출력기반 

모드특성 추출기법에는 파워 스펙트럼 기법 주파수영역분해 기법 확률론

1 발표자: 부경대학교 박사과정 

2 부경대학교 박사과정 

3 부경대학교 교수 

4 부경대학교 교수 

적 부공간 규명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 중 기법은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 중 정확도가 높으며 다양한 구조형식의 모드특성 추출에 많이 적용되었다

기법은 기법에 비해 모드추출 결과의 정확도는 다소 낮지만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정

확도가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슨 단위 구조체의 모드 특성 추출을 위하여 기법과 

기법을 이용하였다

2.1 확률론적 부공간 규명법
기법은 식 과 같이 행렬과 진동응답의 상호상관행렬에 대한 특이치 분해

를 통해 모드특성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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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는 행렬이며 U와 V는 단위행렬 는 특이치행렬이다 고유진동수 모드형상은 특이치분해 알

고리즘을 통해 결정되는 시스템 행렬로부터 식별될 수 있다 모드 특성 식별 시 안정모드 불안정모드 노이즈 모드

를 분류하는데 이에 적합한 시스템 차수를 찾기 위하여 안정화 도표 해석이 사용된다 와 안정 모드가 

식별될 경우 번째 모드의 감쇠비  는 식 를 통해 고유치  로부터 식별된다

  

2.2 주파수영역분해법
기법은 계측된 구조응답 의 상호상관스펙트럼  을 식 과 같이 특이치 분해하여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추출한다

 


여기서  는 유니터리 행렬 행렬이고 는 특이치 행렬이다 특이치  의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가 구조계의 고유진동수이며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의 열벡터를 취하여 모드형상 를 구할 수 있다

3. 현장계측을 통한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의 진동특성 분석

3.1 현장계측 실험
케이슨식 혼성방파제 구조물은 진동계측 시 구조응답을 얻기 위한 충분한 가진력이 필요하다 교량 및 빌딩 등의 

비 중력식 구조물의 경우 중력식 방파제의 형상에 비해 세장한 특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힘의 가진으로도 진동

응답의 계측이 가능하여 상시진동을 활용하는 많은 진동응답 모니터링 기법이 발표되었다 방파제와 같은 중력식 

구조물의 가진을 위해서는 선박충돌과 같이 충분한 질량을 갖는 충돌 매체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 조건에 따라 선박

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파랑 및 바람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상시진동을 이용하여 

방파제의 진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구조물로서 부산 오륙도 방파제를 선정하였다 오륙도 방파제는 총 개의 케이슨으로 구성된 방파제이며

월파량 저감을 목적으로 방파제의 상부에 파라핏이 시공되었다 본 실험의 대상 케이슨으로서 최 서남측으로부터 

번째 케이슨을 선정하였으며 과 같이 케이슨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상치 포함 이다 현

장실험은 년 년에 각각 수행되었다 케이슨 구조물의 상시진동응답은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가속도응답 

계측 시 고민감도의 센서 민감도 계측 범위 를 사용하였다 년 실험의 경우 개 계측점

에 대하여 방향 센서 개 방향 센서 개를 설치하였다 년의 경우 개 계측점에 대하여 각각 방향 

센서 개 방향 센서 개를 설치하였다 샘플링 주파수는 이며 시간 동안 계측하였다 년도 실험의 경우 

계측 시나리오별로에 대한 수위도 측정하였다 진동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약 분 간격으로 수위를 측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 계측시간 및 평균수위를 에 정리하였다

3.2 진동특성 추출
현장실험을 통해 계측된 가속도응답을 에 나타내었다 가속도응답의 크기는 년의 계측 값이 년의 

계측 값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바람 파고 등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출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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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모드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상시진동응답으로부터 진동특성을 추출하였다 먼저 기법으로부터 진동응답을 

분석한 결과 주파수대역별 안정모드 결과로부터 진동모드를 식별하기 어렵다 와 같이 의 안정화 도표

와 기법의 특이치 값을 중첩시켜 모드를 식별하고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및 모드감쇠를 추출하였다

고유진동수는 두 기법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모드 의 경우 기법에 의한 결과가 다소 

작게 추출되었다 모드감쇠의 경우 모드 의 값이 모드 보다 크게 나타났다 두 모드에 대한 모드형상을 에 

나타내었다 차 모드의 경우 축에 대한 면내거동이 지배적이었으며 차 모드의 경우 축 회전거동이 지배적으

로 나타났다 모드추출기법에 따른 모드형상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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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yout of accelerometers on target caissons

Table 1 Data samples with respect to water levels

Sample No. Time Duration Water Level (m)
1 13:28-14:30, 04 Mar 2011 22.03*
2 9:03-10:03, 16 Apr 2014 23.43
3 10:22-11:22, 16 Apr 2014 23.22
4 11:24-12:24, 16 Apr 2014 22.85
5 12:35-13:35, 16 Apr 2014 22.54
6 13:54-14:54, 16 Apr 2014 22.19

* Approximated value from measured at Busan tide observation site by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3.3 수위영향 분석
년에 수행된 현장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수위에 따른 모드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데이터 샘플로부터 

모드특성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수위가 감소할수록 고유진동수가 증가하는 반면 모드감

쇠의 경우 일정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 의 수위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 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

법에 의한 고유진동수 결과가 낮게 추출되었다 수위에 따른 변화 경향은 두 기법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케이슨식 혼성방파제의 진동특성을 추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먼저 대상구조물로서 오륙도 방파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구조제원 및 현장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

음으로 케이슨 구조시스템의 동적특성을 추정 이론과 출력기반 모드해석 기법들을 요약하였다 다음

으로 상시진동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케이슨 시스템의 동적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유진동수 및 모드감

쇠 변화의 분석을 통해 수위변동 조건이 진동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 Sample 1 measured in 2011        (b) Sample 2 measured in 2014
Fig. 2 Acceleration signals measure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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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e selection of Caisson by combined use of FDD and SSI method and its mode shape

Table 2 Modal parameters of caisson extracted by output-only mode extraction method

Method Modal parameter Mode 1 Mode 2

SSI Natural Frequency 1.4947 Hz 2.4820 Hz
Damping ratio 2.4989 % 1.0256 %

FDD Natural Frequency 1.5137 Hz 2.478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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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modal parameters due to water leve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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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samples with respect to water levels

Sample No. Time Duration Water Level (m)
1 13:28-14:30, 04 Mar 2011 22.03*
2 9:03-10:03, 16 Apr 2014 23.43
3 10:22-11:22, 16 Apr 2014 23.22
4 11:24-12:24, 16 Apr 2014 22.85
5 12:35-13:35, 16 Apr 2014 22.54
6 13:54-14:54, 16 Apr 2014 22.19

* Approximated value from measured at Busan tide observation site by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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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ple 1 measured in 2011        (b) Sample 2 measured in 2014
Fig. 2 Acceleration signals measure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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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e selection of Caisson by combined use of FDD and SSI method and its mode shape

Table 2 Modal parameters of caisson extracted by output-only mode extraction method

Method Modal parameter Mode 1 Mode 2

SSI Natural Frequency 1.4947 Hz 2.4820 Hz
Damping ratio 2.4989 % 1.0256 %

FDD Natural Frequency 1.5137 Hz 2.478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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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modal parameters due to water leve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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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의 약 가 거주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대수층은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수위와 

염분 차에 기인한 압력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해수위 또는 지하수위의 변화는 유지되고 있는 

압력평형을 깨뜨려 해수 담수 경계면을 이동시키게 된다 특히 지하수위 저하 해수면의 상승은 해수 담

수 경계면을 내륙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해안지하수의 염분화를 가져온다

한편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하여 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적

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해수면 상승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세계평균 해수면 상승률보다 

높다 이 잠재적인 원인들은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고 해수위를 상승시켜 해안대수층의 해수 담수 경계면

을 후퇴시켜 염분화를 발생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의 수정된 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해안대

수층의 해수침투과정을 모의하였다 수치모의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대수층의 지

하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더불어 해수 담수 경계면 연직염분농도분포 해수침투거리를 조사

하였다 수치해석결과로부터 해수위 및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해안대수층의 염분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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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Zeolite (wt%) 70 70 60 60 - - - - - -

Activity Feldspar (wt%) - - - - 70 70 60 60 50 50
Cement (wt%) 30 30 40 40 30 30 40 40 50 50
Stabilizer (g) - 0.15 - 0.15 - 0.15 - 0.15 - 0.15

Lightweight bubble - - - - 100 100 100 100 100 100
Compression Strength (Mpa) 3.26 6.33 6.65 7.92 1.02 4.38 1.28 1.76 2.32 4.24

Table 1. 고화제 배합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월 일 수 월 일 목 부산 

수용성 고화제의 압축강도 개선 효과

고대홍 이진혁 김성욱 김태형

서론

건설재료로 이용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탄산염계 광물을 기반으로 제조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요구로 인해 순환

자원과 친환경 광물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규산염계 시멘트는 풍화로 생성된 점토광물이 

대부분이고 낮은 압축강도와 표면경도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이다 규산염 광물의 결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포졸란 

물질 시멘트 무수석고 칼슘 설포네이트계 화합물 등의 고화제 경화제 가 이용되고 있고 이 연구는 흡착 기능성 광

물소재 기반의 필터 제작을 위해 제조한 수용성 무기질 고화제가 압축강도 미치는 영향을 압축강도를 통해 고찰하

였다

실험 방법 및 결과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는 제올라이트와 활성 장석은 비표면 적이고 크고 양이온 교환능이 우수하여 산업 분야에

서 흡착제로 활용되고 있다 고화제 배합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규산염 광물과 포틀랜드 시멘트를 

일정비율 배합하고 고화제를 미첨가한 시료와 의 고화제를 첨가한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공시체는 지름 높

이 의 원통형으로 제작하였고 같은 재령 기간에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의 일 재령 압축강도

는 범위로 압축강도가 증가하였고 의 일 재령 압축강도는 범위로 증가하였고 최대 

범위의 압축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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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Jack-up rig is a type of mobile platform that consists of a 

buoyant hull fitted with a number of movable legs, capable of 

raising its hull over the surface of the sea water. The buoyant hull 

enables transportation of the unit and all occupied machinery to a 

designated location. Once on location the hull is raised to the 

required elevation above the sea surface supported by the sea bed. 

The legs of such units may be designed to penetrate the sea bed, 

may be fitted with enlarged sections or footings, or may be attached 

to a bottom mat. In general jack-up rigs are not self-propelled and 

rely on tugs or heavy lift ships for transportation. 

Jack-up platforms are used as exploratory drilling platforms, 

offshore and wind farm service platforms. Jack-up platforms have 

been the most popular and numerous of various mobile types in 

existence. The total number of jack-up 'Drilling' rigs in operation 

numbers about 540 at the end of 2013. The first one was designed 

by R. G. LeTourneau for Zapata Oil, owned by George H. W. Bush, 

who later became the 41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ack-up rigs are so named because they are self-elevating with 

three, four, six and even eight movable legs that can be extended 

(“jacked”) above or below the hull. Jack-ups are towed to the site 

with the hull lowered to the water level, and the legs extracted 

above the hull. The hull is actually a water-tight barge that floats on 

the water. When the rig reaches the work site, the crew jacks the 

legs downward through the water and into the sea floor (or onto the 

sea floor with mat supported jack-ups). This anchors the rig and 

holds the hull stable above the waves. 

A jack-up rig is a floating barge fitted with long support legs 

that can be raised or lowered. The jack-up is maneuvered 

(self-propelled or towed) into location with its legs up and the hull 

floating on the water. Upon arrival at the work location, the legs are 

jacked down onto the seafloor. Then "preloading" takes place, 

where the weight of the barge and additional ballast water are used 

to drive the legs securely into the sea-bottom so they will not 

penetrate further while operations are carried out. After preloading, 

the jacking system is used to raise the entire barge above the water 

to a predetermined height or "air gap", so that wave, tidal and 

current loading acts only on the relatively slender legs but not on the 

barge hull. Modern jacking systems use a rack and pinion gear 

arrangement where the pinion gears are driven by hydraulic or 

electric motors and the rack is affixed to the legs. Jack-up rigs can 

be operated in relatively shallow waters, generally less than 120 

meters of water depth. However, a specialized class of jack-up rigs 

named as ultra-large jack-up rigs is known to have operational 

capability in water depths ranging from 150 to 175 meters. 

�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MODU) 

This type of rig is commonly used in connection with oil and/or 

natural gas drilling. There are more jack-up rigs in the worldwide 

offshore rig fleet than other type of mobile offshore drilling rig. 

Other types of offshore rigs include semi-submersibles (which float 

on pontoon-like structures) and drillships, which are ship-shaped 

vessels with rigs mounted in their center. These rigs drill through 

holes in the drillship hulls, known as moon pools. 

� Turbine Installation Vessel (TIV) 

This type of rig is commonly used in connection with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 

� Barges 

Jack-up rigs also refer to specialized barges that are similar to 

an oil and gas platform but are used as a base for servicing other 

Tolerances for the fabrication of a jack-up rig 
Jang-Ryong Shin*, Sung-Ryng Jung*, Chang-Hwa Yu* and Seung-Ha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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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correlation of the tolerances required for the fabrication of the jacking structure 

and the leg and to give permissible criteria. During offshore structures, jack-up rigs are used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One of the 

most difficult works is to control the tolerances in fabrication. In this paper, the tolerances are classified and permissible criteria are 

defined based on geometrical compatibility.  

structures such as offshore wind turbines, long bridges, and drilling 

platforms. A long flat-bottomed boat for carrying freight on canals 

and rivers, either under its own power or towed by another. A barge 

is a flat-bottomed boat, built mainly for river and canal transport of 

heavy goods. Some barges are not self-propelled and must be towed 

or pushed by towboats. Canal barges, towed by draft animals on an 

adjacent towpath, contended with the railway in the early Industrial 

Revolution, but were outcompeted in the carriage of high-value 

items due to the higher speed, falling costs and route flexibility of 

railways. 

Wave loads on legs of jack-up rigs can be calculated by using 

Morison equation. The legs can be simplified with simple beams. 

Jack-up rigs are statically determinant systems. Therefore structure 

analysis for jack-up rigs is more simple than the other offshore 

structure.  

One of the most difficult works is to control the tolerances in 

fabrication. In this paper, tolerances control methods are presented. 

Refer to Figs. 1-5. The structural elements that play a role are: 

� The leg  

� The jacking structure and leg well 

� The jacking system 

� The fixation system 

The typical interfaces affected by the fabrication tolerances 

are: 

� Leg/leg guides  

ü Leg inclination 

ü Leg passage 

� Chord/jacking system 

ü Conjugate action 

� Chord/fixation system 

ü Fixation fit 

ü Adjustability 

These interfaces are checked in detail. 

 
2. Leg-guide interaction 

2.1 Chord in guide  

Typical upper guide detail is shown in Fig. 6 and lower guide 

detail is shown in Fig. 7. Chord in guide detail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 8. A is nominal guide distance. B is nominal 

rack width. L  is guide length. Jacking and fixation system 

assembly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 9. J  is horizontal 

eccentricity of the two guide center line. Leg chord detail is shown 

in Fig. 10.    is distance of 20 teeth in which   = 20   and   

is module. The relevant guide length for passage is the straight 

section of the guides only.     is upper guide length and L   is 

lower guide length. The guide operates only in the direction of the 

rack; perpendicular motion is restrained at the other chords. The 

only possibility for a passage obstruction is when the rack width is 

squeezed in the guide section. Thus the squeeze is defined as both 

sides of the rack in simultaneous contact with their respective guide 

sides in upper and lower guide respectively. This includes one side 

at the top in upper guide, one side at the top in lower guide. 

Inclination of leg relative due to horizontal eccentricity of the 

two guide center line is   

  =
 

 
 

(2.1) 

Where   is the distance between top of upper guide and top of 

lower guide. Inclination of leg relative due to vertical camber C is  

  =
2 

  
 

(2.2) 

Where L  is the maximum distance defined for camber. 

Permissive rigid body rotation of leg relative to vertical is 

horizontal difference upper/lower guide distance and rack width: 

  =
 −  

 
 

(2.3) 

To prevent squeezing, the minimum required upper and lower 

guide distance should be: 

 ≥  + (  +   +   )  (2.4) 

Thus we have 

 ≥  + (  +   )
  

 −  
 

(2.5)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2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1. Introduction 
 

Jack-up rig is a type of mobile platform that consists of a 

buoyant hull fitted with a number of movable legs, capable of 

raising its hull over the surface of the sea water. The buoyant hull 

enables transportation of the unit and all occupied machinery to a 

designated location. Once on location the hull is raised to the 

required elevation above the sea surface supported by the sea bed. 

The legs of such units may be designed to penetrate the sea bed, 

may be fitted with enlarged sections or footings, or may be attached 

to a bottom mat. In general jack-up rigs are not self-propelled and 

rely on tugs or heavy lift ships for transportation. 

Jack-up platforms are used as exploratory drilling platforms, 

offshore and wind farm service platforms. Jack-up platforms have 

been the most popular and numerous of various mobile types in 

existence. The total number of jack-up 'Drilling' rigs in operation 

numbers about 540 at the end of 2013. The first one was designed 

by R. G. LeTourneau for Zapata Oil, owned by George H. W. Bush, 

who later became the 41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ack-up rigs are so named because they are self-elevating with 

three, four, six and even eight movable legs that can be extended 

(“jacked”) above or below the hull. Jack-ups are towed to the site 

with the hull lowered to the water level, and the legs extracted 

above the hull. The hull is actually a water-tight barge that floats on 

the water. When the rig reaches the work site, the crew jacks the 

legs downward through the water and into the sea floor (or onto the 

sea floor with mat supported jack-ups). This anchors the rig and 

holds the hull stable above the waves. 

A jack-up rig is a floating barge fitted with long support legs 

that can be raised or lowered. The jack-up is maneuvered 

(self-propelled or towed) into location with its legs up and the hull 

floating on the water. Upon arrival at the work location, the legs are 

jacked down onto the seafloor. Then "preloading" takes place, 

where the weight of the barge and additional ballast water are used 

to drive the legs securely into the sea-bottom so they will not 

penetrate further while operations are carried out. After preloading, 

the jacking system is used to raise the entire barge above the water 

to a predetermined height or "air gap", so that wave, tidal and 

current loading acts only on the relatively slender legs but not on the 

barge hull. Modern jacking systems use a rack and pinion gear 

arrangement where the pinion gears are driven by hydraulic or 

electric motors and the rack is affixed to the legs. Jack-up rigs can 

be operated in relatively shallow waters, generally less than 120 

meters of water depth. However, a specialized class of jack-up rigs 

named as ultra-large jack-up rigs is known to have operational 

capability in water depths ranging from 150 to 175 meters. 

�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MODU) 

This type of rig is commonly used in connection with oil and/or 

natural gas drilling. There are more jack-up rigs in the worldwide 

offshore rig fleet than other type of mobile offshore drilling rig. 

Other types of offshore rigs include semi-submersibles (which float 

on pontoon-like structures) and drillships, which are ship-shaped 

vessels with rigs mounted in their center. These rigs drill through 

holes in the drillship hulls, known as moon pools. 

� Turbine Installation Vessel (TIV) 

This type of rig is commonly used in connection with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 

� Barges 

Jack-up rigs also refer to specialized barges that are similar to 

an oil and gas platform but are used as a base for servicing other 

Tolerances for the fabrication of a jack-up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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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correlation of the tolerances required for the fabrication of the jacking structure 

and the leg and to give permissible criteria. During offshore structures, jack-up rigs are used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One of the 

most difficult works is to control the tolerances in fabrication. In this paper, the tolerances are classified and permissible criteria are 

defined based on geometrical compatibility.  

structures such as offshore wind turbines, long bridges, and drilling 

platforms. A long flat-bottomed boat for carrying freight on canals 

and rivers, either under its own power or towed by another. A barge 

is a flat-bottomed boat, built mainly for river and canal transport of 

heavy goods. Some barges are not self-propelled and must be towed 

or pushed by towboats. Canal barges, towed by draft animals on an 

adjacent towpath, contended with the railway in the early Industrial 

Revolution, but were outcompeted in the carriage of high-value 

items due to the higher speed, falling costs and route flexibility of 

railways. 

Wave loads on legs of jack-up rigs can be calculated by using 

Morison equation. The legs can be simplified with simple beams. 

Jack-up rigs are statically determinant systems. Therefore structure 

analysis for jack-up rigs is more simple than the other offshore 

structure.  

One of the most difficult works is to control the tolerances in 

fabrication. In this paper, tolerances control methods are presented. 

Refer to Figs. 1-5. The structural elements that play a role are: 

� The leg  

� The jacking structure and leg well 

� The jacking system 

� The fixation system 

The typical interfaces affected by the fabrication tolerances 

are: 

� Leg/leg guides  

ü Leg inclination 

ü Leg passage 

� Chord/jacking system 

ü Conjugate action 

� Chord/fixation system 

ü Fixation fit 

ü Adjustability 

These interfaces are checked in detail. 

 
2. Leg-guide interaction 

2.1 Chord in guide  

Typical upper guide detail is shown in Fig. 6 and lower guide 

detail is shown in Fig. 7. Chord in guide detail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 8. A is nominal guide distance. B is nominal 

rack width. L  is guide length. Jacking and fixation system 

assembly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 9. J  is horizontal 

eccentricity of the two guide center line. Leg chord detail is shown 

in Fig. 10.    is distance of 20 teeth in which   = 20   and   

is module. The relevant guide length for passage is the straight 

section of the guides only.     is upper guide length and L   is 

lower guide length. The guide operates only in the direction of the 

rack; perpendicular motion is restrained at the other chords. The 

only possibility for a passage obstruction is when the rack width is 

squeezed in the guide section. Thus the squeeze is defined as both 

sides of the rack in simultaneous contact with their respective guide 

sides in upper and lower guide respectively. This includes one side 

at the top in upper guide, one side at the top in lower guide. 

Inclination of leg relative due to horizontal eccentricity of the 

two guide center line is   

  =
 

 
 

(2.1) 

Where   is the distance between top of upper guide and top of 

lower guide. Inclination of leg relative due to vertical camber C is  

  =
2 

  
 

(2.2) 

Where L  is the maximum distance defined for camber. 

Permissive rigid body rotation of leg relative to vertical is 

horizontal difference upper/lower guide distance and rack width: 

  =
 −  

 
 

(2.3) 

To prevent squeezing, the minimum required upper and lower 

guide distance should be: 

 ≥  + (  +   +   )  (2.4) 

Thus we have 

 ≥  + (  +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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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eg at a guide level 

This interaction is to check the triangular cross-section of the 

legs squeezed in the triangular guide arrangement. The guide 

system, however, is free in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rack 

plate. This assures that any size triangular leg will be fit by sliding 

between the guides. The limit for differences in chord distance is a 

structural stop in the sliding direction, not the guide distance.  

Typical triangular cross-section of leg is shown in Fig. 11 

where L 
  is actual distance. L =   is nominal distance. ΔL =

  
 −    is distance deviation. And vertex angle is A 

 =  + Δ  . 

Radial distance from CoG to each angle points is   
 =  + Δ  . 

Nominal value is A = π/3  and  =  /√3 . δL = Δ  / . In 

general, |Δ  | ≪ 1 and |δL | ≪ 1. Thus vertex angle deviation is 

 

Δ  = −
   +    −    

√3
 

(2.6) 

 

Δ  = −
   +    −    

√3
 

(2.7) 

 

Δ  = −
   +    −    

√3
 

(2.8) 

 

And the maximum angle deviation is 

 

Δ    = −
4Δ     

√3 
 

(2.9) 

 

Radial distance deviation is 

 

Δ  =
2Δ  + 2Δ  − Δ  

3√3
 

(2.10) 

 

Δ  =
2Δ  + 2Δ  − Δ  

3√3
 

(2.11) 

 

Δ  =
2Δ  + 2Δ  − Δ  

3√3
 

(2.12) 

 

Thus the maximum radial distance deviation is 

 

Δ    =
5Δ    

3√3
 

(2.13) 

The limit for differences in chord distance is a structural stop 

in the sliding direction, not the guide distance (See Fig. 12). The 

remaining gap can be calculated for a number of extreme leg chord 

triangles:  

The nominal radial gap is 

 

 =  −   +
  

2
+      

(2.14) 

 

The minimum of the radial gap is 

 

    = M   −   +
Δ  

2
+ Δ    

   
  

(2.15) 

 

Permissible range is     ≥ tolereance to avoid clash 

between leg-scale and jack-structure. The radial gap is defined for 

any leg triangle with the leg position at equal tangential gaps at the 

rack teeth. Moving the leg towards contact with the guides results 

in a minimum value for the radial gap. The allowable wear for 

upper and lower guide is thickness of guide plate  at each side of 

the rack. If the leg is guided by the upper and lower guide, the 

nominal clearance between footing and leg well should be also 

checked. 

2.3. Leg between upper and lower guide 

The leg inclination is determined by the gap between the chord 

and the guides, by the position offsets of the two guides and by the 

offsets of the tooth tips relative to the leg center line. The leg 

inclination is important for overall strength and represents the 

offsets of the leg support point relative to the nominal center of the 

lower guides. Refer to Fig. 13. 

2.3.1 Leg straightness:     

The leg straightness is defined by a maximum deviation from 

the center line of 1:1000 of the leg part. The leg in a level hull, 

however, hangs straight down by its weight and is set on the bottom 

in the position it is hanging down in. It does play a role in the 

average leg inclination by the fact the footing is not exactly below 

the leg center of gravity.  

 

2.3.2 Leg (platform) inclination:    

The leg center position within the nominal upper guide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fabrication tolerances of the chord and guide is 

calculated in section 2.2. The motion to close the gap is the travel 

allowed to the leg from its nominal position until it hits the guide. 

This free travel is increased by the relative position tolerance of the 

guides. Adding all errors in the worst possible combination leads to 

the maximum travel to close the gaps at two levels in different 

directions. Adding all worst possible errors for the two guides 

results in the larger inclination of leg.  

 

2.4 Leg torsion 

The principle effect of torsion in a leg is that it reduces the gap 

between the leg and the guides. The nominal gap between the leg 

and the guides can be used to accommodate torsion over the leg in 

the guides. The nominal gap can be assured by the existing shim 

plates under the wear plates. The maximum torsion over the lower 

guide (=maximum guide length) should therefore be limited to 

prevent squeezing of the leg in the guide: 

 

ϕ   =   
 

   
 
   

 
(2.16) 

 

The minimum gap between rack and the guide 1.25mm. The 

maximum torsion over the upper guide is: 

 

ϕ   =   
 

   
 
   

 
(2.17) 

 

Climbing up the legs with the footings fixed in the bottom also 

requires that a torsion restraint is put to the leg. This limit is made 

by the torsion moment that is allowed in the legs. 

The torsion angle per length can be calculated with 

ϕ =
M 

   
 

(2.18) 

Where ϕ is torsion angle per length due to misalignment, 

M  is torsion moment, G : Shear modulus and I  is polar 

moment of inertia. Then allowable leg torsion due to misalignment 

is 

M = ϕGI  (2.19) 

 

The guide load per chord is 

 

F  =
  

3 
 

(2.20) 

 

Thus additional axial stress due to leg torsion is 

σ =
   

      cos(      )
 

(2.21) 

 

Where θ      is brace angle and A      is cross section area 

of brace. The stress should be considered in strength check of leg 

structure. 

3. Chord rack and jacking/fixation system interaction 

3.1 Conjugate action 

The jacking system assembly is of the fixed type. The conjugate 

action is determined by the leg chord motions and pinion motions 

within the jacking structure assembly. The conjugate action is 

shown in Fig. 14. Contact ratio should be larger than 1.00. 

 

3.2 Leg chord motions within the jacking and fixation 

system assembly 

Refer to Fig. 5. The tangential direction is defined as in the 

plane of the rack, the radial direction is defined as perpendicular on 

the plane of the rack. The leg chord motion with respect to the 

pinions of the jacking systems and fixation systems is determi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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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eg at a guide level 

This interaction is to check the triangular cross-section of the 

legs squeezed in the triangular guide arrangement. The guide 

system, however, is free in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rack 

plate. This assures that any size triangular leg will be fit by sliding 

between the guides. The limit for differences in chord distance is a 

structural stop in the sliding direction, not the guide distance.  

Typical triangular cross-section of leg is shown in Fig. 11 

where L 
  is actual distance. L =   is nominal distance. ΔL =

  
 −    is distance deviation. And vertex angle is A 

 =  + Δ  . 

Radial distance from CoG to each angle points is   
 =  + Δ  . 

Nominal value is A = π/3  and  =  /√3 . δL = Δ  / . In 

general, |Δ  | ≪ 1 and |δL | ≪ 1. Thus vertex angle devi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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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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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aximum angle devi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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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l distance devi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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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the maximum radial distance devi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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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The limit for differences in chord distance is a structural stop 

in the sliding direction, not the guide distance (See Fig. 12). The 

remaining gap can be calculated for a number of extreme leg chord 

triangles:  

The nominal radial gap is 

 

 =  −   +
  

2
+      

(2.14) 

 

The minimum of the radial gap is 

 

    = M   −   +
Δ  

2
+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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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ble range is     ≥ tolereance to avoid clash 

between leg-scale and jack-structure. The radial gap is defined for 

any leg triangle with the leg position at equal tangential gaps at the 

rack teeth. Moving the leg towards contact with the guides results 

in a minimum value for the radial gap. The allowable wear for 

upper and lower guide is thickness of guide plate  at each side of 

the rack. If the leg is guided by the upper and lower guide, the 

nominal clearance between footing and leg well should be also 

checked. 

2.3. Leg between upper and lower guide 

The leg inclination is determined by the gap between the chord 

and the guides, by the position offsets of the two guides and by the 

offsets of the tooth tips relative to the leg center line. The leg 

inclination is important for overall strength and represents the 

offsets of the leg support point relative to the nominal center of the 

lower guides. Refer to Fig. 13. 

2.3.1 Leg straightness:     

The leg straightness is defined by a maximum deviation from 

the center line of 1:1000 of the leg part. The leg in a level hull, 

however, hangs straight down by its weight and is set on the bottom 

in the position it is hanging down in. It does play a role in the 

average leg inclination by the fact the footing is not exactly below 

the leg center of gravity.  

 

2.3.2 Leg (platform) inclination:    

The leg center position within the nominal upper guide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fabrication tolerances of the chord and guide is 

calculated in section 2.2. The motion to close the gap is the travel 

allowed to the leg from its nominal position until it hits the guide. 

This free travel is increased by the relative position tolerance of the 

guides. Adding all errors in the worst possible combination leads to 

the maximum travel to close the gaps at two levels in different 

directions. Adding all worst possible errors for the two guides 

results in the larger inclination of leg.  

 

2.4 Leg torsion 

The principle effect of torsion in a leg is that it reduces the gap 

between the leg and the guides. The nominal gap between the leg 

and the guides can be used to accommodate torsion over the leg in 

the guides. The nominal gap can be assured by the existing shim 

plates under the wear plates. The maximum torsion over the lower 

guide (=maximum guide length) should therefore be limited to 

prevent squeezing of the leg in th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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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mum gap between rack and the guide 1.25mm. The 

maximum torsion over the upper guide is: 

 

ϕ   =   
 

   
 
   

 
(2.17) 

 

Climbing up the legs with the footings fixed in the bottom also 

requires that a torsion restraint is put to the leg. This limit is made 

by the torsion moment that is allowed in the legs. 

The torsion angle per length can be calculated with 

ϕ =
M 

   
 

(2.18) 

Where ϕ is torsion angle per length due to misalignment, 

M  is torsion moment, G : Shear modulus and I  is polar 

moment of inertia. Then allowable leg torsion due to misalignment 

is 

M = ϕGI  (2.19) 

 

The guide load per chord is 

 

F  =
  

3 
 

(2.20) 

 

Thus additional axial stress due to leg torsion is 

σ =
   

      cos(      )
 

(2.21) 

 

Where θ      is brace angle and A      is cross section area 

of brace. The stress should be considered in strength check of leg 

structure. 

3. Chord rack and jacking/fixation system interaction 

3.1 Conjugate action 

The jacking system assembly is of the fixed type. The conjugate 

action is determined by the leg chord motions and pinion motions 

within the jacking structure assembly. The conjugate action is 

shown in Fig. 14. Contact ratio should be larger than 1.00. 

 

3.2 Leg chord motions within the jacking and fixation 

system assembly 

Refer to Fig. 5. The tangential direction is defined as in the 

plane of the rack, the radial direction is defined as perpendicular on 

the plane of the rack. The leg chord motion with respect to the 

pinions of the jacking systems and fixation systems is determi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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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 between leg chord rack and guides  

� The camber (S) and rack flatness (FL) 

� Parallelism upper/lower guide (J) 

� Tolerances jacking system assembly 

(responsibility of the jacking system 

manufacturer) 

The installation of the fixation system to the racks is subject to 

the fixation system design. The report concerns itself with the 

position of the counter rack relative to the chord rack.  

 

4. Results and Conclusion 

In this report the correlation of the tolerances required for the 

fabrication of the jacking structure and the leg has been presented. 

The combination of all applicable tolerances shows that the jack-up 

structure and the main structural elements can operate within the 

(structure) design envelope: 

 

� No squeezing of legs in guides 

� No clashes between leg and fixation systems 

� No clashes with footing and leg well 

� Platform inclination within 0.2% 

The results of the leg chord motion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the pinions of the jacking system should be used as input for the 

conjugate action analysis which is done by the jacking system 

manufacturer: 

 

� Maximum tolerances show a displacement of 

6.9mm of the rack with respect to the pinions (no 

wear). The contact ratio should be larger than 1.05 in 

this condition. 

 

� Maximum tolerances including the maximum 

allowable wear of 4.5mm at each side of the rack 

results in a maximum displacement of the rack with 

respect to the pinion of 11.4mm. the contact ratio 

should be larger than 1.00 for this condition. 

 

 

 

 

 

 

 

 

 

 

 

Fig. 1 Typical leg to hull connection detailed leg model. Hull 

and jack house simplified with beams 

 

 

Fig. 2 Typical installation ISO view for one leg. 

 

 

Fig. 3 Pinion and fixation system 

 

Fig. 4 Jacking system: Rack and pinion 

 

 

Fig. 5 Fixation system 

 

 

Fig. 6 Typical upper guide detail 

 

 

Fig. 7 Typical lower guide detail 

 
 

 
 

Fig. 8 Chord in guide-sch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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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the main structural elements can operate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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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leg chord motion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the pinions of the jacking system should be used as inpu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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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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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leg to hull connection detailed leg model. Hull 

and jack house simplified with beams 

 

 

Fig. 2 Typical installation ISO view for one leg. 

 

 

Fig. 3 Pinion and fixation system 

 

Fig. 4 Jacking system: Rack and pinion 

 

 

Fig. 5 Fixation system 

 

 

Fig. 6 Typical upper guide detail 

 

 

Fig. 7 Typical lower guide detail 

 
 

 
 

Fig. 8 Chord in guide-sch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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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Jacking and fixation system assembly- schematically. 

 

 

 
 

 

Fig. 10 Leg chord tolerances  

 

 

 

Fig. 11 Actual configuration  

 

 

Fig. 12 Leg in guides-schematically 

 

 

 

Fig. 13 Horizontal offset of platform 

 

 

 

Fig. 14 Contac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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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cantilevered helideck is suggested using topology design optimization. Depending 
on the type and location of the offshore plants, it could be more effective to use a cantilever-type helideck, since it provides more 
available space on the topside, and also it is safer from unexpected collisions. The topology design optimization is applied to the truss 
members, which support the deck plate of the helideck, so that the total weight of the helideck is decreased. Then, the structural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optimized models with various landing condi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cross sections of the 
structural members were determined in order to obtain the safe structural design, so that the maximum stress for each member does 
not exceed the allowable stresses of the materials used for the helideck, while minimizing the weight of the helideck.

1. 서    론

헬리데크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에서 물자와 운용 인원들을 

수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헬리데

크는 해양플랜트의 종류와 탑재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탑사이드의 공간 확보에 용이하고 미연

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돌출형 헬리데크의 사용이 효과적일 수가 

이다. 또한, 헬리데크는 비상 상황 시 운용인원의 탈출을 위해 

최후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안전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헬리데크는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중량에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선박의 경우 기동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설계 시 사용되는 재료의 중량 및 건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ark 등은 헬리데크의 각 구조 

부재에 대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였다. 헬리데크를 유한요소

모델로 제작하고 착륙조건에 따른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적

으로 안전한 설계를 얻고, 이를 통해 사용된 재료의 중량을 최

소화하였다 (Park et al., 2014). 또한, Choi에 의해 수행된 연구

에서는 헬리데크의 제작에 강철 대신에 경량화에 적합한 알루미

늄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특성과  Eurocode 

9을 기준으로 한 구조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hoi, 2016). 

본 연구에서는 돌출형 헬리데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

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헬리데크는 일반적으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플레이트(Plate), 이를 보강하는 거더(Girder)와 스티프

너(Stiffener), 그리고 전체를 지탱하는 트러스(Truss) 구조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트러스 구조물에 대해 위상 최적설

계를 적용하였다. 얻어진 최적설계를 토대로 상용프로그램인 

ANSYS에서 유한요소모델링 및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 

해석 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사용된 재료의 허용응력보다 크

지 않도록 각 구조 부재의 단면 치수를 결정하였다. 위의 과정

을 통하여 허용 응력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사용되는 재료량을 절

감할 수 있는 경량화 설계를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위상 최적설계 및 해석 모델 

2.1 위상 최적설계

위상 최적설계는 설계 영역 내부에 재료를 최적으로 배치시킴

으로써 주어진 목적함수를 최대 또는 최소화시키는 수치 기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돌출형 헬리데크의 하부 트러스 구조에 대해

서 위상 최적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경량화 헬리데크에 대한 설

계를 얻고자 한다. Fig. 1 (a)는 위상 최적설계를 위한 초기 설계 

모델이다. 팔각형의 헬리데크 플레이트를 트러스 형태의 균일 

격자 구조가 지탱하고 있다. 설계 영역은 상부 32개의 직육면체

형 격자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프레임 요소이고, 아래의 서포트 

영역은 그 설계를 고정하였다. 해양플랜트 외벽과 연결되는 6개

의 점에서 6-자유도가 모두 고정되었다. 헬리데크 플레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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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Jacking and fixation system assembly- schematically. 

 

 

 
 

 

Fig. 10 Leg chord tolerances  

 

 

 

Fig. 11 Actual configuration  

 

 

Fig. 12 Leg in guides-schematically 

 

 

 

Fig. 13 Horizontal offset of platform 

 

 

 

Fig. 14 Contac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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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cantilevered helideck is suggested using topology design optimization. Depending 
on the type and location of the offshore plants, it could be more effective to use a cantilever-type helideck, since it provides more 
available space on the topside, and also it is safer from unexpected collisions. The topology design optimization is applied to the truss 
members, which support the deck plate of the helideck, so that the total weight of the helideck is decreased. Then, the structural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optimized models with various landing condi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cross sections of the 
structural members were determined in order to obtain the safe structural design, so that the maximum stress for each member does 
not exceed the allowable stresses of the materials used for the helideck, while minimizing the weight of the helideck.

1. 서    론

헬리데크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에서 물자와 운용 인원들을 

수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헬리데

크는 해양플랜트의 종류와 탑재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탑사이드의 공간 확보에 용이하고 미연

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돌출형 헬리데크의 사용이 효과적일 수가 

이다. 또한, 헬리데크는 비상 상황 시 운용인원의 탈출을 위해 

최후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안전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헬리데크는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중량에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선박의 경우 기동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설계 시 사용되는 재료의 중량 및 건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ark 등은 헬리데크의 각 구조 

부재에 대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였다. 헬리데크를 유한요소

모델로 제작하고 착륙조건에 따른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적

으로 안전한 설계를 얻고, 이를 통해 사용된 재료의 중량을 최

소화하였다 (Park et al., 2014). 또한, Choi에 의해 수행된 연구

에서는 헬리데크의 제작에 강철 대신에 경량화에 적합한 알루미

늄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특성과  Eurocode 

9을 기준으로 한 구조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hoi, 2016). 

본 연구에서는 돌출형 헬리데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

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헬리데크는 일반적으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플레이트(Plate), 이를 보강하는 거더(Girder)와 스티프

너(Stiffener), 그리고 전체를 지탱하는 트러스(Truss) 구조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트러스 구조물에 대해 위상 최적설

계를 적용하였다. 얻어진 최적설계를 토대로 상용프로그램인 

ANSYS에서 유한요소모델링 및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 

해석 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사용된 재료의 허용응력보다 크

지 않도록 각 구조 부재의 단면 치수를 결정하였다. 위의 과정

을 통하여 허용 응력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사용되는 재료량을 절

감할 수 있는 경량화 설계를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위상 최적설계 및 해석 모델 

2.1 위상 최적설계

위상 최적설계는 설계 영역 내부에 재료를 최적으로 배치시킴

으로써 주어진 목적함수를 최대 또는 최소화시키는 수치 기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돌출형 헬리데크의 하부 트러스 구조에 대해

서 위상 최적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경량화 헬리데크에 대한 설

계를 얻고자 한다. Fig. 1 (a)는 위상 최적설계를 위한 초기 설계 

모델이다. 팔각형의 헬리데크 플레이트를 트러스 형태의 균일 

격자 구조가 지탱하고 있다. 설계 영역은 상부 32개의 직육면체

형 격자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프레임 요소이고, 아래의 서포트 

영역은 그 설계를 고정하였다. 해양플랜트 외벽과 연결되는 6개

의 점에서 6-자유도가 모두 고정되었다. 헬리데크 플레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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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연직 하방으로 균일분포하중을 가하였고, 이에 대해서 

구조물의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재료 사용량은 초기 설계 모델 기준으로 20%를 사

용하였다.

2.2 유한요소모델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헬리데크는 Park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를 참고하여 각 구조 부재의 초기 치수를 정하였다. 

참고된 헬리데크의 경우 셔틀탱커의 상갑판에 탑재되어 헬리데

크 하부에 기둥(Pillar)이 헬리데크를 지탱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돌출형 헬리데크가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기둥 대신 서포트

(Support)가 존재하는 구조적 차이점이 있다. 또한 돌출형 헬리

데크의 특성상 외팔보식 형태이기 때문에, 고정점 부분에 큰 굽

힘 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포트 부재의 단면치수를 

트러스의 두 배로 결정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상용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생

성하였다. 플레이트는 4절점 쉘 요소인 SHELL181 요소를, 나머

지 부재들은 2절점 빔 요소인 BEAM188 요소로 생성하였다. 유

한요소 모델은 총 12,974개의 절점과 16,748개의 요소 (쉘 요소 

9,218개, 빔 요소 7,530개)로 생성되었다.

3. 설계 하중 산정

헬리데크를 설계할 때에는 여러 하중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DNV의 Offshore Standard E401(OS-E401)과 CAA의 

CAP 437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 하중을 산정하였다.

3.1 헬리콥터

설계 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헬리데크에 착륙할 헬리

콥터를 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해상에서 운용되는 

헬리콥터 중에서 중량이 14.6톤으로 가장 많이 나가며, 현재 

활발히 운용되는 EH-101 헬리콥터로 선정하였다. EH-101 헬리

콥터의 크기는 길이 22.8m, 높이 6.62m 이고, 바퀴는 총 3개로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7m,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3.34m이다(HSE, 

2004). 본 논문에서 헬리데크의 플레이트와 바퀴 사이의 접촉

면을 가로, 세로 각각 290mm, 220mm의 사각형으로 모델링하

였다.

(a)    (b)

Fig. 1 (a) Initial design model and (b) optimized model of helideck

Table 1 Yield stress and allowable stress of HT-32 and HT-36 under 

each landing condition (MPa)

Yield 
Stress
[MPa]

Allowable stress

Emergency landing
[MPa]

Normal landing
[MPa]

HT-32 315 315 211

HT-36 355 355 238

3.2 헬리콥터 착륙 하중

헬리콥터의 착륙하중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적합한 계수들을 헬리콥터 최대 이착륙 중량 (MTOM)에 곱하

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DNV, 2001). 본 논문에서는 여러 규정 

중 가장 보수적인 DNV의 동적 하중계수와 CAA의 구조 응답

계수를 모두 적용하여 식 (1)과 같이 착륙하중을 계산하였다.

   ×  ×  ×                                  (1)

여기서, 는 착륙조건에 따른 동적 하중계수이며, 비상착륙 

시 3.0, 일반착륙 시 2.0 이 적용된다. 그리고 는 중력가속도이

며,  은 MTOM(Maximum Take-Off Mass)을 의미한다. 

3.3 허용응력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허용응력은 식 (2)와 같이 DNV OS- 

E401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다.

 ≤                                         (2)

여기서, 는 사용계수(Usage factor)이며, 이는 착륙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착륙조건 시에는 0.67, 비상착륙조건 시에는 

1.0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재는 HT-32, HT-36이며, 각각에 

대한 항복강도 및 허용응력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유한요소 해석 

본 논문에서는 상용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앞서 얻어

진 모델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 해양플

랜트 외벽과 연결되는 6개의 절점의 6-자유도를 모두 고정하였

고, 헬리콥터의 착륙하중을 바퀴 당 접촉면적으로 나눈 압력하

중으로 환산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착륙조건의 경우는 바

퀴 세 개, 그리고 비상착륙조건의 경우에는 바퀴 한 개로 착륙

한다고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위상 최적설계가 적용되기 전의 초기 

모델(FM1), 위상 최적설계가 적용된 모델(OM1), 그리고 위상 최

적설계가 적용된 모델과 사용된 재료의 중량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초기 FM1 모델에서 트러스 부재의 단면 치수를 축소한 

모델(FM2)이며, 각 모델에 대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발생하

는 최대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였다.

4.1 일반착륙조건

일반착륙조건은 헬리데크의 중앙에 헬리콥터가 안전하게 착

륙하는 조건이다. Table 2와 같이 일반착륙조건에서 모델의 각 

부재에 걸리는 최대응력과 허용응력을 비교하였다. 세 모델 모

두 최대응력이 허용응력보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플레이트, 스

티프너, 거더 부재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응력이 발생하였으며, 

트러스와 서포트 부재에 큰 응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FM1 모델의 경우 세 모델 중 재료 사용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중 및 헬리콥터 착륙으로 서포트 부재에 큰 굽힘응력

이 발생하였다. 위상 최적설계가 적용된 OM1의 경우 재료량이 

줄어 자중으로 인한 굽힘응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초기 모델

인 FM1 모델과 동일한 재료량을 사용한 FM2 모델에 비해서도 

작은 최대응력 값이 발생하였다.

4.2 비상착륙조건

비상착륙조건은 조종사의 운전 미숙, 엔진 문제, 장애물과의 

충돌, 해상의 날씨 등으로 인해 헬리콥터가 헬리데크 중앙에 안

전하게 착륙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일반착륙조건 때보다 큰 착

륙 하중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착륙조건 하에서도 

헬리데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일

반적으로 헬리데크의 가장자리에 착륙할 때 더 커다란 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퀴 한 개로 착륙하는 상황을 Fig. 2와 같

이 9개의 착륙 위치 케이스로 나누어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Fig. 3과 같이 비상착륙조건에서의 각 구조부재의 최

대응력을 나타내었다. Fig.3 (a)에서 FM1모델의 경우 일반착륙조

건과 마찬가지로 서포트 부재에 최대응력이 걸리지만 그 값은 

허용응력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Fig.3 (b)에서 OM1 모

델의 경우, 대부분의 위치에서 최대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지 않

으나, ⑥번 케이스의 거더에서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354MPa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착륙 위치 ⑥번 하단부에 다른 

곳에 비해 보강부재가 적게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응

력 초과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하단부의 보강이 필요하다.

Fig. 2 Cases of the landing position under emergency landing 

condition

(a) Stress distribution for FM1 model

(b) Stress distribution for OM1 model

Fig. 3 Analysis results for FM1(a) and OM1(b) models under 

emergency lan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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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연직 하방으로 균일분포하중을 가하였고, 이에 대해서 

구조물의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재료 사용량은 초기 설계 모델 기준으로 20%를 사

용하였다.

2.2 유한요소모델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헬리데크는 Park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를 참고하여 각 구조 부재의 초기 치수를 정하였다. 

참고된 헬리데크의 경우 셔틀탱커의 상갑판에 탑재되어 헬리데

크 하부에 기둥(Pillar)이 헬리데크를 지탱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돌출형 헬리데크가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기둥 대신 서포트

(Support)가 존재하는 구조적 차이점이 있다. 또한 돌출형 헬리

데크의 특성상 외팔보식 형태이기 때문에, 고정점 부분에 큰 굽

힘 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포트 부재의 단면치수를 

트러스의 두 배로 결정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상용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생

성하였다. 플레이트는 4절점 쉘 요소인 SHELL181 요소를, 나머

지 부재들은 2절점 빔 요소인 BEAM188 요소로 생성하였다. 유

한요소 모델은 총 12,974개의 절점과 16,748개의 요소 (쉘 요소 

9,218개, 빔 요소 7,530개)로 생성되었다.

3. 설계 하중 산정

헬리데크를 설계할 때에는 여러 하중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DNV의 Offshore Standard E401(OS-E401)과 CAA의 

CAP 437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 하중을 산정하였다.

3.1 헬리콥터

설계 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헬리데크에 착륙할 헬리

콥터를 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해상에서 운용되는 

헬리콥터 중에서 중량이 14.6톤으로 가장 많이 나가며, 현재 

활발히 운용되는 EH-101 헬리콥터로 선정하였다. EH-101 헬리

콥터의 크기는 길이 22.8m, 높이 6.62m 이고, 바퀴는 총 3개로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7m,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3.34m이다(HSE, 

2004). 본 논문에서 헬리데크의 플레이트와 바퀴 사이의 접촉

면을 가로, 세로 각각 290mm, 220mm의 사각형으로 모델링하

였다.

(a)    (b)

Fig. 1 (a) Initial design model and (b) optimized model of helideck

Table 1 Yield stress and allowable stress of HT-32 and HT-36 under 

each landing condition (MPa)

Yield 
Stress
[MPa]

Allowable stress

Emergency landing
[MPa]

Normal landing
[MPa]

HT-32 315 315 211

HT-36 355 355 238

3.2 헬리콥터 착륙 하중

헬리콥터의 착륙하중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적합한 계수들을 헬리콥터 최대 이착륙 중량 (MTOM)에 곱하

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DNV, 2001). 본 논문에서는 여러 규정 

중 가장 보수적인 DNV의 동적 하중계수와 CAA의 구조 응답

계수를 모두 적용하여 식 (1)과 같이 착륙하중을 계산하였다.

   ×  ×  ×                                  (1)

여기서, 는 착륙조건에 따른 동적 하중계수이며, 비상착륙 

시 3.0, 일반착륙 시 2.0 이 적용된다. 그리고 는 중력가속도이

며,  은 MTOM(Maximum Take-Off Mass)을 의미한다. 

3.3 허용응력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허용응력은 식 (2)와 같이 DNV OS- 

E401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다.

 ≤                                         (2)

여기서, 는 사용계수(Usage factor)이며, 이는 착륙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착륙조건 시에는 0.67, 비상착륙조건 시에는 

1.0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재는 HT-32, HT-36이며, 각각에 

대한 항복강도 및 허용응력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유한요소 해석 

본 논문에서는 상용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앞서 얻어

진 모델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 해양플

랜트 외벽과 연결되는 6개의 절점의 6-자유도를 모두 고정하였

고, 헬리콥터의 착륙하중을 바퀴 당 접촉면적으로 나눈 압력하

중으로 환산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착륙조건의 경우는 바

퀴 세 개, 그리고 비상착륙조건의 경우에는 바퀴 한 개로 착륙

한다고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위상 최적설계가 적용되기 전의 초기 

모델(FM1), 위상 최적설계가 적용된 모델(OM1), 그리고 위상 최

적설계가 적용된 모델과 사용된 재료의 중량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초기 FM1 모델에서 트러스 부재의 단면 치수를 축소한 

모델(FM2)이며, 각 모델에 대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발생하

는 최대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였다.

4.1 일반착륙조건

일반착륙조건은 헬리데크의 중앙에 헬리콥터가 안전하게 착

륙하는 조건이다. Table 2와 같이 일반착륙조건에서 모델의 각 

부재에 걸리는 최대응력과 허용응력을 비교하였다. 세 모델 모

두 최대응력이 허용응력보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플레이트, 스

티프너, 거더 부재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응력이 발생하였으며, 

트러스와 서포트 부재에 큰 응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FM1 모델의 경우 세 모델 중 재료 사용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중 및 헬리콥터 착륙으로 서포트 부재에 큰 굽힘응력

이 발생하였다. 위상 최적설계가 적용된 OM1의 경우 재료량이 

줄어 자중으로 인한 굽힘응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초기 모델

인 FM1 모델과 동일한 재료량을 사용한 FM2 모델에 비해서도 

작은 최대응력 값이 발생하였다.

4.2 비상착륙조건

비상착륙조건은 조종사의 운전 미숙, 엔진 문제, 장애물과의 

충돌, 해상의 날씨 등으로 인해 헬리콥터가 헬리데크 중앙에 안

전하게 착륙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일반착륙조건 때보다 큰 착

륙 하중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착륙조건 하에서도 

헬리데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일

반적으로 헬리데크의 가장자리에 착륙할 때 더 커다란 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퀴 한 개로 착륙하는 상황을 Fig. 2와 같

이 9개의 착륙 위치 케이스로 나누어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Fig. 3과 같이 비상착륙조건에서의 각 구조부재의 최

대응력을 나타내었다. Fig.3 (a)에서 FM1모델의 경우 일반착륙조

건과 마찬가지로 서포트 부재에 최대응력이 걸리지만 그 값은 

허용응력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Fig.3 (b)에서 OM1 모

델의 경우, 대부분의 위치에서 최대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지 않

으나, ⑥번 케이스의 거더에서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354MPa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착륙 위치 ⑥번 하단부에 다른 

곳에 비해 보강부재가 적게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응

력 초과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하단부의 보강이 필요하다.

Fig. 2 Cases of the landing position under emergency landing 

condition

(a) Stress distribution for FM1 model

(b) Stress distribution for OM1 model

Fig. 3 Analysis results for FM1(a) and OM1(b) models under 

emergency lan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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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재 단면 치수 결정

거더의 T-형상 단면 중에서 Flange 부위가 응력을 부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더의 Flange 두께를 초기의 

14mm에서 20mm로 증가시키고, 수정된 모델에 대해서 구조해

석을 다시 수행하여 최대응력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더의 Flange 부분을 보강한 

OM2 모델은 ⑥번 케이스에서 모든 부재의 응력 최대치가 허용

응력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OM2 모델에서 발생

하는 최대응력이 거더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인 294MPa로서 

HT-32 강재의 허용응력인 315MPa 보다 조금의 여유가 있다. 따

라서 다른 부재들의 단면 치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 허용응

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강재의 재료량을 감소시킴으로

써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OM2 모델의 재료량을 감

소시켜 OM3 모델(HT-32 강재)와 OM4 모델(HT-36 강재)로 헬리

데크를 다시 설계하고, 이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OM1, OM2 모델에서는 다른 부재들에 비해 거더에 큰 응력이 

걸리는 반면에, OM3, OM4 모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

재들에도 고른 응력이 발생하여 거더에 집중되던 응력이 다른 

부재들로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서 위상 최적설계

가 적용된 모델들의 각 부재별 중량을 나타내었다. OM3 모델의 

경우 초기 모델인 FM1 모델에 비해 약 302톤 (약 51%), OM4 모

델의 경우 약 317톤 (약 59%)의 재료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optimized models under emergency 

landing condition case-6 (MPa)

Structural member
OM1 OM2 OM3 OM4

Plate 94.8 90.7 93.5 100

Stiffener 251 231 247 283

Girder 354 294 310 343

Truss 201 196 236 328

Support 208 209 233 233

Allowable stress 315 315 315 355

Table 4 Weight distribution for each model (Ton)

Structural 
member

FM1
[Ton]

OM1
[Ton]

OM2
[Ton]

OM3
[Ton]

OM4
[Ton]

Plate 62.0 62.0 62.0 62.0 62.0

Stiffener 23.2 23.2 23.2 23.2 23.2

Girder 31.2 31.2 35.4 35.4 35.4

Truss 351.9 70.9 70.9 55.1 39.9

Support 71.2 71.2 71.2 61.8 61.8

Total 539.5 258.6 262.7 237.5 222.3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위상 최적설계를 활용하여 해양플랜트에 탑재

되는 헬리데크의 개념설계가 수행되었다. 위상 최적설계를 통해 

얻은 설계를 토대로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였고, 또한 구조해석

을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각 부재의 단면 치수를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위상 최적설계를 활용하여 헬리데크 하부 트러스 부재의 

설계를 수행하였고, 사용 재료량 절감의 효과를 얻었다.

(2) ANSYS를 이용하여 초기 설계모델과 위상 최적설계가 적

용된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고, 일반 착륙조건에서 

구조 부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사용 재료의 허용응력보다 작

음을 확인하였다.

(3) 비상착륙조건 ⑥번 위치에서 거더 부위에 허용응력보다 

큰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거더의 단면 치수를 결정하여 

새로운 최적설계 모델을 얻고, 새로운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으로 안전한 설계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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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중력식 지지구조물 해석
해석 구조해석

서    론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 온실효과 등의 문제

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는 무공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은 방대한 에너지의 보유량과 무한

한 에너지원의 활용 가능성으로 대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 중에 있다 하지만 대용량 대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기의 타워 및 로터나셀부의 사이즈

도 커기도 있으며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구조물의 사이즈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지구조물 상부의 중량이 증가할수록 지

반에 대한 반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견고한 지반구조 시스

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암반지역을 설

치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물을 제안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을 설계하기위해서는 

시간이력 통합하중해석해상풍력 전용 해석프로그램에서 터빈 

과 지지구조물 전체를 모델링하여 해석을 통해 설계할 것을 해

상풍력 설계기준 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하

지만 터빈제작업체인 중공업사와 지지구조물 제작업체인 건설

사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시간이력 통합하중해석 해석보

다는 부분에서의 최대하중을 이용한 비통합하중해석

해석에 의해 설계가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해석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제안된 중력식 해상풍력 지

지구조물에 대한 해석과 해석간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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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재 단면 치수 결정

거더의 T-형상 단면 중에서 Flange 부위가 응력을 부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더의 Flange 두께를 초기의 

14mm에서 20mm로 증가시키고, 수정된 모델에 대해서 구조해

석을 다시 수행하여 최대응력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더의 Flange 부분을 보강한 

OM2 모델은 ⑥번 케이스에서 모든 부재의 응력 최대치가 허용

응력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OM2 모델에서 발생

하는 최대응력이 거더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인 294MPa로서 

HT-32 강재의 허용응력인 315MPa 보다 조금의 여유가 있다. 따

라서 다른 부재들의 단면 치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 허용응

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강재의 재료량을 감소시킴으로

써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OM2 모델의 재료량을 감

소시켜 OM3 모델(HT-32 강재)와 OM4 모델(HT-36 강재)로 헬리

데크를 다시 설계하고, 이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OM1, OM2 모델에서는 다른 부재들에 비해 거더에 큰 응력이 

걸리는 반면에, OM3, OM4 모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

재들에도 고른 응력이 발생하여 거더에 집중되던 응력이 다른 

부재들로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서 위상 최적설계

가 적용된 모델들의 각 부재별 중량을 나타내었다. OM3 모델의 

경우 초기 모델인 FM1 모델에 비해 약 302톤 (약 51%), OM4 모

델의 경우 약 317톤 (약 59%)의 재료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optimized models under emergency 

landing condition case-6 (MPa)

Structural member
OM1 OM2 OM3 OM4

Plate 94.8 90.7 93.5 100

Stiffener 251 231 247 283

Girder 354 294 310 343

Truss 201 196 236 328

Support 208 209 233 233

Allowable stress 315 315 315 355

Table 4 Weight distribution for each model (Ton)

Structural 
member

FM1
[Ton]

OM1
[Ton]

OM2
[Ton]

OM3
[Ton]

OM4
[Ton]

Plate 62.0 62.0 62.0 62.0 62.0

Stiffener 23.2 23.2 23.2 23.2 23.2

Girder 31.2 31.2 35.4 35.4 35.4

Truss 351.9 70.9 70.9 55.1 39.9

Support 71.2 71.2 71.2 61.8 61.8

Total 539.5 258.6 262.7 237.5 222.3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위상 최적설계를 활용하여 해양플랜트에 탑재

되는 헬리데크의 개념설계가 수행되었다. 위상 최적설계를 통해 

얻은 설계를 토대로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였고, 또한 구조해석

을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각 부재의 단면 치수를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위상 최적설계를 활용하여 헬리데크 하부 트러스 부재의 

설계를 수행하였고, 사용 재료량 절감의 효과를 얻었다.

(2) ANSYS를 이용하여 초기 설계모델과 위상 최적설계가 적

용된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고, 일반 착륙조건에서 

구조 부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사용 재료의 허용응력보다 작

음을 확인하였다.

(3) 비상착륙조건 ⑥번 위치에서 거더 부위에 허용응력보다 

큰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거더의 단면 치수를 결정하여 

새로운 최적설계 모델을 얻고, 새로운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으로 안전한 설계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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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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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중력식 지지구조물 해석
해석 구조해석

서    론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 온실효과 등의 문제

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는 무공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은 방대한 에너지의 보유량과 무한

한 에너지원의 활용 가능성으로 대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 중에 있다 하지만 대용량 대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기의 타워 및 로터나셀부의 사이즈

도 커기도 있으며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구조물의 사이즈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지구조물 상부의 중량이 증가할수록 지

반에 대한 반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견고한 지반구조 시스

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암반지역을 설

치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물을 제안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을 설계하기위해서는 

시간이력 통합하중해석해상풍력 전용 해석프로그램에서 터빈 

과 지지구조물 전체를 모델링하여 해석을 통해 설계할 것을 해

상풍력 설계기준 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하

지만 터빈제작업체인 중공업사와 지지구조물 제작업체인 건설

사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시간이력 통합하중해석 해석보

다는 부분에서의 최대하중을 이용한 비통합하중해석

해석에 의해 설계가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해석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제안된 중력식 해상풍력 지

지구조물에 대한 해석과 해석간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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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중력식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을 나타내며 사용된 재

료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45MPa, 단위중량()= 2,610

, 탄성계수()= 32,200MPa인 콘크리트, 설계기준 항복강

도( )= 400MPa, 탄성계수( )= 32,200MPa인 철근(SD400)과 설

계기준 인장강도( )= 1,900MPa, 항복강도( )= 1600MPa 인 

PS강재(SWPC 7B 2종)가 사용되었다.

수치해석 조건

해양환경 조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물은 국내 암

반지역을 설치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제주도 대정 해상풍

력발전단지의 해양환경 조건을 이용하였고 상부 발전기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적용하였다

DLC Wave Current
Wind 

direction
Wave 

direction

222 Hw=12.8m,
Pw=15.0sec

1.07m/s 8° 0°

에서의 바람 하중 

Rules and Guideline IV-2: Guideline for Certific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s(2005)의 하중조합을 바탕으로 Aeroflex 

5 통해 수행된 하중케이스 중에서 T.P부분에 최대의 토션모멘

트 하중이 작용하는 DLC 222케이스에 대한 바람하중을 이용하

였으며, 그림 2, 3은 DLC 222케이스에 대한 지지구조물의 T.P

부분에 작용하는 6분력 하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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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해석

Coupled 해석조건은 T.P에서의 시간이력 6분력 바람하중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에 파랑 및 조류 하중을 같이 

적용한 시간이력 구조해석 조건을 의미하며, Uncoupled 해석조

건은 T.P에서 얻어진 시간이력 6분력 바람하중의 최대값이 일

정하게 계속 지지구조물에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콘크리트 지

지구조물에 파랑 및 조류 하중을 적용한 시간이력 구조해석 

조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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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및 고찰

해양구조해석 및 설계전용 프로그램인 ANSYS ASAS를 사용

하여 시간이력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DLC 222 설계파랑인 

주기 15.0sec, 파고 12.8m, 수심 26.65m에 대해 규칙파로 가정

하여 Linear airy wave theory를 적용하였으며 항력계수(Cd)= 

0.7, 관성력계수(Cm)= 2.0가 사용되었다. 그림 1의 C-C단면과 

해저면에 접한 D-D단면에 대해 Coupled해석과 Uncoupled해석

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C-C단면인 경우에는 파랑과 조류가 x

축과 평행하게 입사가기 때문에 y축에 대한 하중변화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멘트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축 

방향의 최대 하중인 경우에는 Uncoupled 해석이 Coupled해석 

보다 약 32% 높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멘트는 약 1% 증

가하였다. 하지만 시간이력 하중 및 모멘트 작용 패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orce Fx(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649.80 2,175.25 31.84

Min 33.49 699.33 1,988.15

Force Fy(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252.24 252.24 0.00

Min 1.801 252.23 13,906.55

Force Fz(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4,003.00 -14,081.50 0.56

Min -14,336.50 -14,373.5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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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Mx(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5,364.60 -31,152.00 680.69

Min -31,129.50 -31.152.00 0.072

Moment My(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65,800.00 167,375.00 0.95

Min 28,962.50 161,970.00 459.24

Torsion Mz(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4,149.50 4,149.50 0.00

Min -3,921.60 4,149.5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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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단면(해저면 부분)인 경우 Uncoupled해석의 x축 방향 

최대하중이 Coupled해석보다 약 3%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멘트는 약 24%증가 하였다. 시간이력 하중 작용 

패턴을 보면 Uncoupled해석과 Coupled해석이 매우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경향은 입사하는 파랑의 파형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해저면부근인 경우에는 T.P에 작용

하는 바람하중의 영향보다는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저면에 작용하는 

모멘트인 경우 파랑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와 T.P부분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파랑하중에 의

해 발생되는 모멘트의 암 길이가 짧아 파랑에 의한 모멘트는 

T.P의 바람하중에 의한 모멘트보다 작다. 즉, 해저면의 모멘트

는 입사하는 파랑의 영향보다는 상부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에 큰 영향을 받는다. 

Force Fx(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6,128.00 16,614.50 3.01

Min -13,858.50 -13,452.50 -2.93

Force Fy(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252.23 252.23 0.00

Min 1.80 252.23 13,906.55

Force Fz(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59,670.00 159,785.00 0.07

Min -229,290.00 -229,360.0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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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Mx(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5,408.05 -37,243.00 788.65

Min -37,205.00 -37,243.00 0.10

Moment My(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266,350.00 329,890.00 23.86

Min -7,683.90 75,787.00 886.30

Torsion Mz(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4,149.50 4,149.50 0.00

Min -3,921.60 4,149.5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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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중력식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을 나타내며 사용된 재

료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45MPa, 단위중량()= 2,610

, 탄성계수()= 32,200MPa인 콘크리트, 설계기준 항복강

도( )= 400MPa, 탄성계수( )= 32,200MPa인 철근(SD400)과 설

계기준 인장강도( )= 1,900MPa, 항복강도( )= 1600MPa 인 

PS강재(SWPC 7B 2종)가 사용되었다.

수치해석 조건

해양환경 조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콘크리트 중력식 지지구조물은 국내 암

반지역을 설치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제주도 대정 해상풍

력발전단지의 해양환경 조건을 이용하였고 상부 발전기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적용하였다

DLC Wave Current
Wind 

direction
Wave 

direction

222 Hw=12.8m,
Pw=15.0sec

1.07m/s 8° 0°

에서의 바람 하중 

Rules and Guideline IV-2: Guideline for Certific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s(2005)의 하중조합을 바탕으로 Aeroflex 

5 통해 수행된 하중케이스 중에서 T.P부분에 최대의 토션모멘

트 하중이 작용하는 DLC 222케이스에 대한 바람하중을 이용하

였으며, 그림 2, 3은 DLC 222케이스에 대한 지지구조물의 T.P

부분에 작용하는 6분력 하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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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및 해석

Coupled 해석조건은 T.P에서의 시간이력 6분력 바람하중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에 파랑 및 조류 하중을 같이 

적용한 시간이력 구조해석 조건을 의미하며, Uncoupled 해석조

건은 T.P에서 얻어진 시간이력 6분력 바람하중의 최대값이 일

정하게 계속 지지구조물에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콘크리트 지

지구조물에 파랑 및 조류 하중을 적용한 시간이력 구조해석 

조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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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및 고찰

해양구조해석 및 설계전용 프로그램인 ANSYS ASAS를 사용

하여 시간이력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DLC 222 설계파랑인 

주기 15.0sec, 파고 12.8m, 수심 26.65m에 대해 규칙파로 가정

하여 Linear airy wave theory를 적용하였으며 항력계수(Cd)= 

0.7, 관성력계수(Cm)= 2.0가 사용되었다. 그림 1의 C-C단면과 

해저면에 접한 D-D단면에 대해 Coupled해석과 Uncoupled해석

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C-C단면인 경우에는 파랑과 조류가 x

축과 평행하게 입사가기 때문에 y축에 대한 하중변화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멘트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축 

방향의 최대 하중인 경우에는 Uncoupled 해석이 Coupled해석 

보다 약 32% 높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멘트는 약 1% 증

가하였다. 하지만 시간이력 하중 및 모멘트 작용 패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orce Fx(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649.80 2,175.25 31.84

Min 33.49 699.33 1,988.15

Force Fy(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252.24 252.24 0.00

Min 1.801 252.23 13,906.55

Force Fz(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4,003.00 -14,081.50 0.56

Min -14,336.50 -14,373.5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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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Mx(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5,364.60 -31,152.00 680.69

Min -31,129.50 -31.152.00 0.072

Moment My(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65,800.00 167,375.00 0.95

Min 28,962.50 161,970.00 459.24

Torsion Mz(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4,149.50 4,149.50 0.00

Min -3,921.60 4,149.5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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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단면(해저면 부분)인 경우 Uncoupled해석의 x축 방향 

최대하중이 Coupled해석보다 약 3%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멘트는 약 24%증가 하였다. 시간이력 하중 작용 

패턴을 보면 Uncoupled해석과 Coupled해석이 매우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경향은 입사하는 파랑의 파형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해저면부근인 경우에는 T.P에 작용

하는 바람하중의 영향보다는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저면에 작용하는 

모멘트인 경우 파랑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와 T.P부분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파랑하중에 의

해 발생되는 모멘트의 암 길이가 짧아 파랑에 의한 모멘트는 

T.P의 바람하중에 의한 모멘트보다 작다. 즉, 해저면의 모멘트

는 입사하는 파랑의 영향보다는 상부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에 큰 영향을 받는다. 

Force Fx(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6,128.00 16,614.50 3.01

Min -13,858.50 -13,452.50 -2.93

Force Fy(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252.23 252.23 0.00

Min 1.80 252.23 13,906.55

Force Fz(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159,670.00 159,785.00 0.07

Min -229,290.00 -229,360.00 0.03

0 5 10 15 20

-15000

-10000

-5000

0

5000

10000

15000

20000

F
o
rc

e
(k

N
)

Time(sec)

Uncoupled
  Fx,  Fy
Coupled
  Fx,  Fy

Moment Mx(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5,408.05 -37,243.00 788.65

Min -37,205.00 -37,243.00 0.10

Moment My(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266,350.00 329,890.00 23.86

Min -7,683.90 75,787.00 886.30

Torsion Mz(kN)

Coupled Uncoupled Difference(%)

Max 4,149.50 4,149.50 0.00

Min -3,921.60 4,149.5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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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암반지역을 설치대상지역으로 한 콘크리

트 중력식 지지구조물에 대한 해석과 해석간

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파랑의 영향이 적은 부분해수면 근처인 경우 Uncoupled 

해석과 Coupled해석간의 시간이력 하중 및 모멘트 작용 패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T.P에서의 바람하중에 의해 지배적

인 영향을 받았다. 

파랑의 영향이 큰 부분해저면 근처인 경우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Uncoupled해석과 Coupled해석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경향은 입사하는 파랑의 파형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해저면의 모멘트는 입사하는 파랑

의 영향보다는 상부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에 큰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Uncoupled해석이 Coupled해석보다 최대 절

대값이 약 24% 크게 평가되었으며 두 해석간의 구조적 거동은 

매우 상의한 것이 확인 되었다. 하지만, 차후 다양한 DLC 조건

에 대한 비교 및 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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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id-structure coupled explosion 유체-구조 연성 폭발,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method, Equation of state 
(EOS) 상태 방정식

ABSTRACT: 해양플랜트의 설계 절차에서 폭발에 대한 수치해석 또는 테스트를 검증하는 것은 폭발 하중 하에서 해양플랜트의 구조 및 
구성품의 설계 안정성이 다양한 설계 코드에서 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플랜트 폭발과 관련된 
개념적 연구로서,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기법에 기초하여 유체-구조 연성 폭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폭발물은 
Jones-Wilkins-Lee (JWL) 이론이 적용된 상태 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으로 이상화 하였다. 폭발물은 유체 영역 안에서 독립적인 
파트로 정의하였으며, 이때의 폭발 파동의 전파는 선형 다항 상태방정식과 Grüneisen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화
된 부유체 구조물을 대상으로 폭발 응답 평가를 수행하였다. 구조체 거동에서의 높은 변형률과 소성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Johnson-Cook 
구성 방정식을 구조 부분에 대해 적용하였다. 폭발 하중 하에서 단순화된 부유체 구조물의 다양한 폭발 응답을 흘수 변화에 따라 검토
하였다.

서    론

해양플랜트는 가스와 오일의 누출, 극한의 환경 하중, 폭발 등 다

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양플랜트의 설계 절차에서, 폭발에 
대한 해양플랜트의 구조와 구성품의 안전설계에 대하여 다양한 설
계 코드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수치적 또는 시험
적 설계검증은 중요한 설계 과정 중에 하나이다. 해양 플랜트의 
구조에 작용하는 충격 하중으로 극한의 외력 못지않게 폭발에 의
한 하중이 이슈화 되고 있다. 압력파는 폭발의 성격을 결정 짓는
데, 폭발은 폭발물의 한 부분에서 시작되어 폭발물의 화학반응을 
통해 퍼져 나가고 이 과정에서 차례로 더 많은 압력파를 방출하게 
된다. 일단 폭발물의 한 부분에서 폭발이 시작되면 폭발물 전체에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Shin and Geers, 1995). 구조물에 작용하는 
폭발압력 해석에서는 단일 펄스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집중 단기 
하중은 구조물의 과도 비선형 거동을 야기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수치적 접근법이 필요로 하게 된다. 수중 폭발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는데, Gupta 외(2010)은 변형속도와 재료의 경화 효과
를 고려하여 보강되지 않은 판과 보강된 판의 수중 폭발에 의한 
손상모드를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Johnson-Cook 파괴 기준이 시뮬
레이션에 사용되었다. Zong 외(2013)은 음향-구조 결합법으로 손
상모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파단 변형율을 파괴 기준으

로 사용하였다. 해양 플랜트 폭발과 관련된 개념적 연구로서, 본 
논문에서는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기법에 기초한 
유체-구조 연성 폭발의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폭발의 수

치 시뮬레이션에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LS-DYNA(LSTC, 
2012)를 사용하였다. 폭발물은 Jones-Wilkins-Lee (JWL) 이론을 사
용하여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으로 이상화 하였다. 폭

발물은 유체 영역 내 독립적인 파트로 정의되하였고, 전파되는 폭
발파에는 선형 다항 상태방정식과 Grüneisen 상태 방정식을 사용
하였다. 수중폭발의 응답을 평가하기 위해 단순화된 해양플랜트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였으며, 구조물의 높은 변형률과 소성속도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Johnson -Cook 구성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단일 또는 다중 유체 영역에서 단순화된 구조물의 수중 폭발에 대
한 다양한 폭발 반응을 흘수변화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론적인 배경 

유체영역 상태방정식

 Euler domain에서 해수는 Grüneisen 상태 방정식과 함께 압

축성 유체로 간주하였다. 압력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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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암반지역을 설치대상지역으로 한 콘크리

트 중력식 지지구조물에 대한 해석과 해석간

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파랑의 영향이 적은 부분해수면 근처인 경우 Uncoupled 

해석과 Coupled해석간의 시간이력 하중 및 모멘트 작용 패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T.P에서의 바람하중에 의해 지배적

인 영향을 받았다. 

파랑의 영향이 큰 부분해저면 근처인 경우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Uncoupled해석과 Coupled해석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경향은 입사하는 파랑의 파형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해저면의 모멘트는 입사하는 파랑

의 영향보다는 상부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에 큰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Uncoupled해석이 Coupled해석보다 최대 절

대값이 약 24% 크게 평가되었으며 두 해석간의 구조적 거동은 

매우 상의한 것이 확인 되었다. 하지만, 차후 다양한 DLC 조건

에 대한 비교 및 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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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id-structure coupled explosion 유체-구조 연성 폭발,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method, Equation of state 
(EOS) 상태 방정식

ABSTRACT: 해양플랜트의 설계 절차에서 폭발에 대한 수치해석 또는 테스트를 검증하는 것은 폭발 하중 하에서 해양플랜트의 구조 및 
구성품의 설계 안정성이 다양한 설계 코드에서 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플랜트 폭발과 관련된 
개념적 연구로서,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기법에 기초하여 유체-구조 연성 폭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폭발물은 
Jones-Wilkins-Lee (JWL) 이론이 적용된 상태 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으로 이상화 하였다. 폭발물은 유체 영역 안에서 독립적인 
파트로 정의하였으며, 이때의 폭발 파동의 전파는 선형 다항 상태방정식과 Grüneisen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화
된 부유체 구조물을 대상으로 폭발 응답 평가를 수행하였다. 구조체 거동에서의 높은 변형률과 소성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Johnson-Cook 
구성 방정식을 구조 부분에 대해 적용하였다. 폭발 하중 하에서 단순화된 부유체 구조물의 다양한 폭발 응답을 흘수 변화에 따라 검토
하였다.

서    론

해양플랜트는 가스와 오일의 누출, 극한의 환경 하중, 폭발 등 다

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양플랜트의 설계 절차에서, 폭발에 
대한 해양플랜트의 구조와 구성품의 안전설계에 대하여 다양한 설
계 코드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수치적 또는 시험
적 설계검증은 중요한 설계 과정 중에 하나이다. 해양 플랜트의 
구조에 작용하는 충격 하중으로 극한의 외력 못지않게 폭발에 의
한 하중이 이슈화 되고 있다. 압력파는 폭발의 성격을 결정 짓는
데, 폭발은 폭발물의 한 부분에서 시작되어 폭발물의 화학반응을 
통해 퍼져 나가고 이 과정에서 차례로 더 많은 압력파를 방출하게 
된다. 일단 폭발물의 한 부분에서 폭발이 시작되면 폭발물 전체에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Shin and Geers, 1995). 구조물에 작용하는 
폭발압력 해석에서는 단일 펄스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집중 단기 
하중은 구조물의 과도 비선형 거동을 야기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수치적 접근법이 필요로 하게 된다. 수중 폭발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는데, Gupta 외(2010)은 변형속도와 재료의 경화 효과
를 고려하여 보강되지 않은 판과 보강된 판의 수중 폭발에 의한 
손상모드를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Johnson-Cook 파괴 기준이 시뮬
레이션에 사용되었다. Zong 외(2013)은 음향-구조 결합법으로 손
상모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파단 변형율을 파괴 기준으

로 사용하였다. 해양 플랜트 폭발과 관련된 개념적 연구로서, 본 
논문에서는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기법에 기초한 
유체-구조 연성 폭발의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폭발의 수

치 시뮬레이션에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LS-DYNA(LSTC, 
2012)를 사용하였다. 폭발물은 Jones-Wilkins-Lee (JWL) 이론을 사
용하여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으로 이상화 하였다. 폭

발물은 유체 영역 내 독립적인 파트로 정의되하였고, 전파되는 폭
발파에는 선형 다항 상태방정식과 Grüneisen 상태 방정식을 사용
하였다. 수중폭발의 응답을 평가하기 위해 단순화된 해양플랜트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였으며, 구조물의 높은 변형률과 소성속도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Johnson -Cook 구성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단일 또는 다중 유체 영역에서 단순화된 구조물의 수중 폭발에 대
한 다양한 폭발 반응을 흘수변화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론적인 배경 

유체영역 상태방정식

 Euler domain에서 해수는 Grüneisen 상태 방정식과 함께 압

축성 유체로 간주하였다. 압력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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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는 밀도, C는 음속, μ는 Grüneisen 감마, E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 에너지, , , 는 Hugoniot slope 계수, 

는 Grüneisen 감마에 대한 1차 용적 보정이며,   


이다.

Euler domain에서 공기는 선형 다항식 상태방정식으로 표현

되는 이상기체로 간주하였다. 이때 압력 는 아래의 식으로 정

의된다.

  


 
 

 


       (2)

여기서 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에너지, , , , , 

, , 는 상수이고,   


이다.

폭발물

Jones-Wilkins-Lee (JWL) 상태방정식 형태에서 결합된 프로

그램 연소모델과 베타 연소모델은 초기 밀도, 폭발 압력, 폭발 

속도에 따라 폭발물 요소가 폭발하는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의 압력 는 아래와 같다.

  ∙ ∙

   ∙ ∙

   

∙
 (3)

여기서 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에너지, , ,  ,  , 는 

상수이며, 는 상대 부피이다. 상수는 일반적으로 실린더 테스

트 또는 반응 생성물의 열-화학적 시뮬레이션과 조합되어 경험

적으로 결정된다.

구성 방정식

Lagrangian model에는 Johnson-Cook 구성 방정식과 Cowper 

-Symonds 구성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Johnson-Cook 구성방정

식은 고속, 높은 변형률 속도, 높은 소성 변형률의 거동을 보

이는 수치 해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때 

vonMises 유동응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Johnson and Cook, 

1985).

  ∙



∙lnέ

έ                  (4)

여기서 는 항복응력, 는 변형률 경화 효과, 는 유효 소

성 변형률, 은 지수 강화 상수, C는 변형 속도 상수, έ은 변

형률 속도이다. έ은 임계 변형률 속도, 는 상동온도, 은 

온도지수를 나타낸다.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에서 변형속도의 동적 효과는 

정적 항복 응력을 조정하여 고려된다. 동적 항복 응력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Cowper and Symonds, 1957).  




 

έ 



                                            (5)

여기서 는 동적 항복응력, 는 정적 항복응력, 와 는 

Cower-Symonds 상수, έ는 변형율 속도를 나타낸다.

 

유한요소 모델 구성 및 수중 폭발해석

3.1 유체-구조 연성 수중 폭발해석 유한요소 모델

유한요소 모델은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재 대기 해수

의 다양한 재질을 동일한 요소 영역에 나타내기 위하여 

으로 

구성하였다

3.2 유체-구조 연성 수중 폭발해석 조건

본 논문에서는 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구

성방정식과 구성방정식을 적용한 두 가지 

단순화된 플랫폼 구조모델의 폭발 반응을 검토하였다 단순화

된 플랫폼 구조의 폭발 반응을 검토하고 더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구성방정식이 적용된 모델의 초기 기준 

까지 를 변경하고 구조물의 폭발 반응을 검

토하였다

3.3 유체-구조 연성 수중 폭발해석결과 비교 검토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발 후 충격파와 압력의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폭발압력은 약 에서 최고치를 나타내었

다 또한 기포 형태의 충격파가 폭발물에서 유체를 통해 구조

물로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서의 응력 분포를 살펴보면 모델의 

경우 모델에 비해 응력의 흐름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소성 변형률 분포를 살펴보면 모델

과 모델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성 변형률 분포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지만 응력 분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응력의 흐름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에 기반을 두어 의 변화

에 따른 구조물의 폭발 반응 거동을 살펴보았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까지의 변화에 따라 응력 분포와 소성 변형률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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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는 밀도, C는 음속, μ는 Grüneisen 감마, E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 에너지, , , 는 Hugoniot slope 계수, 

는 Grüneisen 감마에 대한 1차 용적 보정이며,   


이다.

Euler domain에서 공기는 선형 다항식 상태방정식으로 표현

되는 이상기체로 간주하였다. 이때 압력 는 아래의 식으로 정

의된다.

  


 
 

 


       (2)

여기서 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에너지, , , , , 

, , 는 상수이고,   


이다.

폭발물

Jones-Wilkins-Lee (JWL) 상태방정식 형태에서 결합된 프로

그램 연소모델과 베타 연소모델은 초기 밀도, 폭발 압력, 폭발 

속도에 따라 폭발물 요소가 폭발하는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의 압력 는 아래와 같다.

  ∙ ∙

   ∙ ∙

   

∙
 (3)

여기서 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에너지, , ,  ,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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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Mises 유동응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Johnson and Cook, 

1985).

  ∙



∙lnέ

έ                  (4)

여기서 는 항복응력, 는 변형률 경화 효과, 는 유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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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며 폭발압력은 약 에서 최고치를 나타내었

다 또한 기포 형태의 충격파가 폭발물에서 유체를 통해 구조

물로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서의 응력 분포를 살펴보면 모델의 

경우 모델에 비해 응력의 흐름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소성 변형률 분포를 살펴보면 모델

과 모델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성 변형률 분포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지만 응력 분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응력의 흐름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에 기반을 두어 의 변화

에 따른 구조물의 폭발 반응 거동을 살펴보았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까지의 변화에 따라 응력 분포와 소성 변형률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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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프를 통해 구조물의 폭발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동적 응력과 소성 변형률은 구

간에서 감소하며 구조물의 가 낮거나 높을 때 폭발에 의한 

구조물의 강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랜트 폭발과 관련된 개념적 연구로서,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기법에 기초한 유체-구조 

연성 폭발의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폭발물은 유체 영

역 내부의 한 부분으로써 Jones-Wilkins-Lee (JWL) 이론을 사

용하여 상태방정식(EOS)으로 이상화 하였으며, 폭발에 의한 파

동은 대기영역에 대해서는 선형 다항 상태방정식을 적용하였

고, 해수영역에 대해서는 Grüneisen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여 표

현하였다. 수중 폭발 응답의 평가 대상으로는 단순화한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였다. Lagragian 구조 모델은 Cowper-Symonds 

구성방정식과 Johnson-Cook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여 동적응력

과 소성변형률을 검토하였다. 두 가지 구성방정식에 따른 폭발 

응력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Cowper-Symonds 모델이 

Johnson-Cook 모델에 비해 응력의 흐름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Johnson-Cook 모

델을 기반으로 하여 10% ~ 100%의 draft 변화를 주고 draft 변

화에 따른 구조물의 폭발 반응 거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

적 응력과 소성 변형률은 30% ~ 50%의 draft 수준에서 감소하

지만, 구조물의 draft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을 때에는 폭발

에 의한 구조물의 강도가 가장 취약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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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hore plant 해양플랜트, Hydraulic safety device of explosion-proof elevator 방폭승강기 유압안전장치
폭발해석

해양플랜트용 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장치는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시험인증 규격인 IEC60079에서 내충격과 방폭에 대한 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EC60079 시험규정에 따라 충
격 및 폭발에 대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반 비선형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폭발해석은 폭약의 특성과 유체-구조 연성 현상구현
에 필요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험예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폭발해석 수치방법의 검증을 수행
하고, 해양플랜트용 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장치의 폭발해석을 수행하였다.

서    론

해양플랜트는 해양의 제한적인 공간에서 가스나 오일의 누

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해

양플랜의 안전설계에 대하여 다양한 설계 코드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수치적 해석을 통해 해양플랜트의 구조나 

구성품의 방폭 성능을 검증 하는 것은 중요하다하겠다. 해양플

랜트의 구성품 중 하나인 해양플랜트용 방폭승강기 고정식 유

압안전장치는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시험인증 규격인 

IEC60079에서 내충격과 방폭에 대한 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폭

발해석은 폭발물의 특성과 유체-구조 연성 현상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EC60079 시

험 규정에 따라 충격 및 폭발에 대한 비선형 수치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A.G. Hanssen외(2002)은 대하여 폭발 실험을 

수행하였고, Michael J. Mullin and Brendan J.O'Toole(2004)은 

수행한 실험에 대해 arbitrary Lagrangian-Eulerian(ALE) 기법

을 적용하여 폭발의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폭발 수치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검증된 arbitrary Lagrangian-Eulerian(ALE) 기반 폭발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해양플랜트용 방폭승강기 고정식 유압

안전장치의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폭발 수치시뮬레이

션은 범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LS-DYNA (LSTC,2012)를 사

용하였다. Euler domain인 공기는  선형 다항식(linear 

polynomial)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으로 이상화하

였으며, 폭발물은 Jones-Wilkins-Lee (JWL) 이론을 사용하여 

상태방정식으로 이상화 하였다. 

이론적인 배경 

유체영역 상태방정식

Euler domain에서 대기상태는 선형 다항식(linear polynomial) 

상태방정식(EOS)으로 표현되는 이상기체로 간주된다. 이때 압력 

는 아래의 식으로 정의된다.

  


 
 

 


       (1)

여기서 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에너지, , , , , 

, , 는 상수이고,   


이다.

폭발물

Jones-Wilkins-Lee (JWL) 상태방정식 형태에서, 결합된 프로

그램 연소모델과 베타 연소모델은 초기 밀도, 폭발 압력, 폭발 

속도에 따라 폭발물 요소가 폭발하는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의 압력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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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프를 통해 구조물의 폭발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동적 응력과 소성 변형률은 구

간에서 감소하며 구조물의 가 낮거나 높을 때 폭발에 의한 

구조물의 강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랜트 폭발과 관련된 개념적 연구로서,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ALE) 기법에 기초한 유체-구조 

연성 폭발의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폭발물은 유체 영

역 내부의 한 부분으로써 Jones-Wilkins-Lee (JWL) 이론을 사

용하여 상태방정식(EOS)으로 이상화 하였으며, 폭발에 의한 파

동은 대기영역에 대해서는 선형 다항 상태방정식을 적용하였

고, 해수영역에 대해서는 Grüneisen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여 표

현하였다. 수중 폭발 응답의 평가 대상으로는 단순화한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였다. Lagragian 구조 모델은 Cowper-Symonds 

구성방정식과 Johnson-Cook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여 동적응력

과 소성변형률을 검토하였다. 두 가지 구성방정식에 따른 폭발 

응력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Cowper-Symonds 모델이 

Johnson-Cook 모델에 비해 응력의 흐름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Johnson-Cook 모

델을 기반으로 하여 10% ~ 100%의 draft 변화를 주고 draft 변

화에 따른 구조물의 폭발 반응 거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

적 응력과 소성 변형률은 30% ~ 50%의 draft 수준에서 감소하

지만, 구조물의 draft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을 때에는 폭발

에 의한 구조물의 강도가 가장 취약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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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hore plant 해양플랜트, Hydraulic safety device of explosion-proof elevator 방폭승강기 유압안전장치
폭발해석

해양플랜트용 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장치는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시험인증 규격인 IEC60079에서 내충격과 방폭에 대한 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EC60079 시험규정에 따라 충
격 및 폭발에 대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반 비선형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폭발해석은 폭약의 특성과 유체-구조 연성 현상구현
에 필요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험예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폭발해석 수치방법의 검증을 수행
하고, 해양플랜트용 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장치의 폭발해석을 수행하였다.

서    론

해양플랜트는 해양의 제한적인 공간에서 가스나 오일의 누

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해

양플랜의 안전설계에 대하여 다양한 설계 코드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수치적 해석을 통해 해양플랜트의 구조나 

구성품의 방폭 성능을 검증 하는 것은 중요하다하겠다. 해양플

랜트의 구성품 중 하나인 해양플랜트용 방폭승강기 고정식 유

압안전장치는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시험인증 규격인 

IEC60079에서 내충격과 방폭에 대한 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폭

발해석은 폭발물의 특성과 유체-구조 연성 현상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EC60079 시

험 규정에 따라 충격 및 폭발에 대한 비선형 수치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A.G. Hanssen외(2002)은 대하여 폭발 실험을 

수행하였고, Michael J. Mullin and Brendan J.O'Toole(2004)은 

수행한 실험에 대해 arbitrary Lagrangian-Eulerian(ALE) 기법

을 적용하여 폭발의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폭발 수치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검증된 arbitrary Lagrangian-Eulerian(ALE) 기반 폭발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해양플랜트용 방폭승강기 고정식 유압

안전장치의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폭발 수치시뮬레이

션은 범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LS-DYNA (LSTC,2012)를 사

용하였다. Euler domain인 공기는  선형 다항식(linear 

polynomial)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으로 이상화하

였으며, 폭발물은 Jones-Wilkins-Lee (JWL) 이론을 사용하여 

상태방정식으로 이상화 하였다. 

이론적인 배경 

유체영역 상태방정식

Euler domain에서 대기상태는 선형 다항식(linear polynomial) 

상태방정식(EOS)으로 표현되는 이상기체로 간주된다. 이때 압력 

는 아래의 식으로 정의된다.

  


 
 

 


       (1)

여기서 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에너지, , , , , 

, , 는 상수이고,   


이다.

폭발물

Jones-Wilkins-Lee (JWL) 상태방정식 형태에서, 결합된 프로

그램 연소모델과 베타 연소모델은 초기 밀도, 폭발 압력, 폭발 

속도에 따라 폭발물 요소가 폭발하는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의 압력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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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에너지, , ,  ,  , 는 

상수이며, 는 상대 부피이다. 상수는 일반적으로 실린더 테스

트 또는 반응 생성물의 열-화학적 시뮬레이션과 조합되어 경험

적으로 결정된다.

폭발해석 기법 검증 및 규정 검토

3.1 폭발해석 기법 검증

Michael J. Mullin and Brendan J.O'Toole(2004)은 A.G. 

Hanssen외(2002)은 A.G. Hanssen et. al (2002)가 수행하였던 폭

발 실험을 ALE 기법으로 폭발시뮬레이션 해석 수행 하였으며, 

폭발 후 강판이 폭발파동으로 인해 운동하는 속도결과를 비교

하여 폭발해석 기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모델과 조건을 구성하여 폭발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Fig. 1과 같이 나타냈다. 해석결과는 

유사하게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폭발해석 기법의 절차

와 방법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된다.

FIg. 1 Explosion test(upper) and comparison results(lower)

3.2 IEC60079규정 검토

IIEC60079규정에 따르면, 해양플랜트용 방폭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장치인 경우는 그룹 IIC전기기기로 구분되어지며, 아

세틸렌(14±1)%와 수소(31±1)%의 폭발압력에 손상이나 영구

적인 변형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아세틸렌(14

±1 %)와 수소(31±1 %)의 기폭장치를 구성하여 폭발시험을 

수행한 유사 결과로부터 수소폭발의 압력은 595~640kPa이며,  

아세틸렌의 폭발압력은 770~820kPa으로 나타났다.

해석모델 구성 및 폭발해석결과 비교

4.1 폭발해석 유한요소 모델

유한요소 모델은 Fig. 2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Fig. 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유압안전장치, 방폭함, 공기의 여러 재질을 동일

한 영역에 표현하기 때문에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MMALE)으로 구성하였다.

FIg. 2 Finite Element Model

4.2 유체-구조 연성 폭발해석 조건

본 논문에서는 Fig. 3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해양플랜트용 방

폭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장치 내부의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와 유압안전장치(Car Blocking Device, CBD)가 서로 마

찰을 일으켜 스파크(Spark)가 일어나 폭발하는 상황을 시뮬레

이션 하였다. 폭발압력은 IEC60079에서 규정하는 그룹 IIC 전

기기기 규정에 의한 혼합기체의 폭발압력을 묘사해서 적용하

였으며, 극한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폭발압력이 가장 높은 아세

틸렌 가스폭발조건을 묘사하였다.

Fig. 3 Fluid-Structure Coupled Explosion Analysis Condition

4.3 유체-구조 연성 폭발해석결과 검토

폭발시뮬레이션 해석은 0~3ms까지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발압력은 약 0.023ms에서 최고치

를 나타내었다. 또한 충격파가 폭발물에서 유체를 통해 구조물

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Blast Pressure Results

 Fig. 5에서 방폭함과 유압안전장치에 대한 변형을 나타낸 

것이며, 방폭함은 3ms에서 3mm로 가장 큰 변형이 나타났으며, 

유압안전장치는 2.1ms에서 1.2mm로 변형이 나타났다.

 FIg. 5 Deformation Contour Results 

Fig. 6에서는 방폭함과 유압안전장치에 대한 응력을 나타냈

으며, 방폭함은 2.8ms에서 56.13MPa로 일반강재의 재료허용응

력인 200MPa을 고려할 때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압안

전장치는 0.11ms에서 1126MPa으로 일반강재의 재료허용응력이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von-Mises Stress contour Results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랜트용 방폭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

장치 폭발 시뮬레이션을 ALE기법을 사용하여 Michael J. 

Mullin and Brendan J.O'Toole(2004)의 해석결과와 비교분석하

여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검증된 기법을 이용하여 

IEC60079에서 규정하는 폭발압력을 해양플랜트용 방폭승강기 

유압안전장치(Car Blocking Device, CBD)에 적용하여 폭발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유압안전장치의 응력은 허용응

력을 초과하였지만, 방폭함의 안전성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

단되어진다. 

추후 연구를 통해 General Coupling method의 유체구조 연

성해석 기법으로 폭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ALE 기법으로 폭

발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해석결과와 비교 검증을 수행할 예정

이며, 방폭함의 두께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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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단위 기준 용적당 내부에너지, , ,  ,  , 는 

상수이며, 는 상대 부피이다. 상수는 일반적으로 실린더 테스

트 또는 반응 생성물의 열-화학적 시뮬레이션과 조합되어 경험

적으로 결정된다.

폭발해석 기법 검증 및 규정 검토

3.1 폭발해석 기법 검증

Michael J. Mullin and Brendan J.O'Toole(2004)은 A.G. 

Hanssen외(2002)은 A.G. Hanssen et. al (2002)가 수행하였던 폭

발 실험을 ALE 기법으로 폭발시뮬레이션 해석 수행 하였으며, 

폭발 후 강판이 폭발파동으로 인해 운동하는 속도결과를 비교

하여 폭발해석 기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모델과 조건을 구성하여 폭발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Fig. 1과 같이 나타냈다. 해석결과는 

유사하게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폭발해석 기법의 절차

와 방법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된다.

FIg. 1 Explosion test(upper) and comparison results(lower)

3.2 IEC60079규정 검토

IIEC60079규정에 따르면, 해양플랜트용 방폭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장치인 경우는 그룹 IIC전기기기로 구분되어지며, 아

세틸렌(14±1)%와 수소(31±1)%의 폭발압력에 손상이나 영구

적인 변형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아세틸렌(14

±1 %)와 수소(31±1 %)의 기폭장치를 구성하여 폭발시험을 

수행한 유사 결과로부터 수소폭발의 압력은 595~640kPa이며,  

아세틸렌의 폭발압력은 770~820kPa으로 나타났다.

해석모델 구성 및 폭발해석결과 비교

4.1 폭발해석 유한요소 모델

유한요소 모델은 Fig. 2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Fig. 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유압안전장치, 방폭함, 공기의 여러 재질을 동일

한 영역에 표현하기 때문에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MMALE)으로 구성하였다.

FIg. 2 Finite Element Model

4.2 유체-구조 연성 폭발해석 조건

본 논문에서는 Fig. 3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해양플랜트용 방

폭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장치 내부의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와 유압안전장치(Car Blocking Device, CBD)가 서로 마

찰을 일으켜 스파크(Spark)가 일어나 폭발하는 상황을 시뮬레

이션 하였다. 폭발압력은 IEC60079에서 규정하는 그룹 IIC 전

기기기 규정에 의한 혼합기체의 폭발압력을 묘사해서 적용하

였으며, 극한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폭발압력이 가장 높은 아세

틸렌 가스폭발조건을 묘사하였다.

Fig. 3 Fluid-Structure Coupled Explosion Analysis Condition

4.3 유체-구조 연성 폭발해석결과 검토

폭발시뮬레이션 해석은 0~3ms까지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발압력은 약 0.023ms에서 최고치

를 나타내었다. 또한 충격파가 폭발물에서 유체를 통해 구조물

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Blast Pressure Results

 Fig. 5에서 방폭함과 유압안전장치에 대한 변형을 나타낸 

것이며, 방폭함은 3ms에서 3mm로 가장 큰 변형이 나타났으며, 

유압안전장치는 2.1ms에서 1.2mm로 변형이 나타났다.

 FIg. 5 Deformation Contour Results 

Fig. 6에서는 방폭함과 유압안전장치에 대한 응력을 나타냈

으며, 방폭함은 2.8ms에서 56.13MPa로 일반강재의 재료허용응

력인 200MPa을 고려할 때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압안

전장치는 0.11ms에서 1126MPa으로 일반강재의 재료허용응력이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von-Mises Stress contour Results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랜트용 방폭승강기 고정식 유압안전

장치 폭발 시뮬레이션을 ALE기법을 사용하여 Michael J. 

Mullin and Brendan J.O'Toole(2004)의 해석결과와 비교분석하

여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검증된 기법을 이용하여 

IEC60079에서 규정하는 폭발압력을 해양플랜트용 방폭승강기 

유압안전장치(Car Blocking Device, CBD)에 적용하여 폭발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유압안전장치의 응력은 허용응

력을 초과하였지만, 방폭함의 안전성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

단되어진다. 

추후 연구를 통해 General Coupling method의 유체구조 연

성해석 기법으로 폭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ALE 기법으로 폭

발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해석결과와 비교 검증을 수행할 예정

이며, 방폭함의 두께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산학융합지

구조성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지역혁신센터사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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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양구조물 설계시 크레인 낙하물에 대한 하부 선체의 구조강도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검토 
및 해석 시간 절감을 위해 낙하물을 강체(rigid body)로 가정한 해석조건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접근방식의 경우 선
체 구조물에 대한 과도한 보강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FPSO에 적재되는 tote tank의 dropped object 해석

시 낙하물을 강체로 가정할 경우와 변형체(deformable body)로 가정할 경우의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해석을 위한 낙하 
시나리오로는 severe case에 대한 비교를 위해 corner drop조건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충돌 조건 대비 강체 가
정 해석의 보수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강체 가정에 기반한 구조강도 평가시 적합한 해석조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서    론

해상에서의 장기간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해양구조물은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을 통해 공급받는다 화물 

이동을 위해 선체 내 크레인이 사용되며 크레인의 화물 이송경

로 하부에 위치한 선체는 낙하물에 대한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

게 된다 때문에 해양구조물 설계시 크레인 낙하물에 대한 선체

의 구조 강도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낙하물에 대한 구조강도평가와 관련하여 에서

는 간이식 방법과 비선형 구조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간이

식 기반 방법의 경우 선급 규정에서 제공하는 식을 통해 

나 등 간단한 구조물이 파단 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를 계산하고 이를 와 비교하여 구조건전성 

만족여부를 간단히 검토한다 다만 해당 방법의 경우 간이식 적

용을 위한 다양한 제약조건의 한계 복잡한 충돌양상 반영 어려

움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초기 설계시 사전 검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비선형 구조해석 방법은 실제 낙하물과 하부 구조물을 모델링

하고 충돌시켜 파손정도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으로 정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며 현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해석시 일반적

으로 보수적인 검토 및 해석시간 절감을 위해 낙하물을 강체로 

가정한 해석조건이 주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가정으로 인해 

선체 구조에 대한 과도한 보강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특히 강체 가정 해석시 낙하물의 조건

에 대해 일정 면적의 으로 치환하여 검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발주처의 경우 강체 기반의 

조건에 대한 강도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과

도한 설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 적재되는 를 대

상으로 낙하물을 강체로 가정할 경우와 변형체로 가정할 경우의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해석을 위한 낙하시나리오는 

에 대한 검토를 위해 조건을 고려하였다 해당 비

교를 통해 현실적인 충돌 조건 대비 강체 가정 해석의 보수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강체 가정 기반의 구조강도 평가시 적합한 

해석조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비교 조건

낙하물 정보  

와 같이 에 적재되는 를 

해석 관련 낙하물로 고려하였다 는 생

산공정 관련 에 주입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용기

로 생산을 위해 반복적으로 에 공급되는 화물이다

Fig. 1 FPSO Chemical Tote Tank 

는 낙하물의 강체 및 변형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강

체 모델의 경우 의 정보를 바탕으로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해석시 모든 충격에너지는 하부 구조물에

서 흡수하게 된다 변형체 모델은 의 각 부재별 

및 두께정보를 반영하여 모델로 구성하였다

Fig. 2 강체 및 변형체 tote tank 해석모델

해석조건   

해석수행 및 결과비교를 위해 설계하중 낙하시나리오 그리고 

설계기준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다 설계하중은 의 화물 

적재시 최대중량과 크레인 운영상 최대 권상높이를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최대중량 권상높이 중력가속도        

낙하시나리오의 경우 가장 조건에 대한 비교검토를 위

해 과 같이 조건을 선정하였다 설계기준의 경

우 하부 선체 구조가 완전히 관통 되는지 여부 

와 선체 하부 의장품과의 간섭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낙하물의 

수직방향 이동거리 를 기준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Fig. 3 낙하시나리오 및 설계기준

추가적으로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재료물성 관련 주요 

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은 에 

따라 각 부재별 항복응력에 기준하여 선정하였고

의 경우 에 의해 및 

관련 계수가 적용되었다

해석결과 비교 및 고찰

해석결과 검증  

변형체 기반 해석의 경우 낙하물과 하부구조물 간의 상호 파

손으로 강체 해석에 비해 복잡한 접촉양상을 나타낸다 이에 결

과 검토에 앞서 변형체 기반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는 낙하물의 가 낙하물과 하부구조물간의 

충돌시 변형에 의한 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입력된 가 정

상적으로 변형 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변형체 기반 해석의 total energy plot

를 통해 추가적으로 낙하물이 흡수한 가 

하부 구조물 대비 약 배가량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결

과에 대한 검토을 위해 와 같이 해석 단계별 낙하물과 하

부 구조물간의 접촉하중과 변형량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낙하

물과 하부구조물 간에 약 배의 강성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위와 같이 과 구조물간의 강성 차이 

검토를 통해 변형체 기반 해석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Fig. 5 해석 단계별 접촉하중 및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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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양구조물 설계시 크레인 낙하물에 대한 하부 선체의 구조강도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검토 
및 해석 시간 절감을 위해 낙하물을 강체(rigid body)로 가정한 해석조건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접근방식의 경우 선
체 구조물에 대한 과도한 보강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FPSO에 적재되는 tote tank의 dropped object 해석

시 낙하물을 강체로 가정할 경우와 변형체(deformable body)로 가정할 경우의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해석을 위한 낙하 
시나리오로는 severe case에 대한 비교를 위해 corner drop조건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충돌 조건 대비 강체 가
정 해석의 보수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강체 가정에 기반한 구조강도 평가시 적합한 해석조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서    론

해상에서의 장기간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해양구조물은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을 통해 공급받는다 화물 

이동을 위해 선체 내 크레인이 사용되며 크레인의 화물 이송경

로 하부에 위치한 선체는 낙하물에 대한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

게 된다 때문에 해양구조물 설계시 크레인 낙하물에 대한 선체

의 구조 강도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낙하물에 대한 구조강도평가와 관련하여 에서

는 간이식 방법과 비선형 구조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간이

식 기반 방법의 경우 선급 규정에서 제공하는 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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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PSO Chemical Tot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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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강체조건 해석은 선체의 일부 구간에서 관통 현상이 발

생하였으나 변형체 조건의 경우 일부 요소의 가 있

을 뿐 관통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의 낙하물의 최대 

수직방향 이동거리 비교를 통해 강체 조건의 변위가 변형체 조

건에 비해 약 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

체조건의 해석결과는 하부의장품 간섭기준을 초과하며 이에 따

라 추가적인 선체 보강이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Fig. 6 강체, 변형체 기반 해석결과 비교

Fig. 7 강체, 변형체 해석별 낙하물 최대 수직 이동거리 비교

는 변형체 모델의 각 부재별 두께를 증가시켰을 때

의 결과양상 변화를 보여준다 낙하물의 부재 두께가 증가하여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에 대한 낙하물의 흡

수율은 줄어들고 하부 선체의 흡수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재 두께가 배 이상 되었을 때 강체 가정과 유

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체 가정 

기반의 조건 해석이 실제 두께의 배 이상 강성에 

해당하는 과도한 해석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Tote tank 부재 두께 증가에 따른 해석결과 비교

Fig. 9 두께별 internal energy 및 낙하물 이동거리의 변화

조건에 대한 강체 기반 적정 해석조건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업의 경우 낙하물의 에 

대한 검토는 일정 면적에 대한 강체 기반의 으로 치환

하여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절에서는 변형체 기반의 

조건과 강체 기반의 조건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조건에 대한 강체기반의 

조건 적용이 타당성한지 검토하였다 강체 기반 해석

시 의 접촉면적은 로 가정하였다

Fig. 10 변형체(corner-drop), 강체(face drop) 기반 해석결과 비교

Fig. 11 낙하물의 수직방향 이동거리 비교

은 변형체 기반 조건에 대한 부재 두

께별 해석과 강체 기반 접촉 면적 조건 해석에 

대한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강체 기반의 조건이 

조건에 비해 낙하물 변위 측면에서 보수적인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두께의 배 경우까지 

이 대비 보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ropped object 해석시 낙하물을 강체(rigid 

body)로 가정할 경우와 변형체(deformable body)로 가정할 경우

의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강체 가정의 보

수성을 검토하였고 corner drop 충돌에 대한 강체 기반의 적정 

해석조건을 검토하였다. 해석시 낙하물로 FPSO에 적재되는 tote 

chemical tank가 적용되었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체 가정 기반의 해석의 경우 현실적인 충

돌조건에 비해 과도한 설계보강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를 기준으로 볼 때 강체 기반의 

해석시 낙하물의 실제 강성 대비 배 이상의 증가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실적인 조건을 대신하여 현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강체 기반의 조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변형체 기반 조건 대비 보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접촉면적 의 강체 기반 조건을 다양한 두께별 변

형체 조건과 비교한 결과 기존 두께 보다 배 큰 경

우까지 조건의 보수성이 유지되었다

향후 연구로 외에 해양구조물의 주요 화물에 

대한 를 통해 주요화물별 에 대한 강체 기

반의 적정 해석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아이템별 표준화 작업을 통해 선주 측 요구에 따른 과도한 보강 

및 설계 변경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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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 조건과 비교한 결과 기존 두께 보다 배 큰 경

우까지 조건의 보수성이 유지되었다

향후 연구로 외에 해양구조물의 주요 화물에 

대한 를 통해 주요화물별 에 대한 강체 기

반의 적정 해석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아이템별 표준화 작업을 통해 선주 측 요구에 따른 과도한 보강 

및 설계 변경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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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troduction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use internal or external 

tendons in a wide range of building and infrastructure 

structures to improve structural capacity, serviceability and 

saving material compared to reinforced concrete. However,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is prestress loss evaluation in 

tendon because prestress loss can lead to severe problems in 

the serviceability and safety of the PSC beam. Many 

researchers have been researching about these types of 

prestress concrete structures such as prestress forces can 

lead to severe and critical serviceability and safety problems 

(Miyamoto et al., 2000). The loss of the prestress force 

changes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Saiidi et al., 

1994, Miyamoto et al., 2000). The change in structural 

stiffness can estimate by monitoring changes in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Kim et al., 2003). 

Identification of prestress loss in PSC beams using modal 

information (Kim et al., 2004). Prestress-force estimation in 

PSC girder used model parameters and system identification 

(Ho et al., 2012). Their researches focused on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al frequencies and prestress 

loads of PSC beam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frequencies and tensile forces still conflict among 

existing theories and experim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nalytical 

model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prestressed concrete 

girder.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implemented to achieve 

the objective. First, an analytical model is propos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of prestressed concrete girder. 

Next, a proposed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target structure by using modal parameters for 

updating numerical model. The model update process 

converges when natural frequencies from the proposed model 

meet the experimental ones. Then, the effect of prestress 

loss on structural parameters is evaluated.

2. Proposed Analytical Model

2.1 Equivalent model for natural frequency estimation 

A simply supported PSC beam with an eccentric tendon is 

schematized as shown in Fig. 1. The curved tendon is initially 

stretched and anchored to introduce prestressing effect. The 

structure is in axial compression due to the prestress loads 

applied at the anchorage edges and upward distributed load, 

p(x) induced by prestress tendon as shown in Fig. 1b.  

Distributed load p(x) is replaced by equivalent distributed 

spring k(x). The role of distributed springs are to keep the 

same deformation in the equivalent model with the original 

model as shown Fig. 1c. In the equivalent model, PSC beam 

is modeled by using beam elements with 3 degree of 

freedoms for each node; spring elements with stiffness k(x) 

act each node of beam element and prestress force P acts at 

centroid of section.

The dynamic equilibrium condition of multi degree of 

freedoms system under prestress force can be written as:

where    is the combined stiffness matrix, [M] is the global 

mass matrix, [C] is the global damping matrix of system.

For free vibration and undamped system, natural 

     

     

  













     
     
     

     
     
      

       

 

frequencies are determined by Eq. (2)   

Geometrical stiffness effects on stiffness of structure 

(Clough and Pensizen, 1993) considered as in Eq. (3)

where [K] is the global stiffness of PSC beam,  is the 

global stiffness due to prestress force P. 

Geometrical stiffness matrix of each element beam under 

prestress force (Lu and Law, 2006) can be written as shown 

Eq. (4).

Contribution of spring elements on the global stiffness 

matrix of system is shown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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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chematic algorithm for natural frequency estimation

Schematic algorithm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is 

introduced in Fig. 2. FE simulation process as follow: firstly, a 

stiffness matrix of each element including stiffness of beam 

element, geometrical stiffness due to prestress force is 

calculated and assembled into the global stiffness matrices. 

Secondly, mass matrix for each element is calculated and 

assembled into the global mass matrices. Thirdly, initial spring 

stiffness was selected based on the number of elements. 

After selecting spring stiffness, the global stiffness matrix is 

modified by adding stiffness of spring elements. Next, 

eigenvalue problem is solved and updated until the difference 

between natural frequencies from numerical model and test 

structure meet together ∆ ≤∆ (in this study 

∆   ). Finally, for high mode, the model is updated by 

modifying flexible rigidity of concrete.

Fig. 2 Schematic algorithm for identifying natural frequencies

3. Proposed Model Verification on PSC girder

3.1 Experimental test on PSC girder

In this study, the proposed model is verified by using result 

from dynamic tests done by Ho et al., (2012). The tests were 

performed on a lab-scaled post-tension PSC girder to 

determine the experimental modal parameters for a set of 

prestress cases. The schematic of the test structure is shown 

in Fig. 3. The PSC girder was simply supported with the span 

length of 6 m and installed on a rigid testing frame.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PSC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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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troduction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use internal or external 

tendons in a wide range of building and infrastructure 

structures to improve structural capacity, serviceability and 

saving material compared to reinforced concrete. However,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is prestress loss evaluation in 

tendon because prestress loss can lead to severe problems in 

the serviceability and safety of the PSC beam. Many 

researchers have been researching about these types of 

prestress concrete structures such as prestress forces can 

lead to severe and critical serviceability and safety problems 

(Miyamoto et al., 2000). The loss of the prestress force 

changes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Saiidi et al., 

1994, Miyamoto et al., 2000). The change in structural 

stiffness can estimate by monitoring changes in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Kim et al., 2003). 

Identification of prestress loss in PSC beams using modal 

information (Kim et al., 2004). Prestress-force estimation in 

PSC girder used model parameters and system identification 

(Ho et al., 2012). Their researches focused on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al frequencies and prestress 

loads of PSC beam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frequencies and tensile forces still conflict among 

existing theories and experim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nalytical 

model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prestressed concrete 

girder.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implemented to achieve 

the objective. First, an analytical model is propos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of prestressed concrete girder. 

Next, a proposed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target structure by using modal parameters for 

updating numerical model. The model update process 

converges when natural frequencies from the proposed model 

meet the experimental ones. Then, the effect of prestress 

loss on structural parameters is evaluated.

2. Proposed Analytical Model

2.1 Equivalent model for natural frequency estimation 

A simply supported PSC beam with an eccentric tendon is 

schematized as shown in Fig. 1. The curved tendon is initially 

stretched and anchored to introduce prestressing effect. The 

structure is in axial compression due to the prestress loads 

applied at the anchorage edges and upward distributed load, 

p(x) induced by prestress tendon as shown in Fig. 1b.  

Distributed load p(x) is replaced by equivalent distributed 

spring k(x). The role of distributed springs are to keep the 

same deformation in the equivalent model with the original 

model as shown Fig. 1c. In the equivalent model, PSC beam 

is modeled by using beam elements with 3 degree of 

freedoms for each node; spring elements with stiffness k(x) 

act each node of beam element and prestress force P acts at 

centroid of section.

The dynamic equilibrium condition of multi degree of 

freedoms system under prestress force can be written as:

where    is the combined stiffness matrix, [M] is the global 

mass matrix, [C] is the global damping matrix of system.

For free vibration and undamped system, natural 

     

     

  













     
     
     

     
     
      

       

 

frequencies are determined by Eq. (2)   

Geometrical stiffness effects on stiffness of structure 

(Clough and Pensizen, 1993) considered as in Eq. (3)

where [K] is the global stiffness of PSC beam,  is the 

global stiffness due to prestress force P. 

Geometrical stiffness matrix of each element beam under 

prestress force (Lu and Law, 2006) can be written as shown 

Eq. (4).

Contribution of spring elements on the global stiffness 

matrix of system is shown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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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chematic algorithm for natural frequency estimation

Schematic algorithm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is 

introduced in Fig. 2. FE simulation process as follow: firstly, a 

stiffness matrix of each element including stiffness of beam 

element, geometrical stiffness due to prestress force is 

calculated and assembled into the global stiffness matrices. 

Secondly, mass matrix for each element is calculated and 

assembled into the global mass matrices. Thirdly, initial spring 

stiffness was selected based on the number of elements. 

After selecting spring stiffness, the global stiffness matrix is 

modified by adding stiffness of spring elements. Next, 

eigenvalue problem is solved and updated until the difference 

between natural frequencies from numerical model and test 

structure meet together ∆ ≤∆ (in this study 

∆   ). Finally, for high mode, the model is updated by 

modifying flexible rigidity of concrete.

Fig. 2 Schematic algorithm for identifying natural frequencies

3. Proposed Model Verification on PSC girder

3.1 Experimental test on PSC girder

In this study, the proposed model is verified by using result 

from dynamic tests done by Ho et al., (2012). The tests were 

performed on a lab-scaled post-tension PSC girder to 

determine the experimental modal parameters for a set of 

prestress cases. The schematic of the test structure is shown 

in Fig. 3. The PSC girder was simply supported with the span 

length of 6 m and installed on a rigid testing frame.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PSC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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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perimental 
model (Hz)

Numerical
 model (Hz)

Error (%)

1 2 1 2 1 2

T0 23.72 102.54 23.76 99.97 -0.16 2.51

T1 23.60 101.70 23.64 99.95 -0.16 1.72

T2 23.39 101.65 23.43 99.91 -0.19 1.71

T3 23.23 101.39 23.31 99.89 -0.36 1.48

T4 23.08 98.73 23.11 99.84 -0.12 -1.13

Identified spring stiffness (kN/m)

K found K FEM K P K spring

316048430 316048589 1411 1252

316048650 316048589 1176 1237

316048860 316048589 941 1212

316049080 316048589 706 1197

316049290 316048589 470 1172

Table 1 Natural frequencies from experimental test

Cases
P

(kN)

Natural frequency 
f (Hz)

Variation f (%)

Mode 1 Mode 2 Mode 1 Mode 2

T0 117.60 23.72 102.54 - -
T1 98.00 23.60 101.70 0.51% 0.82%

T2 78.40 23.39 101.65 0.89% 0.05%

T3 58.80 23.23 101.39 0.68% 0.26%

T4 39.20 23.08 98.73 0.65% 2.62%

3.2 Numerical model verification

0.2m 30*0.2m=6.0m 0.2m

Spring element with stiffness k
Beam element

x
y

Material properties of the FE model as follows: (1) for the 

concrete girder, flexural rigidity EIc=1.05×105 kN/m2, mass 

densityρc=2500 kg/m3,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f’c=23.6 MPa; (2) for the steel tendon, EIs=3.8×103 kN/m2 

mass density ρs=7850 kg/m
3. Mass per unit length of PSC 

beam was the sum mass per unit length of concrete and 

steel. Stiffness in spring elements was supposed equal 10 

kN/m for initial value. Matlab program was us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with schematic algorithm as shown Fig. 2. 

Due to the availability of the two modes from experimental 

tests, two model update phases were chosen: Phase 1: spring 

stiffness of spring elements; Phase 2: flexural rigidity of 

concrete and spring stiffness of spring elements.

3.3 Numerical result for Phase 1

Table 2 shows the result of natural frequencies was 

simulated by the proposed model. The natural frequencies 

from numerical model are compared to target structure with 

maximum 0.4% error for first mode and 2.6 % error for 

second mode.

Table 2 Natural frequency (Hz) for Phase 1

Figure 5 shows comparative result of the natural 

frequencies from numerical model and target structure by 

updating spring stiffness. 

Fig. 5 Natural frequency from analytical model

Table 3 shows spring stiffness in spring elements for phase 

1, where Kfound is the factor of global stiffness matrix in 

vertical direction including stiffness of PSC girder, geometrical 

stiffness due to prestress force and stiffness of spring 

element; KFEM is the factor of global stiffness of PSC girder 

in vertical direction; KP is the factor of global stiffness of 

PSC girder under prestress force also in vertical direction, 

and Kspring can be determined as in Eq. (5).

Table 3 Spring stiffness in distributed springs for Phase 1

With proposed model, first mode was updated and got a good 

result but second mode had 2.6 % error. This error could 

come from: (1) compression softening effect (Clough and 

Penzien, 1993, Lu and Law, 2006); (2) concrete hardening 

under compression effect (Saiidi et al. 1994, Jang et al. 2010); 

(3) tension-strengthening under prestress load (Kim, et al 

2004); (4) nonlinear linear behavior of PSC girder (Hamed and 

Frostig, 2006). In this study, concrete rigidity is chosen to 

update for mode 2 in phase 2.

3.4 Numerical result for Phase 2

Table 4 shows natural frequency of updated numerical model 

Case

Experimental   
test (Hz)

Numerical
 model (Hz)

Error   (%)

1 2 1 2 1 2

T0 23.72 102.54 23.79 102.47 -0.29 0.07

T1 23.60 101.70 23.67 101.57 -0.31 0.12

T2 23.39 101.65 23.41 101.30 -0.07 0.34

T3 23.23 101.39 23.24 100.83 -0.06 0.56

T4 23.08 98.73 23.14 98.79 -0.28 -0.06

Case
P (kN)

EI 
(kNm2)

∆EI 
(kNm2)

Kspring

T0 117.60 111000 - 1173

T1 88.29 109000 2000 952

T2 78.48 108500 500 692

T3 68.67 107500 1000 451

T4 58.86 103000 4500 272

 

for phase 2. Natural frequencies for the numerical model 

compared with target structure with maximum 0.3% error for 

first mode and 0.56% error for second mode.

Table 4 Natural frequency (Hz) for Phase 2

Table 5 shows flexural rigidity of PSC girder due to stiffness 

loss, and stiffness in spring elements also are presented. In 

intact case T0, prestress force in tendon was set 117.60 kN 

with flexural rigidity EI=1.11e5 kNm2 in PSC girder when 

prestress loss is about 9.81 kN from T0 to T4, the stiffness 

loss due to prestress loss is shown in Figure 6. The result 

from experimental test showed that natural frequency in 

mode 2 did not decrease linearly with prestress loss, and the 

result from updated analytical model had the same trend with 

experimental test. Therefore, prestress loss included stiffness 

loss and made changes in vibration characteristic of 

structures.

Table 5 identified value of model update in phase 2 

Fig. 6 Stiffness loss induced prestress loss

4.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n analytical 

model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of prestressed 

concrete girder. The following approaches were 

implemented to achieve the objective. First, an analytical 

model was propos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of PSC 

girder. Next, a proposed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of target structure by using modal 

parameters for updating numerical model. A good 

correlation of natural frequencies between a numerical 

model and target structure was less than 0.56% error. 

Finally, the effect of prestress loss on structural 

parameters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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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of the FE model as follows: (1) for the 

concrete girder, flexural rigidity EIc=1.05×105 kN/m2, mass 

densityρc=2500 kg/m3,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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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was the sum mass per unit length of concrete and 

steel. Stiffness in spring elements was supposed equal 10 

kN/m for initial value. Matlab program was used to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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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availability of the two modes from experimental 

tests, two model update phases were chosen: Phase 1: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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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umerical result for Phase 1

Table 2 shows the result of natural frequenci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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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hows comparative result of the natural 

frequencies from numerical model and target structure by 

updating spring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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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hows spring stiffness in spring elements for phase 

1, where Kfound is the factor of global stiffness matrix in 

vertical direction including stiffness of PSC girder, geometrical 

stiffness due to prestress force and stiffness of spring 

element; KFEM is the factor of global stiffness of PSC girder 

in vertical direction; KP is the factor of global stiffness of 

PSC girder under prestress force also in vertical direction, 

and Kspring can be determined as in Eq. (5).

Table 3 Spring stiffness in distributed springs for Phase 1

With proposed model, first mode was updated and got a good 

result but second mode had 2.6 % error. This error could 

come from: (1) compression softening effect (Clough and 

Penzien, 1993, Lu and Law, 2006); (2) concrete hardening 

under compression effect (Saiidi et al. 1994, Jang et al. 2010); 

(3) tension-strengthening under prestress load (Kim, et al 

2004); (4) nonlinear linear behavior of PSC girder (Hamed and 

Frostig, 2006). In this study, concrete rigidity is chosen to 

update for mode 2 in phase 2.

3.4 Numerical result for Phase 2

Table 4 shows natural frequency of updated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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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hase 2. Natural frequencies for the numerical model 

compared with target structure with maximum 0.3% error for 

first mode and 0.56% error for second mode.

Table 4 Natural frequency (Hz) for Phase 2

Table 5 shows flexural rigidity of PSC girder due to stiffness 

loss, and stiffness in spring elements also are presented. In 

intact case T0, prestress force in tendon was set 117.60 kN 

with flexural rigidity EI=1.11e5 kNm2 in PSC girder when 

prestress loss is about 9.81 kN from T0 to T4, the stiffness 

loss due to prestress loss is shown in Figure 6. The result 

from experimental test showed that natural frequency in 

mode 2 did not decrease linearly with prestress loss, and the 

result from updated analytical model had the same trend with 

experimental test. Therefore, prestress loss included stiffness 

loss and made changes in vibration characteristic of 

structures.

Table 5 identified value of model update in phase 2 

Fig. 6 Stiffness loss induced prestress loss

4.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n analytical 

model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of prestressed 

concrete girder. The following approaches were 

implemented to achieve the objective. First, an analytical 

model was propos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of PSC 

girder. Next, a proposed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natural frequency of target structure by using modal 

parameters for updating numerical model. A good 

correlation of natural frequencies between a numerical 

model and target structure was less than 0.56% error. 

Finally, the effect of prestress loss on structural 

parameters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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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effects on PZT interface-based prestress-loss monitoring in prestress concrete (PSC) girder are 
compensated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irstly, the prestress-loss monitoring method for prestressed 
tendon-anchorage using the PZT interface is outlined. Secondly, the lab-scaled experiments are performed on a PSC girder. A PZT 
interface device is implemented for acquiring impedance signatures from the tendon anchorage of the PSC girder for which a 
series of temperature variation and prestress-loss events are continuously simulated.  Then, the effects of temperature 
changes on the measured impedance signatures are analyzed.  Finally, the temperature effects are compensated for diagnosing 
the prestress-loss occurrence in the PSC girder.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algorithm are proposed to filter out the 
temperature-induced variability in the damage indices extracted from measured impedance signals.

Damage diagnosis in aerospace, civil and mechanical systems 

using electromechanical (EM) impedance-based method has 

been recognized by many researchers (Liang et al. 1994, Park 

et al. 2003). The method utilizes the EM impedance signals 

sensed by piezoceramic sensors to detect the structural damage 

in structural systems. Since the impedance-based method 

utilizes the high frequency excitation, it is able to sensitively 

capture the minor changes in structural systems. The technique 

is easy to be applied to complex structures because it is not 

based on any physical models. 

Due to the advantage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high-frequency local dynamic response, the impedance-based 

method has been applied for diagnosing the tendon-anchorage 

of prestressed structures (Kim et al. 2010, Min et al. 2016). An 

important issue of the impedance-based tendon anchorage 

monitoring is on identifying the frequency band of impedance 

signatures sensitive to the structural damage. To address this 

issue, the mountable PZT interface technique was developed 

(Huynh and Kim 2014). Despite the PZT interface technique 

was experimentally verified, there exists an important issue 

that needs to be solved before real ambient application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impedance signatures are also 

altered by other non-damage changes such as temperature, 

and these variations can often cause false alarms.  This study 

presents the compensation of temperature effects on PZT 

interface-based prestress-loss monitoring using the PCA algorithm.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a lab-scaled PSC girder bridge 

showed the feasibility of the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method and the reliability of the PZT interface for real 

implementations.

To predetermine sensitive frequency bands of impedance 

signatures, the PZT interface technique was recently 

developed (Huynh and Kim 2014). Fig. 1 shows the schematic 

of the PZT interface-based prestress-loss monitoring in 

tendon-anchorages. The PZT interface device is a mountable 

structure equipped with a PZT sensor, and mounted on the 

bearing plate of the tendon anchorage, see Fig. 1(a).  Fig. 

1(b) shows a prototype of PZT interface and its local dynamic 

response at tendon anchorage. It has a flexible beam section 

in the middle and two mounted sections by two outside 

contacting bodies. The flexible section, where the PZT sensor 

is installed, is intentionally designed to make the PZT patch 

freely vibrated when being mounted on the hos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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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prestress force changes, the stress field of the 

bearing plate and the contact parameters of the connection 

are altered (Johnson 1985), and these variations would result 

in the changes in coupled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PZT 

interface-tendon anchorage system. The EM impedance signal 

obtained from the PZT interface contain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system, so it can be used to detect  the 

prestress-loss occurrence in the tendon anchorage.

Impedance measurements via the PZT interface were 

conducted on a 6.4-meter PSC girder bridge, as shown in Fig. 

2. The tested T-section girder was simply supported by the 

steel bars at both ends and was eccentrically prestressed by a 

7-wire straight tendon. An aluminum PZT Interface was 

designed and surface-bonded to the bearing plate of the right 

anchorage. 

As the first test scenario, the laboratory temperature was 

controlled to vary between 6.72 oC to 22.33 oC while the 

tendon force was set fixed as 138.3 kN.  As the second test 

scenario, the laboratory temperature was handled to almost 

constant of 19.27 oC while a set of prestress-losss cenarios was 

simulated to the PSC girder. Five prestressing levels: PS1 = 

138.3 kN, PS2 = 128.5 kN, PS3 = 117.7 kN, PS4 = 108.9 kN, and 

PS5 = 99.1 kN were set for the test structure. The impedance 

and temperature were monitored continuously during the two 

test scenarios. Totally, 694 impedance tests were conducted, 

including 669 tests under temperature changes and 25 tests 

under near-constant temperatures.

PCA is a simple and nonparametric statistical technique 

which is used to emerge the variation and bring out the 

strong patterns in a high-dimensional data (Jlooiffe 1986). To 

develop the PCA model, it is important to arrange the 

computed damage indices in a matrix form [DI]mxn which 

contains the damage indices of n resonant frequency ranges 

and m impedance samples. When the matrix [DI] is obtained, 

the covariance matrix [C] can be constructed, as follows:

  


   

        

[A] is the matrix whose columns are the eigenvectors, 

and [Λ] is the diagonal matrix whose diagonal terms are the 

eigenvalues. The columns of [A] are sorted according to the 

eigenvalues by descending order.  This process gives the PCs 

of the original dataset in order of significance.  

By selecting only the r first PCs, a reduced transformation 

matrix [AR] of the PCA model is obtained. Since only few first 

PCs govern most of the variability in the damage indices, we 

can eliminate the temperature effects by removing these PCs. 

The residual matrix of damage indices [DIE], after removing the 

r PCs, can be obtain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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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effects on PZT interface-based prestress-loss monitoring in prestress concrete (PSC) girder are 
compensated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irstly, the prestress-loss monitoring method for prestressed 
tendon-anchorage using the PZT interface is outlined. Secondly, the lab-scaled experiments are performed on a PSC girder. A PZT 
interface device is implemented for acquiring impedance signatures from the tendon anchorage of the PSC girder for which a 
series of temperature variation and prestress-loss events are continuously simulated.  Then, the effects of temperature 
changes on the measured impedance signatures are analyzed.  Finally, the temperature effects are compensated for diagnosing 
the prestress-loss occurrence in the PSC girder.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algorithm are proposed to filter out the 
temperature-induced variability in the damage indices extracted from measured impedance signals.

Damage diagnosis in aerospace, civil and mechanical systems 

using electromechanical (EM) impedance-based method has 

been recognized by many researchers (Liang et al. 1994, Park 

et al. 2003). The method utilizes the EM impedance signals 

sensed by piezoceramic sensors to detect the structural damage 

in structural systems. Since the impedance-based method 

utilizes the high frequency excitation, it is able to sensitively 

capture the minor changes in structural systems. The technique 

is easy to be applied to complex structures because it is not 

based on any physical models. 

Due to the advantage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high-frequency local dynamic response, the impedance-based 

method has been applied for diagnosing the tendon-anchorage 

of prestressed structures (Kim et al. 2010, Min et al. 2016). An 

important issue of the impedance-based tendon anchorage 

monitoring is on identifying the frequency band of impedance 

signatures sensitive to the structural damage. To address this 

issue, the mountable PZT interface technique was developed 

(Huynh and Kim 2014). Despite the PZT interface technique 

was experimentally verified, there exists an important issue 

that needs to be solved before real ambient application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impedance signatures are also 

altered by other non-damage changes such as temperature, 

and these variations can often cause false alarms.  This study 

presents the compensation of temperature effects on PZT 

interface-based prestress-loss monitoring using the PCA algorithm.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a lab-scaled PSC girder bridge 

showed the feasibility of the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method and the reliability of the PZT interface for real 

implementations.

To predetermine sensitive frequency bands of impedance 

signatures, the PZT interface technique was recently 

developed (Huynh and Kim 2014). Fig. 1 shows the schematic 

of the PZT interface-based prestress-loss monitoring in 

tendon-anchorages. The PZT interface device is a mountable 

structure equipped with a PZT sensor, and mounted on the 

bearing plate of the tendon anchorage, see Fig. 1(a).  Fig. 

1(b) shows a prototype of PZT interface and its local dynamic 

response at tendon anchorage. It has a flexible beam section 

in the middle and two mounted sections by two outside 

contacting bodies. The flexible section, where the PZT sensor 

is installed, is intentionally designed to make the PZT patch 

freely vibrated when being mounted on the hos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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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prestress force changes, the stress field of the 

bearing plate and the contact parameters of the connection 

are altered (Johnson 1985), and these variations would result 

in the changes in coupled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PZT 

interface-tendon anchorage system. The EM impedance signal 

obtained from the PZT interface contain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system, so it can be used to detect  the 

prestress-loss occurrence in the tendon anchorage.

Impedance measurements via the PZT interface were 

conducted on a 6.4-meter PSC girder bridge, as shown in Fig. 

2. The tested T-section girder was simply supported by the 

steel bars at both ends and was eccentrically prestressed by a 

7-wire straight tendon. An aluminum PZT Interface was 

designed and surface-bonded to the bearing plate of the right 

anchorage. 

As the first test scenario, the laboratory temperature was 

controlled to vary between 6.72 oC to 22.33 oC while the 

tendon force was set fixed as 138.3 kN.  As the second test 

scenario, the laboratory temperature was handled to almost 

constant of 19.27 oC while a set of prestress-losss cenarios was 

simulated to the PSC girder. Five prestressing levels: PS1 = 

138.3 kN, PS2 = 128.5 kN, PS3 = 117.7 kN, PS4 = 108.9 kN, and 

PS5 = 99.1 kN were set for the test structure. The impedance 

and temperature were monitored continuously during the two 

test scenarios. Totally, 694 impedance tests were conducted, 

including 669 tests under temperature changes and 25 tests 

under near-constant temperatures.

PCA is a simple and nonparametric statistical technique 

which is used to emerge the variation and bring out the 

strong patterns in a high-dimensional data (Jlooiffe 1986). To 

develop the PCA model, it is important to arrange the 

computed damage indices in a matrix form [DI]mxn which 

contains the damage indices of n resonant frequency ranges 

and m impedance samples. When the matrix [DI] is obtained, 

the covariance matrix [C] can be constructed, as follows:

  


   

        

[A] is the matrix whose columns are the eigenvectors, 

and [Λ] is the diagonal matrix whose diagonal terms are the 

eigenvalues. The columns of [A] are sorted according to the 

eigenvalues by descending order.  This process gives the PCs 

of the original dataset in order of significance.  

By selecting only the r first PCs, a reduced transformation 

matrix [AR] of the PCA model is obtained. Since only few first 

PCs govern most of the variability in the damage indices, we 

can eliminate the temperature effects by removing these PCs. 

The residual matrix of damage indices [DIE], after removing the 

r PCs, can be obtain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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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count for n reasonant peaks, a single damage indicator 

(Zi) for the i
th impedance measurement is formed by averaging 

the damage indices of sub-rang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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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can be performed 

as follows. Firstly, the impedance samples are measured at 

various temperatures under the intact state, and the damage 

indices matrix of sub-ranges of frequencies is computed. Then, 

the PCs matrix [A] of the damage indices is identified, and the 

reduced transformation matrix [AR] of the PCA model is 

determined.  Next, the impedance samples are measured under 

unknown states, and the damage indices matrix [DI] of 

sub-ranges is computed. Then, the temperature-compensated 

damage indicators are calculated using Eq. (4).  Finally, the 

control chart is constructed for diagnosing the damage 

occurrence.

Once the impedance signals were measured from the PZT 

interface, the frequency range of 10-55 kHz was first divided 

into 7 narrow sub-ranges with the same frequency interval of 

5 kHz. They are 11-16 kHz, 16-21 kHz, 21-26 kHz, 26-31 kHz, 

31-36 kHz, 36-41 kHz, and 41-46 kHz. The frequency interval 

was determined so that each sub-range contains one clear 

resonant peak. 

The CCD (cross-correlation deviation) damage index was 

used to quantify the variations of the impedance 

signatures for the 7 sub-ranges. The CCD index can be 

computed as:

   


    


              (5)

where E[.] is the expectation operation; σ is the the standard 

deviation; Z and Z* signify the impedance signal before and 

after damage, respectively.

After computing the CCD damage indices matrix under 

temperature changes, the PCs were computed, as shown in 

Fig. 4. It is observed that the first two PCs, PC1 and PC2, 

will describe almost information of the CCD matrix under 

the temperature change. Therefore, they should be 

removed out of the PCA model to minimize the 

temperature effects.

Fig. 5 shows the damage indicator before temperature 

compensation for the intact and prestress-loss cases. As 

illustrated in the figure,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for the 

prestress-loss diagnosis since the CCD values for the intact and 

prestress-loss tests were comparable. 

Fig.6 illustrates the damage indicator after the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As compared to Fig. 5, the 

temperature-induced variation of the damage indices 

significantly reduced. Fig. 6 also shows the control chart for 

decision-making on the prestress-loss occurrence in the PSC 

girder. The UCL of the damage indictor was computed as 

0.78%. It is observed that all four prestress-loss events 

(PS2-PS5) were successfully detected. 

Temperature effects on PZT interface-based prestress-loss 

monitoring in PSC girder were compensated using the PCA. Firstly, 

the prestress-loss monitoring method for prestressed 

tendon-anchorage using the PZT interface was outlined. Secondly, 

the lab-scaled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a PSC girder. A 

PZT interface device was implemented for acquiring impedance 

signatures from the tendon anchorage of the  girder for which 

a series of temperature variation and prestress-loss events 

were continuously simulated.  Then, the effects of temperature 

changes on the measured impedance signatures were analyzed.  

Finally, the temperature effects were compensated for 

diagnosing the prestress-loss occurrence in the PSC girder.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algorithm was proposed 

to filter out the temperature-induced variability in the damage 

indices extracted from measured impedance signal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temperature effects on 

the damage indices of measured impedance signals (obtained from 

the PZT interface) were well compensated by the PCA-based 

method. Also, all prestress-loss events simulated in a lab-scaled 

PSC girder bridge were successfully detected.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have verified the feasibility of the PCA-based 

algorithm and proved the performance of the PZT interface for 

the prestress-loss monitoring under variations of environmental 

temperatures.

Jlooiffe, I.T. (1986),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pringer, 

New York. 

Johnson, K.L. (1985), Contact mechan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Huynh, T.C. and Kim, J.T. (2014), “Impedance-based cable 

force monitoring in tendon-anchorage using portable 

PZT-interface technique”, Math. Probl. Eng., 2014, pp 

1-11. 

Kim, J.T., Park, J.H., Hong, D.S. and Park, W.S. (2010), 

“Hybrid health monitoring of prestressed concrete girder 

bridges by sequential vibration-impedance approaches”, 

Engineering Structures, 32, pp 115-128. 

Liang, C., Sun, F.P. and Rogers, C.A. (1994), “Coupled 

electro-mechanical analysis of adaptive material - 

Determination of the actuator power consumption and 

system energy transfer”, J. Intel. Mat. Sys. Str., 5, pp 

12-20. 

Min, J., Shim, H., Yun, C.B., Hong, J.W. (2016), “An 

electromechanical impedance-based method for tensile 

force estimation and damage diagnosis of post-tensioning 

systems”,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17(1), pp 

107-122. 

Park, G., Sohn, H., Farrar, C., and Inman, D. (2003), 

“Overview of piezoelectric impedance-based health 

monitoring and path forward”, The Shock and Vibration 

Digest, 35(6), pp 451-463.

34



PC1 PC2 PC3 PC4 PC5 PC6 PC7
0

20

40

60

80

100

V
a

ri
a

n
c
e

 (
%

)

Ignore

1 100 200 300 400 500 669 675 680 685 690 69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Test Number

D
a
m

a
g
e
 I

n
d
ic

a
to

r 
(%

)

Intact PS1
Temp. 6.72~22.33 oC

Prestress-loss PS1~PS5 
Temp. 18.80~19.96 oC

1 100 200 300 400 500 669 675 680 685 690 694

0

2

4

6

8

10

12

Test Number

D
a
m

a
g
e
 I

n
d
ic

a
to

r 
(%

)

UCL = 0.78 %

Intact PS1
Temp. 6.72~22.33 oC

Prestress-loss PS1~PS5 
Temp. 18.80~19.96 oC

          
           (3)

To account for n reasonant peaks, a single damage indicator 

(Zi) for the i
th impedance measurement is formed by averaging 

the damage indices of sub-rang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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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can be performed 

as follows. Firstly, the impedance samples are measured at 

various temperatures under the intact state, and the damage 

indices matrix of sub-ranges of frequencies is computed. Then, 

the PCs matrix [A] of the damage indices is identified, and the 

reduced transformation matrix [AR] of the PCA model is 

determined.  Next, the impedance samples are measured under 

unknown states, and the damage indices matrix [DI] of 

sub-ranges is computed. Then, the temperature-compensated 

damage indicators are calculated using Eq. (4).  Finally, the 

control chart is constructed for diagnosing the damage 

occurrence.

Once the impedance signals were measured from the PZT 

interface, the frequency range of 10-55 kHz was first divided 

into 7 narrow sub-ranges with the same frequency interval of 

5 kHz. They are 11-16 kHz, 16-21 kHz, 21-26 kHz, 26-31 kHz, 

31-36 kHz, 36-41 kHz, and 41-46 kHz. The frequency interval 

was determined so that each sub-range contains one clear 

resonant peak. 

The CCD (cross-correlation deviation) damage index was 

used to quantify the variations of the impedance 

signatures for the 7 sub-ranges. The CCD index can be 

compu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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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E[.] is the expectation operation; σ is the the standard 

deviation; Z and Z* signify the impedance signal before and 

after damage, respectively.

After computing the CCD damage indices matrix under 

temperature changes, the PCs were computed, as shown in 

Fig. 4. It is observed that the first two PCs, PC1 and PC2, 

will describe almost information of the CCD matrix under 

the temperature change. Therefore, they should be 

removed out of the PCA model to minimize the 

temperature effects.

Fig. 5 shows the damage indicator before temperature 

compensation for the intact and prestress-loss cases. As 

illustrated in the figure,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for the 

prestress-loss diagnosis since the CCD values for the intact and 

prestress-loss tests were comparable. 

Fig.6 illustrates the damage indicator after the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As compared to Fig. 5, the 

temperature-induced variation of the damage indices 

significantly reduced. Fig. 6 also shows the control chart for 

decision-making on the prestress-loss occurrence in the PSC 

girder. The UCL of the damage indictor was computed as 

0.78%. It is observed that all four prestress-loss events 

(PS2-PS5) were successfully detected. 

Temperature effects on PZT interface-based prestress-loss 

monitoring in PSC girder were compensated using the PCA. Firstly, 

the prestress-loss monitoring method for prestressed 

tendon-anchorage using the PZT interface was outlined. Secondly, 

the lab-scaled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a PSC girder. A 

PZT interface device was implemented for acquiring impedance 

signatures from the tendon anchorage of the  girder for which 

a series of temperature variation and prestress-loss events 

were continuously simulated.  Then, the effects of temperature 

changes on the measured impedance signatures were analyzed.  

Finally, the temperature effects were compensated for 

diagnosing the prestress-loss occurrence in the PSC girder. 

PCA-based temperature compensation algorithm was proposed 

to filter out the temperature-induced variability in the damage 

indices extracted from measured impedance signal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temperature effects on 

the damage indices of measured impedance signals (obtained from 

the PZT interface) were well compensated by the PCA-based 

method. Also, all prestress-loss events simulated in a lab-scaled 

PSC girder bridge were successfully detected.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have verified the feasibility of the PCA-based 

algorithm and proved the performance of the PZT interface for 

the prestress-loss monitoring under variations of environmental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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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연결부의 임피던스 기반 손상 모니터링을 위한 자력부착 PZT 

인터페이스

류주영* ․ 후인탄칸* ․ 김정태*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Magnetically bonded PZT-Interface for Impedance-based Damage 
Monitoring in Bolted Connections.

Joo-Young Ryu*, Thanh-Canh Huynh* and Jeong-Tae Kim*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KEY WORDS: Magnetic attraction based interface 자력기반 인터페이스, Electro-mechanical impedance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건전성 모니터링, Bolted connection 볼트연결부

ABSTRACT: Recently, an impedance monitoring technique based on a PZT material-aluminum interface composite material was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 of selection of an effective impedance measurement frequency band. However, the PZT 
material-aluminum interface that attaches to the surface of the target structure using a strong bond has a difficulty in the durability 
of the measurement and the movability of the sensor due to other types of damage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is study, in order 
to enhance the usability of the existing interface device, a magnetic attraction based PZT interface is developed for the 
impedance-based damage monitoring. Firstly, the principle of the impedance based monitoring technique is presented. Secondly, a 
magetic attraction based PZT interface is designed for monitoring impedance signatures. Finall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PZT-interface is verified via detecting bolt-loosening events simulated in lab-scaled model of bolted girder connection.

1. 서    론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물들은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환

경하중과 사용하중에 노출이 되어있다. 따라서 구조건전성 모

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및 손상 감지 기술

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압전센서를 사용한 

전기역학적 임피던스에 기반한 SHM 기술이 대두되었다. 최근

에는 임피던스 유효 측정 주파수 대역선정 문제의 해결을 위

해 PZT소자-알루미늄 인터페이스 복합소재 기반의 임피던스 

모니터링 기법이 Huynh 등(2014)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상구조물 표면에 기타 손상 및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강력 

본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PZT소자-알루미늄 인터페이스 기법

은 계측의 지속성과 재사용성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볼트연결부를 

대상으로 지속성과 탈부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력부착 

인터페이스 기반의 임피던스 응답 모니터링 기법을 제시하였

다. 먼저, 임피던스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력기반 PZT 인터페이스 기

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변형률 센서를 사용하여 대상구조물의 변형에 대

한 인터페이스의 변형을 모니터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법

을 볼트연결부에 적용하여 볼트 풀림 손상에 대한 임피던스 

응답을 모니터링 하였다. 

2. 마그네틱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 응답 모델

2.1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응답의 기본이론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기법은 PZT 패치를 이용하여 국부적 

위치에서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기법으로 Liang 등 

(1996)에 의해 제안되었다. Fig. 1은 압전 PZT 센서와 대상 구

조물 사이의 전기역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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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action between PZT and structure

Liang 등 (1996)은 가진 응답 전압 V(ω)과 전류 I(ω)의 관계

로부터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응답 Z(ω)을 구하는 식(1)를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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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서의 제원인  및 는 각각 센서의 폭, 길이, 두께이

다. 식(1)에서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응답 Z(ω)은 구조물의 역

학적 임피던스 Zs(ω)와 압전센서의 임피던스 Za(ω)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특성(k, m, c)의 변화는 임피던스 

응답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Sun et al., 1995; Park et al., 2006). 

2.2 PZT 인터페이스-대상구조물의 2자유도계 임피던스 응답 모델

Fig. 2는 PZT인터페이스와 대상구조물의 동적 연동응답을 스

프링-질량-감쇠기로 모델링 한 것이다. 2 자유도계 모델로서 

첫 번째 자유도는 대상구조물의 임피던스 응답 Zs을, 두 번째 

자유도는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 응답 Zi 을 나타낸다.

Fig. 2 2-DOF impedance model

식(1)을 대체하여, 인터페이스-대상구조물을 대표하는 2 자유

도계 모델의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응답을 식(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2 자유도 임피던스 모델은 인터페이스와 대상구조물의 구조

적 매개 변수를 나타내므로 대상구조물(또는 PZT 인터페이스)

에서 발생하는 구조특성의 변화를 임피던스 응답의 변화로 모

니터링하여 대상구조물의 건전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3. 실험 연구

3.1 자력기반 PZT-알루미늄 인터페이스

대상구조물의 손상발생을 편리하게 탈부착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Fig. 3과 같은 자력부착 PZT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였다. 상단의 알루미늄 인터페이스는 Huynh 등(2014)이 

제시한 인터페이스 기법을 적용하였다. 알루미늄 인터페이스 

부재는 양단 고정 보 형식이며 중앙의 변형가능 부분에는 PZT 

센서가 설치된다. 이 변형가능 구간에 설치된 PZT 센서의 압

전 변형 거동을 통해 인터페이스 부재의 휨 진동 응답이 발생

하고 이는 대상구조물과 연동된 연계(coupled) 진동응답을 유

발시킨다. 대상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이 연계 진동응답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는 임피던스 응답의 변화로 감지된다.

3.2 실험 모델 구성

제안된 자력기반 PZT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된 양단 지지보 모형은 Fig. 4(a)와 같이 H형 강재 거더를 

연결판과 16개의 볼트 결합으로 연결하였고 모든 볼트는 초기

상태를 160Nm로 체결하였다.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

는 기존 인터페이스 기법과 비교하여 자력을 사용한 인터페이

스의 부착력을 평가하기 위해 Fig. 4(b)와 같이 PZT 인터페이

스를 각각 강력 접착제와 자력을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여기서 

자력은 5000Gauss와 3000Gauss의 크기를 갖는 자석을 사용하

였다. 대상 구조물의 축 방향 변형에 대한 다른 접착 방법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변형을 비교하기 위해 변형률 센서를 

사용하여 볼트연결부와 인터페이스 상단의 중심부에 일렬로 

부착하였고 임피던스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PZT 센서

(15x15x0.51mm)를 인터페이스 상단에 부착하였다. 

  

Fig. 3 Concept of PZT Interface and geometries (unit: mm)

(a) Schematic of bolted connection structure

(b) Zoom in Bolted-connection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magnetically base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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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n impedance monitoring technique based on a PZT material-aluminum interface composite material was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 of selection of an effective impedance measurement frequency band. However, the PZT 
material-aluminum interface that attaches to the surface of the target structure using a strong bond has a difficulty in the durability 
of the measurement and the movability of the sensor due to other types of damage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is study, in order 
to enhance the usability of the existing interface device, a magnetic attraction based PZT interface is developed for the 
impedance-based damage monitoring. Firstly, the principle of the impedance based monitoring technique is presented. Secondly, a 
magetic attraction based PZT interface is designed for monitoring impedance signatures. Finall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PZT-interface is verified via detecting bolt-loosening events simulated in lab-scaled model of bolted girder connection.

1. 서    론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물들은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환

경하중과 사용하중에 노출이 되어있다. 따라서 구조건전성 모

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및 손상 감지 기술

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압전센서를 사용한 

전기역학적 임피던스에 기반한 SHM 기술이 대두되었다. 최근

에는 임피던스 유효 측정 주파수 대역선정 문제의 해결을 위

해 PZT소자-알루미늄 인터페이스 복합소재 기반의 임피던스 

모니터링 기법이 Huynh 등(2014)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상구조물 표면에 기타 손상 및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강력 

본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PZT소자-알루미늄 인터페이스 기법

은 계측의 지속성과 재사용성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볼트연결부를 

대상으로 지속성과 탈부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력부착 

인터페이스 기반의 임피던스 응답 모니터링 기법을 제시하였

다. 먼저, 임피던스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력기반 PZT 인터페이스 기

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변형률 센서를 사용하여 대상구조물의 변형에 대

한 인터페이스의 변형을 모니터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법

을 볼트연결부에 적용하여 볼트 풀림 손상에 대한 임피던스 

응답을 모니터링 하였다. 

2. 마그네틱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 응답 모델

2.1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응답의 기본이론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기법은 PZT 패치를 이용하여 국부적 

위치에서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기법으로 Liang 등 

(1996)에 의해 제안되었다. Fig. 1은 압전 PZT 센서와 대상 구

조물 사이의 전기역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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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action between PZT and structure

Liang 등 (1996)은 가진 응답 전압 V(ω)과 전류 I(ω)의 관계

로부터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응답 Z(ω)을 구하는 식(1)를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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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이고, d31은 영 응력상태의 압전 커플링 상수이다. 또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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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1)에서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응답 Z(ω)은 구조물의 역

학적 임피던스 Zs(ω)와 압전센서의 임피던스 Za(ω)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특성(k, m, c)의 변화는 임피던스 

응답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Sun et al., 1995; Park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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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PZT인터페이스와 대상구조물의 동적 연동응답을 스

프링-질량-감쇠기로 모델링 한 것이다. 2 자유도계 모델로서 

첫 번째 자유도는 대상구조물의 임피던스 응답 Zs을, 두 번째 

자유도는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 응답 Zi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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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매개 변수를 나타내므로 대상구조물(또는 PZT 인터페이스)

에서 발생하는 구조특성의 변화를 임피던스 응답의 변화로 모

니터링하여 대상구조물의 건전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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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력기반 PZT-알루미늄 인터페이스

대상구조물의 손상발생을 편리하게 탈부착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Fig. 3과 같은 자력부착 PZT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였다. 상단의 알루미늄 인터페이스는 Huynh 등(2014)이 

제시한 인터페이스 기법을 적용하였다. 알루미늄 인터페이스 

부재는 양단 고정 보 형식이며 중앙의 변형가능 부분에는 PZT 

센서가 설치된다. 이 변형가능 구간에 설치된 PZT 센서의 압

전 변형 거동을 통해 인터페이스 부재의 휨 진동 응답이 발생

하고 이는 대상구조물과 연동된 연계(coupled) 진동응답을 유

발시킨다. 대상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이 연계 진동응답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는 임피던스 응답의 변화로 감지된다.

3.2 실험 모델 구성

제안된 자력기반 PZT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된 양단 지지보 모형은 Fig. 4(a)와 같이 H형 강재 거더를 

연결판과 16개의 볼트 결합으로 연결하였고 모든 볼트는 초기

상태를 160Nm로 체결하였다.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

는 기존 인터페이스 기법과 비교하여 자력을 사용한 인터페이

스의 부착력을 평가하기 위해 Fig. 4(b)와 같이 PZT 인터페이

스를 각각 강력 접착제와 자력을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여기서 

자력은 5000Gauss와 3000Gauss의 크기를 갖는 자석을 사용하

였다. 대상 구조물의 축 방향 변형에 대한 다른 접착 방법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변형을 비교하기 위해 변형률 센서를 

사용하여 볼트연결부와 인터페이스 상단의 중심부에 일렬로 

부착하였고 임피던스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PZT 센서

(15x15x0.51mm)를 인터페이스 상단에 부착하였다. 

  

Fig. 3 Concept of PZT Interface and geometries (unit: mm)

(a) Schematic of bolted connection structure

(b) Zoom in Bolted-connection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magnetically base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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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시나리오

강재 거더에 대해 두 가지 실험 시나리오가 수행되었다. 먼

저, 첫 번째 실험 시나리오는 대상구조물의 변형에 대해 부착 

방법이 다른 두 인터페이스의 변형과 임피던스 응답을 모니터

링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볼트 연결부 중심으로부터 50cm 위

치에 콘크리트 블록(1.2 kN)을 재하하는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순차적으로 5개의 블록을 재하한 6가지 경우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실험 시나리오는 Fig. 6과 같이 볼트 연결부 모형의 

파괴 위험요소인 볼트 풀림으로 선정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순

차적으로 볼트의 풀림 정도를 변화하였다. 각 실험 시나리오에 

대한 각 인터페이스의 변형률과 임피던스 응답 신호를 받기 

위해 손상 시나리오 별로 5분간 변형률을 측정하고 임피던스 

응답을 4회 반복 측정하였다.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모니터링을 

위해 임피던스 분석기는 HIOKI 3532를 사용하였으며 가진 주

파수는 10kHz ~ 55kHz 범위로 설정하였다. 

Fig. 5 Experimental setup of testing scenario 1

Table 1 Damage scenario for testing scenario 1

Damage Case Scenario

Intact Undamage

Damage 1 1 Concrete Block loaded (1.2 kN)

Damage 2 2 Concrete Blocks loaded (2.4 kN)

Damage 3 3 Concrete Blocks loaded (3.6 kN)

Damage 4 4 Concrete Blocks loaded (4.8 kN)

Damage 5 5 Concrete Blocks loaded (6.0 kN)

Fig. 6 Experimental setup of testing scenario 2

Table 2 Damage scenario for testing scenario 2

Damage Case Scenario

Intact All bolts fastened to 160Nm

Damage 1 Bolts 1 loosened by 31% Torque

Damage 2 Bolts 1 loosened by 62% Torque

Damage 3 Bolts 1 loosened by 100% Torque

Damage 4
All bolts refastened to 160Nm

 & Bolts 2 loosened by 31% Torque

Damage 5 Bolts 2 loosened by 62% Torque

Damage 6 Bolts 2 loosened by 100% Torque

3.4 실험 결과

실험 시나리오 1의 결과로 Fig. 7은 손상 시나리오에 대해 

각 변형률 센서로 부터 얻은 외부 하중에 대한 변형률의 변화

를 나타내며 5000G와 3000G의 자석을 사용한 인터페이스는 

접착제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와 비교하여 유사한 변화 경향을 

보인다. Fig. 8(a)는 손상 시나리오에 대한 각 부착 유형의 PZT 

인터페이스에서 측정된 10kHz – 55kHz 주파수 범위의 임피던

스 응답이며 각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 피크의 위치가 유사하

게 나타났다. Fig. 9(a)는 손상 시나리오 별 PZT 센서의 임피던

스 응답 변화를 RMSD 방법으로 나타낸 결과로 다른 자력을 

사용한 두 인터페이스의 경우 모두 하중 증가에 따라 RMSD 

지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Fig. 7(a)와 9(a)의 Damage 3에서 발

생한 변형률과 RMSD 지수의 큰 변화는 하중이 가해질 때의 

충격으로 인해 인터페이스와 대상구조물 접촉상태의 변형이 

발생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험 시나리오 2의 결과로 Fig. 8(b)는 5000G 자석을 사용하는 

PZT 인터페이스의 볼트 풀림 손상 시나리오에 대한 10kHz – 

55kHz 주파수 범위의 임피던스 응답이다. Fig. 9(b)은 볼트 풀림 

에 대한 임피던스 응답의 변화를 RMSD 방법으로 나타낸 결과

이며 두 부착 유형에서 모두 볼트 1, 2의 풀림 손상이 증가함에 

따라 RMSD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수치를 비교하면 

자석을 사용한 인터페이스의 RMSD 지수가 전반적으로 손상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 인터

페이스와 유사하게 손상을 모니터링하는 경향을 보인다.

(a) Interface using 5000G magnet  

(b) Interface using 3000G magnet

Fig. 7 Strain signatures obtained from PZT interfaces

(a) Impedance responses under the loading of concrete blocks 

(Interface with bond & magnet)

(b) Impedance responses under the bolt-loosening events

(Interface with bond & magnet)

Fig. 8 Impedance responses of each attachment type of PZT     

        interface using 5000G under the testing scenarios

 

  (a) Impedance responses under the loading of concrete blocks

 

(b) Impedance responses under the bolt-loosening events

Fig. 9 RMSD quantification for each attachment type of PZT  

       interface using 5000G under the testing scenario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상구조물의 손상발생을 탈부착 가능하며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력 부착 PZT 인터페이스를 제시

하였다. 우선 임피던스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원리를 제시하였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력 부착 PZT 인터페이스 

기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법을 볼트연결부에 적용하여 볼

트 풀림 손상에 대한 임피던스 응답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로부

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압축력을 받는 휨 부재 상단 부는 압축 변형하는 반면 상

단부에 부착된 인터페이스는 인장 변형하고 이는 인터페이스의 

좌굴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력 부착 인터페이스와 접착제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의 

변형률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자력 부착 및 접착제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 

공진 피크가 근접한 주파수 범위에서 나타났다

자력 부착 인터페이스는 볼트풀림 손상을 감지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법에 비해 손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수의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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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시나리오

강재 거더에 대해 두 가지 실험 시나리오가 수행되었다. 먼

저, 첫 번째 실험 시나리오는 대상구조물의 변형에 대해 부착 

방법이 다른 두 인터페이스의 변형과 임피던스 응답을 모니터

링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볼트 연결부 중심으로부터 50cm 위

치에 콘크리트 블록(1.2 kN)을 재하하는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표 1과 같이 순차적으로 5개의 블록을 재하한 6가지 경우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실험 시나리오는 Fig. 6과 같이 볼트 연결부 모형의 

파괴 위험요소인 볼트 풀림으로 선정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순

차적으로 볼트의 풀림 정도를 변화하였다. 각 실험 시나리오에 

대한 각 인터페이스의 변형률과 임피던스 응답 신호를 받기 

위해 손상 시나리오 별로 5분간 변형률을 측정하고 임피던스 

응답을 4회 반복 측정하였다.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모니터링을 

위해 임피던스 분석기는 HIOKI 3532를 사용하였으며 가진 주

파수는 10kHz ~ 55kHz 범위로 설정하였다. 

Fig. 5 Experimental setup of testing scenario 1

Table 1 Damage scenario for testing scenario 1

Damage Case Scenario

Intact Undamage

Damage 1 1 Concrete Block loaded (1.2 kN)

Damage 2 2 Concrete Blocks loaded (2.4 kN)

Damage 3 3 Concrete Blocks loaded (3.6 kN)

Damage 4 4 Concrete Blocks loaded (4.8 kN)

Damage 5 5 Concrete Blocks loaded (6.0 kN)

Fig. 6 Experimental setup of testing scenario 2

Table 2 Damage scenario for testing scenario 2

Damage Case Scenario

Intact All bolts fastened to 160Nm

Damage 1 Bolts 1 loosened by 31% Torque

Damage 2 Bolts 1 loosened by 62% Torque

Damage 3 Bolts 1 loosened by 100% Torque

Damage 4
All bolts refastened to 160Nm

 & Bolts 2 loosened by 31% Torque

Damage 5 Bolts 2 loosened by 62% Torque

Damage 6 Bolts 2 loosened by 100% Torque

3.4 실험 결과

실험 시나리오 1의 결과로 Fig. 7은 손상 시나리오에 대해 

각 변형률 센서로 부터 얻은 외부 하중에 대한 변형률의 변화

를 나타내며 5000G와 3000G의 자석을 사용한 인터페이스는 

접착제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와 비교하여 유사한 변화 경향을 

보인다. Fig. 8(a)는 손상 시나리오에 대한 각 부착 유형의 PZT 

인터페이스에서 측정된 10kHz – 55kHz 주파수 범위의 임피던

스 응답이며 각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 피크의 위치가 유사하

게 나타났다. Fig. 9(a)는 손상 시나리오 별 PZT 센서의 임피던

스 응답 변화를 RMSD 방법으로 나타낸 결과로 다른 자력을 

사용한 두 인터페이스의 경우 모두 하중 증가에 따라 RMSD 

지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Fig. 7(a)와 9(a)의 Damage 3에서 발

생한 변형률과 RMSD 지수의 큰 변화는 하중이 가해질 때의 

충격으로 인해 인터페이스와 대상구조물 접촉상태의 변형이 

발생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험 시나리오 2의 결과로 Fig. 8(b)는 5000G 자석을 사용하는 

PZT 인터페이스의 볼트 풀림 손상 시나리오에 대한 10kHz – 

55kHz 주파수 범위의 임피던스 응답이다. Fig. 9(b)은 볼트 풀림 

에 대한 임피던스 응답의 변화를 RMSD 방법으로 나타낸 결과

이며 두 부착 유형에서 모두 볼트 1, 2의 풀림 손상이 증가함에 

따라 RMSD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수치를 비교하면 

자석을 사용한 인터페이스의 RMSD 지수가 전반적으로 손상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 인터

페이스와 유사하게 손상을 모니터링하는 경향을 보인다.

(a) Interface using 5000G magnet  

(b) Interface using 3000G magnet

Fig. 7 Strain signatures obtained from PZT interfaces

(a) Impedance responses under the loading of concrete blocks 

(Interface with bond & magnet)

(b) Impedance responses under the bolt-loosening events

(Interface with bond & magnet)

Fig. 8 Impedance responses of each attachment type of PZT     

        interface using 5000G under the testing scenarios

 

  (a) Impedance responses under the loading of concrete blocks

 

(b) Impedance responses under the bolt-loosening events

Fig. 9 RMSD quantification for each attachment type of PZT  

       interface using 5000G under the testing scenario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상구조물의 손상발생을 탈부착 가능하며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력 부착 PZT 인터페이스를 제시

하였다. 우선 임피던스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원리를 제시하였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력 부착 PZT 인터페이스 

기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기법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법을 볼트연결부에 적용하여 볼

트 풀림 손상에 대한 임피던스 응답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로부

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압축력을 받는 휨 부재 상단 부는 압축 변형하는 반면 상

단부에 부착된 인터페이스는 인장 변형하고 이는 인터페이스의 

좌굴 효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력 부착 인터페이스와 접착제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의 

변형률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자력 부착 및 접착제를 사용한 인터페이스의 임피던스 

공진 피크가 근접한 주파수 범위에서 나타났다

자력 부착 인터페이스는 볼트풀림 손상을 감지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법에 비해 손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수의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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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의 구조물은 운영기간 동안 파도, 조류, 바람 등의 해양 조건과 작업 하중 조건하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해
야 한다. 이러한 해양구조물에 적용되는 Cast node의 신뢰성 확보와 설계를 위한 강도 및 피로평가 기준과 프로세스를 수립하고자 한
다. Cast node의 평가는 3D 모델을 기반으로 FE 해석을 통해 강도 및 피로평가를 수행하며,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하중 조건은 해양의 
환경과 부유체의 동적 거동을 조합하여 선정한다. Cast node의 강도평가는 응력 특이성을 회피하고 정합성 있는 FE 해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계산된 응력 결과를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건전성을 평가한다. 또한, 피로평가는 해양환경 조건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다양한 다축 피로하중 Case를 적용하고, 설계수명 동안 발생되는 각 하중조건의 피로손상값을 누적한 값으로 구조 건전성을 
평가한다.

1. 서    론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의 구조물은 약 20~40년의 

운영기간 동안 파도, 조류, 바람 등의 해양 조건과 작업 하중 조

건하에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해양구조물은 다양하고 많은 빔과 보의 연결로 구성된다. 이

러한 해양구조물이 대형화되고 보다 높은 강도가 요구됨에 따라 

Beam 또는 Tubular joint의 교차부를 주단강품화하고 있으며, 

이를 Cast node라고 하고 기존 용접구조에 비해 구조적 강도가 

크게 향상된다.

최근 고객으로부터 구조/피로해석을 통한 Cast node의 신뢰성 

확보 및 상세설계를 요청하는 Needs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구조물의 Cast node 설계 및 신뢰성확

보를 위한 강도 및 피로평가 기준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고자 한

다.

2. 해양구조물 Cast node 모델

본 연구에서 참조한 해양구조물은 FPU(Floating Production 

Unit) 상부에 설치되는 Top-Side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구조물의 강도해석을 바탕으로 Cast node 대상 위치는 

Topside의 주기둥과 H-beam의 연결부 중 응력비가 가장 큰 지

점으로 선정하였다.

     

Fig. 1 Floating offshore structure

Cast node의 평가는 3D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FE 해석을 위

한 모델은 Cast node와 연결된 Incoming member로 모델링을 한

다. Incoming member의 길이는 Load 적용 위치의 응력 특이성

을 회피하기 위해 생브낭원리(Saint Venant’s Principle)를 적용

하여 식 (1)과 같이 외경의 2배 길이로 모델링하였다.

: Cast node 
  3D 모델

No. Strength assessment Criteria

1
Maximum von Mises 
membrane stress 
(gross section)

σm ≤ 0.66σy

   ×  or  ×                               (1)

where,  : Length of incoming member

        : Outside diameter of circular section

         : Height of no-circular section

Cast node의 Meshing은 Solid와 Shell Element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Cast node body 및 Body와 직접 연결된 부분은 Solid 

element를 사용하며 Mesh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형상이 일반적으로 복잡함에 따라 Tetrahedral elements를 

사용한다. 

- Meshing 작업은 Free meshing으로 하고 일부 주요영역 또

는 관심영역이나 응력이 집중될 수 있는 영역에는 Mesh 

Refinement를 수행한다

- 두께방향으로 2개이상의 Element가 존재하도록 한다.

- Mesh의 Aspect ratio는 응력집중부는 1:3까지, 그외 저응력

구배 부분은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Cast node에 대해 Mesh size를 변경하며 

응력을 평가한 결과, Fig. 2와 같이 50x50mm에서 응력이 수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Effect of mesh size

Fig. 3 Modeling and Meshing of Cast node

해양구조물 의 강도평가

Cast node의 강도해석은 3D 모델의 FE 해석을 기반으로 하

여 Ansys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응력 결과를 평가하였

다. Cast node의 강도평가 절차는 아래 Fig. 4와 같다.

Fig. 4 Procedure of strength evaluation

부유식 구조물의 강도해석을 위한 하중조합은 자중 및 부가사

하중, 활하중, 풍하중 및 선박의 동요에 따른 구조물의 관성력을 

조합하였으며, 운영 시(1년주기)와 이상 시(100년주기)에 대해 

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Cast node의 강도하중은 전체 모델의 강도해석 결과로  부터 

Cast node 절점 위치에서의 Force와 Moment값을 산출하여 적

용하였고, 경계조건은 하단부를 고정하였다. 하중 및 경계조건

의 적용방법은 하중 및 경계조건의 적용지점에 Remote point를 

생성하고 Incoming member의 자유단의 끝단과 연결하여 적용

하였다.

Fig. 5 Load application and boundary conditions

FE 해석 결과에 따른 운영 시(Operating load case) 응력평가

기준은 Table 1와 같으며, 이상 시(Extreme load case)의 경우는 

운영시의 허용응력을 1/3 증가시켜 평가한다.

Table 1. Stress criteria for cast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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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coming member의 길이는 Load 적용 위치의 응력 특이성

을 회피하기 위해 생브낭원리(Saint Venant’s Principle)를 적용

하여 식 (1)과 같이 외경의 2배 길이로 모델링하였다.

: Cast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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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rength assessment Criteria

1
Maximum von Mises 
membrane stress 
(gross section)

σm ≤ 0.66σy

   ×  or  ×                               (1)

where,  : Length of incoming member

        : Outside diameter of circular section

         : Height of no-circular section

Cast node의 Meshing은 Solid와 Shell Element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Cast node body 및 Body와 직접 연결된 부분은 Solid 

element를 사용하며 Mesh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형상이 일반적으로 복잡함에 따라 Tetrahedral elements를 

사용한다. 

- Meshing 작업은 Free meshing으로 하고 일부 주요영역 또

는 관심영역이나 응력이 집중될 수 있는 영역에는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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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을 평가한 결과, Fig. 2와 같이 50x50mm에서 응력이 수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Effect of mesh size

Fig. 3 Modeling and Meshing of Cast node

해양구조물 의 강도평가

Cast node의 강도해석은 3D 모델의 FE 해석을 기반으로 하

여 Ansys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응력 결과를 평가하였

다. Cast node의 강도평가 절차는 아래 Fig. 4와 같다.

Fig. 4 Procedure of strength evaluation

부유식 구조물의 강도해석을 위한 하중조합은 자중 및 부가사

하중, 활하중, 풍하중 및 선박의 동요에 따른 구조물의 관성력을 

조합하였으며, 운영 시(1년주기)와 이상 시(100년주기)에 대해 

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Cast node의 강도하중은 전체 모델의 강도해석 결과로  부터 

Cast node 절점 위치에서의 Force와 Moment값을 산출하여 적

용하였고, 경계조건은 하단부를 고정하였다. 하중 및 경계조건

의 적용방법은 하중 및 경계조건의 적용지점에 Remote point를 

생성하고 Incoming member의 자유단의 끝단과 연결하여 적용

하였다.

Fig. 5 Load application and boundary conditions

FE 해석 결과에 따른 운영 시(Operating load case) 응력평가

기준은 Table 1와 같으며, 이상 시(Extreme load case)의 경우는 

운영시의 허용응력을 1/3 증가시켜 평가한다.

Table 1. Stress criteria for cast node

41



2
Maximum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gross section)

σe ≤ 0.85σy

3 Maximum von Mises hot 
spot stress σe ≤ 1.1σy

4
Peak stress
(Static + Dyn. Load 
combination, Mesh size 
50x50mm)

σe ≤ 1.7σy

and
σe ≤ σT

 : Predicted number of cycles to failure for 
stress range 

∆ : Stress range with unit MPa

 : Negative inverse slope of S-N curve

log : Intercept of log N-axis by S-N curve

 : Reference thickness equal 38mm for 
welded connections other than tubular 
joints

 : Thickness through which a crack will 
most likely grow

 : Thickness exponent on fatigue strength

in Air in Seawater

N≤107 
cycle

N>107 
cycle

N≤106 
cycle

N>106 
cycle

m 3 5 3 5

log a 12.592 16.320 12.192 16.32

k 0.05 0.05

( σy : Yield Strength, σT : Tensile Strength )

강도해석 결과, Fig. 6과 같이 응력 결과가 나타났으며최대응

력의 36%수준으로 나타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하였다.

Fig. 6 Result of stress analysis

4. 해양구조물 Cast node의 피로평가

Cast node의 피로평가는 DNV-RP-C203을 기준으로 하였고, 

3D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Ansys와 nCode Desinglife를 이용해 해

석을 수행하였다. Cast node의 피로평가 절차는 아래 Fig. 7과 

같이 진행된다.

Fig. 7 Procedure of fatigue evaluation for cast node

피로평가를 위한 S-N curves는 식 (2)의 형태로 나타나고, 

Cast node의 경우 DNV-RP-C203에서 제시된 C-curve를 사용하

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Table 2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log  log log∆

 


                 (2)

where,

Table 2. S-N curves for cast node

피로하중은 고려되어야 할 하중의 방향과 Wave scatter data

의 states의 조합으로 Load case를 정의하고, 각 Load case는 피

로설계 수명 동안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발생빈도하중  시간 길이

발생  
×설계년수    (3)

피로하중 Data는 Scatter data를 기반으로 생성하지만, 실제 

Scatter data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포함하므로, 해석의 편의

를 위하여 주 파랑만을 고려하였다. 파고 및 주기에 대한 구조

물의 거동을 보기 위하여, 발생 빈도(Occurrence)를 고려하여 

각 방향 별로 파고 및 주기를 조합하여 Load case를 선정하였

다. 

본 사례에서는 부유식의 경우로 Fig. 8과 같이 4.5°와 27°의 

2방향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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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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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수명소진율을 계산하여 누적결과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

도록 해야 한다. 피로수명 소진율의 계산은 선형중첩법인 

Palmgren-Miner rule을 적용하여 식(4)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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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소재정보 및 Unit load 해석과 선정된 Load case에 대한 피로

해석의 응력조합방법으로는 Critical plane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설계수명 20년을 기준으로 최대피로손상계수는 0.4로 계산되어  

1보다 낮음으로써 피로하중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10 Result of fatigue damage

결    론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Cast node의 강도평가 및 

피로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수립하였다.

(1)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Cast node 강도 및 피로평가를 위

한 하중은 해양의 환경과 부유체의 동적거동을 조합하여 선정

한다.

(2) Cast node의 강도평가는 3D 모델의 FE 해석을 통해 산

출된 응력으로 건전성을 평가한다. FE 해석은 응력 특이성을 

회피하고 정합성있는 해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

야 한다.

(3) Cast node의 피로평가는 해양환경의 다양한 조건이 반영

된 다축 하중의 피로조건을 적용하여 설계 수명동안 누적된 

피로손상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도록 하여 건전성을 평가

한다.

(4) 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Cast node의 강도평가 및 피로평

가의 기준과 방법을 정립하여 수립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역량

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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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 Dy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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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x50mm)

σe ≤ 1.7σ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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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e ≤ σT

 : Predicted number of cycles to failu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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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ess range with unit MPa

 : Negative inverse slope of S-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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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likely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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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N>107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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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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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m 3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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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y : Yield Strength, σT : Tensile Str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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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내외 굽힘 피로 예측을 위한 계류 체인의 새로운 피로 예측 프로시져 및 

프로그램 개발

강명식*․정준모*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Development of A Novel Procedure Considering Out-of-Plane and 

In-Plane Bending Effects for Mooring Chain Fatigue Prediction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면외 굽힘 면내 굽힘 링크각 인장각 최대 주응력
응력 집중부

Since fatigue damage caused by out-of-plane bending(OPB) was reported, OPB-induced fatigue damage evaluation has 
become one of the key factors for designing catenary mooring system of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BV guide line provides 
systematic methodology for the OPB fatigue assessment. The approach uses nominal total stress composed of tension-, OPB-, and 
in-plane bending(IPB)-induced stress components, but the nominal total stress is mechanically false because of phase shifts in each 
stress process. This paper summarizes a new approach proposed by Choung and Han(2016) where the OPB and IPB fatigue assessments 
were based on resultant maximum principal stress at the end of final load step. This paper also explains the new appoach-based new 
computer program to yield OPB- and IPB-idnuced fatigue damages. The program can consider effects of rigid body motion histories of 
an offshore structure, prepare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input files for tension, OPB, and IPB load steps, produce maximum principal 
stress histories at any arbitrary locations in a link, show nominal/hotspot moment-interlink angles, and finally calculate fatigue damages 
at last load step. In detail, the program measure the relative the OPB and IPB angles with respect to new zero angles for the time 
motion responses under a specific environmental condition. Nonlinear FEA input files can be automatically prepared considering the 
given tensions and OPB/IPB angle. Stress data for any pre-assigned hotspots also can be reported from FEA results files. The 
maximum principal stresses for the hotspots can be interpolated for arbitrary tension, OPB tension angle, and IPB tension angle. S-N 
data, Miner rule, and RFCM(Rainflow Cycle Counting Method) are applied to obtain the fatigue damages.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석유 및 가스 그리고 해상 풍력과 같은 해양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해양 에너지 활용을 위한 

해양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FOWT(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드릴 쉽,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 등과 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경우 해저 구조물의 설치/시공과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최소화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경우, 여러 환경 하중 하에서 지정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계류 시스템이 반드시 요구되며 계류 시

스템에 대한 최종 강도 및 피로 강도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엄격

하다. 2003년에 보고된 Girassol FOU(floating offloading unit)의 

계류 체인 링크 손상은 면외 굽힘(OPB, out-of-plane bending)에 

의해 피로 파손으로 알려졌고, 이 손상 사고 이후의 설계 및 제

작되는 부유식 해양 구조물에 면외 굽힘 피로에 대한 안전도 설

계가 강화되었다. Melis et al.(2005)는 체인의 등급과 형상에 따

라 유발된 OPB 응력을 계산하고 링크각과 OPB 모멘트간의 관

계를 제시하였고, Jean and Vargas(2005) OPB 모멘트로 유발되

는 피로 손상을 예측하는 수치해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Rampi and Vargas(2006)는 페어리드의 형상에 따른 OPB 응력, 

링크각 비교, ter Brake et al.(2007)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하

중 각도, 링크각, 굽힘 응력 사이의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ung and Han(2016)이 제시한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을 이용하여 OPB/IPB가 고려된 피로 예측 프로시져

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방법론에 기반하여 새롭게 개발된 

OPB/IPB 피로 평가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최대주응력 기반 방법론

2.1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 이론

먼저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은 각 하중 단계별 하중 조건에 

따른 경계 조건 및 MPC(multi-point constraint)가 적용 가능하도

록 변형, 응력, 변형률 등의 물리량을 후속 하중 단계로 상속하

는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은 최종 하

중 단계, 즉 OPB 또는 IPB 하중 단계에서 도출된 최대 주응력을 

사용한다.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OPB와 IPB 모델을 

별도로 생성할 필요가 없고, 하중 단계별 응력의 선형합을 하지 

않으므로서 응력의 비비례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응력 집중 계

수(Stress concentration factor, SCF)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법론 대비 많은 기술적 혁신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Fig. 

1 과 같은 여러 하중 단계를 해석하므로서 비선형 구조 해석에 

소요되는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방

법론이다.

Fig. 1 Sequential load step in FE analysis

OPB/IPB 피로 해석을 위해서는 유체 동역학 해석을 통한 시간 

이력에 따른 인장력 및 인장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인

장력, OPB 인장각( ) 그리고 IPB 인장각()의 최소값과 최

대값을 확인하고, 이 범위를 적절히 등분하여 각 하중 단계에 

상응하는 물리량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일괄 비선형 구조 

해석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인장력 하중 단계에서는 검사 하중

(Proof load) 단계의 물리량을 상속 받은 후 인장력의 최소값부

터 최대값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구조 해석을 실시한다. 

OPB 하중 단계에서는 각 인장력 증분에 상응하는 물리량을 상

속받아 OPB 각도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순차적으로 구조 해

석을 실시한다. 

검사 하중 단계, 검사 하중 제하 단계(Proof uload step), 인장

력까지의 비선형 해석은 1회만 실시된다. 반면 OPB 하중 단계

는 인장력에 따른 물리량을 상속받아야 하므로, 인장력 등분 회

수와 동일한 수의 해석이 OPB 하중 단계에 요구된다. IPB 하중 

단계는 OPB 하중 단계의 물리량을 상속받아야 하므로, 인장력 

등분 회수와 OPB 인장 각도 등분 회수의 곱만큼 비선형 해석이 

요구된다.

비선형 구조 해석의 종료 후, 최종 하중 단계에서 응력 집중

부(hotspot)의 응력 성분을 도출하여 인장력 크기에 따른 주응력 

평면을 생성한다. 특정 인장력 크기에서의 주응력 평면은 

와 를 변수로 표현된다. 유체 동역학 해석에서 얻은 인장력, 

 , 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등분으로 나뉘어진 값과 상이

하다. 따라서 최대 주응력의 보간(interpolation)이 요구되며, 인

장력,  , 의 등분이 조밀할수록 예측한 최대 주응력이 정

확해진다. 

보간을 통하여 예측한 최대 주응력 이력에 RFC(rainflow cycle 

counting)를 이용하여 응력 범위(stress range)를 도출하고, 선형 

누적 법칙(linear damage accumulation rule)과 응력-수명 선도

(Stress life curve, S-N curve)를 적용하여 누적 피로도를 산정할 

수 있다.

2.2 순차적 하중 스텝 영향 분석

해양 구조물용 체인은 제조 후 강도 안전도 점검을 위해 검사 

하중(proof load) 실험이 시행된다. DNV(Det Norske Veritas, 

2015)는 체인의 형상과 등급에 따라 최소 파단 하중(Minimum 

breaking load, MBL)과 검사 하중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검사 

하중은  MBL의 약 70%에 해당하는 인장력으로 체인 링크의 영

구 잔류 변형을 유발한고 체인 링크간 접촉면을 확장시켜 마찰

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양구조물의 계류선 운용 시 각 링크에는 지속적인 인장력이 

작용하고, 부유체와 인접한 링크에서 링크 간 마찰에 의해 OPB 

모멘트와 IPB 모멘트가 유발된다. 따라서 유한 요소 해석은 Fig. 

1과 같이 검사 하중 및 검사 제하 해석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인장력 단계, OPB 모멘트 단계, IPB moment 단계가 진행 되어

야 한다. 

실제 부유식 플랫폼의 계류선은 OPB 모멘트와 IPB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OPB 모멘트 이후 

IPB 모멘트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IPB 모멘트 이후 OPB 모

멘트가 작용할 수도 있다. OPB 모멘트와 IPB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와 에 따른 해석 케이스가 매우 방대해진

다. 즉 인장력 등분 회수,  등분 회수, 그리고 의 등분 

회수의 곱만큼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의 순차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

여, Fig. 2에 보인 바와 같은, 등급 R4, 공칭 지름 107mm 스터드

리스 링크(studless link)의 한 응력 집중부에서의 최대 주응력을 

관찰하였다. MBL의 10%와 70%에 상응하는 인장력을 OPB 하중

(=-7 )̊과 IPB 하중(-7˚≤  ≤+7 )̊하중이 동시에 작용

하는 경우에 각각 상속시킨 경우를 T10-OPB/IP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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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내외 굽힘 피로 예측을 위한 계류 체인의 새로운 피로 예측 프로시져 및 

프로그램 개발

강명식*․정준모*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Development of A Novel Procedure Considering Out-of-Plane and 

In-Plane Bending Effects for Mooring Chain Fatigue Prediction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면외 굽힘 면내 굽힘 링크각 인장각 최대 주응력
응력 집중부

Since fatigue damage caused by out-of-plane bending(OPB) was reported, OPB-induced fatigue damage evaluation has 
become one of the key factors for designing catenary mooring system of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BV guide line provides 
systematic methodology for the OPB fatigue assessment. The approach uses nominal total stress composed of tension-, OPB-, and 
in-plane bending(IPB)-induced stress components, but the nominal total stress is mechanically false because of phase shifts in each 
stress process. This paper summarizes a new approach proposed by Choung and Han(2016) where the OPB and IPB fatigue assessments 
were based on resultant maximum principal stress at the end of final load step. This paper also explains the new appoach-based new 
computer program to yield OPB- and IPB-idnuced fatigue damages. The program can consider effects of rigid body motion histories of 
an offshore structure, prepare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input files for tension, OPB, and IPB load steps, produce maximum principal 
stress histories at any arbitrary locations in a link, show nominal/hotspot moment-interlink angles, and finally calculate fatigue damages 
at last load step. In detail, the program measure the relative the OPB and IPB angles with respect to new zero angles for the time 
motion responses under a specific environmental condition. Nonlinear FEA input files can be automatically prepared considering the 
given tensions and OPB/IPB angle. Stress data for any pre-assigned hotspots also can be reported from FEA results files. The 
maximum principal stresses for the hotspots can be interpolated for arbitrary tension, OPB tension angle, and IPB tension angle. S-N 
data, Miner rule, and RFCM(Rainflow Cycle Counting Method) are applied to obtain the fatigue damages.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석유 및 가스 그리고 해상 풍력과 같은 해양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해양 에너지 활용을 위한 

해양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FOWT(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드릴 쉽,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 등과 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경우 해저 구조물의 설치/시공과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최소화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경우, 여러 환경 하중 하에서 지정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계류 시스템이 반드시 요구되며 계류 시

스템에 대한 최종 강도 및 피로 강도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엄격

하다. 2003년에 보고된 Girassol FOU(floating offloading unit)의 

계류 체인 링크 손상은 면외 굽힘(OPB, out-of-plane bending)에 

의해 피로 파손으로 알려졌고, 이 손상 사고 이후의 설계 및 제

작되는 부유식 해양 구조물에 면외 굽힘 피로에 대한 안전도 설

계가 강화되었다. Melis et al.(2005)는 체인의 등급과 형상에 따

라 유발된 OPB 응력을 계산하고 링크각과 OPB 모멘트간의 관

계를 제시하였고, Jean and Vargas(2005) OPB 모멘트로 유발되

는 피로 손상을 예측하는 수치해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Rampi and Vargas(2006)는 페어리드의 형상에 따른 OPB 응력, 

링크각 비교, ter Brake et al.(2007)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하

중 각도, 링크각, 굽힘 응력 사이의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ung and Han(2016)이 제시한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을 이용하여 OPB/IPB가 고려된 피로 예측 프로시져

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방법론에 기반하여 새롭게 개발된 

OPB/IPB 피로 평가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최대주응력 기반 방법론

2.1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 이론

먼저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은 각 하중 단계별 하중 조건에 

따른 경계 조건 및 MPC(multi-point constraint)가 적용 가능하도

록 변형, 응력, 변형률 등의 물리량을 후속 하중 단계로 상속하

는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은 최종 하

중 단계, 즉 OPB 또는 IPB 하중 단계에서 도출된 최대 주응력을 

사용한다.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OPB와 IPB 모델을 

별도로 생성할 필요가 없고, 하중 단계별 응력의 선형합을 하지 

않으므로서 응력의 비비례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응력 집중 계

수(Stress concentration factor, SCF)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방법론 대비 많은 기술적 혁신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Fig. 

1 과 같은 여러 하중 단계를 해석하므로서 비선형 구조 해석에 

소요되는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방

법론이다.

Fig. 1 Sequential load step in FE analysis

OPB/IPB 피로 해석을 위해서는 유체 동역학 해석을 통한 시간 

이력에 따른 인장력 및 인장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인

장력, OPB 인장각( ) 그리고 IPB 인장각()의 최소값과 최

대값을 확인하고, 이 범위를 적절히 등분하여 각 하중 단계에 

상응하는 물리량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일괄 비선형 구조 

해석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인장력 하중 단계에서는 검사 하중

(Proof load) 단계의 물리량을 상속 받은 후 인장력의 최소값부

터 최대값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구조 해석을 실시한다. 

OPB 하중 단계에서는 각 인장력 증분에 상응하는 물리량을 상

속받아 OPB 각도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순차적으로 구조 해

석을 실시한다. 

검사 하중 단계, 검사 하중 제하 단계(Proof uload step), 인장

력까지의 비선형 해석은 1회만 실시된다. 반면 OPB 하중 단계

는 인장력에 따른 물리량을 상속받아야 하므로, 인장력 등분 회

수와 동일한 수의 해석이 OPB 하중 단계에 요구된다. IPB 하중 

단계는 OPB 하중 단계의 물리량을 상속받아야 하므로, 인장력 

등분 회수와 OPB 인장 각도 등분 회수의 곱만큼 비선형 해석이 

요구된다.

비선형 구조 해석의 종료 후, 최종 하중 단계에서 응력 집중

부(hotspot)의 응력 성분을 도출하여 인장력 크기에 따른 주응력 

평면을 생성한다. 특정 인장력 크기에서의 주응력 평면은 

와 를 변수로 표현된다. 유체 동역학 해석에서 얻은 인장력, 

 , 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등분으로 나뉘어진 값과 상이

하다. 따라서 최대 주응력의 보간(interpolation)이 요구되며, 인

장력,  , 의 등분이 조밀할수록 예측한 최대 주응력이 정

확해진다. 

보간을 통하여 예측한 최대 주응력 이력에 RFC(rainflow cycle 

counting)를 이용하여 응력 범위(stress range)를 도출하고, 선형 

누적 법칙(linear damage accumulation rule)과 응력-수명 선도

(Stress life curve, S-N curve)를 적용하여 누적 피로도를 산정할 

수 있다.

2.2 순차적 하중 스텝 영향 분석

해양 구조물용 체인은 제조 후 강도 안전도 점검을 위해 검사 

하중(proof load) 실험이 시행된다. DNV(Det Norske Veritas, 

2015)는 체인의 형상과 등급에 따라 최소 파단 하중(Minimum 

breaking load, MBL)과 검사 하중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검사 

하중은  MBL의 약 70%에 해당하는 인장력으로 체인 링크의 영

구 잔류 변형을 유발한고 체인 링크간 접촉면을 확장시켜 마찰

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양구조물의 계류선 운용 시 각 링크에는 지속적인 인장력이 

작용하고, 부유체와 인접한 링크에서 링크 간 마찰에 의해 OPB 

모멘트와 IPB 모멘트가 유발된다. 따라서 유한 요소 해석은 Fig. 

1과 같이 검사 하중 및 검사 제하 해석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인장력 단계, OPB 모멘트 단계, IPB moment 단계가 진행 되어

야 한다. 

실제 부유식 플랫폼의 계류선은 OPB 모멘트와 IPB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OPB 모멘트 이후 

IPB 모멘트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IPB 모멘트 이후 OPB 모

멘트가 작용할 수도 있다. OPB 모멘트와 IPB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와 에 따른 해석 케이스가 매우 방대해진

다. 즉 인장력 등분 회수,  등분 회수, 그리고 의 등분 

회수의 곱만큼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의 순차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

여, Fig. 2에 보인 바와 같은, 등급 R4, 공칭 지름 107mm 스터드

리스 링크(studless link)의 한 응력 집중부에서의 최대 주응력을 

관찰하였다. MBL의 10%와 70%에 상응하는 인장력을 OPB 하중

(=-7 )̊과 IPB 하중(-7˚≤  ≤+7 )̊하중이 동시에 작용

하는 경우에 각각 상속시킨 경우를 T10-OPB/IP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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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고, 가 증가할수록 두 케이스의 결과 차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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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중이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차적 하중

의 부여는 비교적 타당한 가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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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9단계를 기능적으로 분

류하고, 이를 4개 모듈로 그룹화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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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에서 ①은 유체동역학 해석 결과로부터 인장력 및 

인장각 이력을 확보, ②는 비선형 해석을 위한 INPUT생성, ③은 

각 조건에 따른 주응력 평면 생성 그리고 ④는 면내외 굽힘 피

로 예측을 나타낸다.

Fig. 4 Flow chart of the developed program

3.2 인장각과 인장력 이력 확보 모듈

0.0 500.0 1.0k 1.5k 2.0k 2.5k 3.0k 3.5k 4.0k

-0.40

-0.20

0.00

0.20

0.40

0.60

0.80

1.00

R
o
ll 

(d
e
g
re

e
)

Time (s)

 Roll
 Modified Roll

(a) Roll angle curves

0.0 500.0 1.0k 1.5k 2.0k 2.5k 3.0k 3.5k 4.0k

-4.00

-2.00

0.00

2.00

4.00

6.00

P
itc

h
 (

d
e
g
re

e
)

Time (s)

 Pitch
 Modified Pitch

(b) Pitch angle curves

0.0 500.0 1.0k 1.5k 2.0k 2.5k 3.0k 3.5k 4.0k
-5.00

-4.00

-3.00

-2.00

-1.00

0.00

1.00

2.00

3.00

Y
a
w

 (
d
e
g
re

e
)

Time (s)

 Yaw
 Modified Yaw

(c) Yaw angle curves

Fig. 5 Comparisons of roll, pitch and yaw

 본 모듈을 통하여 계류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유체 동역학 

해석 결과로부터 인장력, 인장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보할 수 

있다. 부유식 구조물은 주어진 환경 하중으로 인하여 초기 위치

(원점)에서 벗어나 수평 방향 힘의 평형을 만족하는 위치에서 

불규칙 주기 운동을 한다. 그러므로 각 하중 조건(load case)에 

따른 평형 위치에서의 횡동요(Roll), 종동요(Pitch), 선수동요

(Yaw)하고, 이때의 인장각도 평형 위치를 원점으로 불규칙 반복

한다. 본 모듈은 오일러 좌표 변환(Euler coordinate transform)

을 통하여 계류선의 부유체의 연결부 수평 위치에 무관하게 인

장력과 인장각을 도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Fig. 5와 

같이 횡동요, 종동요, 선수동요에 대하여 영점을 자동으로 탐색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초기 불안전 구간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

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에 대한 인장력과 인장각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모듈은 고려한 모든 하중 조건에 인장력 및 인장각의 최대

값과 최소값을 자동으로 탐색하므로, 인장력과 인장각의 등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등간격 또는 불

규칙 간격으로 인장력과 인장각을 분할할 수 있다.
3.3 비선형 구조 해석 파일 모듈

전술한 바와 같이, OPB 하중 스텝과 IPB 하중 스텝을 해석하

기 위해서 다수의 구조 해석 파일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자

동화된 프로그램 모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검사 하중과 MBL을 결정하기 위한 체인의 

형상(스터드 또는 스터드리스), 크기(공칭 지름)와 소재 등급, 둘

째 구조 해석 모델에 대한 각 하중 단계별 경계 조건 및 하중 

조건, 셋째 인장력 및 인장각의 분할 정보가 모두 요구된다. 본 

모듈은 인장력의 크기를 직접 정의하거나 MBL 대비 비율로 정

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모듈은 검사 하중 단계, 검사 하중 제하 단계, 분할 인장력

을 포함하는 파일, OPB 인장각을 포함하는 파일, 그리고 IPB 인

장각을 포함하는 파일로 나뉘어 생성된다. 분할된 인장력 하중

은 오름차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원하는 수준의 인장력을 

상속받은 후 인장각 하중을 오름차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때 음의 인장각은 내림차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3.4 최대 주응력 평면 모듈

이 모듈은 모든 구조 해석을 완료한 후 일괄적으로 모든 결과 

파일에 접근하여 원하는 응력 집중부의 응력 성분을 추출한다. 

또한 응력 성분으로부터 최대 주응력, 최대 주각, 그리고 최대 

주응력 평면을 생성한다. Fig. 6은 한 응력 집중부에서 인장력 

및 와 에 따른 최대 주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유체 

동역학 해석으로부터 얻은 불규칙한 인장력 및 인장각 이력을 

보간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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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distribution of maximum principal stress

3.5 피로 예측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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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듈은 불규칙한 인장력 및 인장각 이력을 각 응력 집중부

에서의 최대 주응력 평면에 보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최대 주

응력은 인장력,  , 에 따라 변동적이므로, 삼중 보간법

(3D tri-linear interpolation)이 적용되었다.

본 모듈은 RFC를 이용하여 도출된 최대 주응력으로부터 최대 

주응력 범위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선형 누

적 법칙에 따라 피로 손상도를 얻을 수 있다.

3.6 면내외 공칭 굽힘 모멘트 모듈

본 모듈은 BV 가이드라인(Bureau Veritas, 2014)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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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법론은 OPB 모멘트 또는 IPB 모멘트를 유발하기 위하

여 강제 회전(prescribed rotation)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

칭 OPB/IPB 모멘트를 도출하기 위하여 단순 지지된 보의 처짐

이론을 적용하여 OPB/IPB 공칭 모멘트를 추정한다. 이때 보의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링크의 스팬(span)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7참조). Fig. 7는 링크의 스팬을 평행부의 끝

점을 이용한 (a), 만곡부 안쪽 (b), 만곡부 중간점 (c) 그리고 만

곡부의 바깥쪽 (d)로 나누어진 4개의 스팬 종류를 나타낸다.

Fig. 8은 스팬의 평행부 끝점을 이용하여, 등급 R4, 공칭 지름 

107mm 스터드리스 체인에 MBL의 10%, 70% 인장력을 부여하여 

얻은 공칭 OPB 모멘트를 제시하였다.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BV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칭 모멘트도 동시에 제시

하였다. 국부 응력 집중부의 최대 주응력-인장각 관계를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공칭 OPB 모멘트 관계로 나누면 각 응력 집중부

별 비선형적인 SCF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BV 가이드라인

은 SCF를 상수로 가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SCF를 산정할 경우 비선형임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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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Nominal OPB moment curves

4. 결론

본 논문은 Choung and Han(2016)이 제안한 최대 주응력 기반

의 면내외 굽힘 효과를 고려한 피로 예측 기법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은 여러 하중 단계를 순차적으로 비

선형 해석을 진행하여 얻어진 최종 하중 단계의 최대 주응력을 

사용하므로, 하중 단계별 응력의 선형합이나 SCF에 의존적이지 

않아 역학적으로 타당하고 혁신적인 방법임을 설명하였다.

최대 주응력 기반 방법론의 과정을 기능적으로 4가지로 분류

하여 각각을 모듈로 개발하였으며, 각 모듈에 적용된 이론 및 

과정을 설명하였다. BV 가이드라인을 구현할 수 있는 공칭 모멘

트 모듈을 동시에 제공하여 BV 가이드라인에 따른 피로 예측도 

가능하며, BV 가이드라인의 기술적 한계점을 파악할수 있게 되

었다.

본 프로그램을 실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체인의 공칭 지름, 등급, 유형 등은 규격화되어 있

으므로, 체인별 최대 주응력 평면, 공칭 모멘트 등을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하므로서, 면내외 굽힘을 고려한 피로 강도 평가의 시

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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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distribution of maximum princip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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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두꺼운 해빙에 대한 반복 충격쇄빙 시 빙하중 신호 분석

안세진 안우성 이탁기 최경식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원 해양시스템공학과

국립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해양산업연구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쇄빙과정 충격쇄빙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 시간이력
상승시간 감쇄시간

빙해역에서 선박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쇄빙작업이 필요하다 쇄빙모드는 얼음의 재료특성과 빙상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쇄
빙모드의 종류로는 충격쇄빙과 연속쇄빙이 있다 충격쇄빙은 두꺼운 빙판이나 빙맥에서 큰 효과를 가진다 연속쇄빙은 평탄빙에서 운항
할 경우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빙판의 압괴나 굽힘 시의 충격 지속시간은 초부터 초까지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충격쇄빙시에는 
충격 지속시간이 증가한다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는 년 여름동안 남극해에서 연구항해를 수행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계획되어있던 공식쇄빙과 계획되
지 않은 두꺼운 해빙에서의 비공식쇄빙을 시행하며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꺼운 해빙에서의 충격쇄빙 시 계측되었던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를 분석한다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의 시간이력

을 이용하여 상승시간 과 감쇄시간 을 산정하고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에 대해 가지 파형
으로 제시한 이전 연구와 비교 및 분석했다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최근 년간 만이

하까지 줄어들면서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해 는 여

름기간 동안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북극항로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를 잇는 항로를 뜻한다 또한 북서

항로와 북동항로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사의 북극항로 시범항해에 따르면 부산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러시아의 항까지 기존항로를 이용할 때 

약 일을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베링해협을 통과하여 시베리

아 북부 해안을 따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북동항로를 이용

할 때는 약 일을 항해하면 된다 남방항로

를 이용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북극항로는 약 를 단축

하는 항로이다 이는 북극항로의 최대 장점이다

이러한 항로구축은 북극의 막대한 원유 및 천연가스 등 각종 

천연자원과 풍부한 해저 에너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발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북극권을 둘러싼 관심으로 주

목되고 있다 또한 극지용 선박 시장에서는 쇄빙선 외에 기존 

선박의 특징에 쇄빙능력을 내포한 쇄빙유조선 쇄빙 선 쇄

빙컨테이너선 등 쇄빙상선의 수요증가로 확대되고 있다

쇄빙능력은 빙해역에서 선박이 항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능력이다 쇄빙은 일반적으로 충격쇄빙과 연속쇄빙으로 구분된

다 충격쇄빙은 두꺼운 빙판이나 빙맥에서 큰 효과를 가지며 연

속쇄빙은 평탄빙에서 운항할 경우 이용된다 쇄빙작업을 수행할 

때 선박은 해빙과의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전체 또는 국부적으

로 힘을 받는다 이러한 힘을 빙하중 또는 빙압력이라 한다 빙

압력은 특정 부위의 국부적인 면적에만 작용하는 국부 빙하중을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쇄빙선박에 작용하는 빙하중은 

일반해역에서 발생하는 파랑하중이나 슬래밍에 의한 힘보다 크

기 때문에 설계 시 빙하중의 크기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년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설계 및 건조한 한국 최초의 쇄

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년 월 일에서 월 일 사이 남극 

아문젠 해를 항해하였다 아라온호는 빙판 쇄

빙운항 빙해역 일반 운항으로 구분하여 선수선측부의 빙하중 

실선계측시험을 수행하였다 빙하중 계측을 위해 선수선측부 외

판 내측에 개의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이를 통해 계측

된 데이터는 공식적인 두 차례의 쇄빙 성능 시험과 빙 밀집도가 

다양한 빙해역에서 얼음을 깨고 운항하는 일반 이동항해 도중 

기록된 것이다

본 연구는 충격량이 충격 지속시간과 충격하중에 비례하므로

충격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선체 손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충격 지속시간을 분석하기 위

해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격쇄빙의 지속시간에 대해 분석

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충격쇄빙 시 계측된 변형도 

데이터를 응력으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응력 중 이상의 

피크가 기록되었을 때의 계측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피크가 발생

했을 때의 시간이력을 최대 응력으로 무차원화한 후 이 그래프

를 이용하여 상승시간 감쇄시간을 정리하였으며 충격지속 

시간을 계산하였다 또한 측정된 신호를 가지 유형으로 나타낸 

이전연구 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그 특성

을 조사 분석하였다

년 아라온호의 남극 운항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건조된 이후 년 

월부터 최근까지 남극해와 북극해에서 빙하중과 빙저항 등 다양

한 실선계측시험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년 월 일부터 

월 일 사이 아라온호는 남극 아문젠 해의 빙해역에서 실선계

측과 쇄빙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충격쇄빙을 진행한 곳은 

에서 로 표시된 곳이다

년 남극 아문젠 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선수선측에 작

용하는 국부 빙하중을 계측하기 위해서 선수 스러스트실 내의 

외판 안쪽  하부의 사이에 흘수부

를 중심으로 좌현 개 우현 개 전체 개의 로제트 게이지

를 부착하였다 방향 로제트 형식으로 총 개 채널을 동시에 

계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는 아라온호에서 로제트 게

이지가 설치된 부위를 나타내고 있다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한 

아라온호 외판의 재질은 강재로서 항복강도 탄

성계수 프아송비 이다 

반복 충격쇄빙 상황과 시행 장소

은 아라온호의 일반 이동운항 동안 계측된 자료 중 충

격쇄빙과 관련된 데이터 관련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시

험번호는 계측팀이 일반 운항 중 각 계측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쇄빙이 발생한 와 두 

번의 계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계측시간은 세계 협

정시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충격쇄빙이 발생한 위치는

에서 

으로 이동할 때와 에서 

으로 이동 중 발생하였다 게

이지는 계측 당시 게이지의 불량으로 인해 계측되지 않았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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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두꺼운 해빙에 대한 반복 충격쇄빙 시 빙하중 신호 분석

안세진 안우성 이탁기 최경식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원 해양시스템공학과

국립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해양산업연구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쇄빙과정 충격쇄빙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 시간이력
상승시간 감쇄시간

빙해역에서 선박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쇄빙작업이 필요하다 쇄빙모드는 얼음의 재료특성과 빙상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쇄
빙모드의 종류로는 충격쇄빙과 연속쇄빙이 있다 충격쇄빙은 두꺼운 빙판이나 빙맥에서 큰 효과를 가진다 연속쇄빙은 평탄빙에서 운항
할 경우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빙판의 압괴나 굽힘 시의 충격 지속시간은 초부터 초까지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충격쇄빙시에는 
충격 지속시간이 증가한다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는 년 여름동안 남극해에서 연구항해를 수행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계획되어있던 공식쇄빙과 계획되
지 않은 두꺼운 해빙에서의 비공식쇄빙을 시행하며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꺼운 해빙에서의 충격쇄빙 시 계측되었던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를 분석한다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의 시간이력

을 이용하여 상승시간 과 감쇄시간 을 산정하고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에 대해 가지 파형
으로 제시한 이전 연구와 비교 및 분석했다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최근 년간 만이

하까지 줄어들면서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해 는 여

름기간 동안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북극항로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를 잇는 항로를 뜻한다 또한 북서

항로와 북동항로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사의 북극항로 시범항해에 따르면 부산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러시아의 항까지 기존항로를 이용할 때 

약 일을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베링해협을 통과하여 시베리

아 북부 해안을 따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북동항로를 이용

할 때는 약 일을 항해하면 된다 남방항로

를 이용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북극항로는 약 를 단축

하는 항로이다 이는 북극항로의 최대 장점이다

이러한 항로구축은 북극의 막대한 원유 및 천연가스 등 각종 

천연자원과 풍부한 해저 에너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발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북극권을 둘러싼 관심으로 주

목되고 있다 또한 극지용 선박 시장에서는 쇄빙선 외에 기존 

선박의 특징에 쇄빙능력을 내포한 쇄빙유조선 쇄빙 선 쇄

빙컨테이너선 등 쇄빙상선의 수요증가로 확대되고 있다

쇄빙능력은 빙해역에서 선박이 항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능력이다 쇄빙은 일반적으로 충격쇄빙과 연속쇄빙으로 구분된

다 충격쇄빙은 두꺼운 빙판이나 빙맥에서 큰 효과를 가지며 연

속쇄빙은 평탄빙에서 운항할 경우 이용된다 쇄빙작업을 수행할 

때 선박은 해빙과의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전체 또는 국부적으

로 힘을 받는다 이러한 힘을 빙하중 또는 빙압력이라 한다 빙

압력은 특정 부위의 국부적인 면적에만 작용하는 국부 빙하중을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쇄빙선박에 작용하는 빙하중은 

일반해역에서 발생하는 파랑하중이나 슬래밍에 의한 힘보다 크

기 때문에 설계 시 빙하중의 크기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년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설계 및 건조한 한국 최초의 쇄

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년 월 일에서 월 일 사이 남극 

아문젠 해를 항해하였다 아라온호는 빙판 쇄

빙운항 빙해역 일반 운항으로 구분하여 선수선측부의 빙하중 

실선계측시험을 수행하였다 빙하중 계측을 위해 선수선측부 외

판 내측에 개의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이를 통해 계측

된 데이터는 공식적인 두 차례의 쇄빙 성능 시험과 빙 밀집도가 

다양한 빙해역에서 얼음을 깨고 운항하는 일반 이동항해 도중 

기록된 것이다

본 연구는 충격량이 충격 지속시간과 충격하중에 비례하므로

충격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선체 손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충격 지속시간을 분석하기 위

해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격쇄빙의 지속시간에 대해 분석

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충격쇄빙 시 계측된 변형도 

데이터를 응력으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응력 중 이상의 

피크가 기록되었을 때의 계측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피크가 발생

했을 때의 시간이력을 최대 응력으로 무차원화한 후 이 그래프

를 이용하여 상승시간 감쇄시간을 정리하였으며 충격지속 

시간을 계산하였다 또한 측정된 신호를 가지 유형으로 나타낸 

이전연구 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그 특성

을 조사 분석하였다

년 아라온호의 남극 운항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건조된 이후 년 

월부터 최근까지 남극해와 북극해에서 빙하중과 빙저항 등 다양

한 실선계측시험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년 월 일부터 

월 일 사이 아라온호는 남극 아문젠 해의 빙해역에서 실선계

측과 쇄빙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충격쇄빙을 진행한 곳은 

에서 로 표시된 곳이다

년 남극 아문젠 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선수선측에 작

용하는 국부 빙하중을 계측하기 위해서 선수 스러스트실 내의 

외판 안쪽  하부의 사이에 흘수부

를 중심으로 좌현 개 우현 개 전체 개의 로제트 게이지

를 부착하였다 방향 로제트 형식으로 총 개 채널을 동시에 

계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는 아라온호에서 로제트 게

이지가 설치된 부위를 나타내고 있다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한 

아라온호 외판의 재질은 강재로서 항복강도 탄

성계수 프아송비 이다 

반복 충격쇄빙 상황과 시행 장소

은 아라온호의 일반 이동운항 동안 계측된 자료 중 충

격쇄빙과 관련된 데이터 관련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시

험번호는 계측팀이 일반 운항 중 각 계측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쇄빙이 발생한 와 두 

번의 계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계측시간은 세계 협

정시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충격쇄빙이 발생한 위치는

에서 

으로 이동할 때와 에서 

으로 이동 중 발생하였다 게

이지는 계측 당시 게이지의 불량으로 인해 계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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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아라온호 운항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년 

월 일 강풍으로 인해 개수로가 닫혔다 아라온호는 두꺼운 

유빙 중간에 갇히게 되었다 두꺼운 유빙은 그날 이상을 

움직였다 이후 개수로 앞쪽은 완전히 사라졌다 시간동안 아

라온호는 최고출력으로 반복적인 충격쇄빙을 시행해 두꺼운 유

빙을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아라온

호는 성공적으로 벗어났고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상당히 많

은 양이 기록되었다 

년 충격쇄빙 시 빙하중 계측 자료 분석

로제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의 법칙을 적용

하여 응력으로 환산하였다 로제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신호들 

중 선수미 방향의 값을 대표값으로 취하였는데 이는 선수 쇄빙

에 의해 깨진 얼음이 선박의 진행에 따라 선측 외판을 타고 흐

른다고 본 것이다 에서 max는 피크

응력의 최댓값 는 상승시간 는 감쇄시간 는 지

속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승시간은 신호가 점을 통과하

는 시점부터 피크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며

감쇄시간은 피크점부터 무차원화 된 응력수준이 점에 이르는 

시간이다 그리고 의 지속시간은 

감쇄시간을 두 배하여 상승시간과 더한 값으로 취하였다

하지만 는 감쇄시간이 끝난 후 응력이 이 되었

을 때의 시간을 계산하여 상승시간 계산점으로부터 계산된 점까

지의 시간차이를 지속시간 값이라 취하였다

년 월 일 충격쇄빙에서는 총 동안 이

상의 최대 피크응력이 총 회가 기록되었다 각 게이지별 데

이터를 중간 피크 유무를 기준으로 신호유형 가지

로 분류하였다 각 신호유형 가지별로 피크응력 상승시

간 감쇄시간 지속시간의 최댓값 최솟값 그리고 평균으로 

정리하여 각각 에 정리하였다 계측된 피크응력 최댓값

은 이였다 또한 평균 상승시간은 평균 

감쇄시간은 평균 지속시간은 이다

max   

는 신호유형별 가지로 분류된 충격쇄빙 계측 데이터 중 

상승시간과 피크응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일반 운항 시 계측된 피크응력은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상승시간이 짧은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일부 데이터는 긴 상승시간구간에서 비교

적 높은 피크 응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두꺼운 빙

판을 저속으로 쇄빙한 당시 운항 상황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피크응력이 높을 경우 의 신호가 가

장 많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상승시간이 이상일 때는 대부

분이 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긴 상승시간이 계측된 데이

터는 년 북극해의 빙하중 신호를 분석한 자료

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과 의 데이

터는 약 이전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의 데

이터는 약 이후에 많이 분포했다

은 감쇄시간과 피크응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감쇄시간은 상승시간과 다르게 이상일 때

는 만 기록되었다 그러나 은 예외로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얼음의 굽힘 강도가 다른 얼음보다 높아 선수부에 작

용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를 기준으로 

는 이전에 대부분 분포하고 는 이후에 대

부분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지속시간과 피크응력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다 은 쇄빙 상선의 충격쇄

빙 시 지속시간이 범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남극에서 충격쇄빙을 시행하며 계측된 충격 지속시간은 평균 

였다 또한 별로 모두 분포하는 범위가 달랐다 전

체 데이터에서 지배적인 의 경우 의 넓은 범위

로 분포하였다 와 은 는 까

지 분포하였다 가장 긴 지속시간을 가지는 의 경우 최

고 약 까지 지속되었으며 지속시간범위는 까지 

고루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이에 분포함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은 충격쇄빙에서 충격 지속시간이 가장 긴 개의 데이

터를 추출하여 피크응력 상승시간 감쇄시간 지속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충격쇄빙의 평균 지속시간은 로 나타났

다 또한 충격쇄빙의 모든 이벤트는 로만 나타났다 충격 

지속시간이 가장 긴 개의 데이터는 모두 에서만 나타

났다

쇄빙선이 연속쇄빙을 할 때는 주로 평탄빙이나 와 같

은 얼음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일정 이상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연속적으로 쇄빙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격쇄빙을 진행할 

때는 빙맥이나 두꺼운 얼음을 쇄빙할 때이므로 저속상태에서 고

출력으로 쇄빙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충격쇄빙 시 지속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쇄빙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

다

max   

은 앞서 정리한 의 데이터를 각각 무차원화해서 

하나의 그래프로 겹쳐 나타낸 것이다 선박이 빙맥과 같이 두껍

고 단단한 얼음을 쇄빙 할 때는 충격쇄빙을 한다 충격쇄빙은 

저속진행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승 시에서는 얼음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중간 피크가 없이 꾸준히 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얼음과 선박의 크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얼음이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경우는 무한 빙판과 같이 선박과 접촉하는 부분만 쇄빙 될 

수 있지만 그 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선박의 운동에 대

해 일정 부분 저항하면서 버티기 때문에 지속적인 응력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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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아라온호 운항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년 

월 일 강풍으로 인해 개수로가 닫혔다 아라온호는 두꺼운 

유빙 중간에 갇히게 되었다 두꺼운 유빙은 그날 이상을 

움직였다 이후 개수로 앞쪽은 완전히 사라졌다 시간동안 아

라온호는 최고출력으로 반복적인 충격쇄빙을 시행해 두꺼운 유

빙을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아라온

호는 성공적으로 벗어났고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상당히 많

은 양이 기록되었다 

년 충격쇄빙 시 빙하중 계측 자료 분석

로제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의 법칙을 적용

하여 응력으로 환산하였다 로제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신호들 

중 선수미 방향의 값을 대표값으로 취하였는데 이는 선수 쇄빙

에 의해 깨진 얼음이 선박의 진행에 따라 선측 외판을 타고 흐

른다고 본 것이다 에서 max는 피크

응력의 최댓값 는 상승시간 는 감쇄시간 는 지

속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승시간은 신호가 점을 통과하

는 시점부터 피크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며

감쇄시간은 피크점부터 무차원화 된 응력수준이 점에 이르는 

시간이다 그리고 의 지속시간은 

감쇄시간을 두 배하여 상승시간과 더한 값으로 취하였다

하지만 는 감쇄시간이 끝난 후 응력이 이 되었

을 때의 시간을 계산하여 상승시간 계산점으로부터 계산된 점까

지의 시간차이를 지속시간 값이라 취하였다

년 월 일 충격쇄빙에서는 총 동안 이

상의 최대 피크응력이 총 회가 기록되었다 각 게이지별 데

이터를 중간 피크 유무를 기준으로 신호유형 가지

로 분류하였다 각 신호유형 가지별로 피크응력 상승시

간 감쇄시간 지속시간의 최댓값 최솟값 그리고 평균으로 

정리하여 각각 에 정리하였다 계측된 피크응력 최댓값

은 이였다 또한 평균 상승시간은 평균 

감쇄시간은 평균 지속시간은 이다

max   

는 신호유형별 가지로 분류된 충격쇄빙 계측 데이터 중 

상승시간과 피크응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일반 운항 시 계측된 피크응력은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상승시간이 짧은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일부 데이터는 긴 상승시간구간에서 비교

적 높은 피크 응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두꺼운 빙

판을 저속으로 쇄빙한 당시 운항 상황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피크응력이 높을 경우 의 신호가 가

장 많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상승시간이 이상일 때는 대부

분이 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긴 상승시간이 계측된 데이

터는 년 북극해의 빙하중 신호를 분석한 자료

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과 의 데이

터는 약 이전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의 데

이터는 약 이후에 많이 분포했다

은 감쇄시간과 피크응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감쇄시간은 상승시간과 다르게 이상일 때

는 만 기록되었다 그러나 은 예외로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얼음의 굽힘 강도가 다른 얼음보다 높아 선수부에 작

용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를 기준으로 

는 이전에 대부분 분포하고 는 이후에 대

부분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지속시간과 피크응력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다 은 쇄빙 상선의 충격쇄

빙 시 지속시간이 범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남극에서 충격쇄빙을 시행하며 계측된 충격 지속시간은 평균 

였다 또한 별로 모두 분포하는 범위가 달랐다 전

체 데이터에서 지배적인 의 경우 의 넓은 범위

로 분포하였다 와 은 는 까

지 분포하였다 가장 긴 지속시간을 가지는 의 경우 최

고 약 까지 지속되었으며 지속시간범위는 까지 

고루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이에 분포함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은 충격쇄빙에서 충격 지속시간이 가장 긴 개의 데이

터를 추출하여 피크응력 상승시간 감쇄시간 지속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충격쇄빙의 평균 지속시간은 로 나타났

다 또한 충격쇄빙의 모든 이벤트는 로만 나타났다 충격 

지속시간이 가장 긴 개의 데이터는 모두 에서만 나타

났다

쇄빙선이 연속쇄빙을 할 때는 주로 평탄빙이나 와 같

은 얼음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일정 이상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연속적으로 쇄빙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격쇄빙을 진행할 

때는 빙맥이나 두꺼운 얼음을 쇄빙할 때이므로 저속상태에서 고

출력으로 쇄빙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충격쇄빙 시 지속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쇄빙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

다

max   

은 앞서 정리한 의 데이터를 각각 무차원화해서 

하나의 그래프로 겹쳐 나타낸 것이다 선박이 빙맥과 같이 두껍

고 단단한 얼음을 쇄빙 할 때는 충격쇄빙을 한다 충격쇄빙은 

저속진행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승 시에서는 얼음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중간 피크가 없이 꾸준히 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얼음과 선박의 크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얼음이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경우는 무한 빙판과 같이 선박과 접촉하는 부분만 쇄빙 될 

수 있지만 그 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선박의 운동에 대

해 일정 부분 저항하면서 버티기 때문에 지속적인 응력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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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의 파형과 같이 감쇄 시에 

수차례의 작은 피크가 발생하는 것은 선체와 접촉한 얼음의 표

면이 부서진 후 곧바로 다른 표면에 접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 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

의 응력이 지속되는 경우는 얼음의 규모가 선박에 비해 상대적

으로 커서 충격쇄빙 시 얼음이 밀려나지 않고 버티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이전 연구와의 비교 및 고찰

는 캐나다 쇄빙선인 호가

년 여름에 북극을 항해하는 동안 측정한 빙 하중 데이터를 

발표하였다 데이터는 스트레인 게이지에 입력된 변형률을 응력

으로 변환하여 조사되었다 측정된 데이터 중 시간이력을 

이벤트와 이벤트로 비교분석한 바 있다 먼저 

이벤트를 살펴보면 지속시간은 약 로 나타

났으며 이전연구 에서 분류한 가지 신호유형 중 

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한 의 그래프는 에서 보고된 지속

시간이 인 이벤트의 예시와 비교된다 이

벤트는 이전연구 의 을 가지는 경

우와 유사하다고 추정된다 이전에 제시된 두 가지 종류의 신호

는 일반적인 신호유형보다 긴 감쇄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이벤트와 달리 상승시간이 길게 지속되는 특

징을 가진다 이는 아라온호가 저속상태에서 충격쇄빙을 진행한 

것과 선박과 얼음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저속상태의 선박은 얼음과의 첫 충돌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얼음을 밀어내게 된다 이때 얼음이 상대적으로 작다

면 곧바로 밀려날 것이다 그러나 얼음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

우에는 밀려나지 않고 버티게 되어 충격 지속시간이 길어지며 

점차적으로 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라 추정된

다

에서는 충격쇄빙 시 충격 지

속시간이 증가하며 두께의 빙판에서 쇄빙상선의 평균 충

격 지속시간은 사이에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쇄빙선의 계측 데이터를 통해 쇄빙상선의 충격 지속시간을 추정

해 보았다 쇄빙선이 두꺼운 빙판이나 빙맥지대를 통과할 때 분

쇄 파괴부는 로 증가하는데 쇄빙상선의 경우 분쇄 파괴부의 

길이는 이다 이전연구 에 따

르면 선속은 이하라고 보고하였다 선속 를 적용

하여 계산하면 쇄빙선에 비해 쇄빙상선은 분쇄 파괴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충격 지속시간이 쇄빙선보다 가량 더 길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의 충격쇄빙의 지속시간은 평균 

인 것으로 보아 쇄빙상선은 정도 지속

시간이 계측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긴 

지속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찰은 선박과 

얼음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것임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한 남극 아

문젠 해의 빙해역에서의 충격쇄빙 시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응력 수준인 을 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그 

신호의 파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년 남극 아문젠 해에서 계측된 의 피크 

데이터 개를 분석하였으며 이전연구 에서 

제시한 가지 신호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데이터 분류 결과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이 약 

로 가장 많이 측정되었다 의 경우 약 

의 경우 약 의 경우 약 의 경우 

약 로 이전연구 에서 측정된 것과 많은 차

이가 있다 또한 충격쇄빙을 진행하며 충격지속시간이 길 경우 

의 유형이 빈번히 계측되었다고 분석된다

충격쇄빙에서 지속시간이 가장 긴 데이터 개를 분석해 

본 결과 의 신호유형만 나타났다 저속으로 충돌을 진행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응력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여 상승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충격쇄빙에서는 의 신호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지속시간이 짧은 경우 이 지배적이었다 지속시

간이 길 경우 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

쇄빙의 지속시간은 라는 이전연구

와는 달리 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지속시간은 로 계산되었다 또한 지속시간 상위 개 데

이터의 평균 지속시간은 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계측신

호는 이전연구에서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은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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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쇄빙에서는 의 신호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지속시간이 짧은 경우 이 지배적이었다 지속시

간이 길 경우 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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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ontact area and total ice force 접촉면적과 총빙하중 사이의 관계

ABSTRACT: 북극해에 대한 관심과 쇄빙선 및 쇄빙상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빙하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빙해역 운항
선박의 구조설계 측면에서 해빙과의 접촉 및 충돌 시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용 가능한 빙하중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빙
하중은 일반해역에서 작용하는 파랑하중 또는 슬래밍에 의한 힘보다 크기 때문에 빙하중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조선사들
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이다. 하지만, 선체와 해빙과의 접촉 또는 충돌 상황이 다양하므로 특정 영역에 작용하는 빙하중을 산정하는 과
정은 매우 복잡하다. 빙하중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과정이 모두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한 제시는 없는 실
정이다.
Frederking(1999)은 하나의 단위면적(sub-panel)에 작용하는 최대 압력을 동시 접촉면적을 고려하여 ‘총하중(total force)'개념을 제시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북극해에서 아라온호에 의해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Frederking이 기술한 총하중의 개념을 적용하여 
총빙하중을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고찰해보자 하였다.

1. 서    론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해빙과의 접촉과 충돌이 불가피하

다. 이때, 선체는 전체 또는 국부적으로 힘을 받게 된다. 국부적

인 빙하중은 특정 부위의 일부 면적에 작용하는 빙압력으로 정

의된다. 구조적인 입장에서 해빙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빙하중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

로 조선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특히, 쇄빙선박의 빙하중은 

파랑하중이나 조파저항, 그리고 슬래밍 보다 선체에 더 큰 영향

이 작용한다. 하지만, 선체와 해빙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빙하중을 산정하는 데는 복잡한 과정이 따른

다. 국부 빙하중 자료는 선체 외판과 내부 구조부재에 설치된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anderson, 

1988). 측정된 변형률을 등가응력으로 변환하고, 구조해석 결과

를 통해 얻은 영향계수를  적용하여 접촉면적에 작용하는 빙압

력을 계산할 수 있다 (Lee 등, 2013).

Frederking(1999)은 쇄빙선 Oden호와 Louis S. St. Laurent호에

서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측면적을 하나의 ‘단위면적

(sub-panel)'으로 가정하고 이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최대 압력을 

계산하였다. 이후 동시접촉면적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의 작용하

는 힘을 모두 합함으로서 총하중(total force)개념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빙두께와 선박의 속도에 따른 총하중을 시간 축으로 

구한 후 이를 정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설계 실무에 있어 단

위면적보다 좀 더 넓고 직사각형의 크기를 갖는 ‘설계면적

(design area)’을 적용하여 빙하중을 검토하였다.

Lee 등 (2013)은 아라온호의 2010년 북극해 쇄빙 성능 시험을 

통해 계측된 변형률로 국부 빙압력을 계산하였다. 이들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빙압력을 직접법과 영향계수법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Kim 등 (2014)은 2010년 북극해에서 아라온호에 의해 계

측된 변형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박과 해빙의 실제 접촉면적을 

파악하고, 동시 접촉면적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향계수법과 직접법을 적용하여 빙압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북극해에서 이루어진 아라온호의 실선

계측시험을 통해 얻어진 변형률로부터 총빙하중을 산정하여 결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Lee 등 (2013)에서 제시한 직접법

을 적용하여 개별 게이지의 변형률로부터 개별 빙압력을 계산한 

후,  Frederking(1999)이 제안한 총하중 개념을 바탕으로 피크가 

발생하는 순간 인접한 영역에서 기준 값을 넘는 접촉면적을 판

별하고 개별 빙압력과 함께 총빙하중으로 환산하였다. 계산된 

총빙하중을 대상으로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북극해 실선 계측

아라온호는 2010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서 북극해의 

Chukchi해와 Beaufort해 일대에서 빙해역을 운항하며 선수 선측

부의 국부 빙하중 계측을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선수 추진기

실(thruster room)의 좌현 선체외판 내부, FR.104부터 FR.109사

이에 6개의 1축 게이지와 8개의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Lee 등, 2013). 

2013년에는 2010년 계측보다 더 많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

하였고, 부착범위 또한 FR.110까지 확장하였다. Fig. 1에서 보이

듯이 해빙과의 충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선수미(수평) 방향으로 1열, 선수 어깨부에 선체의 깊이(수직) 

방향으로 1열의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해빙과의 충돌을 정밀

히 분석하기 위해서 선수부의 일정영역에 사각형 배열로 게이지

를 부착하였다. 이때, 1축 게이지 3개와 로제트 게이지 22개를 

부착하여, 총 69 채널로 구성하였고, 계측 주파수는 50Hz로 설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표시된 사각형 배열의 로제트 

게이지에서 계측된 값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Location of the Araon's strain gauges

게이지가 부착된 외판은 EH36강이며, 두께는 34.5mm이다. 프

레임의 간격은 800mm이며, 선체 보강을 위해서 프레임과 치수

가 동일한 보강재가 두개의 프레임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Kwon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빙압력 계산을 위해서 2013년 계측 데

이터 중에서 변형률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8월 26일에 계측

된 4차례의 시험 기록을 이용하였다. 계측된 변형률을 등가응력

으로 변환하고, 20MPa이 넘는 등가응력을 정리하였다. Table 1

을 살펴보면, 총 계측시간은 60,600초이고, 계측 시간동안 20 

MPa이 넘는 등가응력은 총 2,425회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빙하중 계산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데

이터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계산 및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쇄빙시 해빙과의 충돌은 선박이 전진하면서 선수

에서 선미 쪽으로 흘러가듯이 이루어진다. Fig. 2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G11 게이지는 가장 선수 쪽에 배치된 

것이다. 또한 선체 깊이 방향으로 부착된 게이지 G4 & G5, G7 

& G8 그리고 G10 & G11에 의한 계측 값을 살펴보면 G5에서 

최대 피크 값이 기록되었다. 이때, 같은 수직선상의 게이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계측 값이 기록된 것을 Fig.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체깊이 방향으로 접촉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

은 두꺼운 해빙과 접촉하여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Date

Starting

time

(UTC)

Measuring

time

(sec)

No. of 

peak over 

20MPa

Max peak 

stress

(MPa)

August

26

01:17 7,200 23 112.16

03:28 14,400 385 121.35

07:28 21,000 1,086 156.18

17:40 18,000 931 171.07

Sum 60,600 2,425

Table 1 Summary of measurements in 2013 the Araon’s

Arctic Voyage

Fig. 2 Trends of stress signal movement

3. 총빙하중 계산 및 분석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변형률을 등가응력으로 환산

하였고, 20MPa이 넘는 계측 값을 정리하였다. 각 계측시간별

로 등가응력이 높은 값 상위 1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총 40

개의 값 중에서 다시 상위 10개의 값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

로 선정된 10개의 값들에 대해서, Lee 등(2013)에서 적용한 직

접법을 이용하여 빙압력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스트레

인 게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접촉면적은 인접한 스트레인 게이

지와의 경계까지로 선체깊이 방향으로 500mm이며, 선수미 방

향은 프레임과 보강재 사이의 간격인 400mm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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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북극해에 대한 관심과 쇄빙선 및 쇄빙상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빙하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빙해역 운항
선박의 구조설계 측면에서 해빙과의 접촉 및 충돌 시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용 가능한 빙하중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빙
하중은 일반해역에서 작용하는 파랑하중 또는 슬래밍에 의한 힘보다 크기 때문에 빙하중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조선사들
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이다. 하지만, 선체와 해빙과의 접촉 또는 충돌 상황이 다양하므로 특정 영역에 작용하는 빙하중을 산정하는 과
정은 매우 복잡하다. 빙하중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과정이 모두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한 제시는 없는 실
정이다.
Frederking(1999)은 하나의 단위면적(sub-panel)에 작용하는 최대 압력을 동시 접촉면적을 고려하여 ‘총하중(total force)'개념을 제시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북극해에서 아라온호에 의해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Frederking이 기술한 총하중의 개념을 적용하여 
총빙하중을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고찰해보자 하였다.

1. 서    론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해빙과의 접촉과 충돌이 불가피하

다. 이때, 선체는 전체 또는 국부적으로 힘을 받게 된다. 국부적

인 빙하중은 특정 부위의 일부 면적에 작용하는 빙압력으로 정

의된다. 구조적인 입장에서 해빙과의 충돌에 의한 손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빙하중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

로 조선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특히, 쇄빙선박의 빙하중은 

파랑하중이나 조파저항, 그리고 슬래밍 보다 선체에 더 큰 영향

이 작용한다. 하지만, 선체와 해빙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빙하중을 산정하는 데는 복잡한 과정이 따른

다. 국부 빙하중 자료는 선체 외판과 내부 구조부재에 설치된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anderson, 

1988). 측정된 변형률을 등가응력으로 변환하고, 구조해석 결과

를 통해 얻은 영향계수를  적용하여 접촉면적에 작용하는 빙압

력을 계산할 수 있다 (Lee 등, 2013).

Frederking(1999)은 쇄빙선 Oden호와 Louis S. St. Laurent호에

서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측면적을 하나의 ‘단위면적

(sub-panel)'으로 가정하고 이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최대 압력을 

계산하였다. 이후 동시접촉면적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의 작용하

는 힘을 모두 합함으로서 총하중(total force)개념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빙두께와 선박의 속도에 따른 총하중을 시간 축으로 

구한 후 이를 정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설계 실무에 있어 단

위면적보다 좀 더 넓고 직사각형의 크기를 갖는 ‘설계면적

(design area)’을 적용하여 빙하중을 검토하였다.

Lee 등 (2013)은 아라온호의 2010년 북극해 쇄빙 성능 시험을 

통해 계측된 변형률로 국부 빙압력을 계산하였다. 이들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빙압력을 직접법과 영향계수법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Kim 등 (2014)은 2010년 북극해에서 아라온호에 의해 계

측된 변형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박과 해빙의 실제 접촉면적을 

파악하고, 동시 접촉면적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향계수법과 직접법을 적용하여 빙압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북극해에서 이루어진 아라온호의 실선

계측시험을 통해 얻어진 변형률로부터 총빙하중을 산정하여 결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Lee 등 (2013)에서 제시한 직접법

을 적용하여 개별 게이지의 변형률로부터 개별 빙압력을 계산한 

후,  Frederking(1999)이 제안한 총하중 개념을 바탕으로 피크가 

발생하는 순간 인접한 영역에서 기준 값을 넘는 접촉면적을 판

별하고 개별 빙압력과 함께 총빙하중으로 환산하였다. 계산된 

총빙하중을 대상으로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북극해 실선 계측

아라온호는 2010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서 북극해의 

Chukchi해와 Beaufort해 일대에서 빙해역을 운항하며 선수 선측

부의 국부 빙하중 계측을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선수 추진기

실(thruster room)의 좌현 선체외판 내부, FR.104부터 FR.109사

이에 6개의 1축 게이지와 8개의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Lee 등, 2013). 

2013년에는 2010년 계측보다 더 많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

하였고, 부착범위 또한 FR.110까지 확장하였다. Fig. 1에서 보이

듯이 해빙과의 충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선수미(수평) 방향으로 1열, 선수 어깨부에 선체의 깊이(수직) 

방향으로 1열의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해빙과의 충돌을 정밀

히 분석하기 위해서 선수부의 일정영역에 사각형 배열로 게이지

를 부착하였다. 이때, 1축 게이지 3개와 로제트 게이지 22개를 

부착하여, 총 69 채널로 구성하였고, 계측 주파수는 50Hz로 설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표시된 사각형 배열의 로제트 

게이지에서 계측된 값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Location of the Araon's strain gauges

게이지가 부착된 외판은 EH36강이며, 두께는 34.5mm이다. 프

레임의 간격은 800mm이며, 선체 보강을 위해서 프레임과 치수

가 동일한 보강재가 두개의 프레임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Kwon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빙압력 계산을 위해서 2013년 계측 데

이터 중에서 변형률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8월 26일에 계측

된 4차례의 시험 기록을 이용하였다. 계측된 변형률을 등가응력

으로 변환하고, 20MPa이 넘는 등가응력을 정리하였다. Table 1

을 살펴보면, 총 계측시간은 60,600초이고, 계측 시간동안 20 

MPa이 넘는 등가응력은 총 2,425회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빙하중 계산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데

이터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계산 및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쇄빙시 해빙과의 충돌은 선박이 전진하면서 선수

에서 선미 쪽으로 흘러가듯이 이루어진다. Fig. 2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G11 게이지는 가장 선수 쪽에 배치된 

것이다. 또한 선체 깊이 방향으로 부착된 게이지 G4 & G5, G7 

& G8 그리고 G10 & G11에 의한 계측 값을 살펴보면 G5에서 

최대 피크 값이 기록되었다. 이때, 같은 수직선상의 게이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계측 값이 기록된 것을 Fig.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체깊이 방향으로 접촉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

은 두꺼운 해빙과 접촉하여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Date

Starting

time

(UTC)

Measuring

time

(sec)

No. of 

peak over 

20MPa

Max peak 

stress

(MPa)

August

26

01:17 7,200 23 112.16

03:28 14,400 385 121.35

07:28 21,000 1,086 156.18

17:40 18,000 931 171.07

Sum 60,600 2,425

Table 1 Summary of measurements in 2013 the Araon’s

Arctic Voyage

Fig. 2 Trends of stress signal movement

3. 총빙하중 계산 및 분석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변형률을 등가응력으로 환산

하였고, 20MPa이 넘는 계측 값을 정리하였다. 각 계측시간별

로 등가응력이 높은 값 상위 1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총 40

개의 값 중에서 다시 상위 10개의 값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

로 선정된 10개의 값들에 대해서, Lee 등(2013)에서 적용한 직

접법을 이용하여 빙압력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스트레

인 게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접촉면적은 인접한 스트레인 게이

지와의 경계까지로 선체깊이 방향으로 500mm이며, 선수미 방

향은 프레임과 보강재 사이의 간격인 400mm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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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압력 관계를 이용하여 빙압력을 추정할 수 있었다. Lee 

등(2013)에서 400x500(mm2)의 크기를 가지는 하나의 단위면적

을 16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식 (1)과 같은 영향계수 행렬을 구하였다.











        
        
        
        
        
        
        
        
        

(1)

피크등가응력을 기준으로 앞뒤 1.5초씩, 총 3초의 구간에 대

하여 직접법으로 빙압력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빙압력을 가지

고 해빙이 동시에 접촉하는 면적을 판별하였다. 동시접촉면적

을 판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기준압력

(threshold pressure) 0.35MPa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값은 

Frederking(1999)에서 적용한 값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를 

위해 같은 수준의 기준압력을 설정하였다.

판별된 접촉면적에 대해서 빙압력을 총빙하중(total ice 

force)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기준압력을 넘는 빙압력의 합과 

접촉면적의 곱으로 3초 구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의 총빙하중

을 계산하였다. 선정된 10개의 값 중에서 3개의 예시를 Fig. 

3~5에 나타내었다. Fig 3~5는 각각 Ranking 8~10에서 계산된 

총빙하중과 접촉면적, 그리고, 최대 단위면적의 압력을 시간이

력에 따라 나타내었다. 또한 Fig. 6에는 Frederking(1999)에서 

제시한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간이력 그래프이다.

Fig. 3~5를 Fig. 6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단위면적의 최

대 압력 곡선이 총빙하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t. Laurent의 단위면적은 0.72m2이지만, 아라온호

의 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은 0.2m2이다. 또한, 계측당시 쇄빙

운항이 이루어졌던 St. Laurent호와는 달리 아라온호는 일반항

해만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단위면적의 크기와 운항성격의 차

이로 인해 계측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아라온호의 계측구간이 다소 짧게 계

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아라온호가 두꺼운 해

빙의 쇄빙운항을 하지 않았고, 비교적 수월하게 운항할 수 있

는 해역을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빙하중을 0.35MPa을 넘는 압력과 이에 해

당하는 접촉면적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면

적이 0이 되는 시간대에는 총빙하중의 값이 0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Fig. 6을 살펴보면 약 0~0.5초 구간에서 접촉면적은 0

으로 떨어지지만 총하중은 0이 아닌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총하중 계산 시 기준압력인 

0.35MPa을 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 총하중을 

계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앞선 계산과는 

별개로 기준압력을 넘지 않더라도 압력이 계측된 영역까지 고

려하여 총빙하중을 계산하여, Fig. 7에 Ranking 8의 총빙하중

을 새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7을 보면, 압력이 계측된 

모든 계측영역의 압력을 합하여 총빙하중을 계산했기 때문에, 

앞선 계산 결과보다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크

가 기록된 영역과 인접한 영역에서 기준압력보다는 낮은 압력

이지만 총하중 개념으로 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접한 영역에

서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Total force, contact area,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ranking 8 

considering threshold pressure 0.35

Fig. 4 Total force, contact area,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ranking 9 

considering threshold pressure 0.35

Fig. 5 Total force, contact area,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ranking 10 

considering threshold pressure 0.35

Fig. 6 Total force, contact area and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Louis S. St. Laurent (Frederking, 1999)

Total force, contact area,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ranking 8 

considering whole-area

4. 결     론

본 연구는 2013년 8월26일, 북극해에서 계측된 변형률 데이

터를 바탕으로 빙압력을 계산하였고, 총하중 개념을 적용하여 

총빙하중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계측된 변형률을 등가응력으로 정리하고, 20MPa 이상의 데

이터 중에서 값이 큰 것부터 상위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3개

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등가응력으로부터 빙압력을 

계산하였고, 기준압력 0.35MPa을 기준으로 해빙이 동시에 접

촉하는 면적을 판별하였다. 기준압력을 넘는 계측영역의 빙압

력의 합과 접촉면적의 곱으로 총빙하중을 계산하였다. 총빙하

중, 기준압력을 넘는 접촉면적, 그리고 최대 단위면적의 압력

을 피크점을 기준으로 하는 총 3초의 구간에 대한 시간이력 

그래프를 나타내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산된 총빙하중과 충격지속시간은 이전의 연구(Frederking, 

1999)보다는 상당히 작은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하나의 단

위면적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고, 두 연구에 바탕이 된 아라온

호와 St. Laurent호의 운항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또한, 접촉면적이 0일 때 총빙하중 또한 0으로 계산되는 

본 연구와는 달리, Frederking(1999)에서는 접촉면적이 0일지라

도 총하중은 0이 되지 않았다. 이는 총하중의 적용식에서 차이

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값의 

차이를 두고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총하중 개념으로 

압력이 발생한 영역의 힘을 합쳐서 분석하는 것은 좋은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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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압력 관계를 이용하여 빙압력을 추정할 수 있었다. Lee 

등(2013)에서 400x500(mm2)의 크기를 가지는 하나의 단위면적

을 16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식 (1)과 같은 영향계수 행렬을 구하였다.











        
        
        
        
        
        
        
        
        

(1)

피크등가응력을 기준으로 앞뒤 1.5초씩, 총 3초의 구간에 대

하여 직접법으로 빙압력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빙압력을 가지

고 해빙이 동시에 접촉하는 면적을 판별하였다. 동시접촉면적

을 판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기준압력

(threshold pressure) 0.35MPa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값은 

Frederking(1999)에서 적용한 값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를 

위해 같은 수준의 기준압력을 설정하였다.

판별된 접촉면적에 대해서 빙압력을 총빙하중(total ice 

force)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기준압력을 넘는 빙압력의 합과 

접촉면적의 곱으로 3초 구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의 총빙하중

을 계산하였다. 선정된 10개의 값 중에서 3개의 예시를 Fig. 

3~5에 나타내었다. Fig 3~5는 각각 Ranking 8~10에서 계산된 

총빙하중과 접촉면적, 그리고, 최대 단위면적의 압력을 시간이

력에 따라 나타내었다. 또한 Fig. 6에는 Frederking(1999)에서 

제시한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간이력 그래프이다.

Fig. 3~5를 Fig. 6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단위면적의 최

대 압력 곡선이 총빙하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t. Laurent의 단위면적은 0.72m2이지만, 아라온호

의 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은 0.2m2이다. 또한, 계측당시 쇄빙

운항이 이루어졌던 St. Laurent호와는 달리 아라온호는 일반항

해만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단위면적의 크기와 운항성격의 차

이로 인해 계측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아라온호의 계측구간이 다소 짧게 계

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아라온호가 두꺼운 해

빙의 쇄빙운항을 하지 않았고, 비교적 수월하게 운항할 수 있

는 해역을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빙하중을 0.35MPa을 넘는 압력과 이에 해

당하는 접촉면적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면

적이 0이 되는 시간대에는 총빙하중의 값이 0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Fig. 6을 살펴보면 약 0~0.5초 구간에서 접촉면적은 0

으로 떨어지지만 총하중은 0이 아닌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총하중 계산 시 기준압력인 

0.35MPa을 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 총하중을 

계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앞선 계산과는 

별개로 기준압력을 넘지 않더라도 압력이 계측된 영역까지 고

려하여 총빙하중을 계산하여, Fig. 7에 Ranking 8의 총빙하중

을 새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7을 보면, 압력이 계측된 

모든 계측영역의 압력을 합하여 총빙하중을 계산했기 때문에, 

앞선 계산 결과보다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크

가 기록된 영역과 인접한 영역에서 기준압력보다는 낮은 압력

이지만 총하중 개념으로 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접한 영역에

서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Total force, contact area,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ranking 8 

considering threshold pressure 0.35

Fig. 4 Total force, contact area,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ranking 9 

considering threshold pressure 0.35

Fig. 5 Total force, contact area,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ranking 10 

considering threshold pressure 0.35

Fig. 6 Total force, contact area and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Louis S. St. Laurent (Frederking, 1999)

Total force, contact area, maximum sub-panel 

pressure as a function of time for ranking 8 

considering whole-area

4. 결     론

본 연구는 2013년 8월26일, 북극해에서 계측된 변형률 데이

터를 바탕으로 빙압력을 계산하였고, 총하중 개념을 적용하여 

총빙하중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계측된 변형률을 등가응력으로 정리하고, 20MPa 이상의 데

이터 중에서 값이 큰 것부터 상위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3개

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등가응력으로부터 빙압력을 

계산하였고, 기준압력 0.35MPa을 기준으로 해빙이 동시에 접

촉하는 면적을 판별하였다. 기준압력을 넘는 계측영역의 빙압

력의 합과 접촉면적의 곱으로 총빙하중을 계산하였다. 총빙하

중, 기준압력을 넘는 접촉면적, 그리고 최대 단위면적의 압력

을 피크점을 기준으로 하는 총 3초의 구간에 대한 시간이력 

그래프를 나타내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산된 총빙하중과 충격지속시간은 이전의 연구(Frederking, 

1999)보다는 상당히 작은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하나의 단

위면적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고, 두 연구에 바탕이 된 아라온

호와 St. Laurent호의 운항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또한, 접촉면적이 0일 때 총빙하중 또한 0으로 계산되는 

본 연구와는 달리, Frederking(1999)에서는 접촉면적이 0일지라

도 총하중은 0이 되지 않았다. 이는 총하중의 적용식에서 차이

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값의 

차이를 두고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총하중 개념으로 

압력이 발생한 영역의 힘을 합쳐서 분석하는 것은 좋은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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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dynamic analysis of wind turbine tower (WTT) subjected to harmonic force excitation is numerically 
performed in a structural analysis program. Firstly,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f target WTT is introduced briefly. Then a finite 
element model based on real WTT is simulated in Midas FEA. In this model, the excitation is assumed as a harmonic force 
located at the rotor. Secondly, the dynamic analysis of finite element model is carried out in the finite element model. Th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of the WWT are computed from the modal analysis and the forced vibration analysis. 
From the forced vibration analysis, the acceleration signals of the WTT under the harmonic excitation are employed to extract 
the modal parameters. 

1.Introduction

Renewable wind energy has recently received a significant 

increase in attention of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is is a promising sector because wind energy produces no 

greenhouse gas which is a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The 

strong investment into wind energy harvest leads to 

consideration of safety and durability of wind turbine tower. 

During lifetime, the slender vertical wind tower exposes to 

strong wind frequently so it experiences large vibration and 

repeated stress cycles causing damage in structure (Benedetti 

et al. 2011). Therefore, wind turbine tower requires routine 

inspection and non-destructive investigation such as 

vibration-based methods. The dynamics analysis of wind turbine 

reveals modal properties which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ct 

damage occurrences in vibration-based methods (Kim et all. 

2003, Ciang et al. 2008, Cuong et al. 2016).

The approach of present work is arranged as following. At 

first,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f target WTT is introduced 

briefly. Then a numerical modelling of WTT is simulated in 

structural analysis program, Midas FEA. In this study, the 

excitation is expected as a harmonic force located at the rotor. 

Secondly, the dynamic analysis of finite element model is 

carried out in the simulation model. From the modal analysis, 

th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can be extracted. 

Likewise, the acceleration response of connection flanges are 

attained from the forced vibration analysis with structural 

damping effect. Then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vibration 

response is plotted to estimate modal parameters under forced 

vibration. Finally, a conclusion is then summarized at the end.

2. Finite Element Modelling 

2.1 Target wind turbine structure  

The finite element model is based on a real wind turbine 

tower which is located in Hankyung II Wind Park, Jeju island, 

Korea. The type of wind turbine tower is V90-3.0MW with 

nominal rating 3000 kW. The cut-in wind speed is 4 m/s 

while the cut-out is 25 m/s. There are 3 blades up wind 

direction. Nacelle and Rotor weighs 68 and 39.8 ton 

respectively (Vestas. 2004).

Fig. 1  Power curve for VESTAS V90-3.0MW

The real structure is 80m high including hub. The tower is 

composed of 4 main segments which are connected to each 

other by means of double flanges with fully pre-loaded bolts. 

The first segment is embedded in foundation and only 0.55m 

height is above the foundation surface. The second segment 

is 19.21m long while the length of two remaining segment is 

around 29m. Each main segment is welded from several 

sections changing the thickness along the elevation. The 

tubular tower material is S355 J2G31. The diameters at top 

and bottom level are 2.316m, 4.150m respectively.

No Location Elevation (m)

1 Flange 1 0.55

2 Flange 2 19.76

3 Flange 3 48.77

4 Flange 4 77.85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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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STAS V90-3.0MW Tower

2.2 Description of finite element modelling

The finite element model has 4 main segments. The 

thickness varies along the elevation with the same values 

as in design drawing. Each segment has one flange at the 

bottom and top which are connected together to form the 

whole structure. The following figure show the finite 

element model in structural analysis program, Midas FEA.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WTT 

The rotor and nacelle are simulated as lump masses on 

the top of tower. The location of each lump mass is at 

center of each item. These masses are linked rigidly to a 

master point before being connected to the top flange. 

The base boundary condition is assigned as fixed restraint 

with foundation. 

Table 1  Elevation of flanges in WWT

The first flange is located near the foundation at 0.55m 

above the ground. This flange is a part of first main 

segment which is embedded in the foundation during 

construction. The second and third flange are located at 

19.76m and 48.77m accordingly. The flange 2 is utilized to 

connect main segment 2 and 3 together. A similar 

configuration is used at the joint between the third and 

top main segment. The final flange is located at 77.85m on 

the top of tower to link main segment 4 and hub. 

2.3 Simulation of harmonic force excitation

The finite element structure is excited by a harmonic force 

which is located at the rotor. The excitation acts along wind 

direction which is direction X in this model. The function of 

harmonic force is   sin  . The excitation 

occurs within 420 (s) as long as the period of sampling.

Fig. 4 Time history of   sin 

3. Dynamics Analysis of Finite Element Model

3.1 Modal analysis

In this section, the finite element model is analyzed without 

harmonic excitation to survey th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First 3 bending mode shapes in the X-direction are illustrated 

as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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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troduction

Renewable wind energy has recently received a significant 

increase in attention of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is is a promising sector because wind energy produces no 

greenhouse gas which is a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The 

strong investment into wind energy harvest leads to 

consideration of safety and durability of wind turbine tower. 

During lifetime, the slender vertical wind tower exposes to 

strong wind frequently so it experiences large vibration and 

repeated stress cycles causing damage in structure (Benedetti 

et al. 2011). Therefore, wind turbine tower requires routine 

inspection and non-destructive investigation such as 

vibration-based methods. The dynamics analysis of wind turbine 

reveals modal properties which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ct 

damage occurrences in vibration-based methods (Kim et all. 

2003, Ciang et al. 2008, Cuong et al. 2016).

The approach of present work is arranged as following. At 

first,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f target WTT is introduced 

briefly. Then a numerical modelling of WTT is simulated in 

structural analysis program, Midas FEA. In this study, the 

excitation is expected as a harmonic force located at the rotor. 

Secondly, the dynamic analysis of finite element model is 

carried out in the simulation model. From the modal analysis, 

th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can be extracted. 

Likewise, the acceleration response of connection flanges are 

attained from the forced vibration analysis with structural 

damping effect. Then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vibration 

response is plotted to estimate modal parameters under forced 

vibration. Finally, a conclusion is then summarized at the end.

2. Finite Element Modelling 

2.1 Target wind turbine structure  

The finite element model is based on a real wind turbine 

tower which is located in Hankyung II Wind Park, Jeju island, 

Korea. The type of wind turbine tower is V90-3.0MW with 

nominal rating 3000 kW. The cut-in wind speed is 4 m/s 

while the cut-out is 25 m/s. There are 3 blades up wind 

direction. Nacelle and Rotor weighs 68 and 39.8 ton 

respectively (Vestas. 2004).

Fig. 1  Power curve for VESTAS V90-3.0MW

The real structure is 80m high including hub. The tower is 

composed of 4 main segments which are connected to each 

other by means of double flanges with fully pre-loaded bolts. 

The first segment is embedded in foundation and only 0.55m 

height is above the foundation surface. The second segment 

is 19.21m long while the length of two remaining segment is 

around 29m. Each main segment is welded from several 

sections changing the thickness along the elevation. The 

tubular tower material is S355 J2G31. The diameters at top 

and bottom level are 2.316m, 4.150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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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scription of finite element modelling

The finite element model has 4 main segments. The 

thickness varies along the elevation with the same values 

as in design drawing. Each segment has one flange at the 

bottom and top which are connected together to form the 

whole structure. The following figure show the finite 

element model in structural analysis program, Midas FEA.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WTT 

The rotor and nacelle are simulated as lump masses on 

the top of tower. The location of each lump mass is at 

center of each item. These masses are linked rigidly to a 

master point before being connected to the top flange. 

The base boundary condition is assigned as fixed restraint 

with foundation. 

Table 1  Elevation of flanges in WWT

The first flange is located near the foundation at 0.55m 

above the ground. This flange is a part of first main 

segment which is embedded in the foundation during 

construction. The second and third flange are located at 

19.76m and 48.77m accordingly. The flange 2 is utilized to 

connect main segment 2 and 3 together. A similar 

configuration is used at the joint between the third and 

top main segment. The final flange is located at 77.85m on 

the top of tower to link main segment 4 and hub. 

2.3 Simulation of harmonic force excitation

The finite element structure is excited by a harmonic force 

which is located at the rotor. The excitation acts along wind 

direction which is direction X in this model. The function of 

harmonic force is   sin  . The excitation 

occurs within 420 (s) as long as the period of sampling.

Fig. 4 Time history of   sin 

3. Dynamics Analysis of Finite Element Model

3.1 Modal analysis

In this section, the finite element model is analyzed without 

harmonic excitation to survey th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First 3 bending mode shapes in the X-direction are illustrated 

as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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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rst 3 bending mode shapes in X-Direction 

The natural frequencies in X-Direction bending modes are 

0.3115, 2.2580 and 5.4126 (Hz) respectively. First 3 bending 

mode shapes in the Y-direction are illustrated as following:

Fig. 6  First 3 bending mode shapes in Y-Direction

The natural frequencies in Y-Direction vibration are 0.3129, 

2.4758 and 7.1410 (Hz) accordingly. First 2 torsional mode 

shapes are illustrated as Fig. 7.

Fig. 7  First 2 torsional mode shapes

The natural frequencies in first 2 torsional mode shapes are 

2.2638 and 7.7887 (Hz) respectively. 

3.2 Forced vibration analysis 

Structural vibration responses are investigated under 

harmonic excitation and damping effect. In the current finite 

model, the damping factor of steel is assumed as 3%. 

Acceleration signals along wind (X-Direction) are recorded from 

every flange. Then modal identification of numerical model is 

performed by using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FDD). 

Acceleration signals from flanges of intact structure are plotted 

as following:

  Fig. 8  Acceleration signal of flange 1 and 2

Fig. 9  Acceleration signal of flange 3 and 4

The acceleration responses of flange 1 and 2 are much 

smaller than that of flange 3 and 4 because flange 3 and 4 are 

near the excitation location. The highest acceleration amplitude 

of flange 2 is 0.04mm/s2 compared to 0.8mm/s2 at flange 4. 

The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FDD) method is utilized 

to calculate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vibration signals. In 

the current work, only first three modes are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good results, the sampling frequency and time 

duration are 20Hz and 420s respectively. The resolution of 

current method is 0.0024Hz.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structural responses is plotted as in Fig.10. The frequency band 

f1=0.3101

f2=2.1704

f3=4.5190

P
o

w
er

 s
p

ec
tr

al
 d

en
si

ty

Frequency (Hz)

is from zero to half of sampling frequency which is 10Hz in 

this case. 

Fig. 10  Power spectral density

The peak at 9Hz is the aliasing peak mirrored from the forced 

excitation frequency 11 Hz during the operation of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There are clear peaks in the power spectral 

density diagram. The first 3 peaks are indications of vibrational 

modes of structure in the X-Direction under harmonic forced 

excitation. From these peaks, the modal parameters including mode 

shapes and modal frequencies are determined. 

In order to extract mode shape of tower, the acceleration 

response from 6 other locations are recorded and analyzed in 

the frequency domain. The modal parameters of first three 

modes are illustrated as in Fig.11.

Fig. 11  First 3 bending mode shapes in X-Direction

4. Conclusion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e dynamics 

analysis of wind turbine tower under harmonic forced 

excitation. First, general specification of target wind turbine 

tower is reviewed. Then the finite element model of target 

structure is simulated in structural analysis program, Midas 

FEA. Secondly, the dynamics analysis of finite element model 

are carried out in the finite element model. The natural 

frequency and mode shapes of the WWT are computed via the 

modal analysis and the forced-vibration analysis. From the 

forced-vibration analysis, the acceleration signals of the WTT 

under the harmonic excitation are utilized to extract the modal 

parameters.  

From the acceleration response, the structural modal 

parameters are extracted from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method. The mode shapes of intact structure under harmonic 

forced excitation are similar to those in modal analysi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modal frequencies between 

modal analysis and frequency domain analysis because of 

damping effect during forced vibration. This structural 

identification facilitates the health monitoring of wind turbine 

tower during operation because it recognizes clearly modal 

parameters from the vibration response 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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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lange 2 is 0.04mm/s2 compared to 0.8mm/s2 at flange 4. 

The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FDD) method is utilized 

to calculate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vibration signals. In 

the current work, only first three modes are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good results, the sampling frequency and time 

duration are 20Hz and 420s respectively. The resolution of 

current method is 0.0024Hz. The power spectral density of 

structural responses is plotted as in Fig.10. The frequency band 

f1=0.3101

f2=2.1704

f3=4.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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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Hz)

is from zero to half of sampling frequency which is 10Hz in 

this case. 

Fig. 10  Power spectral density

The peak at 9Hz is the aliasing peak mirrored from the forced 

excitation frequency 11 Hz during the operation of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There are clear peaks in the power spectral 

density diagram. The first 3 peaks are indications of vibrational 

modes of structure in the X-Direction under harmonic forced 

excitation. From these peaks, the modal parameters including mode 

shapes and modal frequencies are determined. 

In order to extract mode shape of tower, the acceleration 

response from 6 other locations are recorded and analyzed in 

the frequency domain. The modal parameters of first three 

modes are illustrated as in Fig.11.

Fig. 11  First 3 bending mode shapes in X-Direction

4. Conclusion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e dynamics 

analysis of wind turbine tower under harmonic forced 

excitation. First, general specification of target wind turbine 

tower is reviewed. Then the finite element model of target 

structure is simulated in structural analysis program, Midas 

FEA. Secondly, the dynamics analysis of finite element model 

are carried out in the finite element model. The natural 

frequency and mode shapes of the WWT are computed via the 

modal analysis and the forced-vibration analysis. From the 

forced-vibration analysis, the acceleration signals of the WTT 

under the harmonic excitation are utilized to extract the modal 

parameters.  

From the acceleration response, the structural modal 

parameters are extracted from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method. The mode shapes of intact structure under harmonic 

forced excitation are similar to those in modal analysi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modal frequencies between 

modal analysis and frequency domain analysis because of 

damping effect during forced vibration. This structural 

identification facilitates the health monitoring of wind turbine 

tower during operation because it recognizes clearly modal 

parameters from the vibration response 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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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용접이 구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성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구조물의 진동 해석을 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고유진동수를 측정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공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 대한 경계조건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용접된 철판과 용접되지 않은 철판의 고유진동수 측정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값을 비교하고 실험 영역 및 
Case를 확장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서    론

외부 가진력의 진동수가 기계나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일치

할 때 진동의 속도와 압력 등이 극댓값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 이를 공진(Resonance)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구조물에 과도

한 처짐과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공진현상을 피하기 위해 진동 해석을 통하여 

고유진동수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공학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서 진동 검사는 하나의 표준 절차이다.

이와 더불어 용접(Welding)은 자재 및 구조물을 결합시키는데 

쓰이는 접합법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정 기법이다.

이러한 금속재료에 대한 용접 공정은 크게 용융용접(Fusion 

Welding)과 압점용접(Pressure Welding)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

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용융용접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용융용접에는 SMAW, GTAW, GMAW, SAW, Gas Welding, 

Laser Welding 등 많은 용접기법이 있으며 주로 SMAW, GTAW, 

GMAW, SAW가 산업 전반에 걸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용접 기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여 생산현장에 따라 적합한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용접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

해 Fig.1과 같은 모재에 국부적인 성질 변화가 야기된다.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는 물체의 질량과 강성에 의해 

결정되며, 그 물체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물성치로 

볼 수 있는데, 용접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부적 성질 변화

가 물체의 고유진동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간단한 

Fig. 1 Heat Affected Zone(HAZ)

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고유진동수 측정 실험을 통해 용접 부

위가 물체의 고유진동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성적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GTAW은 텅스텐 전극봉을 이용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양쪽 모

재를 용융시켜 접합하거나 용가재를 공급하여 양쪽 모재와 함께 

용융시켜 접합하는 용접 기법이다. 용접 시 불활성 보호가스(Ar. 

He 등)가 모재, 용접부, 텅스텐 봉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Specification
Dimension

[mm]
Weight
[Kg]

Non-welding
JIS G3101 
SS400

× ×  1.398

Welding
JIS G3101 
SS400

× ×  1.383

되어 TIG(Tungsten Inert Gas)용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GTAW

의 상세 Process는 Fig.2와 같다.

GTAW은 모든 용접 자세에 적용이 가능하고 아크가 안정되고 

용접 품질이 우수하여 박판(3mm 이하)용접에 용이하며 다양한 

재질의 용접이 가능하다. 하지만 용접사의 숙달이 요구되고 작

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3. 고유진동수 측정 실험

용접부위가 물체의 고유진동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성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크기의 철판을 

과 같이 용접을 하지 않은 평판과 물체의 중앙 부분에 용접을 

시행한 평판을 준비하여 각각의 고유진동수 측정 실험을 수행

하였다

고유진동수 측정 실험 장비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접 조건은 과 같고 철판 자재의 제

원 및 특성은 와 같다

Table 1 Welding conditions

Process Electrode
Current 
Intensity

[A]
Shield Gas

TIG
(GTAW)

AWS A5.18 
ER70S-6

100 120 Ar

Table 2 Specification of steel plate

Fig. 2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process

       (a) Non-welding                 (b) Welding

Fig. 3 Steel plate

Table 3 Result of natural frequency measure experiment

Degree

Frequency
[Hz] Comparison

[%]
Non-welding Welding

1 26 27 +3.85

2 228 235 +3.07

3 402 420 +4.47

4 550 567 +3.09

5 663 674 +1.66

6 972 985 +1.34

7 1378 1404 +1.88

4. 실험결과 및 해석

용접 된 평판과 용접되지 않은 평판의 고유진동수 측정 실

험 결과 용접된 판의 고유진동수가 약 상승되는 경

향을 보인다 그 폭은 고차 고유진동수에 비해 저차 고유진동

수에서 비교적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유진동수 측정 실험 

결과는 과 같다

5. 결    과

본 논문에서는 용접 된 철판과 용접이 되지 않은 철판의 고유

진동수 측정 실험을 통해 그 결과값을 비교하여 용접이 그 물체

의 고유진동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성적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많은 공진현상이 저차 고유진동수 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

려해 볼 때 고차 고유진동수에 비해 저차 고유진동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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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정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용접 

부위 및 형태의 다양화 자재 및 구조물 형태를 다양화 시켜 지

속적으로 확장된 추가 실험을 통하여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 이

를 토대로 용접 부위에 대한 진동 해석을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경계조건 부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

니다

참 고 문 헌

기법을 이용한 평판 모드인자 추정

김국현
동명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운전모드해석 모드인자 데이터중심 

서    론

모드인자 는 구조물의 동특성을 결정짓는 

주요인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모드인자는 유

등의 실험적 기법을 통해 추

정이 가능하다 는 가진력을 알수 없고 가속도 등의 응답

신호만을 이용해 모드인자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되어 왔다

특히 기법은 분석자료의 가공 방법에 따라 크게 가속도 시

간이력을 입력자료로 이용하는 기법과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를 입력자료로 이용하는 

기법로 구분하여 구현되고 있다 이 중에서 

기법은 와 에 의해 제안

된 방법으로써

등의 수치기법을 이용해 응답신호로부터 구조

물의 동특성을 설명하는 상태공간행렬 추출

하고 이를 이용해 모드인자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법을 이용해 기반

의 구조물 모드인자 추정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구현된 프로그

램의 기능 확인과 정확도 검증을 위해 평판에 대한 운전모드해

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 상용프로그램인 

의 결과와 비교한다

기법

구조물의 동특성은 식 의 차 운동방정식으로 설명가능하

다

    

여기서   는 구조물의 질량 감쇠 강성 행렬이며

는 구조물의 운동변위 는 외력이다  는 시간 에 

대한 미분연산자이다

식 에 상태공간 모델 을 도입하면 식 

및 식 과 같은 연속 시간 확률 상태공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는 연속시간 상태공간이며 와 는 구조물의 

동특성을 내포하는 연속시간 시스템 행렬이다 는 관찰공

간 으로써 측정위치에서의 응답특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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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와 는 에서 로의 기하학적인 변환관계를 

설명하는 행렬이다

식 와 식 을 이산공간으로 변환하고 외력 에 관련

된 항은 노이즈 성분으로 간주하면 식 및 식 와 같은 이

산시간 상태공간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   ∆이며 와 는 외력

환경 등에 의한 노이즈 항이다 와 는 구조물의 동특성을 

내포하는 특성행렬로써 식 에서 식 를 이용한 해당구조물

의 모달인자 추정에 활용된다

   

 

ln 

 ln

ln 

   

여기서 과   ╲╲는 의 고유벡터행렬과 고유치대

각행렬이다  는 모달 주파수와 모달감쇠계수이며 는 모

달벡터행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모드인자 추정을 위해 

기법 기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그 구동 절

차는 에 도시한 바와 같다 여기서 는 블록 행

렬 이며 식 과 같이 정의된다

   







     

       

⋮
   






여기서     ⋯  이며 는 번째 측정위치에서의 

응답신호 를 개의 이산신호로 샘플링한 벡터이다 는 

블록 행렬의 블록 수이다

평판 모드인자 추정

작성된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인하고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에 도시한 평판구조물에 대한 모드인자를 추정하고 그 결

과를 상용 프로그램인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참고로 평판모델과 응답신호 데이터는 에서 예제파일

로부터 추출하였다 평판의 크기는 가로 세로 

로 명시되어 있으나 측정조건 재질이나 두께 등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응답신호는 그림 에 표시된 위치에서 측정된 채널

의 가속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호의 길이는 초 샘플

링 주파수는 이다 은 번 채널과 번 채널에서

의 가속도 신호를 대응하는 파워스펙트럼밀도와 함께 예시한 것

이다

한편 의 정확도는 블록 행렬의 블록 

수  식 의 고유치 산정시 시스템 차수 등의 

주요인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들 주요인

자에 따른 평판 모드인자 추정결과의 안정성은 

을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는    일 

때 각각에 대한 시스템 차수변화에 따른 평판의 고유진동수 추

정결과를 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고유진동

수 추정결과 모두를 파란색 원으로 그래프상에 표시하고 이 중

에서 각각의 대응하는 모드 감쇠계수가 에서 사이에 

있는 경우 모드인자 추정결과가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하여 붉

은색 원으로 겹쳐 표시하였다 블록 행렬의 블록 수가 

증가할수록 해의 안정성이 향상되며 시스템차수가 높을수록 해

의 안정성이 향상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과 는 평판모델의 모드주파수와 모드감쇠 추정

결과 를 상용프로그램인 에 의한 결과

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이 때 블록 행렬 블

록 개수와 시스템 차수는 의 을 참고

하여 과 으로 각각 고정하였다 모드주파수의 경우 최대 

의 차이비 를 보이고 있으며 모드 

감쇠의 경우 최대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는 행렬을 도시한 것으로써

추정된 모드벡터와 간의 높은 부합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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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a short history, the concept of FLNG is still new and the safety of the top-side systems has yet been fully 

verified. This paper explore the risk characteristics of implied explosion associated with topside liquefaction modules by means 

of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a case vessel.  It is found that additional safety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the accidents from spreading to the neighbouring modules. The results of FE analysis also recommends of applying 

pipe elements for supporting member of liquefaction modules, which present that the pipe structure has higher resistance 

against the impact of explosion than the I-beam.

1.Introduction

 The topside of a typical FLNG consists of compact 

structures comprising several chemical processing units for 

separation of gas from oil, gas liquefaction, LNG storage, 

off-loading and so forth. Consequently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an unwanted release of LNG (or natural gas) 

can be relatively high. Since the released fluid is likely to be 

trapped within these compact structures, an accidental ignition 

will lead to critical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vapour cloud 

explosion (VCE), possibly resulting in the accident escalating 

to neighbouring process systems.

 In an effort to prevent the impact of such incidents from 

spreading to neighbouring structures, the concept of safety 

gap between the topside LNG process modules has been 

introduced. Despite such precautions, it can be argued that 

the extent of the safety gaps are determined somewhat 

arbitrarily.

 The work presented in this paper attempted to compare the 

safety of supporting structures for liquefaction modules 

against potential VCE at a neighbouring module, providing a 

generic understanding of adequacy or inadequacy of the 

current practices.

2. Approaches Adopted
2.1. Frequency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all possible routes leading to VCE and 

its frequency, event tree analysis (ETA) technique is used as 

shown in Figure 1 (Dan et al, 2014). Following the scenarios 

in ETA, the VCE is assumed to occur when a leakage is 

sufficiently developed and vaporized (Woodward and Pitbaldo, 

2010).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condition, if it is largely 

open or congested, explosion or flash fire can occur. On the 

other hand, an immediate ignition may lead to jet fire or pool 

fire, rather than explosion, depending on fuel phase 

(Woodward and Pitbaldo, 2010).

Fig. 1 Proposed event tree (Dan et al, 2014)

 According to the DNV Leak Frequency Datasheets (DNV, 

2012), the frequency of an initial leak from the liquefaction 

units are analysed for different leak hole sizes: 3 mm, 10 

mm, 50 mm and 100. The probability of immediate ignition is 

estimated according to DNV model (DNV, 2012) with which 

the probability of immediate ignition is estimated based on 

the fuel phase and release rate. On the other h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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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of delayed ignition for LNG leak and gas is 

estimated according to OGP model (OGP, 2010).

2.2. Consequence analysis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VCE, three different 

analytical models are used: TNT equivalent method, TNO 

multi-energy and the Baker-Strehlow-Tang model (BST).

2.2.1 Calcualation of leak rate

 The leak rate depends on leak hole size and working 

conditions. For liquid leak calculation, Eq. (1) can be applied 

(DNV, 2012).

           (1)

 The gas leak rate was estimated with respect to sonic flow 

for higher internal pressures and subsonic flow for lower 

pressures. Eq. (2) defines the pressure at which the flow 

regimes change from sonic to subsonic (Yoo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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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onic flow, leak rate can be calcula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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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ubsonic flow, leak rate can be calcula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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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tal leak amoun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leak 

rate by the leak duration.

2.2.2 Calculation of VCE impact

[TNT equivalency model]

 TNT equivalent explosion model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overpressure developing at specified distances. (Crowl and 

Louvar, 1990). The total energy engaged in the VCE was 

initially converted into the equivalent mass of TN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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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combustion energy of mixtures was calcul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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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the experiments, empirical explosion efficiency is 

generally set between 1 %~10 %.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ost stringent condition, the present study adopted 10 %. The 

scaling parameter, Ze, can be calcula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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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rameter was used to estimate the overpressure, PS

  ∙      (8)

[TNO multi-energy model]

 This model is increasingly acknowledged as a more 

reasonable alternative to TNT (Woodward, 2010). The 

overpressure value can be calculated as (Alonso et al., 2006),

  ∙      (9)

 Then, the dimensionless peak pressure can be calculated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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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s the combustion energy scale distance, which is 

merely a convention to be readily converted to other forms 

of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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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Strehlow-Tang (BST) model]

 Eq. (11) is used to obtain the combustion energy scale 

distance (Woodward and Pitbaldo, 2010). The curves used in 

the BST model, shown in Figure 2, are based on numerical 

modelling of constant velocity flames and accelerating flames 

spreading through spherical vapour clouds.

Fig. 2 Dimensionless peak overpressure vs scaled distance 
for BST model (Woodward and Pitbaldo, 2010).

3. Case Study
3.1.  The case ship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topside area of a 

developed concept FLNG design (Li et al, 2016).

3.2.  System description and grouping

 Figure 3 shows the liquefaction process, known as DMR 

(Dual Mixed Refrigerant) cycle, fitted to each liquefaction 

module of the vessel (Lee et al., 2012).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the overall liquefaction system can 

be spilt into 31 groups in total.

Fig. 3 Liquefaction process system (Lee et al., 2012).

Table 1 Leak rate for various leak hole sizes.

Group
Leakage rate (kg/s)

Group
Leakage rate (kg/s)

3
mm

10
mm

50
mm

100
mm

3
mm

10
mm

50
mm

100
mm

1 0.02 0.22 5.55 22.20 17 0.31 3.42 85.44 341.8

2 0.20 2.25 56.22 224.9 18 0.31 3.42 85.44 341.8

3 0.20 2.25 56.22 224.9 19 0.08 0.85 21.23 84.91

4 0.20 2.25 56.22 224.9 20 0.05 0.50 12.61 50.42

5 0.13 1.41 35.37 141.5 21 0.30 3.37 84.30 337.2

6 0.01 0.10 2.38 9.50 22 0.30 3.37 84.30 337.2

7 0.20 2.25 56.22 224.9 23 0.08 0.84 20.94 83.78

8 0.20 2.25 56.22 224.9 24 0.01 0.04 1.01 4.06

9 0.08 0.86 21.47 85.9 25 0.08 0.85 21.14 84.54

10 0.00 0.04 0.93 3.72 26 0.00 0.04 0.88 3.52

11 0.01 0.09 2.34 9.34 27 0.05 0.53 13.30 53.19

12 0.01 0.09 2.36 9.42 28 0.05 0.56 13.94 55.76

13 0.04 0.43 10.71 42.82 29 0.05 0.59 14.87 59.47

14 0.04 0.50 12.49 49.95 30 0.01 0.15 3.70 14.79

15 0.05 0.53 13.20 52.78 31 0.01 0.15 3.70 14.79

16 0.31 3.40 85.07 340.3

 VCE was assumed to be initiated in module 9. According to 

the original topside design of the vessel, three different 

safety gaps were used.

Fig. 4 Top-side arrangement of the modules.

 Leak duration was assumed equivalent to ESD (Emergency 

Shut Down System) working time of 90 seconds (DNV, 2012)

 The ignition point was assumed to be at the nearest 

boundaries to the neighbouring modules. Based on the safety 

gaps equivalent to the distance from VCE ignition point, Rd 

as used in Eqs (7) and (11), applied to the case vessel, the 

consequence was translated into the overpressure of explosion 

at the tolerable frequency (1.0E-3/year). (Holden, 2014).

Fig. 5 Exceedance diagram for overpressure with respect to 

explosion frequency (TNT method).

 Table 2 presents the tolerable overpressures imposed on the 

supporting structures at the different safety gaps. It highlights 

the somewhat different results obtained from different 

empirical methods used for the estimation of overpressure. 

Table 2 Estimated explosion pressure 

Specification

Method

Case 1 Case 2 Case 3

Distance   From 
the Ignition Point 

(= safety gap)
20 m 15 m 12.5 m

Explosion   
Pressures

TNT 0.77 bar 1.24 bar 1.82 bar

TNO 1.0 bar 1.0 bar 1.0 bar

BST 0.7 bar 1.0 bar 1.0 bar

3.3.  Safety evaluation

 Having calculated the potential impact of VCE, the structural 

strength of the LNG liquifaciton modules were evaluated 

using FEA. I-beams were used for horizontal supporting 

members in the design. I-beam dimensions used in the model 

is given in Table 3.

Fig. 6 Structural model of the LNG liquefac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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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presents the tolerable overpressures imposed on the 

supporting structures at the different safety gaps. It highlights 

the somewhat different results obtained from different 

empirical methods used for the estimation of overpressure. 

Table 2 Estimated explosion pressure 

Specification

Method

Case 1 Case 2 Case 3

Distance   From 
the Igni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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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sion   
Pressures

TNT 0.77 bar 1.24 bar 1.82 bar

TNO 1.0 bar 1.0 bar 1.0 bar

BST 0.7 bar 1.0 bar 1.0 bar

3.3.  Safety evaluation

 Having calculated the potential impact of VCE, the structural 

strength of the LNG liquifaciton modules were evaluated 

using FEA. I-beams were used for horizontal supporting 

members in the design. I-beam dimensions used in the model 

is given in Table 3.

Fig. 6 Structural model of the LNG liquefac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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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ipe Size
(sectional area 

equivalent to I-Beam)

Dia. t4

1 194 mm 20 mm

2 856 mm 20 mm

3 760 mm 20 mm

4 536 mm 20 mm

5 386 mm 20 mm

6 312 mm 20 mm

7 576 mm 20 mm

Method
Safety 
Gap 
(m)

Applied 
Pressure
(Bar)

Max. equivalent 
stress (N/mm2) Reduced 

Rate 
(%)Beam 

Structure
Pipe 

Structure

TNT

20 0.77 526.5 219.3 57

15 1.24  873.9 282.5 67

12.5 1.82 1,480.5 317.1 78

TNO

20 1.0 683.8 221.3 68

15 1.0 705.6 269.1 62

12.5 1.0 813.9 220.9 73

BST

20 0.7 478.6 218.8 54

15 1.0 705.6 269.1 62

12.5 1.0 813.9 220.9 73

Category

I-Beam Size 
(mm)

w1 
& w2

w3 t1 
& t2

t3

1 200 500 15 10 

2 500 1500 30 15 

3 400 1500 30 15 

4 400 1200 30 12 

5 300 800 25 10 

6 300 800 20 8 

7 450 800 30 10

 Equipment weight was applied to the model as a static load 

on the top and upper decks, assuming 0.5 tonnes/m2.

Table 3 I-Beam dimensions used in the modul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VCE transient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a previous research result (Aiwei, 

2012), the duration of the blast was assumed to be 50 msec 

and the triangular pressure profile was applied.

Fig. 7 Triangular blast pressure profile (Aiwei, 2012).

 For a worst-case scenario, the blast of VCE was assumed to 

be impacted in horizontal direction on the web section of the 

I-beam where the section properties are relatively weak.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intergrity against the 

impact of explosion in horizontal direction, the I-beams were 

replaced with circular pipes. Table 4 shows the list of pipe 

dimensions equivelant to I-beams listed in Table 3. 

Table 4 List of pipe sizes.

Table 5 Equivalent stresses for I-beam and pipe structures.

 

4.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gnitude of VCE at a module 

with a tolerable probability level is so high that the accident 

can escalate to the neighbouring modul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extent of the safety gaps applied to the case ship 

may be insufficient in some cases. It was concluded that 

additional safety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the 

accidents from spreading to the neighbouring modules.

 Results of FE analysis showed that I-beam structures are 

vulnerable to the impact of explosion, primarily because such 

structural elements are non-isotropic with the weakest 

direction being the horizontal load on th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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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가진 거동 특성
와유기진동 수중 운동 계측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강제가진을 받는 파이프의 거동 특성을 분석한다 해양라이저는 부유식 해양구

조물에 연결되어 매달려 있으며 부유식구조물의 거동에 의하여 라이저 상부 끝단에서 가진을 받

게 된다 해양환경에서 라이저의 거동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상부구조물에 

의한 가진 효과이다 따라서 라이저의 상부 끝단이 일정 주기와 진폭으로 가진 되는 경우 라이

저의 거동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실험을 수행한다 라이저의 다양한 

설치 모드 중에서 자유롭게 매달린 상태를 고려하였으며 상부 끝단에서 일정주기와 진폭으로 가

진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모형실험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공학수조 내 수심 의 준비

수조에서 수행되어졌으며 길이 외경 두께 의 파이프를 강제가진기에 

매달아서 설치하였다 상부끝단은 고정 하부끝단은 자유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여 자유롭게 매달

린 라이저를 모사하였다 가진 주기는 총 가지 조건 진폭은 가진 조건에 대하여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수 조건에서 실험되도록 설정하였다 파이프

의 거동은 사의 수중카메라를 이용하여 시간이력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강제가진에 의하

여 라이저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향 강제가진에 의하여 발생하는 

을 측정하는 방향 변위를 각각 측정하였다

각각 방향에 대하여 각 절점에서 시간이력으로 변위를 측정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방향은 가진주파수 방향은 두 개 이상의 주파수로 거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향 변위에서 가진 주파수 성분이 분석된 점은 특이한 점으로 조사되었다 길이에 따른 파이프 

변위를 측정하여 가진 조건에 따라 파이프의 연속적인 형상을 계측하여 기초적인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에 따라 주파수를 파악하여 수에 따른 방향 응답특성을 분석하였

다 파이프의 길이별 변위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에 따른 수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지배적인 거

동모드는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각 절점에서 발생한 에 의한 에너지가 

구조전달파에 의해서 전달되면서 특정 성분만 응답으로 보여지고 대부분은 소멸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강제가진장치의 한계 때문에 방향에서 차 모드까지 공진조건을 구현할 수 있었지만

다자유도 라이저에서는 에 의하여 다양한 모드에서 공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후   기

74



Category

Pipe Size
(sectional area 

equivalent to I-Beam)

Dia. t4

1 194 mm 20 mm

2 856 mm 20 mm

3 760 mm 20 mm

4 536 mm 20 mm

5 386 mm 20 mm

6 312 mm 20 mm

7 576 mm 20 mm

Method
Safety 
Gap 
(m)

Applied 
Pressure
(Bar)

Max. equivalent 
stress (N/mm2) Reduced 

Rate 
(%)Beam 

Structure
Pipe 

Structure

TNT

20 0.77 526.5 219.3 57

15 1.24  873.9 282.5 67

12.5 1.82 1,480.5 317.1 78

TNO

20 1.0 683.8 221.3 68

15 1.0 705.6 269.1 62

12.5 1.0 813.9 220.9 73

BST

20 0.7 478.6 218.8 54

15 1.0 705.6 269.1 62

12.5 1.0 813.9 220.9 73

Category

I-Beam Size 
(mm)

w1 
& w2

w3 t1 
& t2

t3

1 200 500 15 10 

2 500 1500 30 15 

3 400 1500 30 15 

4 400 1200 30 12 

5 300 800 25 10 

6 300 800 20 8 

7 450 800 30 10

 Equipment weight was applied to the model as a static load 

on the top and upper decks, assuming 0.5 tonnes/m2.

Table 3 I-Beam dimensions used in the modul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VCE transient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a previous research result (Aiwei, 

2012), the duration of the blast was assumed to be 50 msec 

and the triangular pressure profile was applied.

Fig. 7 Triangular blast pressure profile (Aiwei, 2012).

 For a worst-case scenario, the blast of VCE was assumed to 

be impacted in horizontal direction on the web section of the 

I-beam where the section properties are relatively weak.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intergrity against the 

impact of explosion in horizontal direction, the I-beams were 

replaced with circular pipes. Table 4 shows the list of pipe 

dimensions equivelant to I-beams listed in Table 3. 

Table 4 List of pipe sizes.

Table 5 Equivalent stresses for I-beam and pipe structures.

 

4.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gnitude of VCE at a module 

with a tolerable probability level is so high that the accident 

can escalate to the neighbouring modul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extent of the safety gaps applied to the case ship 

may be insufficient in some cases. It was concluded that 

additional safety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the 

accidents from spreading to the neighbouring modules.

 Results of FE analysis showed that I-beam structures are 

vulnerable to the impact of explosion, primarily because such 

structural elements are non-isotropic with the weakest 

direction being the horizontal load on th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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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Vessel with Major Design Codes through 

Hydrostat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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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wan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세계적으로 해양사고 대응 및 해양탐사‧개발용 수중로봇과 심해용 기자재 및 부품소재 개발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지만, 국내 개발 기술력은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압용

기의 설계에 있어서 상용 프로그램 및 설계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설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높은 안전율을 적용하여 장비의 무게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금속 재료라도 원재료의 제조회사, 국가, 함량 등에 따라 

물성치가 서로 상이하여, 일반적인 물성치를 이용하여 내압용기를 설계할 경우 설계값과 실제 실험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압용기의 공인된 설계코드(ASME, 설계툴, KR, DNV, 

ABS 등)들을 조사·분석하고, 수압시험을 통한 결과와 주요 설계코드별 구조특성 결과를 비교·검증하여 

본다.

KEY WORDS: Pressure Vessel 내압용기, Hydrostatic test 수압시험, Hyperbaric chamber 고압챔버, Design 

Codes 설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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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8990)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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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ra of the low oil price makes all key players to establish the distinct business and technical 

strategies from the past successful models of offshore plant for better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is 

paper describes design features of a single deck topside and wide beam hull concept for large new-build 

FPSOs in West Africa. The single deck topside is a common concept in the platform of small production 

capacity, while it is not applied to large new-build FPSOs. Generally, multiple deck topside has been 

introduced to large FPSOs to carry a lot more equipment within allowed footprint area. But, it has 

caused heavy structural reinforcement and complicated layout in topside.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in Large FPSOs, our approach increases the hull deck area, mainly by the breadth more than 

conventional vessel. Equipment is grouped by the functional similarities and arranged on larger main 

deck. Other fitting and less heavy equipment may be located on the self-supporting structure. The major 

piping route, valve location and topside structure are also verified. Combination with mega-block modules 

could enhance the benefits of this concept, especially in saving the execution time and obtaining the 

design flexibility. Further, it creates more value of the maintainability by open overhead access to the 

main equipment, not compromising the safety. Initial hull sizing is carried out in terms of optimizing 

weight and motion characteristics. Several barriers are reviewed for realizing the single deck topside and 

wide beam hull, based on the previous experience. Finally, the benefit of this concept is validated by 

the 3D modeling. In this paper, the main findings and further discussion points from the study ar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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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부유체로 구성된 모듈형 구조물의 

파랑하중해석 및 연결체 응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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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하중 하중해석 응력평가 수치해석
고차경계요소법 유한요소법 

서    론

태양광발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태양광이라는 무한

한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

다 하지만 자연경관 훼손 주민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대규모 발전을 위한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태

양광발전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상

에 비해 입지선정의 문제가 자유로운 수상에서의 태양광발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상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

원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은 육상에

서와 달리 넓은 장소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수면에 비친 

태양광이 패널에 다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 또한 육상에서

의 발전보다 좋은 편이다

수상에서 발전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의 지지구

조물로서 다양한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

수의 부유체로 구성된 모듈형 구조물을 지지구조물로 택하였으

며 이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매우 많은 수의 콘크리트 

블록을 부유체로서 이용하며 블록들은 보 구조물로 연결되어 있

다 모듈형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을 차원 차원 조건에

서 산정하였으며 여기서 구한 파랑 하중을 적용하여 연결체인 

보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을 평가 및 비교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부유체로 이용되는 콘크리트 블록의 물성치는 

에 나타나있으며 수치해석을 위한 모델은 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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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정하였으며 여기서 구한 파랑 하중을 적용하여 연결체인 

보 구조물에 작용하는 응력을 평가 및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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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방향의 연결체로는 형강을 사용하였으며 태양광발전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로와 횡방향 연결체에는 각관을 

이용하였다 는 연결체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다수의 콘크리트 블록과 연결체로 구성된 모듈형 구조물의 

길이와 폭은 각각 로 발전용량은 이다

수치해석을 위한 구조물의 모델 형상은 와 같다

환경조건

파랑이 구조물에 작용할 때 콘크리트 블록의 일부가 파봉

에 일부는 파곡 에 위치하는 경우에 

연결체에 가장 응력이 발생함으로 반파장이 부유체간 너비의 

배 배 그리고 배인 경우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파고

와 수심은 와 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각 

조건에 대하여 선수파 사파 횡파 세 파향에 대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λ λ λ

λ

파랑하중 산정 

차원 파랑하중 산정

차원 해석의 경우 앞선 환경조건으로부터 부유체에 작용하

는 파랑하중을 식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계산

할 수 있으며식 계산 결과는 와 같다













 



λ λ λ

차원 파랑하중 산정
험 결과 및 해석

구조물 변형 결과

구조물의 변위와 연결체에 작용하는 응력은 유한요소법

을 적용한 보요소로 해석하였다

파랑하중이 작용할 경우 모듈형 구조물의 차원 변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수파 사파 횡파의 결과를 나타내며

단일 형태의 판 구조물과 같이 변형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연결체 응력평가

은 연결체에 작용하는 응력 결과이며 차원 해석과 

차원 해석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에 요약하였다

은 굽힘응력의 결과를 나타내며 각 주기별 최대응력이 작

용할 경우의 시간이력을 나타내었다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

이나 파장이 짧을 경우 차원 해석이 차원 해석의 결과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파장이 짧을 경우 부

유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파랑하중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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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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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단응력의 결과를 나타내며 최대응력이 작용할 경

우의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전단응력은 전단력에 의한 성

분과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차원 해석에

서는 차원 해석에서 포함하지 못한 비틀림 모멘트의 효과를 고

려하므로 더 큰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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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

전단

응력

굽힘

응력

전단

응력

굽힘

응력

전단

응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상태양광발전을 위한 다수의 부유체로 구성

된 모듈형 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물에 작

용하는 파랑하중을 산정하고 모듈을 구성하는 연결체에 작용하

는 응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파랑하중을 산정함에 있어 차원 해석의 경우

식을 이용하였으며 차원 해석에서는 고차경계요소법

을 이용하여 하중을 산정하였다 파랑하중 해석 결과에 대해 

차원 해석과 차원 해석을 비교하였을 때 파도의 주기가 작아 

파장이 짧을 경우 구조물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부유체 간의 상

호작용으로 인해 하중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연결체에 작용하는 응력은 유한요소법 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차원 해석과 차원 해석을 비교하였을 때 굽힘응력은 

대게 비슷한 결과를 보이나 차원 해석에서는 파장이 짧을 경

우 파랑하중이 감소하여 굽힘응력 또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단응력의 경우 차원 해석의 결과가 차원 해석보다 큰 데

이는 차원에서 고려하지 못한 비틀림 모멘트의 효과를 차원에

서는 고려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보다 엄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 해석보다 차

원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용량과 형태를 

가진 수상태양광발전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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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연료 탱크 슬로싱 모형실험 컨테이너선 설계

서    론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설계에 있어서 슬로싱 

현상은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슬로싱 현상은 부분적재된 

액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진될 때 발생하는 자유표면의 운동

으로 복잡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접근 방

법보다는 실험을 이용한 방법으로 슬로싱 충격하중을 예측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설계대상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충격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모

형실험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졌으며 실험 기법도 

발달되어 현재 국제 선급들이 권고하는 실험절차에 따라 실험을 

진행한다 슬로싱 모형실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불규칙 해상상태를 반영한 선박의 운동을 재현

하고 시간의 관찰 시간범위를 적용하여 압력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검출된 슬로싱 충격압력들을 통계분석 한 후에 극한 

하중을 예측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기존의 슬로싱 모형실험이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내부의 하

중을 측정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에 대한 슬로싱 모형실험을 진행하였다

에 의하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박의 황 배출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연료가 기존의 연료를 효율적으

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연료

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선박을 설계하였고 서울대학교에는 연료 

탱크 대한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는 두 가지 모양으로 일렬 탱

크 와 이열 탱크 모두 실험 대

상으로 선택되었다 이들의 모양은 기존의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과 비슷하지만 하단부 사면 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종방향 길이가 짧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전에 은 액화천연가스 화물창의 하

단부 사면의 길이에 따른 슬로싱 충격 압력 변화를 살펴본 적이 

있지만 길이의 차이가 위의 탱크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연료 탱크의 슬로싱 충격압

력 특징을 비교하고 슬로싱 충격압력 분포에 탱크의 모양이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모형 탱크는 축척비의 차원 모형 탱크이며 실험 조건으

로는 다양한 적재 깊이와 불규칙 해상상태를 고려하였다 본 실

험결과는 기존에 수행된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 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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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단응력의 결과를 나타내며 최대응력이 작용할 경

우의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전단응력은 전단력에 의한 성

분과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차원 해석에

서는 차원 해석에서 포함하지 못한 비틀림 모멘트의 효과를 고

려하므로 더 큰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굽힘

응력

전단

응력

굽힘

응력

전단

응력

굽힘

응력

전단

응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상태양광발전을 위한 다수의 부유체로 구성

된 모듈형 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물에 작

용하는 파랑하중을 산정하고 모듈을 구성하는 연결체에 작용하

는 응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파랑하중을 산정함에 있어 차원 해석의 경우

식을 이용하였으며 차원 해석에서는 고차경계요소법

을 이용하여 하중을 산정하였다 파랑하중 해석 결과에 대해 

차원 해석과 차원 해석을 비교하였을 때 파도의 주기가 작아 

파장이 짧을 경우 구조물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부유체 간의 상

호작용으로 인해 하중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연결체에 작용하는 응력은 유한요소법 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차원 해석과 차원 해석을 비교하였을 때 굽힘응력은 

대게 비슷한 결과를 보이나 차원 해석에서는 파장이 짧을 경

우 파랑하중이 감소하여 굽힘응력 또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단응력의 경우 차원 해석의 결과가 차원 해석보다 큰 데

이는 차원에서 고려하지 못한 비틀림 모멘트의 효과를 차원에

서는 고려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보다 엄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 해석보다 차

원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용량과 형태를 

가진 수상태양광발전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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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설계에 있어서 슬로싱 

현상은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슬로싱 현상은 부분적재된 

액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진될 때 발생하는 자유표면의 운동

으로 복잡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접근 방

법보다는 실험을 이용한 방법으로 슬로싱 충격하중을 예측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설계대상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충격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모

형실험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졌으며 실험 기법도 

발달되어 현재 국제 선급들이 권고하는 실험절차에 따라 실험을 

진행한다 슬로싱 모형실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불규칙 해상상태를 반영한 선박의 운동을 재현

하고 시간의 관찰 시간범위를 적용하여 압력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검출된 슬로싱 충격압력들을 통계분석 한 후에 극한 

하중을 예측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기존의 슬로싱 모형실험이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내부의 하

중을 측정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에 대한 슬로싱 모형실험을 진행하였다

에 의하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박의 황 배출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연료가 기존의 연료를 효율적으

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연료

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선박을 설계하였고 서울대학교에는 연료 

탱크 대한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는 두 가지 모양으로 일렬 탱

크 와 이열 탱크 모두 실험 대

상으로 선택되었다 이들의 모양은 기존의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과 비슷하지만 하단부 사면 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종방향 길이가 짧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전에 은 액화천연가스 화물창의 하

단부 사면의 길이에 따른 슬로싱 충격 압력 변화를 살펴본 적이 

있지만 길이의 차이가 위의 탱크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연료 탱크의 슬로싱 충격압

력 특징을 비교하고 슬로싱 충격압력 분포에 탱크의 모양이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모형 탱크는 축척비의 차원 모형 탱크이며 실험 조건으

로는 다양한 적재 깊이와 불규칙 해상상태를 고려하였다 본 실

험결과는 기존에 수행된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슬로싱 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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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실험 기법

실험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 탱크는 축척의 차원 모형 아

크릴 탱크로 의 두께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일렬탱크

와 이열탱크는 비슷한 높이와 정확히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

고 일렬탱크의 폭은 이열탱크의 폭의 두 배에 가까웠다 두 종

류의 탱크의 모습은 에 나타내었다

모형탱크 내부에 작용하는 충격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황동

으로 클러스터 를 제작하여 압력센서를 설치하였다 클

러스터는 주로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는 위치에 집중적으

로 설치시켰고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는 간격으로 센서

들을 배치하였다 사용한 압력센서는 사의 센서

로 계측 직경은 최대 계측 압력은 이다 본 실험

에서는 의 계측 주파수로 압력을 측정하였다 

압력센서들의 배치는 에 나타내었고 클러스터들의 

배치는 에 나타내었다 압력센서가 설치된 모형탱크는  

와 같이 최대 운용하중 톤의 스튜어트 운동 플랫폼

에 의해 가진된다

실험 조건

모형탱크가 설치된 운동 플랫폼은 선박이 실제 해상상태에서

의 불규칙파를 조우했을 때의 탱크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이 때 파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다양한 주기 유의파고 와 선수각에 대해서 실선기

준 시간에 해당하는 운동 시계열을 생성해낸다 두 종류의 탱

크에 대한 실험조건들은 에 정리되어있다

압력신호 후처리

슬로싱 하중을 통계분석하기 위해서는 동기화된 모든 압력센

서에서 얻어낸 압력신호에서 충격압력을 식별해내는 작업을 수

행해야한다 이는 국제 선급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채택하며 본 실험에서는 문턱 값 은 

피크값 검출 구간 은 로 설정하였다

검출된 충격 압력들을 나열하여 와이블 분포 

로 보간함으로써 실제 해상상태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충격압력을 구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연료탱크 내부의 슬로싱 유동

모형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료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슬로

싱 유동을 관측하기 위해서 탱크 정면에 캠코더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액화천연가스 화물창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유동특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일렬탱크의 적재깊이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

격압력이 발생한 조건 횡파 의 유동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조건에서는 하단부 사면에 배치된 번 패널에

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검출되었는데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반대쪽 벽을 타고 오른 유동이 오른쪽 하단부 사

면쪽 패널로 떨어지면서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존의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모형실험에서 낮은 적재깊

이 조건일 때 탱크 측면 벽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

생하는 경향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

유는 연료탱크의 비교적 긴 하단부 사면 길이로 인하여 유동이 

충격을 일으키지 않고 벽을 타고 오르며 대부분의 운동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와 에서 패널

별 발생한 충격압력 비교를 통하여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이열탱크와 화물창 모형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하

단부 사면의 또 다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열탱크의 경

우에는 일렬탱크에 비하여 하단부 사면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와 같은 특이한 유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서 볼 수 있듯이 탱크 측면 벽과 상단부 사면의 충

격 특성에 차이가 있다 이열탱크의 적재깊이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한 조건 횡파

에서는 탱크 측면 벽보다 상단부 사면에서 더 큰 충격 압력이 

검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하단부 사면으로 인해 수평방향 운동

량이 수직방향 운동량으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렬탱크와 이열탱크와의 비교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표는 실제 해상상태에서 일렬탱크와 이

열탱크 중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탱크를 선택하는 것이

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두 탱크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에는 선수각에 따른 모든 

실험조건에서 일렬탱크와 이열탱크에서 추정한 시간 최대 충

격압력을 정리하였다

우선 선수각이 슬로싱 충격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렬탱크와 이열탱크의 경향성이 다르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이열탱크의 경우에는 선수각이 횡파에서 멀어짐에 따

라 슬로싱 충격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열탱크의 종방향 길이가 수심에 비해 매우 짧아 선수사

파로 인한 차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일렬탱크에서는 선수각 일 때 높은 적재깊이 조건

에서 횡파조건보다 더 큰 충격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

렬탱크의 긴 하단부 사면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렬탱크의 종방향 길이 역시 수심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차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과 같

이 측면 벽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종방향 

고유 진동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종방향 슬로싱 유동이 발생하

게 된다 이는 의 유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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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기법

실험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 탱크는 축척의 차원 모형 아

크릴 탱크로 의 두께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일렬탱크

와 이열탱크는 비슷한 높이와 정확히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

고 일렬탱크의 폭은 이열탱크의 폭의 두 배에 가까웠다 두 종

류의 탱크의 모습은 에 나타내었다

모형탱크 내부에 작용하는 충격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황동

으로 클러스터 를 제작하여 압력센서를 설치하였다 클

러스터는 주로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는 위치에 집중적으

로 설치시켰고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는 간격으로 센서

들을 배치하였다 사용한 압력센서는 사의 센서

로 계측 직경은 최대 계측 압력은 이다 본 실험

에서는 의 계측 주파수로 압력을 측정하였다 

압력센서들의 배치는 에 나타내었고 클러스터들의 

배치는 에 나타내었다 압력센서가 설치된 모형탱크는  

와 같이 최대 운용하중 톤의 스튜어트 운동 플랫폼

에 의해 가진된다

실험 조건

모형탱크가 설치된 운동 플랫폼은 선박이 실제 해상상태에서

의 불규칙파를 조우했을 때의 탱크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이 때 파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다양한 주기 유의파고 와 선수각에 대해서 실선기

준 시간에 해당하는 운동 시계열을 생성해낸다 두 종류의 탱

크에 대한 실험조건들은 에 정리되어있다

압력신호 후처리

슬로싱 하중을 통계분석하기 위해서는 동기화된 모든 압력센

서에서 얻어낸 압력신호에서 충격압력을 식별해내는 작업을 수

행해야한다 이는 국제 선급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채택하며 본 실험에서는 문턱 값 은 

피크값 검출 구간 은 로 설정하였다

검출된 충격 압력들을 나열하여 와이블 분포 

로 보간함으로써 실제 해상상태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충격압력을 구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연료탱크 내부의 슬로싱 유동

모형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료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슬로

싱 유동을 관측하기 위해서 탱크 정면에 캠코더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액화천연가스 화물창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유동특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일렬탱크의 적재깊이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

격압력이 발생한 조건 횡파 의 유동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조건에서는 하단부 사면에 배치된 번 패널에

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검출되었는데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반대쪽 벽을 타고 오른 유동이 오른쪽 하단부 사

면쪽 패널로 떨어지면서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존의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모형실험에서 낮은 적재깊

이 조건일 때 탱크 측면 벽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

생하는 경향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

유는 연료탱크의 비교적 긴 하단부 사면 길이로 인하여 유동이 

충격을 일으키지 않고 벽을 타고 오르며 대부분의 운동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와 에서 패널

별 발생한 충격압력 비교를 통하여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이열탱크와 화물창 모형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하

단부 사면의 또 다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열탱크의 경

우에는 일렬탱크에 비하여 하단부 사면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와 같은 특이한 유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서 볼 수 있듯이 탱크 측면 벽과 상단부 사면의 충

격 특성에 차이가 있다 이열탱크의 적재깊이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한 조건 횡파

에서는 탱크 측면 벽보다 상단부 사면에서 더 큰 충격 압력이 

검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하단부 사면으로 인해 수평방향 운동

량이 수직방향 운동량으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렬탱크와 이열탱크와의 비교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표는 실제 해상상태에서 일렬탱크와 이

열탱크 중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탱크를 선택하는 것이

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두 탱크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에는 선수각에 따른 모든 

실험조건에서 일렬탱크와 이열탱크에서 추정한 시간 최대 충

격압력을 정리하였다

우선 선수각이 슬로싱 충격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렬탱크와 이열탱크의 경향성이 다르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이열탱크의 경우에는 선수각이 횡파에서 멀어짐에 따

라 슬로싱 충격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열탱크의 종방향 길이가 수심에 비해 매우 짧아 선수사

파로 인한 차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일렬탱크에서는 선수각 일 때 높은 적재깊이 조건

에서 횡파조건보다 더 큰 충격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

렬탱크의 긴 하단부 사면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렬탱크의 종방향 길이 역시 수심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차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과 같

이 측면 벽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종방향 

고유 진동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종방향 슬로싱 유동이 발생하

게 된다 이는 의 유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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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연료탱크에 대하여 슬로싱 모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모형탱크 하단부 사면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낮은 적재깊

이 조건에서의 슬로싱 유동 특성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하단부 사면에 의하여 액체의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수평방향 운동량이 수직방향 운동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많은 조건의 모형실험을 통하여 선수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방향 길이가 수심에 비해 작은 연료탱크는 대

체로 선수각이 횡파에서 멀어짐에 따라 슬로싱 충격이 적어

지지만 일렬탱크의 경우에는 긴 하단부 사면으로 인하여 

종방향 유동이 활발히 일어남으로써 비교적 넓은 범위의 선

수각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이 관찰되었다

이열탱크는 폭이 절반으로 줄어듦으로써 실제 해상상태에

서 선박운공과의 공진주기를 피하기 용이지만 건조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일렬탱크의 경우에는 낮은 적재깊이 조건에

서 슬로싱 충격압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넓은 범위의 선수각에서도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박이 운용되는 해상상태 항로

적재깊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계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

다

후    기 

본 연구는 현대중공업주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과제임을 

밝히며

의 실험장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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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연료탱크에 대하여 슬로싱 모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모형탱크 하단부 사면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낮은 적재깊

이 조건에서의 슬로싱 유동 특성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하단부 사면에 의하여 액체의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수평방향 운동량이 수직방향 운동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많은 조건의 모형실험을 통하여 선수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방향 길이가 수심에 비해 작은 연료탱크는 대

체로 선수각이 횡파에서 멀어짐에 따라 슬로싱 충격이 적어

지지만 일렬탱크의 경우에는 긴 하단부 사면으로 인하여 

종방향 유동이 활발히 일어남으로써 비교적 넓은 범위의 선

수각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이 관찰되었다

이열탱크는 폭이 절반으로 줄어듦으로써 실제 해상상태에

서 선박운공과의 공진주기를 피하기 용이지만 건조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일렬탱크의 경우에는 낮은 적재깊이 조건에

서 슬로싱 충격압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넓은 범위의 선수각에서도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박이 운용되는 해상상태 항로

적재깊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계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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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 기반의 세장체 이론을 이용한 선형 조종 유체력 

미계수 추정에 관한 연구

이성욱 한국해양대학교 배준영 동주대학교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hydrodynamic manoeuvring derivatives consisting of the forces and moment 
acting on the hull during the manoeuvring motion, when estimating the manoeuvrability of a ship. The 

estimation of the manoeuvrability of a ship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tern hull form is often performed 
at the initial design stage. In this situation, the method which can reflect the change of the hull form is 

necessary in the prediction of the manoruvrability of a ship. Especially, the linear hydrodynamics manoeuvring 
derivatives affect the yaw checking motion as the key factors. In the present study, the static drift 
calculations were performed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based on Reynolds Average 

Navier-Stokes (RANS) for a 40-segmented hull and the prediction method for the linear hydrodynamic 
manoeuvring derivatives were proposed by using the slenderbody theory from the distribution of the lateral 

force acting on the each segmented hull. Moreover, comparison study to the model experiment for KVLCC1 
performed by KRISO were presented in order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static drift calculation. Finally, the 

linear hydrodynamic manoeuvring derivatives obtained from both the model test and the calculation were 

compared and presented to verity the usefulness of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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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중 실린더형 구조물의 동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

장민석 조효제 김재희 황재혁 한국해양대학교

The cylindrical structure has a very long period of heave and pitch motion response on the ocean 

waves. To get the dynamic stability of the cylinder structure, it is required to obtain suitable metacentric 

height (GM). However, the structure has sufficient metacentric height, if the resonance frequency of 

heave motion is doubled with the resonance frequency of roll and pitch motion, the mathieu instability 

can be occurred. This paper carried out numerical calculation and experiment regarding vertical axis 

wind turbine with cylindrical floater which has three different center of gravity.  In the regular wave 

experiment, divergence of the structure without yaw is observed when resonance frequency of the 

heave motion is doubled with the resonance frequency of roll and pitch motion. In the irregular wave 

experiment, the motion spectra of structure motion are compared with each different center of gravity 

and one of the motion spectra of structure is very high when the resonance frequency of heave motion 

is doubled with the resonance frequency of roll and pitch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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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식을 이용한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저주파수 표류 운동 해석 

연구

박병원 남보우 김병완 김봉재 이상길 김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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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ow-drift motion analysis of a semi-submersible using Morison 

equation

Byeongwon Park*, Bo-Woo Nam*, Byoung-Wan Kim*, Bong-Jae Kim**, Sang-Gil Lee***, Yooil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Daejon, Korea
*Samsung Heavy Industry Co. Ltd., Pangyo, Korea

*Zentect E&C Co. Ltd., Seoul, Korea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반잠수식 해양구조물 전후동요 표류운동 모리슨 
방정식 조류하중 모형시험 감쇠계수

 In general, linear potential theory is applied to analyze the response of offshore structures and only radiation 
damping can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The surge and drift motion of a semi-submersible using numerical analysis 
excluding other forces and damping components may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ctual phenomena. In this study, the 
slow-drift motion of a semi-submersible was calculated using the higher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and the Morison 
equation to obtain the drag and viscous damping acting on the columns and pontoons of the semi-submersible under wave and 
current conditions. The Morrison equation, which takes into account changes in wave velocity, vessel relative velocity and 
current velocity, is applied to numerical methods for calculating drag and viscous damping. The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such as free decay test and combination of wave and current test to verify the numerical method 
used in this study.

서    론

해상의 유전 개발을 위해서 고정식 또는 부유식 해양구조물이 

주로 투입된다. 구조물의 투입 수심이 깊은 심해의 경우에는 부

유식 해양구조물이 주로 투입되는데 유전 특성, 해상 환경, 인트

라 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부유식 해양구조물이 선정된다.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은 원통 또는 사각형태의 Column 및 

Pontoon을 이용한 부유식 해양구조물로 수선면적이 작아 다른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비해 운동성능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극한해양환경조건하에서 유전 개발을 

목표로 하는 해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은 Column과 Pontoon으로 구성된 

선형이기에 일반적인 선박 형태의 FPSO등과 환경하중 하에서의 

거동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선박 형상의 부유체

의 거동해석에는 포텐셜 이론은 기반으로 한 경계요소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유체의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을 가정한

다.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은 원통 또는 사각 실린더 형태의 선형

을 특징으로 하며 선형 주위 유동의 점성 및 항력의 영향을 크

게 받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파도 및 조류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전후동요가 크게 발생하는데 가진력, 항력 

및 감쇠력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현상과 다른 

해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감쇠 모델에 따른 자유 감쇠 연구를 

이혜빈 등 (2016)이 수행하였으며 선형 감쇠, 2차 감쇠,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계수에 따른 자유 감쇠 해석 결과를 실험과 비교

하였다. 조윤상 등(2014)은 반잠수식 해양구조물과 선형이 유사

한 TLP에 대해 모리슨 식의 항력을 고려하여 부유체의 거동 특

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전후 동요 자유감쇠모

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감쇠 계수를 추

정하였고 이와 상응하는 항력계수를 시간영역 해석 시 모리슨 

방정식에 적용하여 해석 결과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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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감쇠 계수를 추

정하였고 이와 상응하는 항력계수를 시간영역 해석 시 모리슨 

방정식에 적용하여 해석 결과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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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의 운동 응답에 대한 시간 영역 해석

을 통해 항력 계수에 따른 동적 거동의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대상 모델 및 환경 조건

2.1 대상 모델

본 연구에서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한 대상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은 4개의 Column과 Ponto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흘

수 22m, 배수량은 약 58,700톤을 가지고 있다. 대상 구조물의 주

요 제원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모형 시험을 위한 모델은 1:70

의 비율로 제작되었고 수치 해석은 고차 패널 모델을 사용하였

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해양공학수조에서의 모형 시험과 

수치 해석을 위한 패널 모델링을 Fig. 1 과 Fig. 2에 각각 도시하

였다.

Basic particulars Real Model

Scale 1/1 1/70

Floating 
Body

Length [m] 86.92 m 1.242 m

Breadth [m] 86.92 m 1.242 m

Height [m] 52.9 m 0.756 m

Draft [m] 22.0 m 0.314 m

Weight 58,748 ton 171 kg

GM 14.61 m 0.209 m

Troll / Tpitch 24 sec 2.869 sec

Tpitch 24 sec 2.869 sec

Column

Centerline 
Spacing

67.46 m 0.964 m

Width 19.46 m 0.278 m

Corner Radius 2.2 m 0.031 m

Pontoon
Width 14.26 m 0.204 m

Corner Radius 48 m 0.686 m

Table 1 Main particulars of Semi-submersible

2.2 환경 조건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이 투입되는 해역의 환경 조건은 파도, 

조류, 바람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0년 재현 주기의 파

도와 조류에 의한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응답을 살펴보았다. 모

형 시험 및 수치 해석 시 고려한 환경 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

였다.

Test 
No.

Test type

Wave Current

T H beta Vc beta

[s] [m] (deg) [m/s] (deg)

1
Decay 
Test

- - - - -

2 Wave only 13.5 8.0 180 - -

3
Current 
only

- - - 2.1 180

4
Wave+
current

13.5 8.0 180 2.1 180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의 환경 조건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전후 동요 방향으로의 자유 감쇠 시험(Test 1)을 통해 감쇠 계수

를 추정하였으며 Test 2에서는 파도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모형

시험을 수행하여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거동을 계측하였다.  

Test 3은 조류만 작용하는 경우로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선체

에 일정한 조류력이 작용할 때의 운동 응답을 검토하였고 Test 

4에서는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작용할 때의 거동을 계측하였다.

이들 결과는 각각 동일 환경 조건하에서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에서 조류 및 파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

하는 가진력, 항력 및 감쇠력은 모리슨 방정식을 통해 구현되며 

각 시험 조건하에서 항력 계수를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검토하

였다.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

3.1 수치해석 방법

대상 모델의 동유체력 계수, 파랑가진력, 파랑 표류력은 연구

소 내부프로그램인 Adflow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시간영역 시

뮬레이션은 연구소 내부 프로그램인 KIMAPS를 사용하였다. 

KIMAPS는 선형 및 2차 감쇠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 모델에 작용하는 항력을 고려하기 위해 모리슨 방정식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성분은 식 (1)과 같

다. 본 연구에서는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항만을 고려하였으며 

Column과 Pontoon은 대상 모델과 동일 사이즈를 가지는 실린더 

형태로 고려하여 투명 면적을 구하였다.

  


        

파랑 조건에서의 대상 모델의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의 

모형 시험과 수치 해석 결과를 에서 에 비교하였다

수치 해석을 위한 항력 계수는 자유 감쇠 모형 시험을 바탕으로 

추정한 항력 계수 를 적용하였으며 파고 정보는 모형 시험 

시 계측된 파고 시계열을 입력하였다 항력 계수 를 적용한 

본 해석 결과의 경우 전후 동요는 모형 시험 결과와 다소 차이

를 보이나 상하동요 및 종동요는 모형 시험과 수치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2 자유감쇠 시험 및 해석

본 연구의 모형 시험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공학수

조에서 수행되었다. 전후 동요의 자유 감쇠 실험은 모형을 정수 

중에 전후 방향으로 일정한 변위를 준 후 구속을 풀어 시간에 

따른 전후 동요를 계측하였다.

Fig. 6의 실선은 모형 시험 결과를 실선 스케일로 변환한 결과

이며 점선은 모형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2차 감쇠계수

를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계수 1.5로 치환하여 적용한 수치해석 

결과이다. 수치해석 시 항력 계수를 1.5로 입력하였을 때 모형 

시험 결과와 수치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대상 모형의 장수중 항력 계수가 약 1.5정도 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유 감쇠 실험 및 수치 해석의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Exp. Cal.

Input for calculation

Linear Damping [Ton/s] 　 232.0

Morison Cd 　 1.50

Restoring [kN/m] 　 88.0

Free Decay Analysis

Tn [s] 211.8 212.4

p 0.252 0.246

q [1/m] 0.051 0.051

3.3 항력 계수에 의한 민감도 해석

일반적인 사각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의 경우에는 항력 계수 

약 1.0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절의 자유 감쇠 해석에

서는 모형 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항력 계수가 약 1.5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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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의 운동 응답에 대한 시간 영역 해석

을 통해 항력 계수에 따른 동적 거동의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대상 모델 및 환경 조건

2.1 대상 모델

본 연구에서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한 대상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은 4개의 Column과 Ponto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흘

수 22m, 배수량은 약 58,700톤을 가지고 있다. 대상 구조물의 주

요 제원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모형 시험을 위한 모델은 1:70

의 비율로 제작되었고 수치 해석은 고차 패널 모델을 사용하였

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해양공학수조에서의 모형 시험과 

수치 해석을 위한 패널 모델링을 Fig. 1 과 Fig. 2에 각각 도시하

였다.

Basic particulars Real Model

Scale 1/1 1/70

Floating 
Body

Length [m] 86.92 m 1.242 m

Breadth [m] 86.92 m 1.242 m

Height [m] 52.9 m 0.756 m

Draft [m] 22.0 m 0.314 m

Weight 58,748 ton 171 kg

GM 14.61 m 0.209 m

Troll / Tpitch 24 sec 2.869 sec

Tpitch 24 sec 2.869 sec

Column

Centerline 
Spacing

67.46 m 0.964 m

Width 19.46 m 0.278 m

Corner Radius 2.2 m 0.031 m

Pontoon
Width 14.26 m 0.204 m

Corner Radius 48 m 0.686 m

Table 1 Main particulars of Semi-submersible

2.2 환경 조건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이 투입되는 해역의 환경 조건은 파도, 

조류, 바람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0년 재현 주기의 파

도와 조류에 의한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응답을 살펴보았다. 모

형 시험 및 수치 해석 시 고려한 환경 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

였다.

Test 
No.

Test type

Wave Current

T H beta Vc beta

[s] [m] (deg) [m/s] (deg)

1
Decay 
Test

- - - - -

2 Wave only 13.5 8.0 180 - -

3
Current 
only

- - - 2.1 180

4
Wave+
current

13.5 8.0 180 2.1 180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의 환경 조건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전후 동요 방향으로의 자유 감쇠 시험(Test 1)을 통해 감쇠 계수

를 추정하였으며 Test 2에서는 파도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모형

시험을 수행하여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거동을 계측하였다.  

Test 3은 조류만 작용하는 경우로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선체

에 일정한 조류력이 작용할 때의 운동 응답을 검토하였고 Test 

4에서는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작용할 때의 거동을 계측하였다.

이들 결과는 각각 동일 환경 조건하에서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에서 조류 및 파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

하는 가진력, 항력 및 감쇠력은 모리슨 방정식을 통해 구현되며 

각 시험 조건하에서 항력 계수를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검토하

였다.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

3.1 수치해석 방법

대상 모델의 동유체력 계수, 파랑가진력, 파랑 표류력은 연구

소 내부프로그램인 Adflow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시간영역 시

뮬레이션은 연구소 내부 프로그램인 KIMAPS를 사용하였다. 

KIMAPS는 선형 및 2차 감쇠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 모델에 작용하는 항력을 고려하기 위해 모리슨 방정식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성분은 식 (1)과 같

다. 본 연구에서는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항만을 고려하였으며 

Column과 Pontoon은 대상 모델과 동일 사이즈를 가지는 실린더 

형태로 고려하여 투명 면적을 구하였다.

  


        

파랑 조건에서의 대상 모델의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의 

모형 시험과 수치 해석 결과를 에서 에 비교하였다

수치 해석을 위한 항력 계수는 자유 감쇠 모형 시험을 바탕으로 

추정한 항력 계수 를 적용하였으며 파고 정보는 모형 시험 

시 계측된 파고 시계열을 입력하였다 항력 계수 를 적용한 

본 해석 결과의 경우 전후 동요는 모형 시험 결과와 다소 차이

를 보이나 상하동요 및 종동요는 모형 시험과 수치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2 자유감쇠 시험 및 해석

본 연구의 모형 시험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공학수

조에서 수행되었다. 전후 동요의 자유 감쇠 실험은 모형을 정수 

중에 전후 방향으로 일정한 변위를 준 후 구속을 풀어 시간에 

따른 전후 동요를 계측하였다.

Fig. 6의 실선은 모형 시험 결과를 실선 스케일로 변환한 결과

이며 점선은 모형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2차 감쇠계수

를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계수 1.5로 치환하여 적용한 수치해석 

결과이다. 수치해석 시 항력 계수를 1.5로 입력하였을 때 모형 

시험 결과와 수치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대상 모형의 장수중 항력 계수가 약 1.5정도 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유 감쇠 실험 및 수치 해석의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Exp. Cal.

Input for calculation

Linear Damping [Ton/s] 　 232.0

Morison Cd 　 1.50

Restoring [kN/m] 　 88.0

Free Decay Analysis

Tn [s] 211.8 212.4

p 0.252 0.246

q [1/m] 0.051 0.051

3.3 항력 계수에 의한 민감도 해석

일반적인 사각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의 경우에는 항력 계수 

약 1.0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절의 자유 감쇠 해석에

서는 모형 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항력 계수가 약 1.5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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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항력 계수의 변화에 따

른 수치 해석 결과 통해 항력 계수가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운

동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치 해석에 사용한 항력 

계수는 0.5, 1.0, 1.5, 2.0의 총 4개로 일반적인 실린더의 항력 계

수와 자유 감쇠 해석을 값을 기준으로 0.5의 증감하여 적용하였

다.

파도 조건에서의 통계 결과를 Table 4 및 Fig. 7, Fig. 8에 정

리하였으며 조류 조건에서의 결과는 Table 5 및 Fig. 9에 나타내

었다. 그리고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작용하는 조건에서의 결과는 

Table 6 및 Fig. 10, Fig. 11에 나타내었다.

파도조건에서 전후동요의 Hsig값은 항력 계수의 영향을 받으

며 모형 시험 결과 대비 항력 계수 0.5에서는 과도 예측, 1.0 이

상에서는 과소 예측하였다. 반면, 상하동요 및 종동요는 항력 계

수 변화의 영향이 작았다. 또한 파도 조건에서는 항력 계수가 

커짐에 따라 Mean offset이 커지기는 하였으나 모형 시험 대비 

과소 예측하였다.

Cd
Mean Hsig

Surge Heave Pitch Surge Heave Pitch

Exp. -9.32 0.03 -0.01 10.85 3.69 1.95

0.5 -7.01 0.00 0.00 13.37 3.53 2.23

1.0 -7.28 0.00 0.00 8.91 3.39 2.24

1.5 -7.53 0.00 -0.01 7.34 3.32 2.25

2.0 -7.77 0.00 -0.01 6.32 3.28 2.28

조류 조건에서 전후동요의 Mean offset 값은 항력 계수의 영

향을 크게 받는다. 모형 시험 결과 대비 항력 계수 0.5와 1.0에

서는 과소 예측, 1.0 초과에서는 과대 예측 하였다.

Cd
Mean

Surge Heave Pitch

Exp. -69.16 -0.63 1.68

0.5 -32.06 0.00 0.25

1.0 -64.12 0.00 0.49

1.5 -96.17 0.00 0.74

2.0 -126.9 0.00 0.98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작용하는 환경 조건에서 전후동요의 Hsig

값은 항력 계수의 영향을 받으며 모형 시험 결과 대비 항력 계

수 0.5에서는 과도 예측, 1.0 이상에서는 과소 예측하였다. 반면, 

상하동요 및 종동요는 항력 계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작았다. 

전후동요의 Mean offset 값은 항력 계수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 모형 시험 결과 대비 항력 계수 0.5와 1.0에서는 과소 예

측, 1.0 초과에서는 과대 예측하였다.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있는 

조건은 앞에서 살펴본 파도, 조류 조건에서의 항력 계수 변화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d
Mean Hsig

Surge Heave Pitch Surge Heave Pitch

Exp. -75.23 -0.79 2.12 7.44 3.51 1.89

0.5 -36.85 0.00 0.24 11.17 3.19 2.11

1.0 -68.43 0.00 0.49 7.18 3.14 2.18

1.5 -100.1 0.00 0.74 6.83 3.10 2.13

2.0 -131.6 0.00 0.99 6.11 3.01 2.02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하에서의 계류계로 고정된 반

잠수식 해양구조물을 동적 거동을 모형 시험을 통해 계측하였

다. 또한 시간영역 수치해석에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항을 적용

하였고 항력 계수에 변화에 따른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동일 조

건에서의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1. 주파수 영역 해석 및 시간영역 해석을 통해 파도 조건에서

의  대상 모델의 동적 거동을 계산하였으며 불규칙파 중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두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시뮬레이션과 자유 감쇠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2차 감쇠력

에 상응하는 항력 계수는 약 1.5임을 확인하였다.

3. 항력 계수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파도 조건에서 전후동요 값은 항력 계수의 영향을 받으며 상하

동요 및 종동요는 항력 계수 변화의 영향이 작았다. 조류 조건

에서 전후동요의 Mean offset 값은 항력 계수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있는 조건 파도, 조류 조건에서의 항

력 계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심해용 부유식 해양플랜트의 다

점 계류시스템 설계, 설치 핵심 기술 및 설계 패키지 개발" 지원

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이혜빈 배윤혁 초대형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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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항력 계수의 변화에 따

른 수치 해석 결과 통해 항력 계수가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운

동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치 해석에 사용한 항력 

계수는 0.5, 1.0, 1.5, 2.0의 총 4개로 일반적인 실린더의 항력 계

수와 자유 감쇠 해석을 값을 기준으로 0.5의 증감하여 적용하였

다.

파도 조건에서의 통계 결과를 Table 4 및 Fig. 7, Fig. 8에 정

리하였으며 조류 조건에서의 결과는 Table 5 및 Fig. 9에 나타내

었다. 그리고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작용하는 조건에서의 결과는 

Table 6 및 Fig. 10, Fig. 11에 나타내었다.

파도조건에서 전후동요의 Hsig값은 항력 계수의 영향을 받으

며 모형 시험 결과 대비 항력 계수 0.5에서는 과도 예측, 1.0 이

상에서는 과소 예측하였다. 반면, 상하동요 및 종동요는 항력 계

수 변화의 영향이 작았다. 또한 파도 조건에서는 항력 계수가 

커짐에 따라 Mean offset이 커지기는 하였으나 모형 시험 대비 

과소 예측하였다.

Cd
Mean Hsig

Surge Heave Pitch Surge Heave Pitch

Exp. -9.32 0.03 -0.01 10.85 3.69 1.95

0.5 -7.01 0.00 0.00 13.37 3.53 2.23

1.0 -7.28 0.00 0.00 8.91 3.39 2.24

1.5 -7.53 0.00 -0.01 7.34 3.32 2.25

2.0 -7.77 0.00 -0.01 6.32 3.28 2.28

조류 조건에서 전후동요의 Mean offset 값은 항력 계수의 영

향을 크게 받는다. 모형 시험 결과 대비 항력 계수 0.5와 1.0에

서는 과소 예측, 1.0 초과에서는 과대 예측 하였다.

Cd
Mean

Surge Heave Pitch

Exp. -69.16 -0.63 1.68

0.5 -32.06 0.00 0.25

1.0 -64.12 0.00 0.49

1.5 -96.17 0.00 0.74

2.0 -126.9 0.00 0.98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작용하는 환경 조건에서 전후동요의 Hsig

값은 항력 계수의 영향을 받으며 모형 시험 결과 대비 항력 계

수 0.5에서는 과도 예측, 1.0 이상에서는 과소 예측하였다. 반면, 

상하동요 및 종동요는 항력 계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작았다. 

전후동요의 Mean offset 값은 항력 계수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 모형 시험 결과 대비 항력 계수 0.5와 1.0에서는 과소 예

측, 1.0 초과에서는 과대 예측하였다.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있는 

조건은 앞에서 살펴본 파도, 조류 조건에서의 항력 계수 변화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d
Mean Hsig

Surge Heave Pitch Surge Heave Pitch

Exp. -75.23 -0.79 2.12 7.44 3.51 1.89

0.5 -36.85 0.00 0.24 11.17 3.19 2.11

1.0 -68.43 0.00 0.49 7.18 3.14 2.18

1.5 -100.1 0.00 0.74 6.83 3.10 2.13

2.0 -131.6 0.00 0.99 6.11 3.01 2.02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하에서의 계류계로 고정된 반

잠수식 해양구조물을 동적 거동을 모형 시험을 통해 계측하였

다. 또한 시간영역 수치해석에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항을 적용

하였고 항력 계수에 변화에 따른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동일 조

건에서의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1. 주파수 영역 해석 및 시간영역 해석을 통해 파도 조건에서

의  대상 모델의 동적 거동을 계산하였으며 불규칙파 중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두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시뮬레이션과 자유 감쇠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2차 감쇠력

에 상응하는 항력 계수는 약 1.5임을 확인하였다.

3. 항력 계수의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파도 조건에서 전후동요 값은 항력 계수의 영향을 받으며 상하

동요 및 종동요는 항력 계수 변화의 영향이 작았다. 조류 조건

에서 전후동요의 Mean offset 값은 항력 계수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  파도와 조류가 함께 있는 조건 파도, 조류 조건에서의 항

력 계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심해용 부유식 해양플랜트의 다

점 계류시스템 설계, 설치 핵심 기술 및 설계 패키지 개발" 지원

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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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극한 저주파 표류운동 산정을 위한 설계파 해석에 

대한 연구

임동현 김용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설계파 해석 저주파 표류운동 극한 응답 

서    론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설치되는 계류시스템 및 라이저의 안정

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운동응답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특히 비선형 파랑하중에 의해 야기되는 수평방향

의 저주파 표류운동은 플랫폼의 전체 변위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저주파 표류운동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비선형 파랑하중 이외에도 비선형 감쇠

력 및 복원력 계류선 및 라이저와의 연성 효과 등 다양한 비선

형 요소들의 영향을 고려해야하므로 시간영역 해석기법을 활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그 정확도를 인정받고 

실제 산업계에서도 시간영역 수치해석을 통해 저주파 표류운동

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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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극한 저주파 표류운동 산정을 위한 설계파 해석에 

대한 연구

임동현 김용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설계파 해석 저주파 표류운동 극한 응답 

서    론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설치되는 계류시스템 및 라이저의 안정

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운동응답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특히 비선형 파랑하중에 의해 야기되는 수평방향

의 저주파 표류운동은 플랫폼의 전체 변위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저주파 표류운동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비선형 파랑하중 이외에도 비선형 감쇠

력 및 복원력 계류선 및 라이저와의 연성 효과 등 다양한 비선

형 요소들의 영향을 고려해야하므로 시간영역 해석기법을 활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그 정확도를 인정받고 

실제 산업계에서도 시간영역 수치해석을 통해 저주파 표류운동

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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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차의 볼테라 시리즈로 이상화한 저주파 표류운동의 시계

열은 실제 비선형 해석을 통해 계산되는 시계열과 유사하며 특

히 최댓값이 나타나는 시점이 이상의 확률로 일치하였다

이는 차의 볼테라 시리즈를 이용하여 설계파를 생성하는 본 연

구의 기법을 정당화하기 충분한 근거로 판단된다

설계파를 이용한 해석결과의 평균값은 해석결과

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일 설계파를 이용한 해석 결과의 경우 그 표준편차가 작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된다

를 사용한 해석은 에 비하여 결과의 편

차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관계수의 기준치가 높

아질수록 완화 효과가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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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차의 볼테라 시리즈로 이상화한 저주파 표류운동의 시계

열은 실제 비선형 해석을 통해 계산되는 시계열과 유사하며 특

히 최댓값이 나타나는 시점이 이상의 확률로 일치하였다

이는 차의 볼테라 시리즈를 이용하여 설계파를 생성하는 본 연

구의 기법을 정당화하기 충분한 근거로 판단된다

설계파를 이용한 해석결과의 평균값은 해석결과

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일 설계파를 이용한 해석 결과의 경우 그 표준편차가 작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된다

를 사용한 해석은 에 비하여 결과의 편

차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관계수의 기준치가 높

아질수록 완화 효과가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후 기

참 고 문 헌  

101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를 사용한 의 상하동요

운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송형도 조석규 성홍근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운동 저감 솔리드 발라스트 탱크 상하동요 운동
고차경계요소방법 계류 해석

서    론

해저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심해저 지역의 경우 

의 운용이 

필요하다 부유식으로 제작된 와 같은 대형 해양구조물은 

심해저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파랑 조류 해상풍 등의 환경 

외력을 견디고 안정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생산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한 위치유지시스템의 탑재가 필수적이다 위치유지시스템

으로는 터렛 방식과 다점계류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터렛

방식은 선박형태의 에 주로 사용되며 회전 테이블 역할을 

하는 터렛이 선체의 내부 혹은 외부에 설치되어 계류선과 라이

저 등을 통해 해저와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다점계류 방식은 

선체에 직접 계류선과 라이저 등이 연결되어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황아롬 등 터렛방식을 사용하는 선박형태의 

는 일반적으로 큰 동적 상하동요 운동을 갖는 특징이 있으

며 이는 파랑의 주파수 영역이 의 상하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상

하동요 운동 특성 때문에 선박 형태의 는 라이저의 운용 

시에 와 

의 적용이 어렵다 과 은 와 의 경우에 

사용되는 라이저의 종류로 매우 큰 

와 가 소요되는 터

렛 시스템보다 설치 및 운용에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는 와 의 사용을 위하여 에서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이다 는 선체의 아래쪽에 

강선 들로 연결된 가 존재하여 

상하동요 운동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다 와 강선들은 

의 운동을 파랑의 주파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

며 상하동요 운동의 크기

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하동요 감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강

선의 강성 을 변화시켜 상하동요 운동의 자연주기를 비

교한 결과 그 주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형상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또한

은 감쇠판 의 강제진동실험

에 대하여 모형 시험과 해석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고 부가질량과 감쇠가 상하동요 운동을 저감시키는 것

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형상을 변화시켜 운동해석을 수행하고

부가질량과 감쇠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의 상하동요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여러 가지 형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존재하겠으나 기초적

인 형상 변화에 따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약조건을 적용

한 변화를 적용하였다 주파수영역의 운동해석을 포텐셜 유동 

이론 기반의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시간영역의 해석

은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와 는 선

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에서 개발되어 많은 검증이 

수행된 해양구조물의 운동 및 계류해석 프로그램이다 

대상체 및 해석 조건

는 직육면체 형태의 선체와 강선으로 이어진 로 

구성된다 는 중앙에 개구부를 갖는 평판의 형태로 상하동요

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 설치되는 해역의 수심

은 이며 선체의 주요 제원으로는 길이 넓이 

높이 이며 흘수는 이다 의 주요 제원은 길이 

넓이 높이 이며 중앙 개구부는 정사각형으

로 한 변의 길이는 이다 자세한 선체와 의 제원은 

에 나타내었다 선체와 를 연결하는 강선은 개이며 

그 제원을 에 나타내었다 계류선과 라이저는 각각 개

개이며 대부분 개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제원은 에 타나내었다 와 지면에 연결된 계

류선과 라이저의 모습을 에 도시하였다

해석 조건

주파수 영역 및 시간영역의 해석을 위해서는 대상체의 표면 

격자 생성이 필요하다 특별히 시간영역 해석에는 선체와 

를 연결하는 강선 계류선 라이저들에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

해야 한다 의 선체와 의 표면 격자를 에 나

타내었다 해석에 수행되는 표면 격자의 경우 침수 표면에 대한 

형상만 필요하기 때문에 흘수 아래의 형상만을 격자로 생성하였

다 선체의 표면 격자의 개수는 약 개이며 의 경우 약 

개이다 계류선과 라이저 그리고 강선을 포함한 선체와 

의 모습을 에 도시하였다 은 시간영역 해석을 위해 

구현된 계류 해석의 초기 상황을 나타내며 자중에 의한 계류선

과 라이저들의 처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형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제약조건을 설

정하였다 우선 의 배수량을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그리고 

의 전체 길이와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중앙 개구부의 크

기 및 의 높이를 변경하여 의 형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였

다 의 개구부는 정사각형이며 초기 개구부의 한 변의 길이

를 이라고 하고 그 크기를 부터 까지 씩 

증가시켜서 개의 형상을 정의하였다 개의 형상의 격자를 

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우선 의 선체와 만을 고려하여 주파수 영역의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는 계류시스템의 해석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계류선과 라이저를 포함한 계류 해석은 시간영

역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주파수 

영역 해석결과 다음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파수 영역 해

석의 목적은 의 형상에 따른 부가질량과 감쇠 변화의 경향

을 파악하고 상하동요 운동의 해석을 수행하여 자연주

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계류시스템을 포

함한 시간영역 해석에서는 의 형상 변화에 따른 불규칙파 

상황에서의 운동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확

인할 것이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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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의 상하동요

운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

송형도 조석규 성홍근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운동 저감 솔리드 발라스트 탱크 상하동요 운동
고차경계요소방법 계류 해석

서    론

해저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심해저 지역의 경우 

의 운용이 

필요하다 부유식으로 제작된 와 같은 대형 해양구조물은 

심해저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파랑 조류 해상풍 등의 환경 

외력을 견디고 안정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생산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한 위치유지시스템의 탑재가 필수적이다 위치유지시스템

으로는 터렛 방식과 다점계류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터렛

방식은 선박형태의 에 주로 사용되며 회전 테이블 역할을 

하는 터렛이 선체의 내부 혹은 외부에 설치되어 계류선과 라이

저 등을 통해 해저와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다점계류 방식은 

선체에 직접 계류선과 라이저 등이 연결되어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황아롬 등 터렛방식을 사용하는 선박형태의 

는 일반적으로 큰 동적 상하동요 운동을 갖는 특징이 있으

며 이는 파랑의 주파수 영역이 의 상하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상

하동요 운동 특성 때문에 선박 형태의 는 라이저의 운용 

시에 와 

의 적용이 어렵다 과 은 와 의 경우에 

사용되는 라이저의 종류로 매우 큰 

와 가 소요되는 터

렛 시스템보다 설치 및 운용에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는 와 의 사용을 위하여 에서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이다 는 선체의 아래쪽에 

강선 들로 연결된 가 존재하여 

상하동요 운동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다 와 강선들은 

의 운동을 파랑의 주파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

며 상하동요 운동의 크기

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하동요 감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강

선의 강성 을 변화시켜 상하동요 운동의 자연주기를 비

교한 결과 그 주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형상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또한

은 감쇠판 의 강제진동실험

에 대하여 모형 시험과 해석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고 부가질량과 감쇠가 상하동요 운동을 저감시키는 것

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형상을 변화시켜 운동해석을 수행하고

부가질량과 감쇠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의 상하동요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여러 가지 형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존재하겠으나 기초적

인 형상 변화에 따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약조건을 적용

한 변화를 적용하였다 주파수영역의 운동해석을 포텐셜 유동 

이론 기반의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시간영역의 해석

은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와 는 선

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에서 개발되어 많은 검증이 

수행된 해양구조물의 운동 및 계류해석 프로그램이다 

대상체 및 해석 조건

는 직육면체 형태의 선체와 강선으로 이어진 로 

구성된다 는 중앙에 개구부를 갖는 평판의 형태로 상하동요

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 설치되는 해역의 수심

은 이며 선체의 주요 제원으로는 길이 넓이 

높이 이며 흘수는 이다 의 주요 제원은 길이 

넓이 높이 이며 중앙 개구부는 정사각형으

로 한 변의 길이는 이다 자세한 선체와 의 제원은 

에 나타내었다 선체와 를 연결하는 강선은 개이며 

그 제원을 에 나타내었다 계류선과 라이저는 각각 개

개이며 대부분 개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제원은 에 타나내었다 와 지면에 연결된 계

류선과 라이저의 모습을 에 도시하였다

해석 조건

주파수 영역 및 시간영역의 해석을 위해서는 대상체의 표면 

격자 생성이 필요하다 특별히 시간영역 해석에는 선체와 

를 연결하는 강선 계류선 라이저들에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

해야 한다 의 선체와 의 표면 격자를 에 나

타내었다 해석에 수행되는 표면 격자의 경우 침수 표면에 대한 

형상만 필요하기 때문에 흘수 아래의 형상만을 격자로 생성하였

다 선체의 표면 격자의 개수는 약 개이며 의 경우 약 

개이다 계류선과 라이저 그리고 강선을 포함한 선체와 

의 모습을 에 도시하였다 은 시간영역 해석을 위해 

구현된 계류 해석의 초기 상황을 나타내며 자중에 의한 계류선

과 라이저들의 처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형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제약조건을 설

정하였다 우선 의 배수량을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그리고 

의 전체 길이와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중앙 개구부의 크

기 및 의 높이를 변경하여 의 형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였

다 의 개구부는 정사각형이며 초기 개구부의 한 변의 길이

를 이라고 하고 그 크기를 부터 까지 씩 

증가시켜서 개의 형상을 정의하였다 개의 형상의 격자를 

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우선 의 선체와 만을 고려하여 주파수 영역의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는 계류시스템의 해석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계류선과 라이저를 포함한 계류 해석은 시간영

역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주파수 

영역 해석결과 다음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파수 영역 해

석의 목적은 의 형상에 따른 부가질량과 감쇠 변화의 경향

을 파악하고 상하동요 운동의 해석을 수행하여 자연주

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계류시스템을 포

함한 시간영역 해석에서는 의 형상 변화에 따른 불규칙파 

상황에서의 운동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확

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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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영역의 해석 수행에서는 선체와 를 선형 스프링

으로 연결하였다 선형 스프링의 강성은 강선과 같은 값을 갖

도록 하였고 선체와 의 부가질량과 파랑 기진에 의한 감

쇠를 계산하였다 부가 질량의 경우 선체와 에서의 

결과를 먼저 비교하였으며 이후에 나오는 상하동요 운동의 자

연주기 근처에서 약 으로 유사함을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개구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부가질량이 선

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고점에서의 파랑 주기는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의 형상에 따른 부가질량의 

크기를 비교하면 에서 질량 대비 약 이고

에서는 약 까지 부가질량이 감소한다 에서는 최고점

에서의 파랑 주기와 의 부가질량을 도시하였다

을 보면 파랑 감쇠의 경우 선체에 비해서 수면에서 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 형상에 따른 파랑 감쇠의 결과를 보면 형상에 

따라 최대 배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개구부의 크기가 커질수

록 선형적으로 감쇠의 크기가 감소하고 최대 주기는 일정하다

부가질량과 파랑에 의한 감쇠의 결과를 보면 상하동요 운동

의 의 결과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부가질량이 의 

개구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상하동요 의 자연

주기도 개구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해석결과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냄을 에서 

알 수 있다 에서의 상하동요의 자연주기는 초 이며

그 때의 값은 이다 주파수 영역 계산에서는 파랑에 

의한 감쇠만을 고려하였고 점성의 의한 감쇠는 고려하지 않았

기 때문에 값이 일반적인 값보다 큰 값을 갖는다

시간영역의 해석은 계류선과 라이저와 강선은 각각 유한요소 

모델링을 적용하여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영역 해석

에 사용된 불규칙파는 파랑스펙트럼을 사용하였고 

는 값은 이다 총 시간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상하동요 운동에 대한 통계해석을 수행하

여 에 나타내었다 상하동요 운동의 

값은 에서 까지 최대 의 차이

를 보였으며 최대값과 최소값도 와 의 차이를 보였다

차이의 경향은 주파수 영역해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 형상을 변화시켜 주파수 영역

과 시간영역의 해석 수행하고 상하동요의 운동 결과를 분석하였

다 주파수 영역의 해석에서는 선체와 의 부가질량과 파랑에 

의한 감쇠 그리고 상하동요 운동의 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

과 개구부의 형상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 개구부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상하동요 로

부터 구한 자연주기가 초씩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시간영역 해석에서는 계류시스템을 유한요소 모델로 

구현하여 계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형상 변화에 따른 상하동

요 운동을 통계적 해석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상의 

변화에 따른 의 상하동요 운동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의 형상에 대

한 설계 초기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성에 

의한 감쇠를 고려하지 못하여 상하동요 운동이 일반적인 경우보

다 크게 나왔다 모형시험이나 다른 계류해석 프로그램의 결과

들과 현재 사용된 계류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형

상에 대한 최적설계 이론 등이 적용이 된다면 본 연구의 활용도

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심해공학수조 운용

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및 심해플랜트 

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황아롬 주영석 유현수 해양플랜트와 해양장비기초

인터비전

104



주파수 영역의 해석 수행에서는 선체와 를 선형 스프링

으로 연결하였다 선형 스프링의 강성은 강선과 같은 값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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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를 계산하였다 부가 질량의 경우 선체와 에서의 

결과를 먼저 비교하였으며 이후에 나오는 상하동요 운동의 자

연주기 근처에서 약 으로 유사함을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개구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부가질량이 선

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고점에서의 파랑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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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비교하면 에서 질량 대비 약 이고

에서는 약 까지 부가질량이 감소한다 에서는 최고점

에서의 파랑 주기와 의 부가질량을 도시하였다

을 보면 파랑 감쇠의 경우 선체에 비해서 수면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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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해석결과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냄을 에서 

알 수 있다 에서의 상하동요의 자연주기는 초 이며

그 때의 값은 이다 주파수 영역 계산에서는 파랑에 

의한 감쇠만을 고려하였고 점성의 의한 감쇠는 고려하지 않았

기 때문에 값이 일반적인 값보다 큰 값을 갖는다

시간영역의 해석은 계류선과 라이저와 강선은 각각 유한요소 

모델링을 적용하여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영역 해석

에 사용된 불규칙파는 파랑스펙트럼을 사용하였고 

는 값은 이다 총 시간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상하동요 운동에 대한 통계해석을 수행하

여 에 나타내었다 상하동요 운동의 

값은 에서 까지 최대 의 차이

를 보였으며 최대값과 최소값도 와 의 차이를 보였다

차이의 경향은 주파수 영역해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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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간영역의 해석 수행하고 상하동요의 운동 결과를 분석하였

다 주파수 영역의 해석에서는 선체와 의 부가질량과 파랑에 

의한 감쇠 그리고 상하동요 운동의 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

과 개구부의 형상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 개구부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상하동요 로

부터 구한 자연주기가 초씩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시간영역 해석에서는 계류시스템을 유한요소 모델로 

구현하여 계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형상 변화에 따른 상하동

요 운동을 통계적 해석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상의 

변화에 따른 의 상하동요 운동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의 형상에 대

한 설계 초기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성에 

의한 감쇠를 고려하지 못하여 상하동요 운동이 일반적인 경우보

다 크게 나왔다 모형시험이나 다른 계류해석 프로그램의 결과

들과 현재 사용된 계류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형

상에 대한 최적설계 이론 등이 적용이 된다면 본 연구의 활용도

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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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및 심해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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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를 이용한 단순 형상을 가진 부유식 방파제의 운동응답 특성 연구

강의하 이영길 박정호 이창진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유식 방파제 운동 응답 수치시뮬레이션
투과율

서    론

해안 및 해양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파도로부터 보호하고 기

능성과 안전 및 안정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파랑제어구

조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설치되는 해양시설의 기

능성과 안정성을 효율적으로 극대화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위에 

방파제를 설치한다 하지만 기존에 중력식 방파제는 많은 시간

과 경비가 소요되며 해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환경 및 생태계

에도 많은 변화를 주어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특정한 계류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유식 방파제

의 도입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부유식 방파제는 중력식 구조물

에 비해 파도 에너지가 집중된 수면 상부에만 설치되어 해류의 

흐름과 어류의 이동이 자유로워 친환경적이고 수심에 따른 공

사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수심이 깊은 경우 경제적으로 유리하

다는 장점이 있다 부유식 방파제가 기존의 중력식 방파제에 비

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다 기존 

중력식 방파제에 비해 파도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계류선이 파손되는 경우 항내에 큰 

피해를 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부유식 방파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선형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높은 파고에서의 성능관 안정성은 적절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부유식 방파제에 관한 연구로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무석 등은 규칙파 중 상

자형 부유식 방파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자의 폭과 흘

수를 변화시키고 파의 주기와 경사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

행하고 그 결과와 수치계산을 비교하였다 전인식 등은 시

간의존형 완경사 방정식을 이용하여 부유식 방파제의 적절한 평

면 배치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방

파성능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정량화하여 방파제 주위 파도의 반

사 투과 효과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등은 부

유식 방파제의 응답과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심 

평균 파전달 모델을 개발하였다 운동의 위상차가 방파성

능에 큰 영향을 주고 전면 하부에서 가장 큰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등은 마리나 주변 페리에 의한 항

주파를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브래머턴 마리나에 부유식 방파

제를 설계하고 부유식 방파제를 실해역에 설치하여 페리에 의

한 항주파를 적절히 감쇠시켰다 등은 포텐셜이론

을 이용하여 홀수와 폭 등을 변화시키며 방파성능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등은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

여 부유식 방파제 주변의 유동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한 이현진 등은 방파제의 소요재료량에 비해 변화가 작은 

범위내에서 연직커튼판의 모양과 위치의 변화 및 수평판의 부착 

유무에 따른 형식을 검토하여 파랑제어성능이 우수한 신형식부

방파제를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광오 등은 파일

지지식 소파방파제의 파압특성을 차원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편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인하여 수심이 얕은 항구의 경쟁

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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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단순 형상을 가진 부유식 방파제의 운동응답 특성 연구

강의하 이영길 박정호 이창진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유식 방파제 운동 응답 수치시뮬레이션
투과율

서    론

해안 및 해양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파도로부터 보호하고 기

능성과 안전 및 안정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파랑제어구

조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설치되는 해양시설의 기

능성과 안정성을 효율적으로 극대화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위에 

방파제를 설치한다 하지만 기존에 중력식 방파제는 많은 시간

과 경비가 소요되며 해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환경 및 생태계

에도 많은 변화를 주어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특정한 계류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유식 방파제

의 도입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부유식 방파제는 중력식 구조물

에 비해 파도 에너지가 집중된 수면 상부에만 설치되어 해류의 

흐름과 어류의 이동이 자유로워 친환경적이고 수심에 따른 공

사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수심이 깊은 경우 경제적으로 유리하

다는 장점이 있다 부유식 방파제가 기존의 중력식 방파제에 비

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다 기존 

중력식 방파제에 비해 파도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계류선이 파손되는 경우 항내에 큰 

피해를 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부유식 방파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선형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높은 파고에서의 성능관 안정성은 적절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부유식 방파제에 관한 연구로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무석 등은 규칙파 중 상

자형 부유식 방파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자의 폭과 흘

수를 변화시키고 파의 주기와 경사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

행하고 그 결과와 수치계산을 비교하였다 전인식 등은 시

간의존형 완경사 방정식을 이용하여 부유식 방파제의 적절한 평

면 배치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방

파성능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정량화하여 방파제 주위 파도의 반

사 투과 효과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등은 부

유식 방파제의 응답과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심 

평균 파전달 모델을 개발하였다 운동의 위상차가 방파성

능에 큰 영향을 주고 전면 하부에서 가장 큰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등은 마리나 주변 페리에 의한 항

주파를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브래머턴 마리나에 부유식 방파

제를 설계하고 부유식 방파제를 실해역에 설치하여 페리에 의

한 항주파를 적절히 감쇠시켰다 등은 포텐셜이론

을 이용하여 홀수와 폭 등을 변화시키며 방파성능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등은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

여 부유식 방파제 주변의 유동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한 이현진 등은 방파제의 소요재료량에 비해 변화가 작은 

범위내에서 연직커튼판의 모양과 위치의 변화 및 수평판의 부착 

유무에 따른 형식을 검토하여 파랑제어성능이 우수한 신형식부

방파제를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광오 등은 파일

지지식 소파방파제의 파압특성을 차원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편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인하여 수심이 얕은 항구의 경쟁

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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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컨테이너선 적하역을 위해서는 방파제가 

필수적이며 깊은 수심의 필요로 인해 부유식 방파제에 대한 연

구를 진행 중이다

부유식 방파제의 소파성능은 입사파의 주기와 방파제의 형상

과 특성의 함수이다 부유식 방파제의 성능은 부유식 방파제의 

특성 중 투과계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

다 이 투과계수 는 방파제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입사파의 파고 와 방파제의 후방 투과파의 파고

의 비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투과계수는 에서 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며 투

과계수가 인 것은 입사파를 완전히 방파하여 후방에는 파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 것은 방파를 전혀 못하는 것을 의미

한다 부유식 방파제의 투과계수가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재 대부분의 부유식 방파제들의 설

계 기준 투과계수 값은 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박재현 의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

하여 부유식 방파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법을 기반으로 

한 수치시뮬레이션과 상용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부유식 방파제의 규칙파 중 특성을 살펴보았다

수치시뮬레이션

수치시뮬레이션 소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계열의 프로그램을 

자유수면 물체 유출입 경계조건들을 개선한 와 

상용프로그램인 를 사용하였다 지배방정식으로는 

연속방정식과 방정식이 사용되었으며 격자크기 

이하의 유동에 대한 난류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난류모델을 적용하였다 지배방정식의 속도와 압력은 재

기법으로 연성시켰다 대류항의 공간 이산화에

는 법이 사용되었으며 시간이산화에는 

법을 이용하였다 나머지 항들은 공간에 대하

여 차 중심차분법을 시간에 대하여는 차 전진차분법을 이용

하였다 자세한 수치해석 기법에 대한 내용은 등과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계산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물체는 의 그림과 같이 단순한 

사각 형태를 가지며 모델의 폭은 흘수는 가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시뮬레이션 유동장은 

와 같이 물체의 방향으로 물체의 방향으로 

그리고 을 설정하였다 의 크기는 

방향으로 방향은 방향은 이다 물체의 격자

계의 최소 크기는 와 같고 격자는 총 만개를 사용하

였다

X Y Z

Minimum grid size 0.02 0.02 0.02

Number of grids 300 40 90

의 경우는 과 같이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의 은 방향으로 방향으로 

방향으로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계산조건은 기존의 실험조건박재현등 

과 마찬가지로 파장 파고 는 

파경사 는 정도의 규칙파이다 은 계산에 

사용된 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치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 계산한 수치 결과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형시험 결과박재현등 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

증하였다

는 일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계측위치는 물

체를 지난 뒤 이 지나간 곳에서 계측하였다 그림에서 확

인해보면 기존의 파고에 비해 부유식 방파제 이후에 방파된 

파의 높이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가 이고 가 인 

번일 때의 계산 결과로 기존의 실험값과 비슷한 값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용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

과와 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그 외의 계산은 로 수행하였다

는 에서 계산한 결과로 파란색 원이 기존의 모

형실험 결과이고 파란색 선은 모형시험결과를 이용한 추세선

이다 모형시험 결과와 수치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기존의 모형시험결과에 비해 약 정도 높게 나오지만 경향

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격자의 조밀도 문제와 

기존의 계산은 로 계산을 수행하였으나 본 결과는 로 

계산을 수행하여 계산의 정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로 계산을 수행하여 비교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치시뮬레이션으로 부유식 방파제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기존의 모형시험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방파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실험과 방파제의 투과계수를 비교하였다 실험과 비교하

기 전에 본 연구의 수치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상

용프로그램인 와 실험결과의 결과에 대해 를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값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하여 계산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모형시험결과와 에서 계산을 수행하여 결

과를 비교하였다 결과값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슷한 경향이 나

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값의 오차가 나오는 것은 모형시험과 달

리 부유식 방파제를 로 계산하여 나온 오차로 판단되며

로 계산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초적인 

단계로 부유식 방파제의 특성을 알아보는 단계였고 향후 연구

는 부유식 방파제의 최적 형상과 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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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입사파의 파고 와 방파제의 후방 투과파의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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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과계수는 에서 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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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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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계산조건은 기존의 실험조건박재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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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악천후 시 항해하는 선박은 높은 파고로 인해 큰 진폭의 상하

동요 운동과 종동요 운동이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선박의 선수

혹은 선저에 유체에 의한 충격 이 발생하며 이를 

슬래밍 현상이라 한다 이때 선박의 선체에 전해지

는 큰 값의 슬래밍 충격 압력은 선체 설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슬래밍 현상에 대한 연구는 수상 착륙하는 비행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비

행기는 평판으로 근사되었고 작용되는 하중은 운동량 이론과 

부가질량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이를 발전시켜 사상기법 을 이용하여 평

판으로 근사된 차원 쐐기형상에 작용하는 하중을 해석적으로 

계산하였다 이후

을 사용하여 을 발전시켜서 평판 근사를 사용하

지 않고 실제 쐐기형상을 지나가는 유동을 해석적으로 계산하

였다 등 슬래밍 현상에대해 이론적으로 접

근한 또 다른 기념비적인 연구는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비선

형 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의

의 이차원 단면에 대한 해를 계산할 수 있다

슬래밍은 유체충격문제의 특유의 복잡성과 비선형성으로 인

하여 오래전부터 실험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실제 선박형

상에 대해 실험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슬

래밍 충격압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경사각

과 입수속도를 쉽게 조절 할 수 있는 형상인 쐐기 형상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었다 평판과 경사각이 작은 쐐

기에 대해 자유낙하 슬래밍 실험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는 평판 혹은 쐐기와 자유수면 사

이에 공기가 갇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혹은 그 이상의 경사각

의 가진 쐐기는 공기가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

다 또 다른 선행연구로서 큰 경사각을 가지는 쐐기의 슬래밍 

현상에서 발생하는 제트유동 을 실험과 수치계산을 통

하여 구현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전산유체역학 은 계산 기술과 용량의 발달과 함께 선박

해양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차원 충격문제에 

대한 격자생성과 시간간격에 관한 조건 그리고 사용되는 이산

화 기법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럼으로 실제 선박에서의 

슬래밍 충격압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이다

본 논문은 을 이용한 슬래밍 해석을 위한 기초연

구로서 쐐기 슬래밍 현상을 계산하였고 이에 적용된 이론들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쐐기 슬래밍 현상을 실험적으

로 하였다 계산 결과는 실험과 의 이론해와 비교되었다

실험적 연구

실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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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차원 단면에 대한 해를 계산할 수 있다

슬래밍은 유체충격문제의 특유의 복잡성과 비선형성으로 인

하여 오래전부터 실험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실제 선박형

상에 대해 실험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슬

래밍 충격압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경사각

과 입수속도를 쉽게 조절 할 수 있는 형상인 쐐기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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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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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낙하 실험장치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시

험장치의 재원은 이며

최대 낙하 높이는 이다 선형 운동 가이드 레일

과 수송체 를 이용하여 자유낙하

운동을 재연하였다 수송체의 재원은 

이고 강철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약 이

다 수조의 크기는 

는 실험준비가 완료된 사진이다 시험체 는 

수송체와 부착되어 있고 낙하높이 는 쐐기의 꼭지

점으로부터 자유수면까지의 거리를 정의하고 경사각은 쐐기와 

자유수면이 이루는 각도로 정의하였다

시험체는 경사각에 따라 개가 제작되었고 각각 

그리고 의 경사각을 가진다 각각의 시험체에 대해 총 가지

의 낙하높이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체가 물에 입수하

기 직전의 낙사속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도를 계측하였다 은 시험조건에서 계측된 속도와 낙

하높이에 대한 이상속도를 나타내고 는 고속 카메라의 재

원을 나타낸다

데이터 취득 시스템

쐐기면의 압력은  사의 압력계

와 증폭기 를 통하여 계측하였다 압력

계와 증폭기의 그림은 와 같고 압력계의 재원은 과 

같다 압력계는 쐐기의 중앙을 따라 설치하였고 각각의 각도의 

시험체에 대한 센서의 부착위치는 와 같다

오픈폼을 이용한 수치적 연구

수치적 연구는 전산유체역학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을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에서 개발 중인 을 추가적으로 사용

하였다

지배 방정식 및 경계면 점프조건

비압축성 이상 유동모델은 혼합유동 방정식과 자유수면에서

의 점프조건을 근간으로 한다 자유수면을 계산하기 위한 경계

면 포착법 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법을 사용하였다 계산된 자유수면은 극

도로 얇은 경계면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압축성 이상 유동 의 

자유수면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 대한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

식과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여기서  유한체적의 속도필드 는 이상 유체에서 불연속

적인 밀도필드를 나타낸다 는 동압을 의미하고 는 동점

성계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배방정식들과 함께 자유수면에

서 점프 조건을 가진다 자유수면  에서의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   ∈ 

연산자  는 자우수면을 경계로 존재하는 점프를 나타내

고 첨자  는 자유수면에서 매우 가까운 무거운 유체의 값

을 나타내고 첨자  는 자유수면에서 매우 가까운 가벼운 

유체의 값을 의미한다 속도필드는 자유수면을 포함하는 전 영

역에서 연속적이다 유체의 밀도는 자유수면을 경계로 각각

의 유체 영역에서 하나의 값만을 사용하며 경계면에서 연속되

는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동압력은 자유수면에서 정수압만

큼의 차이를 가지며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하기 위한 제약

으로서 자유수면에서 식 을 만족 시켜야한다 열

거된 점프조건들은 자유수면의 이산화 과정에서 적용된

다

경계면의 이류를 계산하기 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픈폼은 

이라고 하는 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방

법은 격자와 경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다소 부정확하다

새로운 은 이

다 이 방법은 경계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다면체에서 등위면

을 이용하여 경계면을 재구성하고 등위면을 이용하여 

각 격자에서 경계면의 이류를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방법은 기존의 에 비하여 경계면에서 부

피율 값의 퍼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정확한 

자유수면을 계산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슬래밍 현상과 같은 충

격현상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계산의 경우 자유수면에

서  부피율 값의 번짐을 억제하는 방법은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등

수치적 모델

일반적인 슬래밍 현상은 레이놀드수 가 매

우 크기 때문에 점성의 영향이 적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웨버수 와 본드수 도 매우 크기 

때문에 표면장력 을 무시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슬래밍과 같은 유체충

격현상은 점성의 영향이 적고 난류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표면장력과 난류모델은 적용되지 않았다

모든 시간미분 항들은 차 정확도의 음해법으로 차분

되었다 나머지 모든 차분은 에서 지원하는 차 정

확도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압력속도 연성을 위하여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조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쐐기 슬래밍 문제의 

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개의 와 개 

혹은 개의 가 필요하였다

확인 및 검증 과정

확인 과정은 결과와 실험결과 그리고 이론값과의 비교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격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사각마

다 개의 격자를 생성하였고 그 이름을 부터 라고 

하였다 경사각이 일 경우 각 격자의 셀 개수는 와 

같다 모든 낙하높이와 경사각에 대해 검증과정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경사각에 대해 최대 낙하 높이 조건에 

대해서만 검증과정을 수행하였다

시간간격에 대한 검증과증은 별도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모

든 격자와 낙하높이에 대해 수

를 이하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결과비교 및 해석

격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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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사각이 이고 낙하높이가 최대일  쐐기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다 모든 계산은 에서 까지 같

은 수치방법으로 계산되었다 쐐기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격자

의 개수가 이상일 경우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 실험과의 비교를 위한 계산은 의 격자를 사용하

였다

실험값과의 비교

는 경사각이 이고 낙하높이가 최대일 때 실험에서 측

정된 압력과 의 이론해로 부터 계산되는 최대압력 그리고 

오픈폼 으로부터 계산된 압력을 각각을 압력센서별로 도시하였

다 압력은 압력센서의 넓이를 고려하여 압력센서의 넓이에 작

용하는 압력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최대압력은 실험값이 항상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작게 예측되

었지만 같은 위상을 가진다 번 압력센서의 경우 실험값과 이

론값이 매우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쐐

기의 용골 에서 멀어질 경우 이론값이 실험값에 비해 크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이론해와 달리 실험 혹은 

계산에서 쐐기의 길이가 유한하기 때문이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쐐기 슬래밍 현상에 대해서 실험과 오픈폼을 

이용한 해석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사각 그리고 의 쐐기에 대해 실험을 진행

하였고 같은 조건으로 오픈폼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낙하높이가 높을수록 쐐기의 경사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크

게 계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픈폼을 이용하여 쐐기 슬래밍 현상을 계산하였고 그 결

과가 실험 및 이론값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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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하중 조석 효과

서    론

계류된 부이는 한 지역에 장시간동안 머무르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국내 연안을 따라 다수의 해양 

관측용 부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복합지구물리 통합 관측 플랫

폼용 부이가 지진파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부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류된다 한점으로 계류된 부이

와 다점으로 계류된 부이

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한점으로 계류된 

부이는 긴장계류 이완 계류

자형 계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유치를 유

지할 수 있다 긴장계류는 계류위치 정밀도가 우수하나 부이본

체의 침강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일점계류부이에 대한 파랑 및 조류 중의 응답을 평가하는 연

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은 스파와 구 형상의 긴

장계류된 부이의 불규칙파 중에서의 응답을 평가하였으며 자

유도 운동에 대한 공진 영향을 검토하였다

은 인장 계류 부이의 시간에 따른 장력 

변화로 지배되는 운동에 대한 실험결과와의 수치

해석적 비교 연구를 수행되었다

은 부이 형상에 따른 계류선의 장력에 대한 영향을 파랑 및 

조류하중에 대해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점계류와 달리 파이프와 플로터를 이

용하여 계류된 인장식 계류부이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

한다 이 일점계류된 인장식 계류부이의 해상상태 및 조류속도 

변화와 조석간만의 차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였다 동해 및 서해

에서 수심 차이로 인해 계류선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파랑 및 

조류조건에서 두 가지 계류 부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수행

되었다 앵커 지지력과 에어갭 을 검토하기 위해 부력

확보를 위해 설치된 플로터의 부력 변화에 따른 영향과 조차에 

따른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계류 부이 모델 및 환경조건

계류 부이 모델 및 해역조건

본 연구에서는 동해와 서해를 대상으로 하는 인장식 계류 

부이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부이는 

중력식 앵커로 지지되며 수면 하의 플로터를 이용하여 부력을 

갖는다 동해 부이는 앵커 바로 위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연결되며 파이프플로터파이프로 해수면 위 부이와 연결된다

서해 부이는 동해 부이와 유사하나 얕은 수심에 대해 계류

된 길이가 조정되었으며 와이어로프는 사용되지 않았다 서해 

부이는 얕은 수심과 조차로 인해 수심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해에 비해 두꺼운 파이프가 사용되었다 앵커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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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조건에서 두 가지 계류 부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수행

되었다 앵커 지지력과 에어갭 을 검토하기 위해 부력

확보를 위해 설치된 플로터의 부력 변화에 따른 영향과 조차에 

따른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계류 부이 모델 및 환경조건

계류 부이 모델 및 해역조건

본 연구에서는 동해와 서해를 대상으로 하는 인장식 계류 

부이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부이는 

중력식 앵커로 지지되며 수면 하의 플로터를 이용하여 부력을 

갖는다 동해 부이는 앵커 바로 위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연결되며 파이프플로터파이프로 해수면 위 부이와 연결된다

서해 부이는 동해 부이와 유사하나 얕은 수심에 대해 계류

된 길이가 조정되었으며 와이어로프는 사용되지 않았다 서해 

부이는 얕은 수심과 조차로 인해 수심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해에 비해 두꺼운 파이프가 사용되었다 앵커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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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동해와 서해 부이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수면 위 계류선의 길이 부이 크기 및 부이 형상

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동해 부이와 서해 부이는 각각 수심 

와 를 대상으로 모델링하였다 서해는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수심 변화에 대한 효과가 발생한다 조석간만의 차

로 인해 발생되는 최저극천문조위

와 최고극천문조위

조건에서 수심은 각각 와 로 고려된다

은 동해 부이와 서해 부이의 모델 개략도를 보여준다

환경조건

해상상태에 대한 부이 및 계류선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파랑조건을 북태평양 기준으로 해상상태

별로 가장 높은 빈도의 파랑주기와 유의파고의 평균값의 

불규칙파로 선정하였다 조류로 인한 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 해수면 조류 속도는 부터 까지 검토하

였으며 조류 프로파일은 해수면에서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서

해수심에 해당하는 깊이에서 해수면 속도의 에 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은 수치해석에서 고려한 환경조건을 나타

낸다 서해에서 나타나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수심 변화 효

과를 같은 환경조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부이의 안정성은 파이프 바닥부의 앵커 지지력과 부이의 

침하 및 파이프의 응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로터

의 전후동요 그리고 장비가 탑재될 해수면 부이의 상대 에어

갭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수치해석 연구

해상상태에 따른 응답특성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의 파랑 중 응답을 검토하기 위한 해석

을 수행하였다 해상상태 에서 까지 조건에 대한 응답을 검토

하였으며 해상상태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기 위해 본 조건에서 

조류는 고려되지 않았다 는 해상 상태 조건에서 동해 

부이와 서해 부이 플로터의 최대 전후동요가 발생한 스냅샷을 

보여준다 같은 해상 상태에서 동해 부이의 플로터는 상대적으

로 작은 동요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서해는 큰 동요를 보인다

X

Z

20 m

OrcaFlex 9.5c: KIGAM_East_Buoy_20170313.sim (modified 오후  3:56 on 2017-03-17 by OrcaFlex 9.5c) (azimuth=270; elevation=0)
Replay T ime: 2128.90s

X

Z

8 m

OrcaFlex 9.5c: KIGAM_West_Buoy_Mean_20160922.sim (modified 오후  6:28 on 2017-03-15 by OrcaFlex 9.5c) (azimuth=270; elevation=0)
Replay T ime: 8272.40s

은 각 해상상태별로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의 플로터 응

답을 나타낸다 본 부이는 파향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파향 도 조건을 기준으로 응답이 평가되었다 정적 조건에서 

초기 플로터의 전후동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파랑에 의해서 동

요가 발생한다 해상상태 에서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의 전후

동요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해상상태가 커질수록 서해 부

이의 전후동요가 크게 증가한다 수심이 얕은 서해부이가 파랑

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특징을 보이며 동해부이는 상대적

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 즉 서해에서 파랑에 의해 해수면 

위 부이의 상대적인 에어갭 및 파이프의 응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는 동해부이에서 플로터의 부력 변화에 따른 앵커 지지

력 시계열을 보여준다 부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플로

터의 부피 및 형상은 바꾸지 않았으며 플로터의 무게 만을 변

경하였다 플로터의 부력 변화에 따라 앵커 지지력 역시 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력이 에서 으로 갈수록 앵커 지지

력은 플로터의 부력변화가 유사한 양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로터의 부력 변화는 앵커 지지력의 정적인 상황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며 시간에 따른 동적 변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와 에서 해상상태 과 조건에서 해상

상태 변화로 인한 정적 및 동적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는 해상상태에 따른 플로터의 전후동요와 앵커 지지력

의 최대값을 보여주며 플로터의 부력 변화에 따른 효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에서 보듯이 파란색 점선으로 표기한 서해

부이 플로터의 전후동요가 빨간색 실선으로 표기한 동해부이 플

로터의 전후동요에 비해 큰 값을 보이며 해상상태에 따라 응답

크기가 크게 증가한다 에서 나타낸 최대 앵커 지지력

은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에서 유사한 크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상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플로터의 부력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후동요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플로터의 부력은 앵커 지지력과 연관성

을 갖는다 부력이 증가함에 따라 계류선은 해수면 방향으로 힘

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앵커는 부력 증가로 인한 지지력을 추

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력식 앵커의 설계에 있어 플로터의 

부력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류에 의한 영향

조류하중으로 인해 인장식 부이에 발생하는 영향을 검토한

다 은 서해와 동해에서 조류하중으로 인한 계류선의 정

적인 상황에서의 형상과 에서의 조류 속도 조건에서 스

냅샷을 보여준다 와 에서 나타낸 동해 부이의 정적 

형상은 와 에서 나타낸 서해 부이의 정적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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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동해와 서해 부이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수면 위 계류선의 길이 부이 크기 및 부이 형상

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동해 부이와 서해 부이는 각각 수심 

와 를 대상으로 모델링하였다 서해는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수심 변화에 대한 효과가 발생한다 조석간만의 차

로 인해 발생되는 최저극천문조위

와 최고극천문조위

조건에서 수심은 각각 와 로 고려된다

은 동해 부이와 서해 부이의 모델 개략도를 보여준다

환경조건

해상상태에 대한 부이 및 계류선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파랑조건을 북태평양 기준으로 해상상태

별로 가장 높은 빈도의 파랑주기와 유의파고의 평균값의 

불규칙파로 선정하였다 조류로 인한 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 해수면 조류 속도는 부터 까지 검토하

였으며 조류 프로파일은 해수면에서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서

해수심에 해당하는 깊이에서 해수면 속도의 에 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은 수치해석에서 고려한 환경조건을 나타

낸다 서해에서 나타나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수심 변화 효

과를 같은 환경조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부이의 안정성은 파이프 바닥부의 앵커 지지력과 부이의 

침하 및 파이프의 응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로터

의 전후동요 그리고 장비가 탑재될 해수면 부이의 상대 에어

갭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수치해석 연구

해상상태에 따른 응답특성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의 파랑 중 응답을 검토하기 위한 해석

을 수행하였다 해상상태 에서 까지 조건에 대한 응답을 검토

하였으며 해상상태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기 위해 본 조건에서 

조류는 고려되지 않았다 는 해상 상태 조건에서 동해 

부이와 서해 부이 플로터의 최대 전후동요가 발생한 스냅샷을 

보여준다 같은 해상 상태에서 동해 부이의 플로터는 상대적으

로 작은 동요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서해는 큰 동요를 보인다

X

Z

20 m

OrcaFlex 9.5c: KIGAM_East_Buoy_20170313.sim (modified 오후  3:56 on 2017-03-17 by OrcaFlex 9.5c) (azimuth=270; elevation=0)
Replay T ime: 2128.90s

X

Z

8 m

OrcaFlex 9.5c: KIGAM_West_Buoy_Mean_20160922.sim (modified 오후  6:28 on 2017-03-15 by OrcaFlex 9.5c) (azimuth=270; elevation=0)
Replay T ime: 8272.40s

은 각 해상상태별로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의 플로터 응

답을 나타낸다 본 부이는 파향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파향 도 조건을 기준으로 응답이 평가되었다 정적 조건에서 

초기 플로터의 전후동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파랑에 의해서 동

요가 발생한다 해상상태 에서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의 전후

동요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해상상태가 커질수록 서해 부

이의 전후동요가 크게 증가한다 수심이 얕은 서해부이가 파랑

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특징을 보이며 동해부이는 상대적

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 즉 서해에서 파랑에 의해 해수면 

위 부이의 상대적인 에어갭 및 파이프의 응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는 동해부이에서 플로터의 부력 변화에 따른 앵커 지지

력 시계열을 보여준다 부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플로

터의 부피 및 형상은 바꾸지 않았으며 플로터의 무게 만을 변

경하였다 플로터의 부력 변화에 따라 앵커 지지력 역시 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력이 에서 으로 갈수록 앵커 지지

력은 플로터의 부력변화가 유사한 양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로터의 부력 변화는 앵커 지지력의 정적인 상황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며 시간에 따른 동적 변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와 에서 해상상태 과 조건에서 해상

상태 변화로 인한 정적 및 동적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는 해상상태에 따른 플로터의 전후동요와 앵커 지지력

의 최대값을 보여주며 플로터의 부력 변화에 따른 효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에서 보듯이 파란색 점선으로 표기한 서해

부이 플로터의 전후동요가 빨간색 실선으로 표기한 동해부이 플

로터의 전후동요에 비해 큰 값을 보이며 해상상태에 따라 응답

크기가 크게 증가한다 에서 나타낸 최대 앵커 지지력

은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에서 유사한 크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상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플로터의 부력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후동요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플로터의 부력은 앵커 지지력과 연관성

을 갖는다 부력이 증가함에 따라 계류선은 해수면 방향으로 힘

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앵커는 부력 증가로 인한 지지력을 추

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력식 앵커의 설계에 있어 플로터의 

부력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류에 의한 영향

조류하중으로 인해 인장식 부이에 발생하는 영향을 검토한

다 은 서해와 동해에서 조류하중으로 인한 계류선의 정

적인 상황에서의 형상과 에서의 조류 속도 조건에서 스

냅샷을 보여준다 와 에서 나타낸 동해 부이의 정적 

형상은 와 에서 나타낸 서해 부이의 정적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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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기울기가 크며 에어갭이 작다 반면 서해 부이는 상대적

으로 조류하중에 덜 민감하다 이는 앵커에서 파이프까지 와이

어로프가 큰 각도를 일으킨 것으로 예상된다

X

은 해상상태 에서 조류 속도의 변화에 따른 서해 부

이와 동해 부이의 플로터 전후동요를 시계열을 보여준다 서해 

부이는 상대적으로 조류 속도의 변화에 따라 초기 전후동요 

각도 변화가 작으며 동해 부이는 초기 각도 변화가 상대적으

로 크다 그러나 서해 부이의 파랑 중 동요가 크므로 조류 속

도가 작은 조건에서 전후동요가 다소 크게 발생하며 조류 속

도가 에서 로 증가함에 따라 전후동요 변화는 크

지 않다 반면 동해 부이는 조류 속도 변화에 따라 초기 전후

동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며 파랑에 의한 효과가 작으므로 조

류 속도가 동해 부이의 플로터 전후동요의 최대값에 크게 영

향을 미친다 조류속도가 에서 로 증가함에 따라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의 플로터의 전후동요는 조류속도 

에서 의 변화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이는 조류로 인한 

항력은 속도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은 조류 속도의 변화에 따른 해상상태 에서의 최대 전

후동요를 보여준다 서해 부이는 파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아 조류속도가 낮은 조건에서부터 상대적으로 큰 전후동요가 

발생하며 조류 속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은 작다 반면 동해 부

이는 조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후동요가 크게 증가하며

이는 정적 상황에서의 전후동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조차에 의한 영향

서해에서는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수심의 변화가 크게 나타

난다 반면 동해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서해 부

이에 대해 조석간만의 차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는 조차에 따른 계류선과 부이의 정적 형상을 보여준

다 는 최저극천문조위 조건이며 평균조

위 그리고 는 최고극천문조위 조건을 보여준다 조차

에 따라 수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플로터의 전

후동요와 상대적인 에어갭이 변화한다

은 해상상태 에서 조차변화에 따른 플로터의 전후동

요 시계열을 비교하였다 조차에 관계없이 플로터의 정적 조건

에서 전후동요는 유사하며 최저극천문조위 에서 동적인 

전후동요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은 조차와 조류속도에 따른 플로터의 최대 전후동요

와 최소 에어갭 그래프를 보여준다 앞서 시계열에서 살핀 바

대로 최저극천문조위 조건에서 플로터의 전후동요가 크게 발

생하며 조류 속도에 따른 증가폭은 유사하다 반면 에어갭은 

최저극천문조위에서 가장 크며 최고극천문조위에서 가장 작

다 즉 최고극전문조위에서 수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비가 있는 

해수면 부이의 에어갭이 작아지고 침수 위험이 커진다 서해

에서 최고극천문조위에서 침수여부의 확인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로프 및 파이프로 계류되는 인장식 계류 

부이의 파랑 조류 및 조차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수심이 

다른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하였

다 본 해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파랑 하중은 플로터의 전후동요에 영향을 미치며 서해 부

이에 비해 동해 부이의 파랑효과가 작다 이는 수심에 따른 영

향으로 예상되며 플로터의 부력과는 상관관계가 낮다 플로터

의 부력은 앵커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적 하중인 조류 하중으로 인해 플로터의 전후동요가 발

생하며 서해 부이에 비해 동해 부이에서 영향이 크다 동해 부

이에서 사용된 와이어로프로 인해 조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조류 속도가 높은 해역에서 동해 부이 모델에 비해 서해 부이 

모델이 유리하다

조차로 인해 수심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플로터의 

전후동요 및 에어갭 변화가 발생한다 수심이 높아지는 최고극

천문조위에서 플로터의 전후동요 최대값은 감소하나 에어갭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본 조건에서 에어갭의 검토가 요구된다

추후 각 해역의 환경조건에 대해 계류 부이의 안정성을 확보

를 위한 설계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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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기울기가 크며 에어갭이 작다 반면 서해 부이는 상대적

으로 조류하중에 덜 민감하다 이는 앵커에서 파이프까지 와이

어로프가 큰 각도를 일으킨 것으로 예상된다

X

은 해상상태 에서 조류 속도의 변화에 따른 서해 부

이와 동해 부이의 플로터 전후동요를 시계열을 보여준다 서해 

부이는 상대적으로 조류 속도의 변화에 따라 초기 전후동요 

각도 변화가 작으며 동해 부이는 초기 각도 변화가 상대적으

로 크다 그러나 서해 부이의 파랑 중 동요가 크므로 조류 속

도가 작은 조건에서 전후동요가 다소 크게 발생하며 조류 속

도가 에서 로 증가함에 따라 전후동요 변화는 크

지 않다 반면 동해 부이는 조류 속도 변화에 따라 초기 전후

동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며 파랑에 의한 효과가 작으므로 조

류 속도가 동해 부이의 플로터 전후동요의 최대값에 크게 영

향을 미친다 조류속도가 에서 로 증가함에 따라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의 플로터의 전후동요는 조류속도 

에서 의 변화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이는 조류로 인한 

항력은 속도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은 조류 속도의 변화에 따른 해상상태 에서의 최대 전

후동요를 보여준다 서해 부이는 파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아 조류속도가 낮은 조건에서부터 상대적으로 큰 전후동요가 

발생하며 조류 속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은 작다 반면 동해 부

이는 조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후동요가 크게 증가하며

이는 정적 상황에서의 전후동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조차에 의한 영향

서해에서는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수심의 변화가 크게 나타

난다 반면 동해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서해 부

이에 대해 조석간만의 차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는 조차에 따른 계류선과 부이의 정적 형상을 보여준

다 는 최저극천문조위 조건이며 평균조

위 그리고 는 최고극천문조위 조건을 보여준다 조차

에 따라 수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플로터의 전

후동요와 상대적인 에어갭이 변화한다

은 해상상태 에서 조차변화에 따른 플로터의 전후동

요 시계열을 비교하였다 조차에 관계없이 플로터의 정적 조건

에서 전후동요는 유사하며 최저극천문조위 에서 동적인 

전후동요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은 조차와 조류속도에 따른 플로터의 최대 전후동요

와 최소 에어갭 그래프를 보여준다 앞서 시계열에서 살핀 바

대로 최저극천문조위 조건에서 플로터의 전후동요가 크게 발

생하며 조류 속도에 따른 증가폭은 유사하다 반면 에어갭은 

최저극천문조위에서 가장 크며 최고극천문조위에서 가장 작

다 즉 최고극전문조위에서 수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비가 있는 

해수면 부이의 에어갭이 작아지고 침수 위험이 커진다 서해

에서 최고극천문조위에서 침수여부의 확인이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로프 및 파이프로 계류되는 인장식 계류 

부이의 파랑 조류 및 조차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수심이 

다른 서해 부이와 동해 부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하였

다 본 해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파랑 하중은 플로터의 전후동요에 영향을 미치며 서해 부

이에 비해 동해 부이의 파랑효과가 작다 이는 수심에 따른 영

향으로 예상되며 플로터의 부력과는 상관관계가 낮다 플로터

의 부력은 앵커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적 하중인 조류 하중으로 인해 플로터의 전후동요가 발

생하며 서해 부이에 비해 동해 부이에서 영향이 크다 동해 부

이에서 사용된 와이어로프로 인해 조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조류 속도가 높은 해역에서 동해 부이 모델에 비해 서해 부이 

모델이 유리하다

조차로 인해 수심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플로터의 

전후동요 및 에어갭 변화가 발생한다 수심이 높아지는 최고극

천문조위에서 플로터의 전후동요 최대값은 감소하나 에어갭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본 조건에서 에어갭의 검토가 요구된다

추후 각 해역의 환경조건에 대해 계류 부이의 안정성을 확보

를 위한 설계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수행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수중 고

주파수 음파계측모듈 개발 및 수중음파 신호 해석

과제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힙니다

참 고 문 헌  

121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반잠수식구조물에 작용하는 조류하중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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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Experiments and Numerical Simulation of 

current load acting on Semi-submersible offshore structure

Marco Polo Espinoza-Haro·Sung-Chul Hwang·Jae-Hwan Jung·Hyun-Woo Jung·

Suk-Kyu Cho·Byeong-Won Park(KRISO)·Alberto Omar Vazquez-Hernandez(IMP)

KEY WORDS: Current load 조류하중, Wind tunnel test 풍동 실험, Ocean engineering basin 

해양공학수조, Semi-submersible 반잠수식해양구조물, Boundary layer effect 경계층 효과, 

Environmental load 환경외력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환경외력은 파랑, 조류, 바람 이 대표적이며, 환경외력에 대한 추정은 

해양구조물의 계류시스템 설계 및 운동성능 해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환경외력 중 

조류에 대한 환경외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모형실험과 기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험식

을 이용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모형실험은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으나 비싼 비

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API, ESDU, OCIMF와 WINDOS와 같은 실험

데이터 기반의 추정방법은 기존의 선박에 대한 실험 데이터 기반의 추정법으로 추정하고자 하

는 선박과의 선형의 차이로 인해 적용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

로 CFD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결과와 비교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Huang et al. (2016)은 바지형 FPSO 선박에 대한 조류하중 산정을 위해 풍동 및 예인수조에서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풍동의 경우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경계층의 영향으로 

인해 수조실험에 비해 조류하중이 과소평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황성철 등 (2016)은 탱커

형 FPSO 선박에 대한 조류하중 추정을 위해 해양공학수조 및 풍동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역시 풍동 실험 결과가 수조실험 결과에 비해 과소평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풍동실험의 과

소평가의 원인 분석을 위해 풍동실험 시 모형 중심에서 계측된 유속분포를 적용하여 CFD 해석

을 수행한 결과 풍동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로부터 풍동실험과 수조실험 결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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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san National University,)

  Whereas waves are the primary source of environmental loads on trading ships, wind and 
currents, as well as waves, may induce significant loads on offshore structures which have 

items of a large mass, a high center of gravity, and a large windage area in the topside 
structure. Those effects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working capacity of the system in the 

offshore structur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se effects accurately from the 
initial design stag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nume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loads on seakeeping performance of a spread moored FPSO and strength of 
mooring lines. In the present study, a limited number of credible metocean scenarios is 

selected in terms of wind speed, wind direction, wave height, wave period, wave encounter 

angle, current speed, and current direction using a sampling technique associated with 
probabilistic density distributions of individual influencing parameters. The wind and current 

loads were numerically estimated for all directions by using the RANs based viscous flow 
solver, STAR-CCM+. Vessel motion analyses for each of selected scenarios are undertaken 

using ANSYS-AQWA and Orcaflex in a time-domain. To accurately quantify the seakeeping 
performance of the FPSO and the tensions of the mooring line, the time-domain coupled 

analysis method was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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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치 해석 운송바지선 플로트오버 설치

서    론

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만들어지

고 다수의 해양작업에 사용되어지고 그 적용형태 또한 변화하

고 있다 이렇게 해상 작업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복수의 해양

구조물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안전

을 위하여 많은 수의 연결체가 구조물에 설치되어진다 이렇게 

연결된 구조물에는 동유체역학적 상호작용과 기계적인 상호작

용이 동시에 작용하여 연결체 설계에 따라서 시스템의 고유주

기 및 고유모드가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부유체

와 연결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변화하는 고유주기와 고유모

드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여 모형시험결과와 비굑를 통하여 검

증을 수행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운동모드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

하였다

고유치 해석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한 대형구조물의 설치시 다수의 구

조물이 근접 위치하여 있으며 각각의 구조물은 계류선을 포함

한 많은 수의 연결체가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구성 상황에서는 동유체역학적 상호작용과 기계적인 상호작용

이 동시에 관찰되어진다 은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하

여 탑사이드를 자켓구조물에 설치하는 상황으로 다수의 연결체

에 설치선과 탑사이드 자켓구조물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되어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

하여 중량물을 설치시 이와 같은 연결체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

이때 단계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연결체의 종류

와 개수가 변화하게 되어 시스템의 구성이 다양하게 된다

등은 플로트오버 설치법과 설치에 필요한 연결체

인 펜더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권용주 등이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한 중량물 설치시 단계에서 

실험과 수치계산을 수행하면서 많은 수의 연결체에 의해 각 구

조물이 연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결체로 연결된 

부유체가 이루는 시스템은 고유주기를 가지게 되는데 각 구조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시스템의 고유주기 및 고유

모드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어진다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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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수행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운동모드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

하였다

고유치 해석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한 대형구조물의 설치시 다수의 구

조물이 근접 위치하여 있으며 각각의 구조물은 계류선을 포함

한 많은 수의 연결체가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구성 상황에서는 동유체역학적 상호작용과 기계적인 상호작용

이 동시에 관찰되어진다 은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하

여 탑사이드를 자켓구조물에 설치하는 상황으로 다수의 연결체

에 설치선과 탑사이드 자켓구조물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되어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

하여 중량물을 설치시 이와 같은 연결체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

이때 단계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연결체의 종류

와 개수가 변화하게 되어 시스템의 구성이 다양하게 된다

등은 플로트오버 설치법과 설치에 필요한 연결체

인 펜더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권용주 등이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한 중량물 설치시 단계에서 

실험과 수치계산을 수행하면서 많은 수의 연결체에 의해 각 구

조물이 연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결체로 연결된 

부유체가 이루는 시스템은 고유주기를 가지게 되는데 각 구조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시스템의 고유주기 및 고유

모드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어진다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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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건에서의 고유주기 확인

변화

은 단계에 따른 설치선의 위치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단계 은 설치선이 자켓구조물에 진입

한 단계 단계 는 설치선의 약 가 자켓

구조물을 통과한 단계 단계 은 설치선이 

위치에 자리를 잡은 단계이다

각 단계에 따라 설치선이 이동하면서 계류라인과 테더

라인의 길이가 변화하여 개 단계에서 구성된 시스템은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는 각 시스템에서 설치선의 고유주기를 변화시키

게 되는데 각 단계에서 고유치해석을 통하여 설치선의 고유주기

를 확인하였다 에 전후동요 주기와 좌우동요와 선수동요

가 동일한 위상에서 연성되었을 조건에서 주기를 나타내었다

단계가 진행되면서 전후동요 주기는 약 증가하였으

나 좌우동요와 선수동요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주기는 약 

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은 단계 에서 좌우 선수 동요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는 단

계 의 조건으로 계류라인과 테더라인 와핑라인에 의해 시스템이 

구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는 단계 에서 

계류라인과 테더라인에 의해 시스템이 구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

다 단계 은 테더라인이 가징 길고 와핑라인이 존재하

여 다른 두 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설치선의 운동모드

를 보여주고 있다

연결체 강성 변화

Docking 단계2에서 테더라인의 변화가 연결체로 구성된 시

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테더라인의 

강성을 변화하면서 설치선의 고유주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은 테더라인의 강성을 증가시키면서 고유치해석을 수행

하여 전후동요 고유주기와 좌우동요·선수동요가 동일한 위상

으로 연성된 고유주기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테더라인의 강성을 증가시키면서 고유주기

를 확인하였는데 테더라인의 변화는 전후동요의 주기에 영향

을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테더라인의 강성을 

증가시켰을 경우 전후동요 주기가 약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좌우동요·선수동요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고유주

기는 강성이 증가하였을 때 약 감소하는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43.663 60.854

36.551 58.695

32.075 56.654

28.927 54.738

선수방향 계류라인의 강성을 변화시키면서 설치선의 고유주

기를 확인하였다 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선

수 계류라인의 강성을 줄였을 경우 좌우동요·선수동요

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고유주기가 약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후동요 고유주기는 약 증가하는 결과

를 확인하였다 선수 계류라인의 강성을 증가시킨 조건에

서는 좌우동요·선수동요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고유주기

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전후동

요 고유주기는 약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선미 계류라인의 강성을 변화시켰을 때

단계 에서 설치선의 전후동요 고유주기를 확인한 그림이다 강

성을 감소 시킨 조건에서 전후동요 고유주기는 약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증가시켰을 경우 고유주기

는 약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후동요의 고유주기는 테더라인과 선미 계류라인에 의해 

크게 변화하였고 좌우선수동요 고유주기는 선수방향 계류라인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한 중량물의 설치작업 진행시 다

수의 연결체가 탑사이드 설치선 자켓구조물을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게 된다 동유체역학적 상호작용과 기계적인 

상호작용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어 연결체 설계에 따른 시스템

의 고유주기와 고유모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

로트오버 설치법 중 단계와 단계에서의 고유

치해석을 진행하여 실험결과를 검증하고 다야한 조건에서 고

유치를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중인 해양플랜트 

플로트오버 및 복수크레인 설치설계 핵심 기술 개발 과제의 지

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

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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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건에서의 고유주기 확인

변화

은 단계에 따른 설치선의 위치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단계 은 설치선이 자켓구조물에 진입

한 단계 단계 는 설치선의 약 가 자켓

구조물을 통과한 단계 단계 은 설치선이 

위치에 자리를 잡은 단계이다

각 단계에 따라 설치선이 이동하면서 계류라인과 테더

라인의 길이가 변화하여 개 단계에서 구성된 시스템은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는 각 시스템에서 설치선의 고유주기를 변화시키

게 되는데 각 단계에서 고유치해석을 통하여 설치선의 고유주기

를 확인하였다 에 전후동요 주기와 좌우동요와 선수동요

가 동일한 위상에서 연성되었을 조건에서 주기를 나타내었다

단계가 진행되면서 전후동요 주기는 약 증가하였으

나 좌우동요와 선수동요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주기는 약 

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은 단계 에서 좌우 선수 동요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는 단

계 의 조건으로 계류라인과 테더라인 와핑라인에 의해 시스템이 

구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는 단계 에서 

계류라인과 테더라인에 의해 시스템이 구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

다 단계 은 테더라인이 가징 길고 와핑라인이 존재하

여 다른 두 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설치선의 운동모드

를 보여주고 있다

연결체 강성 변화

Docking 단계2에서 테더라인의 변화가 연결체로 구성된 시

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테더라인의 

강성을 변화하면서 설치선의 고유주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은 테더라인의 강성을 증가시키면서 고유치해석을 수행

하여 전후동요 고유주기와 좌우동요·선수동요가 동일한 위상

으로 연성된 고유주기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테더라인의 강성을 증가시키면서 고유주기

를 확인하였는데 테더라인의 변화는 전후동요의 주기에 영향

을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테더라인의 강성을 

증가시켰을 경우 전후동요 주기가 약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좌우동요·선수동요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고유주

기는 강성이 증가하였을 때 약 감소하는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43.663 60.854

36.551 58.695

32.075 56.654

28.927 54.738

선수방향 계류라인의 강성을 변화시키면서 설치선의 고유주

기를 확인하였다 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선

수 계류라인의 강성을 줄였을 경우 좌우동요·선수동요

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고유주기가 약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후동요 고유주기는 약 증가하는 결과

를 확인하였다 선수 계류라인의 강성을 증가시킨 조건에

서는 좌우동요·선수동요가 동일한 위상으로 연성된 고유주기

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전후동

요 고유주기는 약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선미 계류라인의 강성을 변화시켰을 때

단계 에서 설치선의 전후동요 고유주기를 확인한 그림이다 강

성을 감소 시킨 조건에서 전후동요 고유주기는 약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증가시켰을 경우 고유주기

는 약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후동요의 고유주기는 테더라인과 선미 계류라인에 의해 

크게 변화하였고 좌우선수동요 고유주기는 선수방향 계류라인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

플로트오버 설치법을 적용한 중량물의 설치작업 진행시 다

수의 연결체가 탑사이드 설치선 자켓구조물을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게 된다 동유체역학적 상호작용과 기계적인 

상호작용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어 연결체 설계에 따른 시스템

의 고유주기와 고유모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

로트오버 설치법 중 단계와 단계에서의 고유

치해석을 진행하여 실험결과를 검증하고 다야한 조건에서 고

유치를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중인 해양플랜트 

플로트오버 및 복수크레인 설치설계 핵심 기술 개발 과제의 지

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

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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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플로트오버 설치기법을 이용한 톤급 탑

사이드 설치 모형시험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에 작용하는 비선형 유체하중 특성에 관한 연구

하윤진 남보우 홍사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산유체역학 조류 상호작용 비선형 하중 텐션 레그 플랫폼

서    론

일반적으로 와 같은 부유체의 경우에는 복합환경하중 하

에 운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사파에 의한 파랑기진력 파랑 

표류력 그리고 조류 및 바람에 의한 외력으로 인하여 운동을 하

게 된다 특히 포텐셜 기법을 이용한 해석 시에 조류 및 바람에 

의한 외력들은 흔히 을 이용한다

이용 시에 항력계수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항력

계수는 부유체 형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와 같은 부유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위치에 수직기둥들이 배

치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는 폰투운 으로 연결된다

적용 시에는 서로 다른 위치의 수직기둥들에 

모두 동일한 항력계수가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보수적인 조류 

및 바람 하중들을 예측할 수 있다

해양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큰 파도들이 생성될 가

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포텐셜을 이용한 해석 시 비선형 파도

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며 하중을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와 같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직기

둥들 주위에 런업과 같은 비선형 유동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으

며 이는 비선형 파랑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김남우 등 

는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발생되는 런업에 대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파고에 따른 비선형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하여 수직기둥들에 발생되는 

조류하중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고정된 발생하는 비선

형 파랑 하중에 대하여 기초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파랑하중의 

경우에는 포텐셜 해석과 비교함으로 비선형 하중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계산조건

대상 구조물

본 연구에서의 대상구조물은 개의 수직기둥을 가지며 그 사

이에 폰투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며 그 형상과 주요제원

은 그림 과 표 에 나타내었다조윤상 등 의 전체 

길이는 이며 운용되는 흘수는 이다

본 연구에서 의 수직기둥은 정사각형 형상을 가지며 끝

단 모서리 부분은 절단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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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플로트오버 설치기법을 이용한 톤급 탑

사이드 설치 모형시험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에 작용하는 비선형 유체하중 특성에 관한 연구

하윤진 남보우 홍사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산유체역학 조류 상호작용 비선형 하중 텐션 레그 플랫폼

서    론

일반적으로 와 같은 부유체의 경우에는 복합환경하중 하

에 운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사파에 의한 파랑기진력 파랑 

표류력 그리고 조류 및 바람에 의한 외력으로 인하여 운동을 하

게 된다 특히 포텐셜 기법을 이용한 해석 시에 조류 및 바람에 

의한 외력들은 흔히 을 이용한다

이용 시에 항력계수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항력

계수는 부유체 형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와 같은 부유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위치에 수직기둥들이 배

치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는 폰투운 으로 연결된다

적용 시에는 서로 다른 위치의 수직기둥들에 

모두 동일한 항력계수가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보수적인 조류 

및 바람 하중들을 예측할 수 있다

해양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큰 파도들이 생성될 가

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포텐셜을 이용한 해석 시 비선형 파도

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며 하중을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와 같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직기

둥들 주위에 런업과 같은 비선형 유동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으

며 이는 비선형 파랑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김남우 등 

는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발생되는 런업에 대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파고에 따른 비선형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하여 수직기둥들에 발생되는 

조류하중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고정된 발생하는 비선

형 파랑 하중에 대하여 기초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파랑하중의 

경우에는 포텐셜 해석과 비교함으로 비선형 하중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계산조건

대상 구조물

본 연구에서의 대상구조물은 개의 수직기둥을 가지며 그 사

이에 폰투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며 그 형상과 주요제원

은 그림 과 표 에 나타내었다조윤상 등 의 전체 

길이는 이며 운용되는 흘수는 이다

본 연구에서 의 수직기둥은 정사각형 형상을 가지며 끝

단 모서리 부분은 절단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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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방법

수치해석기법과 격자수는 표 와 같으며 격자생성은 그림 

와 같이 을 이용하였다 또한 계산은 

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조류하중계산

의 경우에는 자유수면이 없는 단산유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

다

환경조건

본 연구에서는 조류하중과 파랑하중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수

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환경조건은 표 과 같다 두 가지의 조류

속도와 두 가지의 파 기울기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결과

검증계산

수치해석에 대한 검증계산은 년 공동연구에서 수

행된 원통형 실린더 형상에 대한 런업 및 하중에 대한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린더 모형시험에서 파고계측 위치는 실린

더 모형 주위 근처에 개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런더에 발생되는 파도하중이 계측되었다그

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파도 주기와 파 기울기 중 대표적으로 

주기 초 그리고 파 기울기 에 대한 모형시험결과와 시계열

을 그림 와 같이 비교하였다 실린더 모형 주위의 파고계측결

과와 수치계산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파도의 런업 현상과 비선

형적인 파도 형상들이 모형시험결과와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파도에 의한 하중결과를 보면 파도의 진행방향에 대한 하중

은 모형시험결과와 최대 약 정도로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인

다 그러나 수직방향에 대한 하중의 경우에는 조금의 차이를 보

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힘의 크기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조류하중계산

본 연구에서 조류하중은 의 수직기둥이 개인 경우 개

인 경우 대칭조건으로 개인 경우 그리고 수직기둥 개를 포함

한 폰투운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를 보면 수직기둥 개인 경우에는 수직기둥 끝단에 의

하여 비대칭적인 유속분포를 보인다 또한 수직기둥 근처에서 

유속이 느려지며 수직기둥을 지나 유속이 다시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직기둥 개인 경우에는 앞쪽 수직기

둥을 지나 뒤쪽 수직기둥 앞에서 유속이 급격히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기둥 개인 경우에는 측면 쪽에서의 유속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폰투운이 존재하는 경우에 

폰투운에 의하여 앞쪽에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보다 느려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직 기둥 주위의 유속분포는 폰투운 유무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는 각 

계산조건 별 도에서의 항력계수를 나타낸다 수직기둥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앞쪽 수직기둥의 항력계수가 크게 감소하며

뒤쪽 수직기둥의 항력계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폰투운이 존재하는 경우 폰투운이 미치는 수직기둥

의 항력계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포

텐셜 해석 시 와 같이 여러 개의 수직기둥이 존재하여 상호

작용에 의한 유속변화를 보이는 경우 에서 제안

한 수치항력계수 의 적용보다 이를 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이는 향후 운동응답해석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랑하중계산

본 연구에서는 고정되어있는 에 발생되는 파랑하중에 대

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시 파도조건은 조윤상 등

에서 각 주기 증가에 따라 고유주기의 배

고유주기의 배 그리고 고유주기의 배의 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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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방법

수치해석기법과 격자수는 표 와 같으며 격자생성은 그림 

와 같이 을 이용하였다 또한 계산은 

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조류하중계산

의 경우에는 자유수면이 없는 단산유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

다

환경조건

본 연구에서는 조류하중과 파랑하중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수

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환경조건은 표 과 같다 두 가지의 조류

속도와 두 가지의 파 기울기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결과

검증계산

수치해석에 대한 검증계산은 년 공동연구에서 수

행된 원통형 실린더 형상에 대한 런업 및 하중에 대한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린더 모형시험에서 파고계측 위치는 실린

더 모형 주위 근처에 개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런더에 발생되는 파도하중이 계측되었다그

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파도 주기와 파 기울기 중 대표적으로 

주기 초 그리고 파 기울기 에 대한 모형시험결과와 시계열

을 그림 와 같이 비교하였다 실린더 모형 주위의 파고계측결

과와 수치계산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파도의 런업 현상과 비선

형적인 파도 형상들이 모형시험결과와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파도에 의한 하중결과를 보면 파도의 진행방향에 대한 하중

은 모형시험결과와 최대 약 정도로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인

다 그러나 수직방향에 대한 하중의 경우에는 조금의 차이를 보

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힘의 크기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조류하중계산

본 연구에서 조류하중은 의 수직기둥이 개인 경우 개

인 경우 대칭조건으로 개인 경우 그리고 수직기둥 개를 포함

한 폰투운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를 보면 수직기둥 개인 경우에는 수직기둥 끝단에 의

하여 비대칭적인 유속분포를 보인다 또한 수직기둥 근처에서 

유속이 느려지며 수직기둥을 지나 유속이 다시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직기둥 개인 경우에는 앞쪽 수직기

둥을 지나 뒤쪽 수직기둥 앞에서 유속이 급격히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기둥 개인 경우에는 측면 쪽에서의 유속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폰투운이 존재하는 경우에 

폰투운에 의하여 앞쪽에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보다 느려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직 기둥 주위의 유속분포는 폰투운 유무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는 각 

계산조건 별 도에서의 항력계수를 나타낸다 수직기둥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앞쪽 수직기둥의 항력계수가 크게 감소하며

뒤쪽 수직기둥의 항력계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폰투운이 존재하는 경우 폰투운이 미치는 수직기둥

의 항력계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포

텐셜 해석 시 와 같이 여러 개의 수직기둥이 존재하여 상호

작용에 의한 유속변화를 보이는 경우 에서 제안

한 수치항력계수 의 적용보다 이를 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이는 향후 운동응답해석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랑하중계산

본 연구에서는 고정되어있는 에 발생되는 파랑하중에 대

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시 파도조건은 조윤상 등

에서 각 주기 증가에 따라 고유주기의 배

고유주기의 배 그리고 고유주기의 배의 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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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을 보면 파도 기울기 정도만 되어도 포텐셜 계산

에 비하여 비선형적인 하중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비선형 하중 변화는 모멘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기 초에서의 모멘트에서 

포텐셜계산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의 계산결과는 일시적

으로 비정상적인 하중변화와 파도 주기이외에도 차의 주파수

응답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파도 기울기 

에서의 모멘트이다 런업과 같은 비선형적인 파도 

생성으로 인하여 포텐셜 해석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하

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도주기가 짧을 경우 파도의 

비선형성에 의하여 하중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또한 마찬가지로 주기 초에서 차 주파수 응답이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하여 조류하중과 파랑하중에 대

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과 같은 구조물은 여러개의 수직기

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수직기둥별로 유동의 상호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각 수직기둥들의 항력계

수는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수직기둥 아래의 폰투운의 경우 

수직기둥들의 항력계수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

서 식을 이용한 조류하중 계산 시 각 수직기둥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여 항력계수를 다르게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한 계산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운동응답해석에

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랑하중의 경우에는 포텐셜 해석 

시 런업등과 같은 비선형 적인 유동현상에 대한 해석이 어렵

기 때문에 파랑하중결과에는 비선형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

는다 특히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도의 비선형성

이 매우 크고 하중변화에도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하중변화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하중변화에는 파도주기

를 포함한 차의 주파수응답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도의 기울기 증가는 보다 비선형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와 같이 다수의 수직기둥을 가지고 있는 부유체에 

대한 조류하중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크고 주기가 짧은 

경우에 대한 파랑하중의 경우는 점성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설

계 시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공학수조 활용 해양설계엔지니어

링 공동연구 의 연구 성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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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해에 설치된 계류인장각 플랫폼

은 선장력 을 갖는 다수의 텐던 을 이용하여 

수직면 운동의 공진주기를 파주기 영역보다 짧게 가져가서 파랑 

중 운동성능을 향상시킨 해양구조물이다 우수한 수직면 운동성

능으로 인하여 멕시코만 지역 또는 가 사용되는 지역에 

주로 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플랫폼으

로 고려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우수한 수직면 운동성능으로 인

하여 극한파 중에서 계류인장각 플랫폼은 갑판침수에 노출될 가

능성이 높다 갑판침수가 발생할 경우 강한 파랑충격력이 갑판

에 설치된 다양한 장비들의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설계단계에서 갑판침수에 대한 정도 높은 평가가 요구되

어 진다

계류인장각 플랫폼에 대한 갑판침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

형시험 또는 수치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모형시험 평가를 

위해서는 텐던을 포함한 플랫폼의 축소모형이 필요하며 상대파

고계와 압력계 등을 이용하여 갑판침수 여부와 갑판침수 시의 

파랑충격력을 직접 계측할 수 있다 최근 연구로는 

이 계류인장각 플랫폼에 대한 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 

모형시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수치해석 방법으로

는 포텐셜 유동 기반의 수치해석과 전산유체역학

기술을 이용한 시뮬레

이션 방법이 있다 포텐셜 유동 기반의 수치해석 방법은 효율적

이고 갑판침수 발생여부를 평가하는 적절하며 방법은 갑

판침수 하중까지 평가가 가능하나 불규칙파 중의 장시간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기에는 방대한 계산량이 요구되어 진다 최근 연

구로는 이 를 이용하여 반잠수식 해

양구조물과 관련하여 런업 및 갑판충격력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파 중 심해에 설치된 계류인장각 플랫폼의 

갑판침수에 대하여 모형시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형시험에서

는 년과 년 재현주기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였으며 플랫

폼의 운동응답과 상대파고 텐던 장력 등을 직접 계측하였다

년 재현주기 조건에 대해서는 상대파고 시계열을 중심으로 

플랫폼 내의 위치별 경향과 조류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

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상대파고의 확률적인 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갑판침수가 발생하였을 때의 계측 동영상을 분석하여 갑판

침수 발생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모형시험

시험모델

본 연구에서는 삼성중공업에서 설계한 계류인장각 플랫폼에 

대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공학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

행하였다 이 때 계류인장각 플랫폼은 개의 주기둥 과 

환구조의 폰툰 으로 이뤄진 형상이며 각 기둥 모서리

에 개씩 총 개의 텐던 이 플랫폼에 연결된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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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을 보면 파도 기울기 정도만 되어도 포텐셜 계산

에 비하여 비선형적인 하중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비선형 하중 변화는 모멘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기 초에서의 모멘트에서 

포텐셜계산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의 계산결과는 일시적

으로 비정상적인 하중변화와 파도 주기이외에도 차의 주파수

응답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파도 기울기 

에서의 모멘트이다 런업과 같은 비선형적인 파도 

생성으로 인하여 포텐셜 해석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하

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도주기가 짧을 경우 파도의 

비선형성에 의하여 하중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또한 마찬가지로 주기 초에서 차 주파수 응답이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하여 조류하중과 파랑하중에 대

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과 같은 구조물은 여러개의 수직기

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수직기둥별로 유동의 상호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각 수직기둥들의 항력계

수는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수직기둥 아래의 폰투운의 경우 

수직기둥들의 항력계수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

서 식을 이용한 조류하중 계산 시 각 수직기둥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여 항력계수를 다르게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한 계산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운동응답해석에

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랑하중의 경우에는 포텐셜 해석 

시 런업등과 같은 비선형 적인 유동현상에 대한 해석이 어렵

기 때문에 파랑하중결과에는 비선형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

는다 특히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도의 비선형성

이 매우 크고 하중변화에도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하중변화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하중변화에는 파도주기

를 포함한 차의 주파수응답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도의 기울기 증가는 보다 비선형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와 같이 다수의 수직기둥을 가지고 있는 부유체에 

대한 조류하중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크고 주기가 짧은 

경우에 대한 파랑하중의 경우는 점성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설

계 시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공학수조 활용 해양설계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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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인장각 플랫폼 갑판침수 극한파 모형시험
상대파고

서    론

심해에 설치된 계류인장각 플랫폼

은 선장력 을 갖는 다수의 텐던 을 이용하여 

수직면 운동의 공진주기를 파주기 영역보다 짧게 가져가서 파랑 

중 운동성능을 향상시킨 해양구조물이다 우수한 수직면 운동성

능으로 인하여 멕시코만 지역 또는 가 사용되는 지역에 

주로 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플랫폼으

로 고려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우수한 수직면 운동성능으로 인

하여 극한파 중에서 계류인장각 플랫폼은 갑판침수에 노출될 가

능성이 높다 갑판침수가 발생할 경우 강한 파랑충격력이 갑판

에 설치된 다양한 장비들의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설계단계에서 갑판침수에 대한 정도 높은 평가가 요구되

어 진다

계류인장각 플랫폼에 대한 갑판침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

형시험 또는 수치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모형시험 평가를 

위해서는 텐던을 포함한 플랫폼의 축소모형이 필요하며 상대파

고계와 압력계 등을 이용하여 갑판침수 여부와 갑판침수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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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수치해석 방법으로

는 포텐셜 유동 기반의 수치해석과 전산유체역학

기술을 이용한 시뮬레

이션 방법이 있다 포텐셜 유동 기반의 수치해석 방법은 효율적

이고 갑판침수 발생여부를 평가하는 적절하며 방법은 갑

판침수 하중까지 평가가 가능하나 불규칙파 중의 장시간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기에는 방대한 계산량이 요구되어 진다 최근 연

구로는 이 를 이용하여 반잠수식 해

양구조물과 관련하여 런업 및 갑판충격력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파 중 심해에 설치된 계류인장각 플랫폼의 

갑판침수에 대하여 모형시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형시험에서

는 년과 년 재현주기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였으며 플랫

폼의 운동응답과 상대파고 텐던 장력 등을 직접 계측하였다

년 재현주기 조건에 대해서는 상대파고 시계열을 중심으로 

플랫폼 내의 위치별 경향과 조류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

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상대파고의 확률적인 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갑판침수가 발생하였을 때의 계측 동영상을 분석하여 갑판

침수 발생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모형시험

시험모델

본 연구에서는 삼성중공업에서 설계한 계류인장각 플랫폼에 

대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공학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

행하였다 이 때 계류인장각 플랫폼은 개의 주기둥 과 

환구조의 폰툰 으로 이뤄진 형상이며 각 기둥 모서리

에 개씩 총 개의 텐던 이 플랫폼에 연결된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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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제원은 에 요약하였다 시험모델의 축척비는 

이며 주기둥의 높이와 운용 흘수는 각각 와 이

다 그러므로 초기 은 약 이다 대상 수심은 

이며 수조 중앙의 를 활용하여 수심조건을 만족하였다

은 해양공학수조에 설치된 시험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측 장비

모형시험 시 계측 장비와 설치위치를 에 도식적으로 표

시하였다 여기서 는 텐던의 상단부에 설치된 장력

계를 타나낸다 은 비접촉식 광학 운동계측시스템을 

의미하여 플랫폼의 자유도 운동응답을 계측하기 위해 설치되

었다 은 상대파고를 계측하기 위해 설치된 개

의 용량식 파고계를 지시하고 있다 는 압력계이며

는 가속도계를 나타낸다

환경조건

모형시험의 환경조건으로는 년과 년의 재현주기에 해

당하는 극한파를 모두 고려하였다 년 재현주기 파 조건에서

는 조류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고자 조류는 없고 파만 있는 조

건 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는 본 모형시험의 

환경조건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스펙트

럼의 계수는 를 적용하였다

모형시험 결과 및 고찰

년 파 조건 조류가 없는 경우

조류가 없는 년 재현주기 파 조건 에서의 상대파고 시

계열을 에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 갑판침수 여부를 지시해

주는 상대파고계 에 대해서만 결과를 도시하였다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큰 파고가 계측된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주기둥의 전면부 위치에서의 비선형적인 런업 으

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상대파고는 약 초 근방에

서 최대 약 가량 발생하였다

는 가지 위치의 초과확률에 따른 상대파고 값을 

함수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계열에서 관찰한 것

과 유사한 경향으로 위치에서 가장 큰 상대파고 값이 평

가되고 있으며 년 재현확률을 기준으로 약 의 상대파

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년 파 조건 조류가 있는 경우

조류가 있을 경우 년 재현주기 파 조건 에서의 상대

파고 시계열을 에 도시하고 있다 앞서와 유사하게 

위치에서 와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큰 파고가 계측

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약 초 근방에서 상대파고가 약 

까지 근접하여 파가 갑판위치까지 도달한 것을 지시해주고 

있다 의 상대파고에 대한 값을 보면 조류

가 있을 경우 상대파고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다 년 재현확률 기준으로 약 의 상대파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은 약 초 근방에서의 갑판충격 모습을 실험 사진으

로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큰 파고의 파가 도달하기 전

에 플랫폼이 파저에 위치함에 따라 순간적으로 흘수가 매우 낮

아진 상태이며 에서는 큰 파가 플랫폼 앞쪽 주기둥과 

부딪히며 강한 런업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후 에서 플

랫폼 후반부를 중심으로 갑판충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에서는 입사파가 플랫폼 후방으로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년 파 조건

년 파 조건에서의 상대파고 시계열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대파고가 약 에 도달한 것은 갑판침수가 발생하

였음을 지시해준다 앞서와 동일하게 뒤쪽 주기둥의 전면에 위

치한 파고계 에서 강한 런업으로 인하여 다수의 갑판침수

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 근방에서 빈번하

게 갑판침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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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제원은 에 요약하였다 시험모델의 축척비는 

이며 주기둥의 높이와 운용 흘수는 각각 와 이

다 그러므로 초기 은 약 이다 대상 수심은 

이며 수조 중앙의 를 활용하여 수심조건을 만족하였다

은 해양공학수조에 설치된 시험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측 장비

모형시험 시 계측 장비와 설치위치를 에 도식적으로 표

시하였다 여기서 는 텐던의 상단부에 설치된 장력

계를 타나낸다 은 비접촉식 광학 운동계측시스템을 

의미하여 플랫폼의 자유도 운동응답을 계측하기 위해 설치되

었다 은 상대파고를 계측하기 위해 설치된 개

의 용량식 파고계를 지시하고 있다 는 압력계이며

는 가속도계를 나타낸다

환경조건

모형시험의 환경조건으로는 년과 년의 재현주기에 해

당하는 극한파를 모두 고려하였다 년 재현주기 파 조건에서

는 조류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고자 조류는 없고 파만 있는 조

건 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는 본 모형시험의 

환경조건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스펙트

럼의 계수는 를 적용하였다

모형시험 결과 및 고찰

년 파 조건 조류가 없는 경우

조류가 없는 년 재현주기 파 조건 에서의 상대파고 시

계열을 에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 갑판침수 여부를 지시해

주는 상대파고계 에 대해서만 결과를 도시하였다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큰 파고가 계측된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주기둥의 전면부 위치에서의 비선형적인 런업 으

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상대파고는 약 초 근방에

서 최대 약 가량 발생하였다

는 가지 위치의 초과확률에 따른 상대파고 값을 

함수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시계열에서 관찰한 것

과 유사한 경향으로 위치에서 가장 큰 상대파고 값이 평

가되고 있으며 년 재현확률을 기준으로 약 의 상대파

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년 파 조건 조류가 있는 경우

조류가 있을 경우 년 재현주기 파 조건 에서의 상대

파고 시계열을 에 도시하고 있다 앞서와 유사하게 

위치에서 와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큰 파고가 계측

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약 초 근방에서 상대파고가 약 

까지 근접하여 파가 갑판위치까지 도달한 것을 지시해주고 

있다 의 상대파고에 대한 값을 보면 조류

가 있을 경우 상대파고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다 년 재현확률 기준으로 약 의 상대파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은 약 초 근방에서의 갑판충격 모습을 실험 사진으

로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큰 파고의 파가 도달하기 전

에 플랫폼이 파저에 위치함에 따라 순간적으로 흘수가 매우 낮

아진 상태이며 에서는 큰 파가 플랫폼 앞쪽 주기둥과 

부딪히며 강한 런업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후 에서 플

랫폼 후반부를 중심으로 갑판충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에서는 입사파가 플랫폼 후방으로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년 파 조건

년 파 조건에서의 상대파고 시계열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대파고가 약 에 도달한 것은 갑판침수가 발생하

였음을 지시해준다 앞서와 동일하게 뒤쪽 주기둥의 전면에 위

치한 파고계 에서 강한 런업으로 인하여 다수의 갑판침수

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 근방에서 빈번하

게 갑판침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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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초 근방에서의 갑판충격 모습을 실험 사진을 

두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고립파와 유사

한 큰 파고의 파가 도달하기 전에 플랫폼이 파저에 위치함에 따

라 순간적으로 흘수가 매우 낮아진 상태이며 에서는 

큰 파가 플랫폼 앞쪽 주기둥과 부딪히며 강한 런업이 발생한 상

황이다 이 후 에서 플랫폼 후반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갑판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극한파 중 심해에 설치된 계류인장각 플랫폼의 

갑판침수에 대하여 모형시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년과 

년 재현주기의 극한파 조건에서 상대파고 시계열을 중심으로 플

랫폼 내의 위치별 경향과 조류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상대파고의 확률적인 값을 제시하였다 또

한 갑판침수 시 계측 동영상을 분석하여 갑판침수의 과정에 대

한 관찰 결과를 제시하였다 향후 플랫폼 운동 압력 텐던 장력 

등의 다른 계측 요소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갑판침수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을 수행할 예정이며 수치해석과의 비교를 

통한 갑판침수 하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삼성중공업주의 지원으로 수행된 해

양공학수조 활용 해양설계엔지니어링 공동연구 와 선

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요사업 해양플랜트 구조안전성평가 체

계구축을 위한 구조설계엔지니어링 기반기술 연구 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파 중의 바지형 부유체의 유탄성 응답 해석

이승철 하영록 구자삼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거제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유탄성 응답 파 선형파 유체
구조연성

서    론

파랑 중 선박이 항해할 때 초대형선의 경우 탄성응답을 유발

하게 되고 이는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과 피로파괴 등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실해역에서의 부유체의 유탄성 응답

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의 방법론 을 이용하

여 유탄성응답을 평가하였다 계산 모델로는 강 으로 탄성

보를 만들고 아크릴로 외각요소인 개의 부분모형길이 

폭 흘수 을 만들어 탄성보와 외각요소를 결합한 길

이 폭 흘수 인 탄성보 모델을 사용했다 탄성

보 모델에 대해 동일한 파고를 갖는 선형파와 파 중에서

의 굽힘강성 변화에 따른 유탄성응답을 계산하였다 굽힘강성 

변화에 있어서는  탄성보의 치수는 변화시키지 않고 종탄성계수

를 변화시켜 강성변화를 주었다 이에 따른 선형파 및 파

에 대한 각각의 계산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고주파수 영역에서

의 굽힘강성 변화에 따른 응답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론해석

기본 가정 및 좌표계

기본가정으로서 유체는 이상유체이고 유체의 운동은 비회전

인 것으로 한다 또 부유체의 운동과 입사파의 유체운동은 유한

진폭의 주기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각각의 정상상태를 논하

기로 한다 또한 자유표면은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으로 하고 수심이 유한의 경우에는 수심을 일정으로 한다

부유체는 자유표면에서 입사주파수 로 운동하며 좌표계로

서는 에 보는 와 같이 우수계의 기준좌표계 를 취

하고 평면은 평균수면에 두고 축은 평균수면에 대하여 연

직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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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초 근방에서의 갑판충격 모습을 실험 사진을 

두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고립파와 유사

한 큰 파고의 파가 도달하기 전에 플랫폼이 파저에 위치함에 따

라 순간적으로 흘수가 매우 낮아진 상태이며 에서는 

큰 파가 플랫폼 앞쪽 주기둥과 부딪히며 강한 런업이 발생한 상

황이다 이 후 에서 플랫폼 후반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갑판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극한파 중 심해에 설치된 계류인장각 플랫폼의 

갑판침수에 대하여 모형시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년과 

년 재현주기의 극한파 조건에서 상대파고 시계열을 중심으로 플

랫폼 내의 위치별 경향과 조류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상대파고의 확률적인 값을 제시하였다 또

한 갑판침수 시 계측 동영상을 분석하여 갑판침수의 과정에 대

한 관찰 결과를 제시하였다 향후 플랫폼 운동 압력 텐던 장력 

등의 다른 계측 요소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갑판침수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을 수행할 예정이며 수치해석과의 비교를 

통한 갑판침수 하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삼성중공업주의 지원으로 수행된 해

양공학수조 활용 해양설계엔지니어링 공동연구 와 선

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요사업 해양플랜트 구조안전성평가 체

계구축을 위한 구조설계엔지니어링 기반기술 연구 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파 중의 바지형 부유체의 유탄성 응답 해석

이승철 하영록 구자삼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거제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유탄성 응답 파 선형파 유체
구조연성

서    론

파랑 중 선박이 항해할 때 초대형선의 경우 탄성응답을 유발

하게 되고 이는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과 피로파괴 등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실해역에서의 부유체의 유탄성 응답

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의 방법론 을 이용하

여 유탄성응답을 평가하였다 계산 모델로는 강 으로 탄성

보를 만들고 아크릴로 외각요소인 개의 부분모형길이 

폭 흘수 을 만들어 탄성보와 외각요소를 결합한 길

이 폭 흘수 인 탄성보 모델을 사용했다 탄성

보 모델에 대해 동일한 파고를 갖는 선형파와 파 중에서

의 굽힘강성 변화에 따른 유탄성응답을 계산하였다 굽힘강성 

변화에 있어서는  탄성보의 치수는 변화시키지 않고 종탄성계수

를 변화시켜 강성변화를 주었다 이에 따른 선형파 및 파

에 대한 각각의 계산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고주파수 영역에서

의 굽힘강성 변화에 따른 응답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론해석

기본 가정 및 좌표계

기본가정으로서 유체는 이상유체이고 유체의 운동은 비회전

인 것으로 한다 또 부유체의 운동과 입사파의 유체운동은 유한

진폭의 주기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각각의 정상상태를 논하

기로 한다 또한 자유표면은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으로 하고 수심이 유한의 경우에는 수심을 일정으로 한다

부유체는 자유표면에서 입사주파수 로 운동하며 좌표계로

서는 에 보는 와 같이 우수계의 기준좌표계 를 취

하고 평면은 평균수면에 두고 축은 평균수면에 대하여 연

직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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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는 차원 골조 선형 탄성구조로 하고 각각의 평형위

치에 대한 응답은 미소진폭의 조화진동으로 하고 점성감

쇠력은 외력으로 고려한다

전체구조를 와 같이 요소로 분할하고 각 요소는 역할에 

따라 형상 크기 질량을 가지고 외력을 받으며 강체로서 거

동하는 외각요소 와 탄성체로서 외각요소의 절

점을 연결하는 보요소 등 종류로 분류한다

유탄성 응답

외각요소에 작용하는 유체압력은 그 외각요소의 절점에서의 

힘과 모멘트로 평가한다

각 절점에서 평가한 힘과 모멘트는 변위 속도 가속도의 미지

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조전체의 절점 변위벡터를 라 하

고 각 절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결합해 줌으로써 구조 

전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탄성 응답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전체 질량행렬

 유체에 의한 전체 부가질량행렬

 전체 구조감쇠행렬

 전체 조파감쇠행렬

 전체 점성감쇠행렬

 전체 강성행렬

 정수압에 의한 전체 복원력행렬

  파강제력 벡터

 구조전체의 절점 변위 벡터

식 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에 의해 절점 변위 벡터 가 

구해진다

차 파형은 선형파의 중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진다

      

 cos  cos cos cos

cos

여기에서   이고  은 각 선형파의 계수값이다

이러한 계수값은  또는 

  를 파라미터로 표현되어 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를 파라미터로 하는 의 표현식

을 사용한다

    cos

 cos

 cos

cos cos

여기서 값은 다음과 같다

  coth

     

  cosh    

  

  cosh   

  

      

    

 

      

    

 

여기서   sech   이다

각 계수계산에서 필요한 파수 의 계산을 위한 분산관계식

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tanh 

     

       

   

식 를 반복법을 통해 파수 를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파

수 를 이용해서 파형을 계산할 수 있다

중의 운동응답

차 파의 입사파에 대한 부유체의 유탄성 응답은 선

형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에서 보듯이 먼저 파

를 형성하기 위한 개의 성분파가 부유체에 입사했을 때 각각 

계산을 수행하여 응답을 구한 후 개의 성분파에 대한 유탄성 

응답들을 파형표현식인 식 과 같이 선형 중첩하여 다음과 

같이 파 중의 부유체의 유탄성 응답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는 cos   ∼의 규칙파에 

대한 유탄성 응답이다

상기 식의 각 계수들은 파형식의 계수 및 식 에 의해 계

산된 파수를 이용하였다

수치계산 결과 및 고찰

계산모델

계산 모델은 와 같이 강으로 탄성보를 만들었고 아크릴

로 외각요소인 개의 부분모형을 만들어 탄성보와 외각요소를 

결합한 탄성보 모델로 사용했다 이 모델은 탄성거동을 강의 탄

성보로 재현하고 유체력을 외각요소가 받는 형식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강의 종탄성계수는 × kgcm이다

본 계산에서 계산 조건은 과 같다

× kgcm

× kgcm

× kgcm

결과 및 고찰

수치계산

는 유체력 계산을 하기 위해 모델의 외각요소의 침수표

면을 개의 요소로 분할한 것이다

계산결과 비교

은 탄성보의 절점 에서의 종탄성계수값의 변화

에 따른 수직 회전 변위를 보이고 있다 실선은 파고 의 

파에 대한 계산결과이고 점선은 동일한 파고를 갖는 선

형파에 대한 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검은색은 원 탄

성계수에 대한 유탄성 응답이고 짙은 회색은 원 종탄성계수의 

옅은 회색은 원 종탄성계수의 를 나타내고 있다 파

주기 초 부근을 기준으로 이전의 파주기에서는 파에 

대한 유탄성 응답이 선형파의 유탄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지

만 그 이후에는 선형파의 유탄성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타는데 이는 고주파수대의 유탄성 응답의 영

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탄성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탄성 응답이 감소하는데 에서의 유탄성 응답과 원 종탄

성계수의 유탄성 응답의 감소률에 비해 원 종탄성계수에서의 

유탄성 응답과 의 유탄성 응답의 감소률이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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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는 차원 골조 선형 탄성구조로 하고 각각의 평형위

치에 대한 응답은 미소진폭의 조화진동으로 하고 점성감

쇠력은 외력으로 고려한다

전체구조를 와 같이 요소로 분할하고 각 요소는 역할에 

따라 형상 크기 질량을 가지고 외력을 받으며 강체로서 거

동하는 외각요소 와 탄성체로서 외각요소의 절

점을 연결하는 보요소 등 종류로 분류한다

유탄성 응답

외각요소에 작용하는 유체압력은 그 외각요소의 절점에서의 

힘과 모멘트로 평가한다

각 절점에서 평가한 힘과 모멘트는 변위 속도 가속도의 미지

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조전체의 절점 변위벡터를 라 하

고 각 절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결합해 줌으로써 구조 

전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탄성 응답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전체 질량행렬

 유체에 의한 전체 부가질량행렬

 전체 구조감쇠행렬

 전체 조파감쇠행렬

 전체 점성감쇠행렬

 전체 강성행렬

 정수압에 의한 전체 복원력행렬

  파강제력 벡터

 구조전체의 절점 변위 벡터

식 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에 의해 절점 변위 벡터 가 

구해진다

차 파형은 선형파의 중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진다

      

 cos  cos cos cos

cos

여기에서   이고  은 각 선형파의 계수값이다

이러한 계수값은  또는 

  를 파라미터로 표현되어 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를 파라미터로 하는 의 표현식

을 사용한다

    cos

 cos

 cos

cos cos

여기서 값은 다음과 같다

  coth

     

  cosh    

  

  cosh   

  

      

    

 

      

    

 

여기서   sech   이다

각 계수계산에서 필요한 파수 의 계산을 위한 분산관계식

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tanh 

     

       

   

식 를 반복법을 통해 파수 를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파

수 를 이용해서 파형을 계산할 수 있다

중의 운동응답

차 파의 입사파에 대한 부유체의 유탄성 응답은 선

형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에서 보듯이 먼저 파

를 형성하기 위한 개의 성분파가 부유체에 입사했을 때 각각 

계산을 수행하여 응답을 구한 후 개의 성분파에 대한 유탄성 

응답들을 파형표현식인 식 과 같이 선형 중첩하여 다음과 

같이 파 중의 부유체의 유탄성 응답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는 cos   ∼의 규칙파에 

대한 유탄성 응답이다

상기 식의 각 계수들은 파형식의 계수 및 식 에 의해 계

산된 파수를 이용하였다

수치계산 결과 및 고찰

계산모델

계산 모델은 와 같이 강으로 탄성보를 만들었고 아크릴

로 외각요소인 개의 부분모형을 만들어 탄성보와 외각요소를 

결합한 탄성보 모델로 사용했다 이 모델은 탄성거동을 강의 탄

성보로 재현하고 유체력을 외각요소가 받는 형식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강의 종탄성계수는 × kgcm이다

본 계산에서 계산 조건은 과 같다

× kgcm

× kgcm

× kgcm

결과 및 고찰

수치계산

는 유체력 계산을 하기 위해 모델의 외각요소의 침수표

면을 개의 요소로 분할한 것이다

계산결과 비교

은 탄성보의 절점 에서의 종탄성계수값의 변화

에 따른 수직 회전 변위를 보이고 있다 실선은 파고 의 

파에 대한 계산결과이고 점선은 동일한 파고를 갖는 선

형파에 대한 계산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검은색은 원 탄

성계수에 대한 유탄성 응답이고 짙은 회색은 원 종탄성계수의 

옅은 회색은 원 종탄성계수의 를 나타내고 있다 파

주기 초 부근을 기준으로 이전의 파주기에서는 파에 

대한 유탄성 응답이 선형파의 유탄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지

만 그 이후에는 선형파의 유탄성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타는데 이는 고주파수대의 유탄성 응답의 영

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탄성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탄성 응답이 감소하는데 에서의 유탄성 응답과 원 종탄

성계수의 유탄성 응답의 감소률에 비해 원 종탄성계수에서의 

유탄성 응답과 의 유탄성 응답의 감소률이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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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파 중에서의 바지형 부체의 유탄성 운동응답을 굽힘강

성 변화에 따라 계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크가 발생하는 파주기 초 부근에서는 파에서

의 유탄성 응답이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파주기 초 이후에는 

선형파에서의 유탄성 응답과 파에서의 유탄성 응답이 비

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주파수의 영향이 단주기의 파에서 

나타남에 따라 장주기 파로 갈수록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계산모델은 고주파수에서의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구

조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수에서 응답의 영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주파수에서의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물의 경우 고차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파에서의 응답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연구

는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Fenton, J.D. (1985). "A Fifth-order stokes theory for steady 

waves", Journal of Waterway, Port,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Vol. 111, No. 2, pp. 216-234.

Fenton, J.D. (1990). "Nonlinear Wave Theories", The Sea, 

Vol. 9 : Ocean Engineering Science, Eds. B. Le Mehaute 

and D.M. Hanes, Wiley, New York.

Ha, Y.R., Lee, S.C. and Goo, J.S. (2010). “Hydroelastic 

Response Analysis of TLPs in Regular Wa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ower System Engineering, Vol. 14, 

No. 2, pp. 48-54.

Lee, S.C., Ha, Y.R. Doh, D.H. and Goo, J.S. (2010). “A 

Hydroelastic Response Analysis of Barge Type Ships in 

Rrgular Wa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Vol. 24, No. 2, pp. 34-40.

Lee, S.C., Doh, D.H. and Goo, J.S. (2010). “Analysis of 

Wave Loads of Ships with Advancing Speed in Regular 

Wa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ower System 

Engineering, Vol. 14, No. 1, pp. 53-58.

Lee, S.C. and Goo, J.S. (2017). “A motion response analaysis 

of a floating body of barge-type in stokes wa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ower System Engineering, Vol. 

21, No. 1, pp. 50-55.

Skjelbreia, L. and J. Hendrickson, J. (1960). “ Fifth order 

gravity wave theory”, proceedings 7th Conference of Coastal 

Engineering, pp. 184-196.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한 해저 다층지반에 매설된 파이프의
인발저항력 산정에 관한 비교연구

권대헌·서영교(한국해양대학교)

Subsea pipeli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uctures to transport the fluids such as oil and natural gas in 

offshore condition. Uplift behavior of the pipeline caused by the earthquake and buoyancy, is one of the 
reasons for a pipeline fail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ak uplift resistance through 

the parametric studies with the numerical modeling by MIDAS GTS-NX and PLAXIS 3D TUNNDEL. The 
effects of burial depth and pipe diameter were firstly examined for the uplift resistance in multi layer soil. 
Then the length of geogrid and the number of geogrid layers were examined if they used to resist the 

uplift behavior.

142



결    론

파 중에서의 바지형 부체의 유탄성 운동응답을 굽힘강

성 변화에 따라 계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크가 발생하는 파주기 초 부근에서는 파에서

의 유탄성 응답이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파주기 초 이후에는 

선형파에서의 유탄성 응답과 파에서의 유탄성 응답이 비

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주파수의 영향이 단주기의 파에서 

나타남에 따라 장주기 파로 갈수록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계산모델은 고주파수에서의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구

조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수에서 응답의 영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주파수에서의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물의 경우 고차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파에서의 응답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연구

는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Fenton, J.D. (1985). "A Fifth-order stokes theory for steady 

waves", Journal of Waterway, Port,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Vol. 111, No. 2, pp. 216-234.

Fenton, J.D. (1990). "Nonlinear Wave Theories", The Sea, 

Vol. 9 : Ocean Engineering Science, Eds. B. Le Mehaute 

and D.M. Hanes, Wiley, New York.

Ha, Y.R., Lee, S.C. and Goo, J.S. (2010). “Hydroelastic 

Response Analysis of TLPs in Regular Wa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ower System Engineering, Vol. 14, 

No. 2, pp. 48-54.

Lee, S.C., Ha, Y.R. Doh, D.H. and Goo, J.S. (2010). “A 

Hydroelastic Response Analysis of Barge Type Ships in 

Rrgular Wa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Vol. 24, No. 2, pp. 34-40.

Lee, S.C., Doh, D.H. and Goo, J.S. (2010). “Analysis of 

Wave Loads of Ships with Advancing Speed in Regular 

Wa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ower System 

Engineering, Vol. 14, No. 1, pp. 53-58.

Lee, S.C. and Goo, J.S. (2017). “A motion response analaysis 

of a floating body of barge-type in stokes wa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ower System Engineering, Vol. 

21, No. 1, pp. 50-55.

Skjelbreia, L. and J. Hendrickson, J. (1960). “ Fifth order 

gravity wave theory”, proceedings 7th Conference of Coastal 

Engineering, pp. 184-196.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한 해저 다층지반에 매설된 파이프의
인발저항력 산정에 관한 비교연구

권대헌·서영교(한국해양대학교)

Subsea pipeli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uctures to transport the fluids such as oil and natural gas in 

offshore condition. Uplift behavior of the pipeline caused by the earthquake and buoyancy, is one of the 
reasons for a pipeline fail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ak uplift resistance through 

the parametric studies with the numerical modeling by MIDAS GTS-NX and PLAXIS 3D TUNNDEL. The 
effects of burial depth and pipe diameter were firstly examined for the uplift resistance in multi layer soil. 
Then the length of geogrid and the number of geogrid layers were examined if they used to resist the 

uplift behavior.

143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해저지반의 특성에 따른 빙세굴의 작용에 관한 연구

박동수 ․ 서영교(한국해양대학교) 

As the need for seabed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Arctic Ocean increases, Demands for subsea pipeline is 
also increasing. Unlike conventional subsea pipelines, the Arctic Ocean's subsea pipelines should be buried 

considering the impact of ice-scour. However, because the increase in depth of a subsea pipeline mounts the 
cost of laying subsea pipelin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estimate the depth of ice-scour by iceberg. In 

other words, the subsea pipeline must be buried more than the ice-scour depth and interact effect between 
stressed sediment by iceberg and subsea pipeline. This paper presents numerical analysis results that 

interaction between various sediment properties and different angle of iceberg by using ANSYS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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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stability of the subsea pipeline reinforced with backfilled rocks by anchor impact was 
analyzed to protect the subsea pipeline. The impact scenarios was chosen as the condition that the dropped 

ship anchor fell vertically and impact in the installed subsea pipeline. Prior to the impact analysis, the 
underwater terminal velocity of 10.5-t stockless anchor was calculated using FLUENT,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 program and Dynamic mesh technique. The impac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NSYS Explicit 
dynamic, dynamic finite element program considering the anchor's terminal velocity as the external force. The 
Mohr-coulomb model was applied to the seabed and backfilled rocks, and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varying the buried depth and backfilled heights. In conclusion, a safe and economical way to protect subsea 
pipeline impact is the burial depth of 1 to 2m and the backfilled heights is 0.5 to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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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st anlge 변화에 따른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공력특성 전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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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blade 
with different twist angle

       

Hyeon-Jeong Ahn*, Jun-Bae Kim*, Byoung-Cheon Seo*, Dong-Ju Kim*, Hyun-Kyoung Shin*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KEY WORD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Maximum power coefficient, Tip speed ratio, twist angle, FAST V8 

ABSTRACT: The aerodynamic load and output power generated by the rotating blades can be determined by applying not only 

the airfoil theory but also the BEM theory, which combines blade element theory and momentum theory.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blade and the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wind turbine according to the shape change of the blade was shown using two 

dimensionless coefficients of Cp and TSR.

1. 서   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NEA(Nuclear Energy Agency)

는 최근 22개 회원국에서 2020년 상업운전이 시작 될 181개 발

전소의 평균 균등화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이 47.4USD/MWh로 가장 낮고, 육상풍력

(74.7USD/MWh), 석탄화력(76.3USD/MWh), 천연가스

(98.3USD/MWh) 및 태양광(121.6USD/MWh)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에는 육상풍력 발전단가가 석탄화력 보다 싸지는 그리

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화석연

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단가가 보급에 장애요인이었던 

풍력발전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

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산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대형화, 대단지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대형화에 따른 설치 공간 부족, 소음, 운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보다 대형화가 가능하며 더 많은 양질의 바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레이드의 

크기나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블레이드의 형상만을 변수로 

하여 가장 효율적인 블레이드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12MW급 부유식 해

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twist angle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에 

따른 Cp-TSR Curve를 구하여 최적화 된 블레이드를 설계하였다.

   

2.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블레이드는 울산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이다. 이 블레이드는 

NREL에서 제안한 5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요소 형상을 참

고하여 확장시켰으며, 정격풍속은 11.2m/s이며, 로터의 직경은 

195.2m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기 블레이드의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12MW FOWT rotor blade

Description Value

Rated power, P [kW] 12,000

Rotor orientation Upwind, 3 Blades

Control
Variable Speed,

Collective Pitch

Rotor diameter [m] 195.2

Hub height [m] 120.25

Rated wind speed [m/s] 11.2

Rated rotor speed [rpm] 8.25 (gearless)

Figure 1은 기존의 5MW급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길이에 Scale 

ratio를 곱하여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를 나타

내었다. Scale ratio(1)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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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5MW급과 12MW급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길이

Table 2는 블레이드의 기본형상 설계변수들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RNodes’는 회전 중심으로부터 각 블레이드 요소 중앙

부(node)까지의 거리, ‘AeroTwst’는 비틀림각, ‘DRNodes’는 

요소의 두께, ‘Chord’는 시위선 길이를 나타내며, 각 요소마다 

대응되는 익형이 존재한다. 각 단면에 사용된 익형의 형태는 블

레이드 허브로부터 Cylinder1, Cylinder2, DU40_A17, DU35_A17, 

DU30_A17, DU25_A17, DU21_A17, NACA64_A17이다.

Table 2 Summarization of 12MW Blade design parameters

RNodes Aero
Twst

DRNodes Chord Airfoil 
Table

4.4372 13.308 4.2344 5.4873 Cylinder1

8.6716 13.308 4.2344 5.9706 Cylinder1

12.9060 13.308 4.2344 6.4555 Cylinder2

18.1991 13.308 6.3517 7.0597 DU40_A17

24.5508 11.480 6.3517 7.2069 DU35_A17

30.9025 10.162 6.3517 6.9064 DU35_A17

37.2542 9.011 6.3517 6.5826 DU30_A17

43.6059 7.795 6.3517 6.2077 DU25_A17

49.9576 6.544 6.3517 5.8064 DU25_A17

56.3093 5.361 6.3517 5.4253 DU21_A17

62.6610 4.188 6.3517 5.0442 DU21_A17

69.0127 3.125 6.3517 4.6631 NC64_A17

75.3644 2.319 6.3517 4.282 NC64_A17

81.7161 1.526 6.3517 3.9009 NC64_A17

87.0091 0.863 4.2344 3.5833 NC64_A17

91.2435 0.370 4.2344 3.2316 NC64_A17

3. Maximum Cp와 Optimal Tip Speed Ratio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두 개의 무차원 계수인 출력 파워계

수(power coefficient) Cp와 날개끝단 속도비(tip speed ratio)를 

이용하여 공력특성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식(2)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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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풍속 v의 바람이 갖고 있는 기계적 파워는 에너지 변환장치인 

풍력발전기에 의하여, 전기적 파워 P만큼 회수된다. 즉, 출력 파

워계수 Cp는 풍력발전기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나타낸다.

Cp는 Twist angle과 날개끝단 속도 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

는데, 여기서의 날개끝단 속도 비(3)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본 연구에서는 피치각 는 0


로 고정한 채 블레이드의 twist 

angle만을 바꾸어 가며 Cp-TSR Curve를 그려보았다. 

Fig. 2는 기존의 5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를 12MW급으

로 확장시킨 블레이드의 Cp-TSR를 curve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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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erodynamic load and output power generated by the rotating blades can be determined by applying not only 

the airfoil theory but also the BEM theory, which combines blade element theory and momentum theory.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blade and the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wind turbine according to the shape change of the blade was shown using two 

dimensionless coefficients of Cp and TSR.

1. 서   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NEA(Nuclear Energy Agency)

는 최근 22개 회원국에서 2020년 상업운전이 시작 될 181개 발

전소의 평균 균등화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이 47.4USD/MWh로 가장 낮고, 육상풍력

(74.7USD/MWh), 석탄화력(76.3USD/MWh), 천연가스

(98.3USD/MWh) 및 태양광(121.6USD/MWh)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에는 육상풍력 발전단가가 석탄화력 보다 싸지는 그리

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화석연

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단가가 보급에 장애요인이었던 

풍력발전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

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산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대형화, 대단지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대형화에 따른 설치 공간 부족, 소음, 운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보다 대형화가 가능하며 더 많은 양질의 바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레이드의 

크기나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블레이드의 형상만을 변수로 

하여 가장 효율적인 블레이드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12MW급 부유식 해

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twist angle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에 

따른 Cp-TSR Curve를 구하여 최적화 된 블레이드를 설계하였다.

   

2.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블레이드는 울산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이다. 이 블레이드는 

NREL에서 제안한 5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요소 형상을 참

고하여 확장시켰으며, 정격풍속은 11.2m/s이며, 로터의 직경은 

195.2m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기 블레이드의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12MW FOWT rotor blade

Description Value

Rated power, P [kW] 12,000

Rotor orientation Upwind, 3 Blades

Control
Variable Speed,

Collective Pitch

Rotor diameter [m] 195.2

Hub height [m] 120.25

Rated wind speed [m/s] 11.2

Rated rotor speed [rpm] 8.25 (gearless)

Figure 1은 기존의 5MW급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길이에 Scale 

ratio를 곱하여 12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를 나타

내었다. Scale ratio(1)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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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5MW급과 12MW급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길이

Table 2는 블레이드의 기본형상 설계변수들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RNodes’는 회전 중심으로부터 각 블레이드 요소 중앙

부(node)까지의 거리, ‘AeroTwst’는 비틀림각, ‘DRNodes’는 

요소의 두께, ‘Chord’는 시위선 길이를 나타내며, 각 요소마다 

대응되는 익형이 존재한다. 각 단면에 사용된 익형의 형태는 블

레이드 허브로부터 Cylinder1, Cylinder2, DU40_A17, DU35_A17, 

DU30_A17, DU25_A17, DU21_A17, NACA64_A17이다.

Table 2 Summarization of 12MW Blade design parameters

RNodes Aero
Twst

DRNodes Chord Airfoil 
Table

4.4372 13.308 4.2344 5.4873 Cylinder1

8.6716 13.308 4.2344 5.9706 Cylinder1

12.9060 13.308 4.2344 6.4555 Cylinder2

18.1991 13.308 6.3517 7.0597 DU40_A17

24.5508 11.480 6.3517 7.2069 DU35_A17

30.9025 10.162 6.3517 6.9064 DU35_A17

37.2542 9.011 6.3517 6.5826 DU30_A17

43.6059 7.795 6.3517 6.2077 DU25_A17

49.9576 6.544 6.3517 5.8064 DU25_A17

56.3093 5.361 6.3517 5.4253 DU21_A17

62.6610 4.188 6.3517 5.0442 DU21_A17

69.0127 3.125 6.3517 4.6631 NC64_A17

75.3644 2.319 6.3517 4.282 NC64_A17

81.7161 1.526 6.3517 3.9009 NC64_A17

87.0091 0.863 4.2344 3.5833 NC64_A17

91.2435 0.370 4.2344 3.2316 NC64_A17

3. Maximum Cp와 Optimal Tip Speed Ratio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두 개의 무차원 계수인 출력 파워계

수(power coefficient) Cp와 날개끝단 속도비(tip speed ratio)를 

이용하여 공력특성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식(2)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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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v의 바람이 갖고 있는 기계적 파워는 에너지 변환장치인 

풍력발전기에 의하여, 전기적 파워 P만큼 회수된다. 즉, 출력 파

워계수 Cp는 풍력발전기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나타낸다.

Cp는 Twist angle과 날개끝단 속도 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

는데, 여기서의 날개끝단 속도 비(3)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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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피치각 는 0


로 고정한 채 블레이드의 twist 

angle만을 바꾸어 가며 Cp-TSR Curve를 그려보았다. 

Fig. 2는 기존의 5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를 12MW급으

로 확장시킨 블레이드의 Cp-TSR를 curve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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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2MW급 풍력발전기 Cp-TSR Curve

(twist -1/-0.5/0/0.5/1)

12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TSR=7.4, Pitchdeg=0 에서 

Max-Cp=0.48074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NREL 5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를 확

장시킨 12MW급 블레이드를 설계하여 무차원계수인 TSR과 Cp를 

이용하여 풍력발전기의 에너지 변환 효율과 성능을 확인하였다.

울산대학교에서 설계한 12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를 이

용하여 수치해석하였고, 해석은 FAST V8을 이용하였다.

NREL 5MW급 풍력발전기는 TSR=7.55, Pitchdeg=0인 운전 조

건에서 Max-Cp=0.482 상태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있다. 

울산대학교에서 설계한 12MW급 풍력발전기는 기존 5MW급 

블레이드에서  twist angle을 -1 준 상태로, TSR=7.4, Pitchdeg=0

에서 Max-Cp=0.48074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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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54030200970 & 2014202010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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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지형측량 은 

지구표면상의 자연적 및 인공적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그 상태를 도시하는 것으로 측량의 성질상으로 

보면 평면적 관계위치를 구하는 측량과 동시에 고저측량도 겸하

여 이루어져야 하며 외업에서는 답사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을 

하고 또 측정방법도 사진측량이나 지상측량 등 여러 가지 방법

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안침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

는 해안지형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지형측량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해안지형 모니터링의 기초가 되어

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안지형 모니터링은 다양한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측정시스템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로

서 측량에서 사용되는 평면좌표계의 종류가 가지 정도가 되

는데 이들 좌표계 시스템이 유연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호변

환이 가능한 좌표계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변화가 

어려운 좌표계를 쓰는 곳이 상당히 많다 또한 해안의 

특성상 평면위치 정확도보다 연직변화에 대한 정확도가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연직기준은 과 

두 가지이며 이들 기준은 수학적 모형에서 나온 것이 아닌 특

정지점인천 혹은 특정 수준면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전국

에 매설된 연직 높이이므로 어떠한 수학적 과 결

합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상호변환이 매우 어렵고 변환을 

위해서 현장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안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침식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모니터링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으

나 앞서 언급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해안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해안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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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합하다 게다가 해빈단면측량의 개수가 많아지면 자연스

럽게 차원 지형측량

이 된다 결과적으로 해빈단면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정밀한 

차원 지형이 되며 이러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된다면 아직까지 

분석되지 않은 다양한 현상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밀한 해안지형측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측량장비의 오차와 한계 현장측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포함하는 측량오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해빈단면측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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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2MW급 풍력발전기 Cp-TSR Curve

(twist -1/-0.5/0/0.5/1)

12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TSR=7.4, Pitchdeg=0 에서 

Max-Cp=0.48074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NREL 5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를 확

장시킨 12MW급 블레이드를 설계하여 무차원계수인 TSR과 Cp를 

이용하여 풍력발전기의 에너지 변환 효율과 성능을 확인하였다.

울산대학교에서 설계한 12MW급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를 이

용하여 수치해석하였고, 해석은 FAST V8을 이용하였다.

NREL 5MW급 풍력발전기는 TSR=7.55, Pitchdeg=0인 운전 조

건에서 Max-Cp=0.482 상태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있다. 

울산대학교에서 설계한 12MW급 풍력발전기는 기존 5MW급 

블레이드에서  twist angle을 -1 준 상태로, TSR=7.4, Pitchdeg=0

에서 Max-Cp=0.48074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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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54030200970 & 2014202010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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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이며 이들 기준은 수학적 모형에서 나온 것이 아닌 특

정지점인천 혹은 특정 수준면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전국

에 매설된 연직 높이이므로 어떠한 수학적 과 결

합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상호변환이 매우 어렵고 변환을 

위해서 현장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안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침식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모니터링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으

나 앞서 언급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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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합하다 게다가 해빈단면측량의 개수가 많아지면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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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결과적으로 해빈단면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정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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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지 않은 다양한 현상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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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량장비의 오차와 한계 현장측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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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레벨 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며 광활한 

지역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와 같은 장비를 사용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증절차가 체계화되지 않아 정작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자료가 매우 많은 것

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측량

자료의 검증 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정밀 해안모니터링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밀해안지형 모니터링을 위한 검증방법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하였다

국내 해안 모니터링의 현주소

해안침식을 모니터링할 때 침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해안선 이다 해안선

에 관한 이상적인 정의를 등은 육지 와 물

의 물리적 경계면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해안에서는 이러한 해안선이 명

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랑 조석 흐름에 의해 끊임

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해안선

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이러한 해안

선을 법률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장 제 조 항에서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

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수면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조석관측이 필요하고 조석관측으로 얻어진 해수면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해안

선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안침식 방지사업을 위한 해안선 모니터링에서

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알맞은 예

산 없이 설정된 항목에 대한 과업수행을 위해 수애선물가선을 

해안선으로 인식하여 지금까지 측량해 오고 있다 또한 해빈단

면측량을 수행하여 단면변화를 통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나 연직기준점에 대한 검증 없이 임의의 측량방법을 통해 자료

를 획득하고 검증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에서는 제 차 연안정비 개년계획에 의

해 침식지역으로 분류된 개소에 대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회 현지방문 및 과거 이력조사를 통해 전국 연안에

서 발생하고 있는 침 퇴적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연안의 침식지역이 급격히 증가로 인한 원인 

및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한 자료축적 목적으로 

년부터 전국 개소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연안침식 모니

터링 체계 구축 사업해양수산부 을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상지역을 개소로 확대하여 장기적인 조사를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형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제시되어 있고 결과를 설명할 만한 측량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해안모니터링

유럽의 의 개념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을 가진 국가에서는 해안침식과 해수

면상승과 같은 문제 때문에 많은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유럽의 경우 과거 년대부터 대두된 해안침식 문

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연구와 대책공법 등을 연구하였고 실

제 해역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

물을 이용한 연안침식방지공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차 침식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수행된 다양한 침식방지공법의 현재 상태를 기술하

고 이를 통해 현재 수준에서 연안침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상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해안의 복원

력 을 위하여 표사수지의 균형

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추천하였다 여기서 복

원력 은 재료의 물리적 특성 이 탄

성한계 를 초과하지 않는 변형이 발생한 후에 이

전의 형태와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력에 의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원상태로 자연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실현가능한 개념 만들기

본 개념의 유효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프로젝

트는 향후 본 사업을 이끌기 위해 해안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

성들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세 

가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

�

�

이들 세 가지 관점이 선택되어진 이유는 이들 관점들끼리 

상호 잘 보완할 수 있고 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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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레벨 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며 광활한 

지역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와 같은 장비를 사용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증절차가 체계화되지 않아 정작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자료가 매우 많은 것

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측량

자료의 검증 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정밀 해안모니터링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밀해안지형 모니터링을 위한 검증방법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하였다

국내 해안 모니터링의 현주소

해안침식을 모니터링할 때 침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해안선 이다 해안선

에 관한 이상적인 정의를 등은 육지 와 물

의 물리적 경계면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해안에서는 이러한 해안선이 명

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랑 조석 흐름에 의해 끊임

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해안선

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이러한 해안

선을 법률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장 제 조 항에서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

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수면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조석관측이 필요하고 조석관측으로 얻어진 해수면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해안

선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안침식 방지사업을 위한 해안선 모니터링에서

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알맞은 예

산 없이 설정된 항목에 대한 과업수행을 위해 수애선물가선을 

해안선으로 인식하여 지금까지 측량해 오고 있다 또한 해빈단

면측량을 수행하여 단면변화를 통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나 연직기준점에 대한 검증 없이 임의의 측량방법을 통해 자료

를 획득하고 검증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에서는 제 차 연안정비 개년계획에 의

해 침식지역으로 분류된 개소에 대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회 현지방문 및 과거 이력조사를 통해 전국 연안에

서 발생하고 있는 침 퇴적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연안의 침식지역이 급격히 증가로 인한 원인 

및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한 자료축적 목적으로 

년부터 전국 개소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연안침식 모니

터링 체계 구축 사업해양수산부 을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상지역을 개소로 확대하여 장기적인 조사를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형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제시되어 있고 결과를 설명할 만한 측량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해안모니터링

유럽의 의 개념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을 가진 국가에서는 해안침식과 해수

면상승과 같은 문제 때문에 많은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유럽의 경우 과거 년대부터 대두된 해안침식 문

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연구와 대책공법 등을 연구하였고 실

제 해역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

물을 이용한 연안침식방지공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차 침식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수행된 다양한 침식방지공법의 현재 상태를 기술하

고 이를 통해 현재 수준에서 연안침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상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해안의 복원

력 을 위하여 표사수지의 균형

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추천하였다 여기서 복

원력 은 재료의 물리적 특성 이 탄

성한계 를 초과하지 않는 변형이 발생한 후에 이

전의 형태와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력에 의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원상태로 자연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실현가능한 개념 만들기

본 개념의 유효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프로젝

트는 향후 본 사업을 이끌기 위해 해안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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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에 만족하

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는 

에서 제공된 것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국내의 모니터링 경우 이들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의 경우는 

대부분 생략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지만 의 결과가 해안모니

터링의 신뢰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과정을 우수하게 수행

하더라도 지형 로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내의 모니

터링 자료가 대부분 정도만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밀 해안모니터링을 위한 검증 방안 

해안모니터링 자료를 신뢰도 높게 다양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수평 연직기준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필

요하다 특히 연직기준에 대해 과 

의 효용성을 지적하지만 해안의 경우 이 두 가

지 연직기준이 모두 필요하며 이들 연직좌표계가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면 현재의 불분명한 모니터링 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차 산업혁명으로 불

리는 시대에 현재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해안지형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지형정보 수록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저야 한다 따라

서 해안모니터링에서 취득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

국의 개 과정을 국내 해안모니터링 체계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정보 또한 반드시 공개되는 것으로 해안모니터링 검증을 강

화하여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를 통하여 

중 와 과 같은 을 

과 비교하도록 하여 그 결과값을 항상 제시하고 있고 

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런 

변환과정을 돕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자료 사용을 독려하

고 신뢰도 높은 자료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개 과정의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전달 매체가 종이에서 전자단말기로 바뀐 이 

시점에서 지형자료도 차원에서 차원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며

기술선점과 시장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활용

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 지금이 앞서 언급한 검증 시스템을 적용

하기 최적의 시기이다

결 론 및 고 찰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안모니터링에

서 정밀한 차원 지형측량을 위해 필요한 여러 검증요소들에 대

해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안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

로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서는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 산업의 

영향 범위에 들어온 현재로서는 차원 지형자료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 지형자료를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하게 함으

로써 다양한 원인분석과 방지대책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해안보

전 목표를 전략적 전술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증 하여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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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를 신

뢰성 높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항

목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하며 이들 지형자료를 누구나 사

용하게 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향후 해안모

니터링의 활용성이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전부터 수행된 해안선측량은 우리가 지도

에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 로서 앞으로 차원 지형

측량이 주를 이루게 되면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표는 로 표현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의 기

본연구지원 사업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참 고 문 헌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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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현장실험을 통한 복합형 및 모노포드 석션 버켓기초의 설치 

성능 평가

이규열 이영석 윤준웅 김동준 최재형 현대건설

석션 버켓기초는 해저 지반에 관입 설치가 용이하고 관입에 의한 지지력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구
조물의 기초로 적합한 장점을 가진다 석션기초의 안정된 설치를 위해서는 최적의 설계 석션압을 산
정할 필요가 있다 사질토 지반의 경우 높은 투수성으로 인해 관입시 지반의 유효응력이 변화하게 
되며 파이핑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무게로 제작된 복합형 및 모노
포드 버켓기초의 설치 검토를 하고 현장실험을 통해 실제 관입 설치 성능을 검증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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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지형 로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내의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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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굴곡 해저 지형을 고려한 차원 확장형 

방정식의 수치 시뮬레이션에 관하여

강상묵 박진수 장택수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차원 확장형 방정식
방법 고립파 오름

1. 서    론 

방정식은 천해 에서 파랑을 표현하

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항만 해양 공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중요한 방정식이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윤종태와 박승민 장택수

고전 방정식 은 수심이 일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반해 방정식

은 완만하고 일정한 경사를 지닌 해저 지형에 대한 연구이다

방정식은 약한 비선형성 과 약한 

분산성 이 고려되기 때문에 천해에서는 비교

적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심해 에서는 결과에 

대한 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과 

이 확장형 방정식을 제안

하였다   

과 은 차원 확장형 

방정식 을 선형화 한 후 수치해석 기법 중 하

나인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완만한 경사에서의 주기파의 오름

을 해석하였다 와 는 차원 

확장형 방정식 을 유한차분

법 중 하나인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인 차원 확장형 

방정식을 방법으

로 차분한 후 격자 들을 재배치한다

고립파의 전파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에서는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해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

치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검토 한 후 기울기가 완만한 해저 

지형에서의 전진하는 고립파의 오름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한 후 그 결과와 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한다

2. 1차원 Madsen-Sorensen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 

차분

확장형 

   

 
 




   

 

 


  

위 식에서  는 수면변위이고  는 체적속도이고

는 정지수면에서의 수심  는 전체 수심 는 중

력가속도 는 조율계수 이다 이러한 시스템

을 에 도시하였다 아래 첨자 와 는 각각 공간과 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차 파랑 근사이

론과 가장 유사한    을 사용한다




 





 
 

 
 



 




















 






 
 















 









  







 
  








 
  

 
  



  

 

 


 
 

 


  







 
 

  


 





 

 
  



 

 

 




  

  
  

   ∀∈


  

  
  

   ∀∈


     sech


 ∀∈


     sech


 ∀∈

  


 

 


  

 

 

 

 

m   s



  

  




 



  

 



  







  

 
 




  

 

 

이창훈과 조용식

수평 차원에서의 수치 시뮬레이션

일정한 수심의 해저 지형

식 과 를 경계조건 와 초기 조건 을 수렴조건 

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고립파의 진폭   m

계산영역   s  t  s   

  m이다 이를 바탕으로 얻은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

해 식 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sech


 

는 초 간격으로 고립파의 전파를 나타낸 것이며

은   s일 때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해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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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과 조용식

수평 차원에서의 수치 시뮬레이션

일정한 수심의 해저 지형

식 과 를 경계조건 와 초기 조건 을 수렴조건 

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고립파의 진폭   m

계산영역   s  t  s   

  m이다 이를 바탕으로 얻은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

해 식 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sech


 

는 초 간격으로 고립파의 전파를 나타낸 것이며

은   s일 때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해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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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에서 고립파의 파의 전파 과정에서 수치 시뮬레이

션 결과의 진폭이 미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 

는 평균 오차  를 계산하는 식이다 이를 이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의 평균 오차는   이다 그 결과 엄밀해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울기가 완만한 해저 지형

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활용성

을 확인하기 위해 의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

한다 경사각   으로 완만한 해저지형을 식 과 같다

  

수치 시뮬레이션 영역은 m  x  m    s

 s    이다 고립파의 초기 변위의 꼭지점의 위치 

 m에서의 수심은   m이며 진폭   m이다

는 시스템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며

는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결과를 비교한다

그 결과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한차분법중 하나인 방법으로 굴곡 해

저 지형을 고려한 차원 확장형 

방정식 차분한 후 격자들을 재배치하여 수치 시뮬레이션

을 한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일정한 수심   m에서   m인 고립파 전파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엄밀해와 비교하며 평균 오차가   

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울기가 완만한 해저 지형에서의 수치 시뮬레이션에서는 

고립파가 경사면을 지나 갈 때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의 결

과를 비교하여 두 결과들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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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해저지형을 이용한 Nwogu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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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Nwogu’s 1D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Nwogu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 Finite difference method 유한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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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Nwogu’s one-dimensional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by using finite difference 
method with backward-time, central-space(BTCS) scheme. We discretized the computational domain of shallow water system. The 
validation of the finitely differentiated Nwogu’s 1D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is conducted by comparing the analytic solution. 
And the work of Peregrine (1967) is introduced to show the workability of the present study. Finally, the results have good agreement 
to the Peregrine’s one.

1. 서    론

1872년 Joseph Boussinesq가 제안한 고전 Boussinesq 방정식은 

유체역학의 천수파(Shallow water wave) 해석의 대표적인 지배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 모델은 연안에서의 토목공사, 항만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류황진 등, 2007, Jang, T.S. ,2017)

이 방정식은 천수에서 불규칙적이고 다방향(Multi-directional) 

파의 비선형 변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평평한 바닥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Peregrine, 1967). 이에, Peregrine (1967)은 최

초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해저 지형에 대해 적용 가능한 

새로운 Boussinesq 방정식을 제안하였다 (Peregrine, 1967). 이 

연구는 수심 평균 유속함수를 유도하여 사용하는데 반해 Nwogu 

(1993)는 타 연구들과는 차별되는 임의 수심 유속함수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Boussinesq  방정식들과 비

교하여 선형 분산특성을 개선한 연구이다 (Nwogu, 1993). 

본 연구에서는 Nwogu(1993)가 제안한 확장형 Boussinesq 방정

식을 1차원의 형태로 변환하여 공간 중심 차분 및 시간 후방 차

분법을 이용한 유한차분법을 도입하여 수치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를 위해 계산영역을 이산화하여 각 격자 계산에 이용하였다. 

우선, 유한 차분된 지배 방정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

립파의 엄밀해를 도입하여 수치 시뮬레이션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eregrine (1967)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완만한 

해저 경사를 가지는 천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Nwogu의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

Fig. 1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system

Nwogu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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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때, 는 수면변위 함수, 는 정지수면에서의 수심, 

는 자유 수면으로부터 임의 수심에서의 유속함수, 는 

중력가속도, 계수 , , , 는 아래와 같다 (Lin & Man, 

2007).

   ,    ,   ,   ( )

조율계수(Calibration factor)   이며 는 

의 위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Peregrine (1967)의 연구와 동일

하게  , =-0.67을 각각 사용하였다.  

3. 수치 시뮬레이션

Nwogu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 (1), (2)를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차분하기 위해 공간 중심차분 및 시간 후방차분법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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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함수의 아래 첨자  …와 위 첨자  (1, … ,

는 각각 공간 격자 교점과 시간 격자 교점의 위치를 나타낸

다.  ∆, ∆는 각각 공간 격자간격과 시간 격자간격을 나타낸

다. 

3.1 타당성 검증

Fig. 2 Comparison of the numerical result and the 

exact solution from   s to   s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eabra-Santos 등 (1985)이 

제시한 고립파 엄밀해를 사용하였다 (Seabra-Santos 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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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수  






 






이며,  수심, 고립파의 위

상속도   , 는 고립파의 진폭, 는 중력 가

속도, 는 고립파의 초기 위치를 각각 나타낸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해, 수치 계산 영역을   m m , 

  s,   (∆  ),   (∆  )으로 

이산화 하였다.

유한 차분식을 수치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초기 조건은 다음

과 같다.

  ⋅sech






 




,  


            (6)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오차 함수를 정의한다. 

   ∥exact numer∥
∥exact∥

                  (7)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해를 오차함수 (7)를 이용하여 비

교하면 =0.0332으로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Courant 

number 은   ∆∆이며   로 두어 수치

적으로 안정한 해를 얻었다. 이때, 는 군속도이며 다음 식으

로 나타낸다.

     

  (8)

이때, 는 위상 속도, 는 파수, 는 수심, 는 조율계수이

다. 위상 속도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Nwogu, 1993)

    








  






               (9)

Fig. 2는   에서   까지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

해를 비교한 결과이다. 고립파가 오른쪽 공간 영역 다가감에 

따라 반사파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오름 현상 비교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158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굴곡해저지형을 이용한 Nwogu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의 수치 

시뮬레이션

이성배*․박진수*․장택수*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Numerical Simulation of Nwogu’s 1D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Slowly Varying Bottom

Sungbae Lee*, Jinsoo Park* and Taek Soo Jang*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 of Korea

KEY WORDS: Nwogu’s 1D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Nwogu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 Finite difference method 유한차분
법, Backward-time central-space (BTCS) scheme BCTS 방법, Solitary wave 고립파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Nwogu’s one-dimensional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by using finite difference 
method with backward-time, central-space(BTCS) scheme. We discretized the computational domain of shallow water system. The 
validation of the finitely differentiated Nwogu’s 1D extended Boussinesq equations is conducted by comparing the analytic solution. 
And the work of Peregrine (1967) is introduced to show the workability of the present study. Finally, the results have good agreement 
to the Peregrine’s one.

1. 서    론

1872년 Joseph Boussinesq가 제안한 고전 Boussinesq 방정식은 

유체역학의 천수파(Shallow water wave) 해석의 대표적인 지배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 모델은 연안에서의 토목공사, 항만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류황진 등, 2007, Jang, T.S. ,2017)

이 방정식은 천수에서 불규칙적이고 다방향(Multi-directional) 

파의 비선형 변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평평한 바닥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Peregrine, 1967). 이에, Peregrine (1967)은 최

초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해저 지형에 대해 적용 가능한 

새로운 Boussinesq 방정식을 제안하였다 (Peregrine, 1967). 이 

연구는 수심 평균 유속함수를 유도하여 사용하는데 반해 Nwogu 

(1993)는 타 연구들과는 차별되는 임의 수심 유속함수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Boussinesq  방정식들과 비

교하여 선형 분산특성을 개선한 연구이다 (Nwogu, 1993). 

본 연구에서는 Nwogu(1993)가 제안한 확장형 Boussinesq 방정

식을 1차원의 형태로 변환하여 공간 중심 차분 및 시간 후방 차

분법을 이용한 유한차분법을 도입하여 수치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를 위해 계산영역을 이산화하여 각 격자 계산에 이용하였다. 

우선, 유한 차분된 지배 방정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

립파의 엄밀해를 도입하여 수치 시뮬레이션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eregrine (1967)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완만한 

해저 경사를 가지는 천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 Nwogu의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

Fig. 1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system

Nwogu 1차원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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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수면변위 함수, 는 정지수면에서의 수심, 

는 자유 수면으로부터 임의 수심에서의 유속함수, 는 

중력가속도, 계수 , , , 는 아래와 같다 (Lin & Man, 

2007).

   ,    ,   ,   ( )

조율계수(Calibration factor)   이며 는 

의 위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Peregrine (1967)의 연구와 동일

하게  , =-0.67을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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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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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함수의 아래 첨자  …와 위 첨자  (1, … ,

는 각각 공간 격자 교점과 시간 격자 교점의 위치를 나타낸

다.  ∆, ∆는 각각 공간 격자간격과 시간 격자간격을 나타낸

다. 

3.1 타당성 검증

Fig. 2 Comparison of the numerical result and the 

exact solution from   s to   s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eabra-Santos 등 (1985)이 

제시한 고립파 엄밀해를 사용하였다 (Seabra-Santos 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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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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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오차 함수를 정의한다. 

   ∥exact n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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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해를 오차함수 (7)를 이용하여 비

교하면 =0.0332으로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Courant 

number 은   ∆∆이며   로 두어 수치

적으로 안정한 해를 얻었다. 이때, 는 군속도이며 다음 식으

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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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위상 속도, 는 파수, 는 수심, 는 조율계수이

다. 위상 속도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Nwogu,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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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에서   까지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엄밀

해를 비교한 결과이다. 고립파가 오른쪽 공간 영역 다가감에 

따라 반사파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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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system with slope

앞서 살펴본 유한 차분식의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Peregrine (1967)의 완만한 해저 경사 시스템(  )을 도입

한다. 초기변위 함수 및 초기 유속함수 조건을 Peregrine 

(1967) 시스템과 동일하게 식 (6)과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수

치 계산 영역은 3.1장과 동일하다.

Fig. 4 Comparison of the numerical result and 

Peregrine(1967)’s one

Fig. 4는 경사가   m이고 진폭이   m인 경우 수

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Peregrine(1967)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m   m 구간에서 두 결과를 비교하면 본 연구의 결과

에서의 진폭 증가세가 두르러지다가 m 이하 구간에서는 비슷

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으로 초반에 시뮬레이션의 오차가 발

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결    론 

본 연구에서 Nwogu가 제안한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을 이

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심이 일정한 경우에는 

고립파 초기조건을 이용하여 수치 계산을 한 뒤 엄밀해와 비교

하였고 3%의 오차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완만한 해저 바닥 경

사의 경우에 대하여 수치 시뮬레이션 하여 Peregrine(1967)의 수

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와 Peregrine(1967)의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한차분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

법의 음유한차분법(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이기 때문

에 수치 에러에 의한 결과 차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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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정식은 천수 영역에서 파랑 전파를 표현하는 가

장 기본적인 고전적 수학 모델이다 따라서 해양 항만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윤종태 박승민 

는 평평한 해저 지형에서의 방

정식을 유도하였다 이후 은 

천수 영역의 완만한 경사 해저 지형에 대한 일반형 

형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이 일반형 

방정식은 분산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천해 해역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가지지만 수심이 깊어지는 심해 해역에서는 오차

가 커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 은 고차원 미분항을 추가하여 분산성을 향상

시킨 확장형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와 

는 의 방정식에  

의 기법을 접목하여 분산성이 향상된 확장형 

방정식을 제시하여 수치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 확장형 방정식

을 공간에 대한 중심차분 시간에 대한 전방 차분을 이용한 유

한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평평한 해저 지형에 대한 단

일 고립파의 전파를 엄밀해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

한 일정 경사에서의 오름 현상을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차원 방정식

은 천해 해역에서 사용가능한 형 방

정식을 제시한다 은 천해 해역에서 발생하는 오름 현상을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한다 식 은 운동 방정식이며 식 는 

연속방정식이다 

      


  




      

여기에서 는 자유 수면변위 는 수심 평균 속도

 는 입사파의 자유 수면변위  는 입사파의 수심 평

균 속도 는 수심 는 해저 지형의 경사도 는 중력가속

도 는 입사파의 진폭 는 전파된 고립파의 진폭이다 아래 

첨자 와 는 각각 공간 미분과 시간 편미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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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윤종태 박승민 

는 평평한 해저 지형에서의 방

정식을 유도하였다 이후 은 

천수 영역의 완만한 경사 해저 지형에 대한 일반형 

형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이 일반형 

방정식은 분산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천해 해역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가지지만 수심이 깊어지는 심해 해역에서는 오차

가 커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 은 고차원 미분항을 추가하여 분산성을 향상

시킨 확장형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와 

는 의 방정식에  

의 기법을 접목하여 분산성이 향상된 확장형 

방정식을 제시하여 수치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 확장형 방정식

을 공간에 대한 중심차분 시간에 대한 전방 차분을 이용한 유

한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평평한 해저 지형에 대한 단

일 고립파의 전파를 엄밀해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

한 일정 경사에서의 오름 현상을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차원 방정식

은 천해 해역에서 사용가능한 형 방

정식을 제시한다 은 천해 해역에서 발생하는 오름 현상을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한다 식 은 운동 방정식이며 식 는 

연속방정식이다 

      


  




      

여기에서 는 자유 수면변위 는 수심 평균 속도

 는 입사파의 자유 수면변위  는 입사파의 수심 평

균 속도 는 수심 는 해저 지형의 경사도 는 중력가속

도 는 입사파의 진폭 는 전파된 고립파의 진폭이다 아래 

첨자 와 는 각각 공간 미분과 시간 편미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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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사가 일정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수심에 대하여  공

간 미분을 적용한다 또한 경사도가 크지 않다는 가정을 통해 

차 이상의 고차 미분항을 무시할 수 있으며 식 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운동방정식은 분상 특성이 약하여 가 파장의 20~22%이상

인 경우, 오차가 커지는 한계가 있다 (Beji & Battjes, 1994, 

Madsen et al., 1991).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Madsen et al.(1991)

은 분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차 범위 내의 3차 미분항을 

추가 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Beji & Battjes, 1994, Madsen et al., 1991). 

    

 


        

      

여기서 는 조율 계수 이며 이 연구에서는 

  를 사용한다 

차원 수치 시뮬레이션

지배 방정식의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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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래 첨자  는 각각 공간 축의 교점 과 시간 축

의 교점을 나타내며        

      ( ∈
) 은 각각 공간 축 노드의 최댓값

과 시간 축 노드의 최댓값이다. 미소 공간 간격과 미소 시간 간

격은 각각   m ,   s이다. 수렴하기 위한 

Courant–Friedrichs–Lewy 조건(=∆∆ )은 0.01이다. 수치 시

뮬레이션의 초기 조건은 식 (8)이며, 경계 조건은 식 (9)이다.  

     sech 


    

      


          

          

여기서 는 입사파의 초기 위치     




    
이다

수심이 일정한 해저 지형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입사하는 고립파의 진폭은   m

이다 공간 및 시간 영역은 각각  m  x  m

s  t  s이며 수심은   m 해저 지형의 경사도는  

   입사파의 초기위치는   m이다   s일 때 수

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엄밀해와 비교하여 에 도시하였다

  s

수치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 진폭이 다소 높으며 전파된 고립

파의 위치는 다소 전방에 위치한다 오차  를 아래 식 과 

같이 정의하면 수치 시뮬레이션의 오차   로 엄밀해와 

잘 일치한다 여기서 ∥∥는  이다

 ∥exact merical∥
∥exact∥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

입사하는 고립파의 진폭은   m 의 해저 지형의 

경사도    입사파의 초기위치는   m 수심 

  m이다 공간 및 시간 영역은 각각 m  x  m

s  t  s이다 은  초 간격으로 고립파의 전파를 

나타낸다 해안선으로 접근할수록 파랑의 진폭이 높아지고 뾰족

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의 결과를 

보여준다   인 구간에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의 결과보다 낮고   인 구간에서는 큰 

값을 보여준다

결    론

본 연구는 Beji-Bettjes 확장형 Boussinesq 방정식을 FTCS 유

한차분법을 적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일정한 수심 조건에서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완만한 해

저 경사 지형을 적용한 수치 시뮬레이션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한영 해양플랜트 글로벌 전문인력 양

성 사업의 지원과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중 일부입니다

참 고 문 헌  

윤종태 박승민 완전비선형 모형의 천수 및 

쇄파 특성 한국해양공학회지 제 권 제 호

이성대 연안해역에서의 수변식생에 의한 파랑변형에 

관한 수치해석 한국해양공학회지 제 권 제 호

이창훈 조용식 방정식의 확장 가능성

선형의 분산관계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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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에 의한 삼척 월천해변의 지형변화

김기영 김인호 김진훈 강원대학교

최근 동해안의 대부분 해변에서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해안침식과 같은 해변의 비
정상적인 변형이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특성상 토사공급수
지의 불균형 어항 및 항만구조물로 인한 흐름특성의 변화와 해역환경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산항 인근의 기지 건설로 인하여 지형이 크게 변화된 월천해변
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구조물 및 해변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기지 호안과 이안방파
제의 준공기간 및 완공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육 해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공사진
에서는 기지 호안으로 인하여 생성된 차폐역구간 의 해빈은 증가하는 반면 해빈의 
끝단 에서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현장조사의 결과에서도 항공사진과 마찬가지로 은 증가
하는 반면 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서는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반면 에
서는 지속적인 침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안 수심의 경우 이안방파제 내측 에서는 

연안으로부터 약 지점에서 전체적으로 수심이 증가하였으며 최대 까지 증가하여 가장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의 경우 약 약 약 지점까지 증가하여 

까지 이안방파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체적으로 수심 지점에서
는 수심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수심 지점부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경우 증감이 반복되지만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안방파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면적변화 분석결과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천해변은 방파제 및 도류제건설로 인하여 연안표사와 횡단표사가 크게 발

생하여 해안선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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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해변의 지형변화에 관한 연구

남진용 김인호 김진훈 강원대학교

우리나라 해안침식은 동서남해안 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해안은 일자형
태의 해변형상을 하고 있어 고파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강원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통하여 년 모니터링 사업 결과 약 개의 축구장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안목해변은 고파랑 내습 시 침식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연안정비
사업을 통하여 잠제 호안등의 공법을 적용하였다 연안정비사업 후 안목해변은 침식피해 저감효
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목해변과 인근의 송정해변까지 약 

구간의 해안선 및 수심 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잠제 배후의 해안선
은 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년 월 태풍 고니 내습 결과 해빈
면적이 약 이 감소하며 형태가 사라지고 일자형태의 해안선으로 변화가 발
생하였으나 이후 년 월 년 월 약 개월 동안 형태가 매월 씩 증
가하였으며 잠제 내측의 수심이 정도 얕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164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인공구조물에 의한 삼척 월천해변의 지형변화

김기영 김인호 김진훈 강원대학교

최근 동해안의 대부분 해변에서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해안침식과 같은 해변의 비
정상적인 변형이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특성상 토사공급수
지의 불균형 어항 및 항만구조물로 인한 흐름특성의 변화와 해역환경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산항 인근의 기지 건설로 인하여 지형이 크게 변화된 월천해변
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구조물 및 해변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기지 호안과 이안방파
제의 준공기간 및 완공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육 해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공사진
에서는 기지 호안으로 인하여 생성된 차폐역구간 의 해빈은 증가하는 반면 해빈의 
끝단 에서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현장조사의 결과에서도 항공사진과 마찬가지로 은 증가
하는 반면 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서는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반면 에
서는 지속적인 침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안 수심의 경우 이안방파제 내측 에서는 

연안으로부터 약 지점에서 전체적으로 수심이 증가하였으며 최대 까지 증가하여 가장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의 경우 약 약 약 지점까지 증가하여 

까지 이안방파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체적으로 수심 지점에서
는 수심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수심 지점부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경우 증감이 반복되지만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안방파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면적변화 분석결과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천해변은 방파제 및 도류제건설로 인하여 연안표사와 횡단표사가 크게 발

생하여 해안선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안목해변의 지형변화에 관한 연구

남진용 김인호 김진훈 강원대학교

우리나라 해안침식은 동서남해안 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해안은 일자형
태의 해변형상을 하고 있어 고파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강원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통하여 년 모니터링 사업 결과 약 개의 축구장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안목해변은 고파랑 내습 시 침식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연안정비
사업을 통하여 잠제 호안등의 공법을 적용하였다 연안정비사업 후 안목해변은 침식피해 저감효
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목해변과 인근의 송정해변까지 약 

구간의 해안선 및 수심 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잠제 배후의 해안선
은 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년 월 태풍 고니 내습 결과 해빈
면적이 약 이 감소하며 형태가 사라지고 일자형태의 해안선으로 변화가 발
생하였으나 이후 년 월 년 월 약 개월 동안 형태가 매월 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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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모형실험을 활용한 경사지반에서의 스퍼드캔 관입거동 평가

김재현 박헌준 정영훈 김동수 김석중 한진태 최정인
한국과학기술원 건설환경공학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소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잭업유닛 스퍼드캔 경사지반 실트질 모래 원
심모형실험

서    론

천해영역에서 천연자원 채취나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등을 위

해 잭업리그 풍력발전기 설치선 

과 같은 잭업유닛 이 널

리 활용된다 잭업유닛은 일반적으로 부

유 플랫폼 과 수면위에서 해저면까지 내려 

부유 플랫폼을 고정시킬 수 있는 트러스 구조의 레그 

로 구성된다 레그 선단에는 원뿔형태의 스퍼드캔 

이라는 기초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저면에 레그를 안

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스퍼드캔은 플랫폼

의 규모 및 레그 개수에 따라 유효직경이 의 크기를 

가진다 

잭업유닛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목표 위치로 잭업유닛을 이동

시킨 후 레그를 해저면으로 내려 부유 플랫폼을 고정시킨다 이

때 스퍼드캔은 잭업유닛 자중에 의해 지반으로 관입되며 스퍼드

캔과 해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력을 이용해 부유 플랫폼을 

해수면 위로 들어올린다 구조물에 의한 수직하중과 환경하중 

바람 파도 등은 해저면에 고정된 스퍼드캔과 레그로 저항하며 

해수면 위의 플랫폼에서 사용기간 동안 해양 프로젝트를 수행하

게 된다 여기서 잭업유닛의 사용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극

한하중 태풍 해일 등을 견디기 위해 설치과정에서 플랫폼 내

부의 탱크에 해수를 채워 스퍼드캔 및 레그에 추가 상재하중을 

재하 하여 스퍼드캔을 해저면에 깊숙이 관입시키며 충분한 지지

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잭업유닛 자중의 

배 스퍼드캔이 해저면에 안착되면 탱크의 해수를 외부로 

배출시켜 본래의 무게 자중가 되도록 하고 해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잭업유닛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하중에 의한 

스퍼드캔의 지반 내 관입 깊이와 레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스퍼드캔

의 설치거동과 외력에 의한 지지력 및 레그의 안정성을 평가한 

바 있다 

해양환경에서 잭업유닛의 안정성은 스퍼드캔의 선단부 각도

해저지반 스퍼드캔 설치 이력 현장지반의 지층 조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잭업유닛

의 특성상 레그의 길이가 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퍼드캔 

관입 중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수평 및 회전하중 

은 레그에 큰 편심 응력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조물을 파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레그의 파손

이나 휨을 막기 위해 스퍼드캔 관입 중에 수평하중과 회전하중

이 허용수준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검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륙에 인접한 얕은 깊이의 대륙붕 에서는 

해저면의 경사가 일반적으로 약 이내로 작기 때문에 지표

면에 수직으로 관입되는 스퍼드캔에 수평력 및 회전하중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대륙사면 

인근에서는 경사도가 커져 평균적으로 정

도를 유지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최대 까지 확인되고 있다

대륙사면과 같은 경사지반에 잭업유닛을 설치 할 경우 스퍼드캔 

및 레그에 과도한 수평 및 회전하중이 작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트질 모래로 이루어진 경사지반에 설치되는 

스퍼드캔의 설치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축소모형실험기법의 한 

종류인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스퍼드

캔 형상에 대해 다양한 경사도를 가지는 모형지반에서 관입거동

을 평가하였다 이때 스퍼드캔 및 레그에 작용하는 수직 수평 

및 회전하중을 계측하여 경사도에 따른 스퍼드캔지반 상호작용

을 평가하였다

원심모형실험 모델링

원심모형실험기  

흙은 구속응력에 의존적인 재료로 응력상태에 따라 강도 및 

강성특성이 상이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장지반을 축소모델링

으로 모사 할 경우 응력차이로 인해 현장 토목구조물의 거동을 

정확히 모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심모형

실험은 축소모형에 인위적인 회전력을 가하여 현장의 응력상태

를 모사하는 실험기법으로 지반공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

다 축소모형구조물이 으로 축소한 뒤 지구중력 의 

배로 축소모형을 회전시켜 원심력을 재하 할 경우 현장의 응

력상태를 구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 설치되어 

있는 원심모형실험기를 활용하였다 원심모형실험기는 

반경이 로 의 적재 중량에 까지 구현 할 수 

있다 자세한 원심모형실험장비 제원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스퍼드캔  

경사지반에 스퍼드캔 관입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와 같

이 대표적인 스퍼드캔 단면을 으로 축소하여 제작하였다 재

료는 알루미늄 로 제작되었다 스퍼드캔 모형은 최대 직경

이 모형 크기로 원형 높이 원형 

선단부 각도 이다 스퍼드캔이 경사지반에 관입될 때 발

생하는 수직 수평과 회전하중을 측정하기 위해 스퍼드캔 상단

에 원통형 랏드 를 고정하고 위치별로 스트레인게이지 

를 부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퍼드캔과 경사지

반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레그에 대한 상사법

칙 은 고려하지 않았다 랏드에 위치별로 설치된 

스트레인 게이지는 각각 회로를 구성하여 관입 중 

발생하는 하중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조건 및 방법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내경이 높이가 

인 원형토조에 각각 지표면 경사도가 인 개의 모

형지반이 조성되었다 모형지반은 새만금 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새만금 시료를 사용하였다 새만금 시료는 

기준으로 실트질 모래에 해당하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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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모형실험을 활용한 경사지반에서의 스퍼드캔 관입거동 평가

김재현 박헌준 정영훈 김동수 김석중 한진태 최정인
한국과학기술원 건설환경공학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소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잭업유닛 스퍼드캔 경사지반 실트질 모래 원
심모형실험

서    론

천해영역에서 천연자원 채취나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등을 위

해 잭업리그 풍력발전기 설치선 

과 같은 잭업유닛 이 널

리 활용된다 잭업유닛은 일반적으로 부

유 플랫폼 과 수면위에서 해저면까지 내려 

부유 플랫폼을 고정시킬 수 있는 트러스 구조의 레그 

로 구성된다 레그 선단에는 원뿔형태의 스퍼드캔 

이라는 기초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저면에 레그를 안

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스퍼드캔은 플랫폼

의 규모 및 레그 개수에 따라 유효직경이 의 크기를 

가진다 

잭업유닛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목표 위치로 잭업유닛을 이동

시킨 후 레그를 해저면으로 내려 부유 플랫폼을 고정시킨다 이

때 스퍼드캔은 잭업유닛 자중에 의해 지반으로 관입되며 스퍼드

캔과 해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력을 이용해 부유 플랫폼을 

해수면 위로 들어올린다 구조물에 의한 수직하중과 환경하중 

바람 파도 등은 해저면에 고정된 스퍼드캔과 레그로 저항하며 

해수면 위의 플랫폼에서 사용기간 동안 해양 프로젝트를 수행하

게 된다 여기서 잭업유닛의 사용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극

한하중 태풍 해일 등을 견디기 위해 설치과정에서 플랫폼 내

부의 탱크에 해수를 채워 스퍼드캔 및 레그에 추가 상재하중을 

재하 하여 스퍼드캔을 해저면에 깊숙이 관입시키며 충분한 지지

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잭업유닛 자중의 

배 스퍼드캔이 해저면에 안착되면 탱크의 해수를 외부로 

배출시켜 본래의 무게 자중가 되도록 하고 해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잭업유닛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하중에 의한 

스퍼드캔의 지반 내 관입 깊이와 레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지반조건에서 스퍼드캔

의 설치거동과 외력에 의한 지지력 및 레그의 안정성을 평가한 

바 있다 

해양환경에서 잭업유닛의 안정성은 스퍼드캔의 선단부 각도

해저지반 스퍼드캔 설치 이력 현장지반의 지층 조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잭업유닛

의 특성상 레그의 길이가 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퍼드캔 

관입 중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수평 및 회전하중 

은 레그에 큰 편심 응력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조물을 파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레그의 파손

이나 휨을 막기 위해 스퍼드캔 관입 중에 수평하중과 회전하중

이 허용수준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검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륙에 인접한 얕은 깊이의 대륙붕 에서는 

해저면의 경사가 일반적으로 약 이내로 작기 때문에 지표

면에 수직으로 관입되는 스퍼드캔에 수평력 및 회전하중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대륙사면 

인근에서는 경사도가 커져 평균적으로 정

도를 유지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최대 까지 확인되고 있다

대륙사면과 같은 경사지반에 잭업유닛을 설치 할 경우 스퍼드캔 

및 레그에 과도한 수평 및 회전하중이 작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트질 모래로 이루어진 경사지반에 설치되는 

스퍼드캔의 설치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축소모형실험기법의 한 

종류인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스퍼드

캔 형상에 대해 다양한 경사도를 가지는 모형지반에서 관입거동

을 평가하였다 이때 스퍼드캔 및 레그에 작용하는 수직 수평 

및 회전하중을 계측하여 경사도에 따른 스퍼드캔지반 상호작용

을 평가하였다

원심모형실험 모델링

원심모형실험기  

흙은 구속응력에 의존적인 재료로 응력상태에 따라 강도 및 

강성특성이 상이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장지반을 축소모델링

으로 모사 할 경우 응력차이로 인해 현장 토목구조물의 거동을 

정확히 모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심모형

실험은 축소모형에 인위적인 회전력을 가하여 현장의 응력상태

를 모사하는 실험기법으로 지반공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

다 축소모형구조물이 으로 축소한 뒤 지구중력 의 

배로 축소모형을 회전시켜 원심력을 재하 할 경우 현장의 응

력상태를 구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 설치되어 

있는 원심모형실험기를 활용하였다 원심모형실험기는 

반경이 로 의 적재 중량에 까지 구현 할 수 

있다 자세한 원심모형실험장비 제원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형 스퍼드캔  

경사지반에 스퍼드캔 관입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와 같

이 대표적인 스퍼드캔 단면을 으로 축소하여 제작하였다 재

료는 알루미늄 로 제작되었다 스퍼드캔 모형은 최대 직경

이 모형 크기로 원형 높이 원형 

선단부 각도 이다 스퍼드캔이 경사지반에 관입될 때 발

생하는 수직 수평과 회전하중을 측정하기 위해 스퍼드캔 상단

에 원통형 랏드 를 고정하고 위치별로 스트레인게이지 

를 부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퍼드캔과 경사지

반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레그에 대한 상사법

칙 은 고려하지 않았다 랏드에 위치별로 설치된 

스트레인 게이지는 각각 회로를 구성하여 관입 중 

발생하는 하중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조건 및 방법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내경이 높이가 

인 원형토조에 각각 지표면 경사도가 인 개의 모

형지반이 조성되었다 모형지반은 새만금 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새만금 시료를 사용하였다 새만금 시료는 

기준으로 실트질 모래에 해당하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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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입경 최대 및 최소 단위중량이 각각 

이다 

총 두께의 균질한 모형지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지반을 층으로 나누어 과소다짐방법으로 조성하였다 각 층은 

목표단위중량과 함수비 새만금 시료 최적함수비 를 맞추

고 토조에 투입한 뒤 다짐을 실시하였다 다짐은 원형 

추를 이용해 일정한 낙하고에서 동일한 횟수로 낙하하여 지반을 

조성하였다 경사지반의 경우 경사면이 시작되는 높이까지는 기

울기가 인 지반과 동일하게 조성하였고 경사가 시작되는 위

치부터 토조를 각각 와 씩 기울인 뒤 추를 낙하시켜 지반

을 조성하였다 다짐이 완료된 모형지반은 표면부터 물을 흘려 

모형지반을 포화 하였다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모형지반을 원심모형

실험기 바스켓 에 거치하고 하중재하장치를 설치한다

하중재하장치 선단에는 로드셀 과 스퍼드캔을 고정하

고 원심모형실험기를 까지 의 속도로 증가시킨 후 

약 분간 유지한 뒤 스퍼드캔 관입실험을 실시하였다 스퍼드

캔은 의 속도로 관입하였으며 수직하중이 에 

도달할 때 까지 하중을 재하 원형으로 하였다 이때 

관입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 수평 및 회전하중을 랏드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를 통해 계측하였다 각 실험에 대한 조건은 

과 같다

γ

원심모형실험 결과

하중변위 거동  

는 스퍼드캔 관입 깊이에 따른 수직하중을 나타낸다

수직하중은 지표면의 경사도에 관계없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하중을 원형으로 가정

할 경우 동일한 하중수준에서 경사지반이 클수록 관입깊이가 깊

어졌다 선행하중 수준에서 관입깊이는 경사도에서 

각각 스퍼드캔 선단부 기준로 계측되

었다 이는 경사도가 낮을수록 동일한 깊이에서 스퍼드캔 선단

부와 지반의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험 결과로

부터 본 스퍼드캔 모형은 가정된 선행하중 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선행하중에서 스퍼

드캔의 전체 면적이 충분히 지반에 관입되지 못하였으며 큰 수

평하중에 노출될 경우 충분한 인발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주변 지반에 발생하는 쇄굴 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 스퍼드캔 수직하중에 따른 수평하중 및 회전하중을 

도시한다 경사도가 인 지반에 관입되는 스퍼드캔의 경

우 수직하중에 따라 수평 및 회전하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경사도가 커질수록 수평 및 회전하중이 커졌다 스

퍼드캔에 작용하는 선행하중을 으로 가정할 경우 경사

도 지반에서 각각 과 이 계측되었다

또한 회전하중의 경우 경사도 지반에서 각각 

와 이 계측되었다 선행하중을 로 가정

할 때 계측된 수평 및 회전하중은 와 같다 이를 통해 해

저면의 경사각이 스퍼드캔에 수평하중 및 회전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심모형실험을 활용하여 경사지반에 설치되

는 스퍼드캔의 관입거동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경사도가 커질

수록 동일한 하중수준에서 깊은 깊이까지 관입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경사도가 커질수록 수평하중 및 회전하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반의 경사도가 상부 레그에 

과도한 응력집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레그 및 

스퍼드캔 설계 시 지반의 경사도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

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사업 지반연구소 

달성을 위한 특화전략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

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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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총 두께의 균질한 모형지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지반을 층으로 나누어 과소다짐방법으로 조성하였다 각 층은 

목표단위중량과 함수비 새만금 시료 최적함수비 를 맞추

고 토조에 투입한 뒤 다짐을 실시하였다 다짐은 원형 

추를 이용해 일정한 낙하고에서 동일한 횟수로 낙하하여 지반을 

조성하였다 경사지반의 경우 경사면이 시작되는 높이까지는 기

울기가 인 지반과 동일하게 조성하였고 경사가 시작되는 위

치부터 토조를 각각 와 씩 기울인 뒤 추를 낙하시켜 지반

을 조성하였다 다짐이 완료된 모형지반은 표면부터 물을 흘려 

모형지반을 포화 하였다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모형지반을 원심모형

실험기 바스켓 에 거치하고 하중재하장치를 설치한다

하중재하장치 선단에는 로드셀 과 스퍼드캔을 고정하

고 원심모형실험기를 까지 의 속도로 증가시킨 후 

약 분간 유지한 뒤 스퍼드캔 관입실험을 실시하였다 스퍼드

캔은 의 속도로 관입하였으며 수직하중이 에 

도달할 때 까지 하중을 재하 원형으로 하였다 이때 

관입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 수평 및 회전하중을 랏드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를 통해 계측하였다 각 실험에 대한 조건은 

과 같다

γ

원심모형실험 결과

하중변위 거동  

는 스퍼드캔 관입 깊이에 따른 수직하중을 나타낸다

수직하중은 지표면의 경사도에 관계없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하중을 원형으로 가정

할 경우 동일한 하중수준에서 경사지반이 클수록 관입깊이가 깊

어졌다 선행하중 수준에서 관입깊이는 경사도에서 

각각 스퍼드캔 선단부 기준로 계측되

었다 이는 경사도가 낮을수록 동일한 깊이에서 스퍼드캔 선단

부와 지반의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험 결과로

부터 본 스퍼드캔 모형은 가정된 선행하중 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선행하중에서 스퍼

드캔의 전체 면적이 충분히 지반에 관입되지 못하였으며 큰 수

평하중에 노출될 경우 충분한 인발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용 중 주변 지반에 발생하는 쇄굴 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 스퍼드캔 수직하중에 따른 수평하중 및 회전하중을 

도시한다 경사도가 인 지반에 관입되는 스퍼드캔의 경

우 수직하중에 따라 수평 및 회전하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경사도가 커질수록 수평 및 회전하중이 커졌다 스

퍼드캔에 작용하는 선행하중을 으로 가정할 경우 경사

도 지반에서 각각 과 이 계측되었다

또한 회전하중의 경우 경사도 지반에서 각각 

와 이 계측되었다 선행하중을 로 가정

할 때 계측된 수평 및 회전하중은 와 같다 이를 통해 해

저면의 경사각이 스퍼드캔에 수평하중 및 회전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심모형실험을 활용하여 경사지반에 설치되

는 스퍼드캔의 관입거동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경사도가 커질

수록 동일한 하중수준에서 깊은 깊이까지 관입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경사도가 커질수록 수평하중 및 회전하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반의 경사도가 상부 레그에 

과도한 응력집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레그 및 

스퍼드캔 설계 시 지반의 경사도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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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남대천의 고파랑 전 후 하구 표사이동 변화 분석

김중헌 김진훈 김인호 강원대학교

 연안 표사계 대책 수립을 위해서 연안 표사뿐만 아니라 배후지의 하천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사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사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인호, 이성대) 과거 강릉 남대천 하구에는 하구 폐색과 하
구사주의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2005년에 총연장 260m의 도류제를 건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대천 하구
에서의 고파랑시 토사이동 특성 및 하천 지형 변동과 표사이동을 분석하였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를 이용한 사주의 면적과 모양을 확인하였다.  2016년 총 5회 조사하고, 하천하구의 사
구를 동서로 구분하여 평면적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파의 힘을 받는 동쪽 지역에서 평면적이 태풍 내습전  

1차 8227.971㎡, 2차 8897.94㎡이고, 2016년 제10호 태풍 “라이언록(LIONROCK)” 내습 이후 3차 3825.808
㎡, 4차 4591.711㎡ 및 5차 5368.735㎡로 나타났다.  2~3차 평면적 비교 결과 태풍내습후 3차의 평면적이 

5072.13㎡ 감소하였고, 2차 조사 직후 6일간 평균유의파고 1.92m, 파주기 7.4sec를 감안하여 하천 하구로 밀
려들어오는 고파랑이 토사이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로부터 토사공급을 받고, 강수량

에 영향을 받는 서쪽 지역은 1차 4083.273㎡, 2차 3526.068, “라이언록(LIONROCK)” 내습 이후 3차 
4215.227㎡ 4차 4547.52㎡, 5차 3836.413㎡ 로 동쪽지역과 반대로  332.2934㎡이 증가하였다. 2차 조사 직후 
6일간 평균 44.7mm 강우로 상류로부터 하구로 토사가 이동하여 평면적이 증가하였다. 체적을 산출한 결과 

동쪽 지역에서 체적이 태풍 내습전 1차 8499.773㎥, 2차 10644.99㎥이고 태풍 “라이언록” 내습 이후 3차 
6803.673㎥, 4차 10215.49㎥, 및 5차 9175.078㎥로 나타났다. 2~3차를 비교해 본결과 태풍 내습이후 3차의 체

적이 3841.32㎥ 감소 하였다. 서쪽 지역은 1차 3378.009㎥, 2차 2180.951㎥, “라이언록” 내습이후 3차 
3473.045㎥, 4차 3166.17㎥, 및 5차 3783.802㎥로 나타났다. 그 결과 체적 변동은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이

를 보아 상류로부터 내려 오는 힘에 비해 고파랑이 밀고 올라 오는 힘이 더욱 커 모래가 하구쪽에서 상류
쪽으로 밀려 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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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mixed placement models of marine forest artificial reefs to improve an efficiency of wake volume. For 
the purpose, first, three mixed type placement models were constructed by half-ball type reef (R02) and arch-type reef (R29). Second, 
the corresponding wake volume of each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element-based finite volume method. Finally, the efficiency of 
wake volume of mixed type placement models was compared to single type placement models. As the analysis results, it was shown 
that mixed type placement models with R02 can improved the efficiency of wake volume.

1. 서    론 

연안 해역의 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중림 조

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중림초(marine forest artificial 

reef)는 어·패류의 서식장, 산란장, 먹이장 보호를 위해 인위적

으로 해조류를 부착, 서식하게 하여 해조류 확산이 가능하게 개

발된 어초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어초(artificial reef, AR)는 평면

으로 분산시키거나 한 곳에 집중 산적하여 설치된다. 이 가운데 

해중림초는 포자가 부착될 수 있도록 상부 표면적을 넓히는 것

이 유리하기 때문에 평면분산 배치모델(flatly distributed 

placement model)을 사용한다. 인공어초 어장은 후류역(wake 

region)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인공어초 배치모델에 따른 

후류역의 효율성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평면분산 배치된 해중림초 집합의 후류역 효율성을 고려하여 

혼합 배치모델(mixed placement model)을 제안한다.

2. 재료 및 방법

대상어초는 반구형어초(half-ball type reef, R02)와 아치형어

초(arch-type reef, R29)이다. 이들 해중림초를 사용하여 Fig. 1

과 같이 3×3 혼합 배치모델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요소기반 

유한체적법(element-based finite volume method, EbFVM)을 기

반으로 한 ANSYS-CF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산유체해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수행하였다.

Fig. 1 Layout of 3×3 mixed placement models: (a) mixed type 1, 

      (b) mixed type 2, (c) mixed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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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토사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인호, 이성대) 과거 강릉 남대천 하구에는 하구 폐색과 하
구사주의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2005년에 총연장 260m의 도류제를 건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대천 하구
에서의 고파랑시 토사이동 특성 및 하천 지형 변동과 표사이동을 분석하였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를 이용한 사주의 면적과 모양을 확인하였다.  2016년 총 5회 조사하고, 하천하구의 사
구를 동서로 구분하여 평면적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파의 힘을 받는 동쪽 지역에서 평면적이 태풍 내습전  

1차 8227.971㎡, 2차 8897.94㎡이고, 2016년 제10호 태풍 “라이언록(LIONROCK)” 내습 이후 3차 3825.808
㎡, 4차 4591.711㎡ 및 5차 5368.735㎡로 나타났다.  2~3차 평면적 비교 결과 태풍내습후 3차의 평면적이 

5072.13㎡ 감소하였고, 2차 조사 직후 6일간 평균유의파고 1.92m, 파주기 7.4sec를 감안하여 하천 하구로 밀
려들어오는 고파랑이 토사이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로부터 토사공급을 받고, 강수량

에 영향을 받는 서쪽 지역은 1차 4083.273㎡, 2차 3526.068, “라이언록(LIONROCK)” 내습 이후 3차 
4215.227㎡ 4차 4547.52㎡, 5차 3836.413㎡ 로 동쪽지역과 반대로  332.2934㎡이 증가하였다. 2차 조사 직후 
6일간 평균 44.7mm 강우로 상류로부터 하구로 토사가 이동하여 평면적이 증가하였다. 체적을 산출한 결과 

동쪽 지역에서 체적이 태풍 내습전 1차 8499.773㎥, 2차 10644.99㎥이고 태풍 “라이언록” 내습 이후 3차 
6803.673㎥, 4차 10215.49㎥, 및 5차 9175.078㎥로 나타났다. 2~3차를 비교해 본결과 태풍 내습이후 3차의 체

적이 3841.32㎥ 감소 하였다. 서쪽 지역은 1차 3378.009㎥, 2차 2180.951㎥, “라이언록” 내습이후 3차 
3473.045㎥, 4차 3166.17㎥, 및 5차 3783.802㎥로 나타났다. 그 결과 체적 변동은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이

를 보아 상류로부터 내려 오는 힘에 비해 고파랑이 밀고 올라 오는 힘이 더욱 커 모래가 하구쪽에서 상류
쪽으로 밀려 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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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mixed placement models of marine forest artificial reefs to improve an efficiency of wake volume. For 
the purpose, first, three mixed type placement models were constructed by half-ball type reef (R02) and arch-type reef (R29). Second, 
the corresponding wake volume of each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element-based finite volume method. Finally, the efficiency of 
wake volume of mixed type placement models was compared to single type placement models. As the analysis results, it was shown 
that mixed type placement models with R02 can improved the efficiency of wake volume.

1. 서    론 

연안 해역의 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중림 조

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중림초(marine forest artificial 

reef)는 어·패류의 서식장, 산란장, 먹이장 보호를 위해 인위적

으로 해조류를 부착, 서식하게 하여 해조류 확산이 가능하게 개

발된 어초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어초(artificial reef, AR)는 평면

으로 분산시키거나 한 곳에 집중 산적하여 설치된다. 이 가운데 

해중림초는 포자가 부착될 수 있도록 상부 표면적을 넓히는 것

이 유리하기 때문에 평면분산 배치모델(flatly distributed 

placement model)을 사용한다. 인공어초 어장은 후류역(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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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yout of 3×3 mixed placement models: (a) mixed type 1, 

      (b) mixed type 2, (c) mixed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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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아치형어초의 단일 배치모델(R29-set)과 반구형어초를 사용

한 세 가지 혼합 배치모델의 후류역을 Table 1과 같이 후류체

적(wake volume, WV)으로 정량화하였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

여 효율지수(efficeincy index)를 도입하였다. 효율지수가 높을

수록 후류역의 효율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효율지수는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이 때, WVset, nm,i, Vm,i 는 각각 

어초 집합(AR set)의 후류체적, 어초 모듈(AR module)의 개수, 

어초 모듈의 체적을 나타낸다. 

 


  






                                  (1)

해석 결과로부터 아치형어초를 단일 종류로 배치하는 것보

다 반구형어초와 혼합하여 배치할 때 효율지수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Table 1).

Table 1 Wake volumes, efficiency index of R29-set and three    

         types of mixed placement model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종류의 배치모델의 후류역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혼합 배치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전산유체해석 결

과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단일 종류의 배치모델이 후류역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

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반구형어초를 사용한 혼합 

배치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2) 반구형어초와 아치형어초의 혼합 배치모델의 세 가지 유

형 모두 효율지수가 100% 이상 향상하였고, 특히 어초를 지그재

그로 배치한 모델(mixed type 1)의 효율지수가 222.64%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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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침하로 어초의 무게에 의해 발생하는 침하에 초점을 맞

춘 연구이다 그러나 설치 후 시간에 따라 서서히 발생하는 침

하보다 설치할 때 지반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침하량이 크므로 

설치 시 발생하는 침하량을 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에 대

한 연구로 한솔 등 이 지반에 하나의 어초가 충돌할 때 발

생하는 침하량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개의 어초가 산적될 때 발생하는 침하량 

분석을 동적 유한 요소 해석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인공어초  

본 연구에서 고려된 인공어초는 에 나타난 상자형 어초

이다 상자형 어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초 중 

하나이며  주로 자유낙하 식으로 설치한다 상자형 어초는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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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고 각 부재의 두께는 이며 무게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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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반  

해저지반은 와 같이 의 크기로 모델링 되었

다 해저지반의 종류로는 그리고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결    과

은 각 해저 종류별로 해석을 수행하여 속도별 최대 변

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해저지반에 하나의 어초 충돌 

후 또 하나의 어초를 그 위에 충돌시킨 결과 은 

충돌속도가 일 때 침하량이 

로 각각 나타났다 는 충돌속도가 위와 

같을 때 침하량이 로 각각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는 충돌속도가 위와 같을 때 침하량이 

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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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해저지반과 인공어초 간의 충돌해석을 통해 해

저지반별 충돌 속도별 침하량에 대해 알아보았다

충돌 속도가 증가할수록 침하량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보

인다

순으로 침하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특히 의 경우 어초 높이의 반보다 큰 

값의 침하량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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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운용 중 잭업 리그 전도 안정성 

평가

원종화 강효동 김찬주 주 포어시스 심재욱 류민철

일반적인 해양 드릴링 및 생산 설비는 설치될 지역의 환경하중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말뚝 기초 및 계류 앵커 계류선 등에 대한 설계를 수행한다 반면에 잭업리그는 작업 데크
를 구성하는 부유체 에 특정 길이의 다리와 스퍼드캔 이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
선으로서 본질적으로 작업 대상 지역의 환경 및 지반 조건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해상 운용을 위하여 잭업 리그가 설치되는 지역의 지반 조사 결
과 및 해상 조건 등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퍼드캔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전도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법을 사용한 대변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잭업 리그 설치 중 단계는 스퍼드캔이 

해당 지역의 지반에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목표로 하는 수직 및 수평 지지력을 발현하는 목적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는 지반을 고려한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으나
운용 중의 전도 나 활동 에 대한 검토는 선급 등 의 구조물 검토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는 충분한 안전율을 제공할 수 있으나 스퍼드캔과 지반의 접점을 고정 
또는 힌지 조건으로 가정하여 여러 차례 중첩되는 과다 설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일관성을 갖고 스퍼드캔 지반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 결과를 사용
하여 전체 구조계의 전도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태풍 조건의 환경 하중 및 지반 조건을 고려하였으며
의 모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 하중으로는 태풍시 바람 조류 파랑 조건이 반영되

었으며 각 구조체의 투영 면적 항력 계수 수직방향 영역 등을 수치적으로 고려하였다 스퍼드
캔의 경우 기존 설치 위치에서 초기 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의 저항력을 파괴 저항력으로 산정하

였으며 이는 드릴링 장비의 작업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안전율은 기준에 따라 

을 적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 검토 대상 구조물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용 중 잭업 리그에 작용하는 환경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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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반  

해저지반은 와 같이 의 크기로 모델링 되었

다 해저지반의 종류로는 그리고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결    과

은 각 해저 종류별로 해석을 수행하여 속도별 최대 변

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해저지반에 하나의 어초 충돌 

후 또 하나의 어초를 그 위에 충돌시킨 결과 은 

충돌속도가 일 때 침하량이 

로 각각 나타났다 는 충돌속도가 위와 

같을 때 침하량이 로 각각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는 충돌속도가 위와 같을 때 침하량이 

로 각각 나타났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저지반과 인공어초 간의 충돌해석을 통해 해

저지반별 충돌 속도별 침하량에 대해 알아보았다

충돌 속도가 증가할수록 침하량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보

인다

순으로 침하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특히 의 경우 어초 높이의 반보다 큰 

값의 침하량이 나타났다

후    기 

본 연구는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참 고 문 헌  

김대권 서성호 조재권 김창길 최임호 김병섭 전남 

고흥해역 연성지반의 인공어초의 침하 연구 한국마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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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운용 중 잭업 리그 전도 안정성 

평가

원종화 강효동 김찬주 주 포어시스 심재욱 류민철

일반적인 해양 드릴링 및 생산 설비는 설치될 지역의 환경하중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말뚝 기초 및 계류 앵커 계류선 등에 대한 설계를 수행한다 반면에 잭업리그는 작업 데크
를 구성하는 부유체 에 특정 길이의 다리와 스퍼드캔 이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
선으로서 본질적으로 작업 대상 지역의 환경 및 지반 조건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해상 운용을 위하여 잭업 리그가 설치되는 지역의 지반 조사 결
과 및 해상 조건 등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퍼드캔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전도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법을 사용한 대변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잭업 리그 설치 중 단계는 스퍼드캔이 

해당 지역의 지반에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목표로 하는 수직 및 수평 지지력을 발현하는 목적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는 지반을 고려한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으나
운용 중의 전도 나 활동 에 대한 검토는 선급 등 의 구조물 검토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는 충분한 안전율을 제공할 수 있으나 스퍼드캔과 지반의 접점을 고정 
또는 힌지 조건으로 가정하여 여러 차례 중첩되는 과다 설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일관성을 갖고 스퍼드캔 지반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 결과를 사용
하여 전체 구조계의 전도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태풍 조건의 환경 하중 및 지반 조건을 고려하였으며
의 모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 하중으로는 태풍시 바람 조류 파랑 조건이 반영되

었으며 각 구조체의 투영 면적 항력 계수 수직방향 영역 등을 수치적으로 고려하였다 스퍼드
캔의 경우 기존 설치 위치에서 초기 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의 저항력을 파괴 저항력으로 산정하

였으며 이는 드릴링 장비의 작업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안전율은 기준에 따라 

을 적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 검토 대상 구조물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용 중 잭업 리그에 작용하는 환경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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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 실선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최인식 이창우 정우철
주대원마린텍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파랑 관통형 고속활주선 선측날개 용골 부가물
해상시운전 수직가속도

본 논문에서는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의 실선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파랑관통형 활주선은 
선수부 형상이 도끼날 형상으로 뾰족하고 기존 활주선이 가지고 있는 챠인 대신 선미에서 선측날개 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선
수에서 선미까지 길이 방향으로 선저에 가 부착되어 있다 실선 성능은 동일한 배수량을 갖고 길이 방향 중심위치가 서로 다른 두 
척의 미터급 파랑 관통형 활주선을 제작하여 유사한 해상조건에서 기존 활주선의 실선 성능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파랑 관통형 선
박은 기존의 활주선에 비하여 파랑 중 내항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개발결과 본 개발선의 파랑 중 선수부 상하가속도
가 기존 활주선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고 이는 무게중심의 길이방향 분포에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고속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이테크 선형 기술개발 연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속선은 급 규모의 단동형 활주선형을 갖는 모터보트의 

형태에 레저 또는 낚시 활동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선형과 디자

인을 갖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선형 기술 확보를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화에 대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등장한 

는 기존 활주선과는 달리 선수부 형상이 도끼

날처럼 뾰족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파랑 중 내파성능이 기존의 

활주선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형시험을 통한 개념 정립 단계로 실선에 대

한 해상 성능 검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등이 연구한 파랑관통형 활

주선과 이 선형을 개량한 새로운 활주선을 건조하여 유사한 규

모의 기존 활주선 과의 해상 시운전을 통하여 파랑

중 내파성능과 선속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선박 특성 및 성능평가 조건

대상선박 특성

본 연구의 대상선박은 급 파랑관통형 고속활주선 으

로 최대선속이 노트이며 승선 최대인원이 명이다

등이 연구한 최초 설계모델 인 호선 은 길이 

폭 배수량이 기준 선미 에서 까

지 위치가 에 있는 선박이다 의 선형을 수정한 

호선 은 위치를 로 이동시킨 모델이다

개발된 의 실선 성능을 동일한 해상조건에서 내항성능 

개선여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선형의 활주

선 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으로 한 

선박들의 주요제원과 형상을  과 에 나타내었다

WPH waterline(at draft)

CL

PLAN

WPH_#1

WPH_#2

DWL

BL

DWL

FPAP 1 2 3 4 6 8 95

PROFILEPROFILE

WPH_#2

STA.

BL

DWL

PROFILE

FPAP 1 2 3 4 6 7 8 95STA.

PROFILE

BL

DWL

BL

STA.

DWL

BL

DWL

7

FPAP

1 2 3 4 6

STA.

7 8 9

BL

5 STA.STA.

CL

PROFILEWPH_#1

Planing hull

WPH

Planing hull

Speed(10~30knot)  /  BS(no.0~no.4)

Vertical Acceleration 

1. Still Water 2. Waves

Speed

*BS no.4 : Beaufort Scale no.4(wind speed 5.5~8.0m/s)

SEA
Condition

Test
Condition

Result
Data

WPH_#1

Accel. sensor

Sea

Trial

Boat

Type

Accel. Sensor

[from AP]

(m)

AP ↔ Accel. Sensor

[by LWL]

(%)

WPH_#1 5.268 66.4

Planing hull 3.372 68.8

WPH_#2 6.736 85.1

Planing hull 4.260 86.9

Test_#1

Test_#2

성능평가 조건

에 대한 실해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랑이 거의 없

는 해상상태 및 파랑 중인 조건에서 엔진 변화에 따른 선

속과 수직가속도 변화를 계측하였으며 해당평가를 

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출되는 값을 상대적인 비교분석

을 실시하였다 속도계측 범위는 노트구간 수직가속도 계

측위치는 선수구역 파랑조건은 풍력등급 인 

와 풍속 를 기준으로 실선 성능 분석을 

위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였다

수직가속도 계측을 위하여 계측센서를 선체 부착이 용이한 부

분을 기준으로 초기위치를 선정하고 및 에 동

일한 상대위치에 부착하였다 차 시운전의 경우 기준 선미

에서 선수 방향으로 지점 차 시운전의 경우 지

점에 부착하였다 차 시운전의 경우 선수와 보다 근접한 위치

에서 수직가속도 계측을 위해 센서를 이동하였으며 자세한 위

치정보는 에 나타내었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176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 실선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최인식 이창우 정우철
주대원마린텍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파랑 관통형 고속활주선 선측날개 용골 부가물
해상시운전 수직가속도

본 논문에서는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의 실선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파랑관통형 활주선은 
선수부 형상이 도끼날 형상으로 뾰족하고 기존 활주선이 가지고 있는 챠인 대신 선미에서 선측날개 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선
수에서 선미까지 길이 방향으로 선저에 가 부착되어 있다 실선 성능은 동일한 배수량을 갖고 길이 방향 중심위치가 서로 다른 두 
척의 미터급 파랑 관통형 활주선을 제작하여 유사한 해상조건에서 기존 활주선의 실선 성능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파랑 관통형 선
박은 기존의 활주선에 비하여 파랑 중 내항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개발결과 본 개발선의 파랑 중 선수부 상하가속도
가 기존 활주선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고 이는 무게중심의 길이방향 분포에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고속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이테크 선형 기술개발 연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속선은 급 규모의 단동형 활주선형을 갖는 모터보트의 

형태에 레저 또는 낚시 활동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선형과 디자

인을 갖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선형 기술 확보를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화에 대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등장한 

는 기존 활주선과는 달리 선수부 형상이 도끼

날처럼 뾰족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파랑 중 내파성능이 기존의 

활주선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형시험을 통한 개념 정립 단계로 실선에 대

한 해상 성능 검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등이 연구한 파랑관통형 활

주선과 이 선형을 개량한 새로운 활주선을 건조하여 유사한 규

모의 기존 활주선 과의 해상 시운전을 통하여 파랑

중 내파성능과 선속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선박 특성 및 성능평가 조건

대상선박 특성

본 연구의 대상선박은 급 파랑관통형 고속활주선 으

로 최대선속이 노트이며 승선 최대인원이 명이다

등이 연구한 최초 설계모델 인 호선 은 길이 

폭 배수량이 기준 선미 에서 까

지 위치가 에 있는 선박이다 의 선형을 수정한 

호선 은 위치를 로 이동시킨 모델이다

개발된 의 실선 성능을 동일한 해상조건에서 내항성능 

개선여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선형의 활주

선 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으로 한 

선박들의 주요제원과 형상을  과 에 나타내었다

WPH waterline(at draft)

CL

PLAN

WPH_#1

WPH_#2

DWL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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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AP 1 2 3 4 6 8 95

PROFILEPROFILE

WPH_#2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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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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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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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PROFILEWPH_#1

Planing hull

WPH

Planing hull

Speed(10~30knot)  /  BS(no.0~no.4)

Vertical Acceleration 

1. Still Water 2. Waves

Speed

*BS no.4 : Beaufort Scale no.4(wind speed 5.5~8.0m/s)

SEA
Condition

Test
Condition

Result
Data

WPH_#1

Accel. sensor

Sea

Trial

Boat

Type

Accel. Sensor

[from AP]

(m)

AP ↔ Accel. Sensor

[by LWL]

(%)

WPH_#1 5.268 66.4

Planing hull 3.372 68.8

WPH_#2 6.736 85.1

Planing hull 4.260 86.9

Test_#1

Test_#2

성능평가 조건

에 대한 실해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랑이 거의 없

는 해상상태 및 파랑 중인 조건에서 엔진 변화에 따른 선

속과 수직가속도 변화를 계측하였으며 해당평가를 

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출되는 값을 상대적인 비교분석

을 실시하였다 속도계측 범위는 노트구간 수직가속도 계

측위치는 선수구역 파랑조건은 풍력등급 인 

와 풍속 를 기준으로 실선 성능 분석을 

위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였다

수직가속도 계측을 위하여 계측센서를 선체 부착이 용이한 부

분을 기준으로 초기위치를 선정하고 및 에 동

일한 상대위치에 부착하였다 차 시운전의 경우 기준 선미

에서 선수 방향으로 지점 차 시운전의 경우 지

점에 부착하였다 차 시운전의 경우 선수와 보다 근접한 위치

에서 수직가속도 계측을 위해 센서를 이동하였으며 자세한 위

치정보는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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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성능 분석

실선 성능 시운전의 경우 차로 나누어 성능계측을 수행하

였다 차 시운전은 과 의 선속을 노트와 

노트로 고정하고 해상조건이 일 때 수직가속도를 계측

하였고 차 시운전은 의 엔진 변화

에 따른 선속 및 수직가속도를 차 시운전과 동일한 파랑조건에

서 계측을 실시하였다 수직가속도의 계측시간은 목표선속에 도

달했을 때를 기점으로 초간 실시하였으며 계측되는 값의 경

우 최대치의 범위보다는 선체에 전달되는 에너지 관점에서 

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수직가속도 성능

비교대상 선박별로 수직가속도의 를 도출하였으며

에서 로 갈수록 수직가속도 값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선속 노트 구간에서 에 비하여  는 

중력가속도가 약 노트 구간에서는 약 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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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성능

일반적인 고속 활주선의 경우 파랑 중 내파성능이 불량할 뿐 

아니라 선속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인 의 경우

와 정수중에서의 속도성능이 동일한 수준으로 파랑 관통형 

활주선은 파랑 중 속도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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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 의 실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랑유무에 따른 선속변화 및 수직가속도 계측

을 활주선 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개발선인 파랑 관통형 선박의 경우 파랑 중 선수부 상하가속

도가 기존 활주선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고 이는 무게중심의 길

이방향 분포에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활주선에 비하여 파랑 중 속도저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과 선체길이 

및 배수량이 유사한 활주선과 선수 수직가속도를 비교하는 연구

를 수행하고 하부 장착된 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랑유

무에 따른 선회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 해

양레저시장 진출을 위한 파랑 안정형 고속 레저보트 개발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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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성능 분석

실선 성능 시운전의 경우 차로 나누어 성능계측을 수행하

였다 차 시운전은 과 의 선속을 노트와 

노트로 고정하고 해상조건이 일 때 수직가속도를 계측

하였고 차 시운전은 의 엔진 변화

에 따른 선속 및 수직가속도를 차 시운전과 동일한 파랑조건에

서 계측을 실시하였다 수직가속도의 계측시간은 목표선속에 도

달했을 때를 기점으로 초간 실시하였으며 계측되는 값의 경

우 최대치의 범위보다는 선체에 전달되는 에너지 관점에서 

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수직가속도 성능

비교대상 선박별로 수직가속도의 를 도출하였으며

에서 로 갈수록 수직가속도 값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선속 노트 구간에서 에 비하여  는 

중력가속도가 약 노트 구간에서는 약 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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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성능

일반적인 고속 활주선의 경우 파랑 중 내파성능이 불량할 뿐 

아니라 선속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인 의 경우

와 정수중에서의 속도성능이 동일한 수준으로 파랑 관통형 

활주선은 파랑 중 속도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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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 의 실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랑유무에 따른 선속변화 및 수직가속도 계측

을 활주선 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개발선인 파랑 관통형 선박의 경우 파랑 중 선수부 상하가속

도가 기존 활주선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고 이는 무게중심의 길

이방향 분포에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활주선에 비하여 파랑 중 속도저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과 선체길이 

및 배수량이 유사한 활주선과 선수 수직가속도를 비교하는 연구

를 수행하고 하부 장착된 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랑유

무에 따른 선회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 해

양레저시장 진출을 위한 파랑 안정형 고속 레저보트 개발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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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소형 고속 레저보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상천 한경남 정우철 김도정 박제웅
주대원마린텍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경제성분석 레저보트 상관도 분석 원가분석
결정계수 회귀방정식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 초기 레저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터보트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해외 레저보트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선형과 디자인을 

갖는 레저보트를 개발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비교

적 짧은 편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로 은 

가 제시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안용 레저보트의 

초기선형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으

며 은 선속 이상 전장 이하의 

고속활주선 여척을 분석하여 초기선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은 고속 

활주선의 종 방향 자세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형 선측날

개 를 개발하였고 은 알루미늄합금을 

이용한 전장 급 고속선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동급 

보트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존 활주선이 갖고 있는 파랑 중 내파성능을 

개선하고자 

등 신개념 선형

들이 제안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개발된 레저보트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

석이 필수적이다 경제성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이며 성능대비 원가가 저렴한 제품일수록 경제성이 

높다 개발품의 성능 및 품질 디자인 등 제품의 완성도 외에도 

상업제품의 필수 요소인 가치 및 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

과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한 파랑관통형 고속선

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 시판 중인 유사한 규모의 레저보트 자료로부터 핵심요

소를 선정하여 주요한 분석지표를 수립하고 상관도 분석 및 회

귀분석을 통하여 대상선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후 실제 건조

원가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선박

본 연구 대상선박은 전장 레저용으로 선외기 

추진 최대속력 노트이다 승선인원은 최대인원 명이다 선

체 재질은 대량생산에 적합한 이고 총 배수량은 톤 내외

이다 주요제원과 형상을 과  에 각각 나타내었

다

경제성 분석

분석 지표 및 경쟁제품 분석국내외 데이터 수집

경제성이 높은 선박이란 주어진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선

박들에 대한 지출과 수입의 액수를 동일한 기간 또는 시점으

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가 좋은 선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의 정의로 볼 때 성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가격이 낮은 제품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성

을 분석하기 위해 각 종 보트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대상선

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하여 유사선박 및 유사목적선

을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판매가격이 각

기 상이하므로 해당 수요층이 두터운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수

요국을 위주로 국가별 세금 비율을 적용하여 총 척의 보트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보트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각 선박들끼리 공통되는 

요소와 각 제품의 고유한 특이요소로 인자들이 나뉘고 특이요소

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관계로 엔진에 대한 중량 및 가격 

요소를 빼는 등 특이요소를 부분편상관관계에 따라 소거하여 

최대한 특이요소를 배제하고 기본제원주요인자 또는 공통요소

끼리 비교하고자 하였다 공통요소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격에 

끼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상관도를 분석하였다 상관도 분석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길이 및 무게와 가격요소간의 상관

도를 분석하고 길이와 무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역

시 상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회귀를 통하여 수치와 가격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모든 요소를 상관분석으로 상관도 수

치결정계수를 측정한 결과 와 같은 결정계수  
값을 

보였다 의 값이 이하를 한계로 기준하여 의미가 없는 값

으로 임의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게와 길이 간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미비하였고 길이와 가격간의 상관관계 역

시 실 계산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게가격 

산포도에서는 무게가 클수록 과도한 의장무게가 들어갈 것이며

이에 의장품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짐으로 판단된다

 

분석지표에 근거한 개발품의 경제적 가치회귀방정식

선정된 주요 인자들 각각의 회귀방정식을 유도하고 상관도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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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소형 고속 레저보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상천 한경남 정우철 김도정 박제웅
주대원마린텍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경제성분석 레저보트 상관도 분석 원가분석
결정계수 회귀방정식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 초기 레저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터보트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해외 레저보트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선형과 디자인을 

갖는 레저보트를 개발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비교

적 짧은 편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로 은 

가 제시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안용 레저보트의 

초기선형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으

며 은 선속 이상 전장 이하의 

고속활주선 여척을 분석하여 초기선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은 고속 

활주선의 종 방향 자세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형 선측날

개 를 개발하였고 은 알루미늄합금을 

이용한 전장 급 고속선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동급 

보트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존 활주선이 갖고 있는 파랑 중 내파성능을 

개선하고자 

등 신개념 선형

들이 제안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개발된 레저보트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

석이 필수적이다 경제성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이며 성능대비 원가가 저렴한 제품일수록 경제성이 

높다 개발품의 성능 및 품질 디자인 등 제품의 완성도 외에도 

상업제품의 필수 요소인 가치 및 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

과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한 파랑관통형 고속선

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 시판 중인 유사한 규모의 레저보트 자료로부터 핵심요

소를 선정하여 주요한 분석지표를 수립하고 상관도 분석 및 회

귀분석을 통하여 대상선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후 실제 건조

원가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선박

본 연구 대상선박은 전장 레저용으로 선외기 

추진 최대속력 노트이다 승선인원은 최대인원 명이다 선

체 재질은 대량생산에 적합한 이고 총 배수량은 톤 내외

이다 주요제원과 형상을 과  에 각각 나타내었

다

경제성 분석

분석 지표 및 경쟁제품 분석국내외 데이터 수집

경제성이 높은 선박이란 주어진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 선

박들에 대한 지출과 수입의 액수를 동일한 기간 또는 시점으

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가 좋은 선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의 정의로 볼 때 성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가격이 낮은 제품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성

을 분석하기 위해 각 종 보트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대상선

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하여 유사선박 및 유사목적선

을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판매가격이 각

기 상이하므로 해당 수요층이 두터운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수

요국을 위주로 국가별 세금 비율을 적용하여 총 척의 보트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보트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각 선박들끼리 공통되는 

요소와 각 제품의 고유한 특이요소로 인자들이 나뉘고 특이요소

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관계로 엔진에 대한 중량 및 가격 

요소를 빼는 등 특이요소를 부분편상관관계에 따라 소거하여 

최대한 특이요소를 배제하고 기본제원주요인자 또는 공통요소

끼리 비교하고자 하였다 공통요소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격에 

끼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상관도를 분석하였다 상관도 분석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길이 및 무게와 가격요소간의 상관

도를 분석하고 길이와 무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역

시 상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회귀를 통하여 수치와 가격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모든 요소를 상관분석으로 상관도 수

치결정계수를 측정한 결과 와 같은 결정계수  
값을 

보였다 의 값이 이하를 한계로 기준하여 의미가 없는 값

으로 임의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게와 길이 간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미비하였고 길이와 가격간의 상관관계 역

시 실 계산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게가격 

산포도에서는 무게가 클수록 과도한 의장무게가 들어갈 것이며

이에 의장품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짐으로 판단된다

 

분석지표에 근거한 개발품의 경제적 가치회귀방정식

선정된 주요 인자들 각각의 회귀방정식을 유도하고 상관도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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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요소 와 가격 에 대한 선형

회귀방정식 를 활용하였고 이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 

를 책정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유도된 결정계수  
그룹

을 가중치로 정규화 시켰다

이에 따라 로 개발선의 가격을 추정한 결과 회귀된 가격

은 한화 약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다

원가분석 및 가격책정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분석지표 분석 내용 중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있고 국

산 보트의 국내외 시장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

고 개발선 선가책정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실시하

였다 원가분석의 항목 중 인건비는 본 건조공사 작업일보를 통

해 공수를 확인하여 제조사 내부 인건비를 적용하였다 재료비

는 발주서 및 계약서를 통해 선각 의장 전장 기장으로 구분하

여 자재 및 장비원가 정리를 실시하였다 이때 통일된 조건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엔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였다 원가분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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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inverse kinematics to compute the joint parameters of 2-DOF rotary crane systems and the length of 
wire ropes that will cause a target structure to reach the desired position and orientation during collaborative tasks in offshore 
installation operation using two floating cranes. At first, connecting positions between wire ropes and target structure in a local 
coordinate system of the structure are described in a global coordinate system. The forward kinematic equations of two rotary crane 
systems are modeled with joint parameters of the crane systems and length of wire ropes. Inverse kinematics reverses these equations 
to determine the joint parameters of the crane systems making the wire ropes being perpendicular to the base or water plane. The 
connecting positions between wire ropes and the boom of each crane system are computed using this joint parameters, and the 
lengths of wire ropes considering their tensions are also computed using the balance equations of forces and moments acting on the 
structure and the wire ropes including gravitational forces and tensions. We consider convergence problems such as singularities, 
out-of-reach targets, etc. Furthermore, we also consider multiple solutions to achieve a desire pose and study how to choose an 
optimal one. Finally, we validate the inverse kinematics by applying it to monopile installation simulation using two floating cranes.

1. 서    론

해양 플랜트 설치하는 작업에는 해상크레인이 거의 필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해양 플랜트의 형상이나 설치 해역의 환경에 

따라서 두 대 이상의 해상크레인의 공조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

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두 대 이상의 해상크레인의 공조 작업

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안

전성을 확인해야한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치대상물의 위치와 자세

에 따른 크레인의 관절 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를 알아야 한

다. 크레인의 관절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는 직접 계산하여 대

입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치 대상물의 위치와 자세에 따라서 2대 2축 회전 

크레인의 회전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를 역기구학 해석을 통

하여 자동으로 계산하고 이를 설치 시뮬레이션에 반영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2. 관련 연구 현황

설치 대상물의 위치와 자세에 따라 크레인 관절 각도와 Wire 

rope 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역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역기구학 해석은 크레인과 같이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에 

대해서 끝점(Boom tip)의 위치와 자세가 주어졌을 때 크레인의 

관절 각도를 구하는 방법을 역기구학 해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 관절 역기구학에 관한 연구는 Table 1과 같다.

김동호 등(2010)은 모바일 하버 크레인의 중량물의 흔들림을 

억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의 움직

임을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translate joint로 이루어진 

sub-trolley를 움직여 컨테이너의 거동을 최소화 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Adam Rushworth et al. (2016) 는 모바일 보행 공작 기

구분
김동호 
등

Yamamoto 

et al. (2000) 
본 연구

연결 
구조

단일 병렬 병렬 병렬

관절 
구조

사용

길이 
조절

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Revolute 

joint, gimbal joint, spherical joint, prismatic joint를 이용하여 다

리 관절을 모델링 하였고 보행 공작 기계를 역기구학 해석을 통

하여 각 다리의 관절들의 값을 제공하였다.  Yamamoto et al. 

(2000) 는 불완전하게 구속된 병렬 Wire mechanism에 대한 역

기구학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불완전하게 구속된 물체에 

대해서 Wire rope의 힘 벡터의 기하학적 구속 조건이 선형일 때 

역기구학 문제의 해석적 해를 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점이 많으며 해당연구에서는 joint를 통하

여 역기구학을 유도하지 않고 Wire rope의 힘 벡터를 이용하여 

역기구학 해석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대의 2관절 해상크레인의 공조작업으로 설

치대상물의 위치와 자세에 따른 크레인의 관절 및 wire rope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역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

과인 각 크레인의 관절 값과 wire rope의 길이를 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물체계 동역학 운동방정식에 대입하여 설치 시뮬레

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Related works

3.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 공조 작업에 대한 

역기구학 해석

3.1 2축 회전 크레인의 정기구학 모델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 공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축 회

전 크레인에 대하여 정기구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2축 회전 크

레인에 대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1축이나 3축 크레인의 경우에

는 사용이 제한된다. 

2축 회전 크레인은 Barge, Backstay, Boom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Backstay는 바지선을 중심으로 의 각도로 연결되어 있고 

Boom은 Backstay를 중심으로 의 각도로 연결되어 있다. 과 

의 각도에 따라서 boom 끝점(Boom tip)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

하는 것을 정기구학이라고 한다.

정기구학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물체를 정의하는 위치

와 자세 및 관절이 어떤 축으로 구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관절각도에 따라서 끝점의 위치와 자세를 Fig. 1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끝점의 위치와 자세를 지구고정좌표계로 표현하기 위해

서 각 물체별로 좌표계를 변환하여 지구고정좌표계에 대한 끝점

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하였다. 

Fig. 1 Object configuration and connection of the crane barge.

Fig. 1과 같이 Boom의 Boom tip의 좌표계를 지구고정 좌표계

로 변환하기 위한 좌표계 변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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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inverse kinematics to compute the joint parameters of 2-DOF rotary crane systems and the length of 
wire ropes that will cause a target structure to reach the desired position and orientation during collaborative tasks in offshore 
installation operation using two floating cranes. At first, connecting positions between wire ropes and target structure in a local 
coordinate system of the structure are described in a global coordinate system. The forward kinematic equations of two rotary crane 
systems are modeled with joint parameters of the crane systems and length of wire ropes. Inverse kinematics reverses these equations 
to determine the joint parameters of the crane systems making the wire ropes being perpendicular to the base or water plane. The 
connecting positions between wire ropes and the boom of each crane system are computed using this joint parameters, and the 
lengths of wire ropes considering their tensions are also computed using the balance equations of forces and moments acting on the 
structure and the wire ropes including gravitational forces and tensions. We consider convergence problems such as singularities, 
out-of-reach targets, etc. Furthermore, we also consider multiple solutions to achieve a desire pose and study how to choose an 
optimal one. Finally, we validate the inverse kinematics by applying it to monopile installation simulation using two floating cranes.

1. 서    론

해양 플랜트 설치하는 작업에는 해상크레인이 거의 필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해양 플랜트의 형상이나 설치 해역의 환경에 

따라서 두 대 이상의 해상크레인의 공조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

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두 대 이상의 해상크레인의 공조 작업

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안

전성을 확인해야한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치대상물의 위치와 자세

에 따른 크레인의 관절 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를 알아야 한

다. 크레인의 관절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는 직접 계산하여 대

입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치 대상물의 위치와 자세에 따라서 2대 2축 회전 

크레인의 회전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를 역기구학 해석을 통

하여 자동으로 계산하고 이를 설치 시뮬레이션에 반영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2. 관련 연구 현황

설치 대상물의 위치와 자세에 따라 크레인 관절 각도와 Wire 

rope 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역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역기구학 해석은 크레인과 같이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에 

대해서 끝점(Boom tip)의 위치와 자세가 주어졌을 때 크레인의 

관절 각도를 구하는 방법을 역기구학 해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 관절 역기구학에 관한 연구는 Table 1과 같다.

김동호 등(2010)은 모바일 하버 크레인의 중량물의 흔들림을 

억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의 움직

임을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translate joint로 이루어진 

sub-trolley를 움직여 컨테이너의 거동을 최소화 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Adam Rushworth et al. (2016) 는 모바일 보행 공작 기

구분
김동호 
등

Yamamoto 

et al. (2000) 
본 연구

연결 
구조

단일 병렬 병렬 병렬

관절 
구조

사용

길이 
조절

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Revolute 

joint, gimbal joint, spherical joint, prismatic joint를 이용하여 다

리 관절을 모델링 하였고 보행 공작 기계를 역기구학 해석을 통

하여 각 다리의 관절들의 값을 제공하였다.  Yamamoto et al. 

(2000) 는 불완전하게 구속된 병렬 Wire mechanism에 대한 역

기구학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불완전하게 구속된 물체에 

대해서 Wire rope의 힘 벡터의 기하학적 구속 조건이 선형일 때 

역기구학 문제의 해석적 해를 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점이 많으며 해당연구에서는 joint를 통하

여 역기구학을 유도하지 않고 Wire rope의 힘 벡터를 이용하여 

역기구학 해석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대의 2관절 해상크레인의 공조작업으로 설

치대상물의 위치와 자세에 따른 크레인의 관절 및 wire rope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역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

과인 각 크레인의 관절 값과 wire rope의 길이를 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물체계 동역학 운동방정식에 대입하여 설치 시뮬레

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Related works

3.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 공조 작업에 대한 

역기구학 해석

3.1 2축 회전 크레인의 정기구학 모델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 공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축 회

전 크레인에 대하여 정기구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2축 회전 크

레인에 대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1축이나 3축 크레인의 경우에

는 사용이 제한된다. 

2축 회전 크레인은 Barge, Backstay, Boom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Backstay는 바지선을 중심으로 의 각도로 연결되어 있고 

Boom은 Backstay를 중심으로 의 각도로 연결되어 있다. 과 

의 각도에 따라서 boom 끝점(Boom tip)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

하는 것을 정기구학이라고 한다.

정기구학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물체를 정의하는 위치

와 자세 및 관절이 어떤 축으로 구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관절각도에 따라서 끝점의 위치와 자세를 Fig. 1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끝점의 위치와 자세를 지구고정좌표계로 표현하기 위해

서 각 물체별로 좌표계를 변환하여 지구고정좌표계에 대한 끝점

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하였다. 

Fig. 1 Object configuration and connection of the crane b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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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Fig. 3과 같이 바지선()의 좌표계에서 Backstay

( )의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Backstay의 위치는 x축을 중심으

로 대칭이므로 (x, 0, z)의 위치벡터를 갖고 x축과 y축 회전은 없

으며 z축을 중심으로  만큼 회전 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은   
 의 범위를 갖고, 좌표계 변환 행렬은 식 

(3)과 같다. 
는 바지선의 좌표계를 Backstay의 좌표계로 변

환하는 행렬이며, 
r

는 바지선 좌표계에 대한 Backstay 원점

까지의 위치벡터를 의미하고,  
은 z축을 중심으로 만

큼 회전을 의미한다.

Fig. 3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backstay-fixed frame with 

respect to the barge-fixe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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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Fig. 4와 같이 Backstay( )의 좌표계에서 Boom()

의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Boom의 위치는 x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므로 (x, 0, z)의 위치벡터를 갖으며, 관절각도의 회전을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가정하여 x축을 90회전시켰다. x축과 y

축 회전은 없고 z축을 중심으로 만큼 회전 하도록 설정하였

다.  는  ≤ 
 의 범위를 갖으며 좌표계 변환 행렬식은 

식 (4)와 같다. 
는 Backstay의 좌표계를 Boom의 좌표계로 

변환하는 행렬이며, 
r

는 Backstay 좌표계에 대한 Boom 원

점까지의 위치벡터를 의미하고  
은 z축을 중심으로 

만큼 회전을 의미한다.

Fig. 4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boom-fixed frame with 

respect to the backstay-fixe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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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ig. 5와 같이 Boom()의 좌표계에서 Boom tip

()의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여기서 Boom tip()은 크레인에

서 Wire rope의 연결지점이다. 앞서 관절 회전을 z축을 중심으

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Boom의 경우에는 x축을 중심으로 대칭하

면 z의 값은 0이 된다. 따라서 (x, y, 0)의 위치벡터를 갖고 각 축

에 대한 회전은 없다. 좌표계 변환 행렬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Boom의 좌표계를 의 좌표계로 변

환하는 행렬이며, 
r

는 Boom 좌표계에 대한 의 원점까지

의 위치벡터를 의미한다.

Fig. 5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boom tip( )-fixed frame 

with respect to the boom-fixe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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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물체의 좌표계 변환행렬을 모두 곱하면 의 좌표계를 지

구고정좌표계로 표현 할 수 있다. 식 (6)은 각 물체의 좌표계 변

환 행렬을 곱하는 수식이며 여기에 관절각도와 물체 정보를 입

력하면 끝단(Boom tip)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 할 수 있다. 여기

에서 cos ⇒ , cos ⇒ , sin ⇒ , sin  ⇒ , 
 ⇒ , 

 ⇒ , 
 ⇒ , 


⇒ , 


⇒ , 


⇒ , 


⇒ , 


⇒ , 


⇒ 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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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의 역기구학 해석

본 연구에서는 설치 대상물의 위치와 자세를 입력하면 크레인

의 관절 각도와 Wre rope의 길이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때, 

각 물체의 위치와 자세 정보 및 관절의 위치 정보, Wire rope의 

위치 정보 등을 참조하여 크레인의 관절 각도와 Wire rope의 길

이를 구하였다. Fig. 7은 2대의 2관절 크레인의 역기구학 해석 

알고리즘을 도식화 하였다(배준혁 2016).

먼저 2대의 해상크레인을 공조 작업하기 때문에 설치 대상물

의 위치와 자세에 따라 크레인의 관절각도가 변하게 되며, Wire 

rope로 연결하는 지점이 각각 변하게 된다. 그 중에서 설치 대

상물에서의 연결지점을 Fig. 6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식 (7~8)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ig. 6 Position of  ,  with respect to earth-fixe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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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verse Kinematic Analysis Algorithm 

식 (7~8)에서 r , r 는 Wire rope를 통해 크레인과 설

치대상물의 연결지점이며, r 는 지구고정좌표계에 대한 설

치 대상물 원점의 위치벡터이다. 
r

과 
r

는 설치 대상

물 원점에 대한 Wire rope의 연결 위치이며, R
는 설치 대상

물이 원점에 대한 회전 변환 행렬이다.

크레인이 물체를 권상할 때에 수선 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

해야 최소의 하중으로 물체를 권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크레인의 Wire rope가 수선 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하

기 위해서 Fig. 8과 같이 설치 대상물의 연결 지점과 크레인의 

Boom tip 부분의 x, y의 값을 일치 시켰다. 따라서 
   와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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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Fig. 3과 같이 바지선()의 좌표계에서 Backstay

( )의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Backstay의 위치는 x축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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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지선의 좌표계를 Backstay의 좌표계로 변

환하는 행렬이며, 
r

는 바지선 좌표계에 대한 Backstay 원점

까지의 위치벡터를 의미하고,  
은 z축을 중심으로 만

큼 회전을 의미한다.

Fig. 3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backstay-fixed frame with 

respect to the barge-fixe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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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Fig. 4와 같이 Backstay( )의 좌표계에서 Boom()

의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Boom의 위치는 x축을 중심으로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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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boom-fixed frame with 

respect to the backstay-fixed frame

 
 

r
                (4)













  



   

  


   











   
 cos sin 
 sin cos 
   











cos

sin  

sin cos  

   
   













cos

sin 


   

sin cos 


   

마지막으로 Fig. 5와 같이 Boom()의 좌표계에서 Boom tip

()의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여기서 Boom tip()은 크레인에

서 Wire rope의 연결지점이다. 앞서 관절 회전을 z축을 중심으

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Boom의 경우에는 x축을 중심으로 대칭하

면 z의 값은 0이 된다. 따라서 (x, y, 0)의 위치벡터를 갖고 각 축

에 대한 회전은 없다. 좌표계 변환 행렬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Boom의 좌표계를 의 좌표계로 변

환하는 행렬이며, 
r

는 Boom 좌표계에 대한 의 원점까지

의 위치벡터를 의미한다.

Fig. 5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boom tip( )-fixed frame 

with respect to the boom-fixed frame

 
 

r
 











  



  


   
   

            (5)

각 물체의 좌표계 변환행렬을 모두 곱하면 의 좌표계를 지

구고정좌표계로 표현 할 수 있다. 식 (6)은 각 물체의 좌표계 변

환 행렬을 곱하는 수식이며 여기에 관절각도와 물체 정보를 입

력하면 끝단(Boom tip)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 할 수 있다. 여기

에서 cos ⇒ , cos ⇒ , sin ⇒ , sin  ⇒ , 
 ⇒ , 

 ⇒ , 
 ⇒ , 


⇒ , 


⇒ , 


⇒ , 


⇒ , 


⇒ , 


⇒ 으로 표기하였다.














   

   

   

   











   

   

   

   











   

   
   

   











   

   

   
   

   (6)

     











       

      

       

   

3.2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의 역기구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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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절 각도와 Wre rope의 길이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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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verse Kinematic Analysi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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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크레인의 Wire rope가 수선 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하

기 위해서 Fig. 8과 같이 설치 대상물의 연결 지점과 크레인의 

Boom tip 부분의 x, y의 값을 일치 시켰다. 따라서 
   와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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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sition of the wire rope connection points  and  

with respect to earth-fixed frame

크레인의 Boom tip의 위치가  , 
  에 위치하도록  , 

를 계산하려고 하며, 정기구학 모델에서 유도한 식을 이용하

여 역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식 (9)에서  ,  는 각각 

 , 
 을 의미하며 식 (10~11)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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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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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14)에 arctan를 취하여 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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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기 위해서 식 (10)을 cos으로 나누고 를 양변에

서 빼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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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6)을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을 이용하여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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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나누고 arccos을 취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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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에 따라 해의 유무를 나눌 수 있다. 해가 1개 존

재하는 경우, 2개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해가 1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의 작업반경내에 들어와 있

는 경우에 해가 1개 존재하고, 두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크레인 

boom의 형상에 의해서 2개의 해가 존재하는 구간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에는 크레인의 작업 반경 밖에 위

치하는 경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3 상용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과 비교 검증

역기구학 해석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용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RecurDy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간단한 

예제를 비교 검증하였다. 예제는 Fig. 9와 같이 구성하였고 각 

물체의 위치와 자세 정보는 Table 2와 같으며 역기구학 해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Fig. 9 Connection between the object and the crane

Table 2 Position and orientation of each body

symbol value symbo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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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verse kinematics analysis result in this paper

symbol value symbol value

   

   

   

    

   

   

역기구학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RecurDyn 프로

그램에 관절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를 대입하여 Static analysis 

해석을 수행하여 대상물의 위치와 자세를 초기 위치와 비교하였

다. 

Table 4 RecurDyn analysis result

symbol value symbol value

   

   

   

    


  


  

역기구학 해석 결과와 RecurDyn 해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

른 값은 모두 일치 하였지만 z의 값은 0.00002%의 오차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매우 작은 수치이며 시뮬레이션 결

과에 영향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모노파일 설치 시뮬레이션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 바지선을 사용하여 모노파일 설치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 순서에 따라서 모노파일의 위치와 

자세를 정의해주면 역기구학 해석을 이용하여 2대의 크레인의 

관절 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를 자동으로 계산하였다.

4.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대의 크레인 바지선을 이용하여 모노파일 설치 시뮬레이션

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먼저 모노파일을 권상하고 그 다음

으로는 모노파일을 반대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모노파일

을 세우고 설치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모노파일의 위치에 

따라서 총 5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Fig. 10~14와 같이 수행

하였다.

Fig. 10 Initial position and orientation

Fig. 11 Hoisting up the monopile

Fig. 12 Moving the monopile to center position

Fig. 13 Moving the monopile to opposite side

FIg. 14 Hoisting down the monopile 

각 설치 순서에 따른 모노파일의 위치와 자세로 크레인의 관

절각도와 Wire rope의 길이를 역기구학 해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Table 5와 같이 각 순서에 따라 모노파일 위치와 자세

를 정리하였고, 이를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관절각도와 Wire 

rope 길이를 Table 6과 같이 계산하였다.

Table 5 Position and orientation of the mono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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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sition of the wire rope connection points  and  

with respect to earth-fixe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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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0 38 4 0 0 0

STEP 2 0 38 10 0 0 0

STEP 3 0 0 10 0 0 0

STEP 4 0 -30 10 0 0 0

STEP 5 30 -30 35 0 -90 0

STEP 6 30 -30 0 0 -90 0

Table 6 Joint angles and Wire rope lengths of the crane

























STEP 1 30.31 38.14 -30.3 38.14 67.34 39.34

STEP 2 30.31 38.14 -30.3 38.14 61.34 63.34

STEP 3 0 48.56 0 48.56 72.45 74.45

STEP 4 -24.7 42.13 24.77 42.13 65.72 67.72

STEP 5 -14.8 20 28.61 50.70 31.53

STEP 6 -14.8 20 28.61 50.70 66.53

4.2 운동방정식 구성

크레인의 여러 물체가 구속력을 갖고 모노파일이 Wire rope

로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다물체계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여러 다물체계 운동 방정식 중 식 

(19)과 같이 Augmented Formulation을 이용하여 운동 해석을 수

행하였다(Shabana, 1994; Shabana, 2005; Cha et al. 2012).


MqqCq

Tq  Fqq  kqq

C q  
                 (19)

   Mq  JqTMJq(J: 속도 변환 행렬, M: 질량행렬)

   Cq: 구속조건행렬

   Fqq  JqTFqq(F : 외력행렬)

   kqq  JqTMJqqJqTNqJqq(N: 3D 회전행렬)

   q  일반화 좌표행렬

     구속력 크기행렬

4.3 암시적 시간적분법의 수치 해석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암시

적 시간 적분법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암시적 시간적분법은 

Fig. 15와 같이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놓고,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값을 찾는 방식이다. 반복계산은 식 (20)과 같이 

Newton-Raphson method를 이용하였다(배준혁 등 2016). 

Fig. 15  Newton Raphson method for implicit tim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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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외력 및 해양 환경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유체 정역학 힘을 파랑하중

에 의한 유체 동역학 힘, 계류에 의한 계류, 시나리오를 수행하

기 위한 관절 제어력, 윈치 제어력을 고려하였으며, 해양환경을 

변화를 주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1) 유체 정역학 힘

유체 정역학 힘은 매 단위 시간 마다 변하는 선박의 자세를 

고려하여, 수면 아래 단면적, 단면 1차 모멘트의 길이 방향 적분

하여 배수 용적, 배수 용적 중심을 구하여 유체 정역학 힘을 구

하였다(Lee et al. 2010, 차주환 등 2010).

(2) 유체 동역학 힘

유체 동역학 힘은 파랑하중에 의해 움직이는 선박에 대해서 

3D Rankin panel method를 시간영역에서 직접 계산하였다(차주

환 등 2010).

(3) 계류력

크레인 바지선 두 대와 운송 바지선 한 대를 계류하였으며, 

계류 방식은 Taut type mooring을 사용하고 계류라인을 Spring

으로 모델링하여 반발력을 계산하였다.

(4) 관절 제어력

관절 제어는 크레인의 관절에 힘을 주어 관절 각도를 제어하

기 위한 방식이다. 관절제어는 암시적 시간 적분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운동방정식에 제어력을 미지수로 추가하고 오차를 0

으로 하는 식을 추가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배준혁 등 

2016).

(6) 윈치 제어력

윈치 제어는 Wire rope의 길이로 boom의 각도를 제어하는 방

법으로 제어 인자와 제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암시적 시간적

분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PID 제어를 이용하였다(차주환 등 

2008, 배준혁 등 2016).

(7) 해양 환경

해양 환경은 Sea state 5에 해당하는 해양파로 파진폭이 1.5m, 

주파수는 0.14Hz(0.879rad/s), 주기는 약 7초, 입사각은 45도로 

설정 하였다.

4.5 시뮬레이션 결과

모노파일 설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이용하여 3D 가시화를 수

행하였다. Fig. 16은 초기 상태로 크레인 바지선 두 대와 모노파

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Fig. 17은 모노파일을 반대방향으

로 이동시키고 세우고 있는 과정이다. 

Fig. 16 Initial condition

Fig. 17 Standing up the monopile

Fig. 18 Dynamic motions of the barge in time domain

Fig. 19 Dynamic motions of the monopile in time domain

Fig. 20 Tension of Wire rope in time domain

Fig. 18은 바지선의 거동이며, Fig. 19는 모노파일의 거동이고 

Fig. 20은 Wire rope의 장력을 시간영역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Fig. 18과 같이 모노파일의 위치와 자세 따라서 바지선의 운동

을 확인할 수 있다. 모노파일을 들어올리는 5 → 15초 사이에 

Heave가 감소하는 경향과 135 → 235초 동안 모노파일을 세우

면서 Heave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Surge와 Sway

가 각각 0.2m, 0.15m로, Roll, Pitch, Yaw도 각각 1내외로 움직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9에서 모노파일의 거동을 보면 모

노파일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면서 60초에서 한 번 멈추기 때문

에 Sway에서 진자운동이 발생하였다. 모노파일이 세워진 후 내

려놓는 과정에서 Surge의 진폭은 4.46m, Sway는 3.13m, Yaw는 

0.8 내외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값은 모노파일

이 설치 위치의 허용 오차 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

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Fig. 20에서 볼 수 있듯이 Wire 

rope에 작용하는 정적 하중 대비 동적 하중의 비율이 각각 

120%, 132%가 발생하였다. 또한, 모노파일이 세워지면서 1번 크

레인의 Wire rope가 모노파일의 아래 쪽 흔들림을 잡아주는 과

정에서 하중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에 대한 역기구학 해석 

알고리즘을 정립하고 역기구학 해석과 상용프로그램의 비교검

증을 수행하였으며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역기구학 해석을 

검증하였다. 또한, 역기구학 해석 결과를 모노파일 설치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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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0 38 4 0 0 0

STEP 2 0 38 10 0 0 0

STEP 3 0 0 10 0 0 0

STEP 4 0 -30 10 0 0 0

STEP 5 30 -30 35 0 -90 0

STEP 6 30 -30 0 0 -90 0

Table 6 Joint angles and Wire rope lengths of the crane

























STEP 1 30.31 38.14 -30.3 38.14 67.34 39.34

STEP 2 30.31 38.14 -30.3 38.14 61.34 63.34

STEP 3 0 48.56 0 48.56 72.45 74.45

STEP 4 -24.7 42.13 24.77 42.13 65.72 67.72

STEP 5 -14.8 20 28.61 50.70 31.53

STEP 6 -14.8 20 28.61 50.70 66.53

4.2 운동방정식 구성

크레인의 여러 물체가 구속력을 갖고 모노파일이 Wire rope

로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다물체계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여러 다물체계 운동 방정식 중 식 

(19)과 같이 Augmented Formulation을 이용하여 운동 해석을 수

행하였다(Shabana, 1994; Shabana, 2005; Ch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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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  Fqq  kqq

C q  
                 (19)

   Mq  JqTMJq(J: 속도 변환 행렬, M: 질량행렬)

   Cq: 구속조건행렬

   Fqq  JqTFqq(F : 외력행렬)

   kqq  JqTMJqqJqTNqJqq(N: 3D 회전행렬)

   q  일반화 좌표행렬

     구속력 크기행렬

4.3 암시적 시간적분법의 수치 해석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암시

적 시간 적분법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암시적 시간적분법은 

Fig. 15와 같이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로 놓고,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값을 찾는 방식이다. 반복계산은 식 (20)과 같이 

Newton-Raphson method를 이용하였다(배준혁 등 2016). 

Fig. 15  Newton Raphson method for implicit time integration

Rx
  










q  
 q

q  

q  
q

q  
Mq  

q  
Cq

Tq  
   

 kq  
q    Fq  

q     
Cq     

4.4 외력 및 해양 환경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유체 정역학 힘을 파랑하중

에 의한 유체 동역학 힘, 계류에 의한 계류, 시나리오를 수행하

기 위한 관절 제어력, 윈치 제어력을 고려하였으며, 해양환경을 

변화를 주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1) 유체 정역학 힘

유체 정역학 힘은 매 단위 시간 마다 변하는 선박의 자세를 

고려하여, 수면 아래 단면적, 단면 1차 모멘트의 길이 방향 적분

하여 배수 용적, 배수 용적 중심을 구하여 유체 정역학 힘을 구

하였다(Lee et al. 2010, 차주환 등 2010).

(2) 유체 동역학 힘

유체 동역학 힘은 파랑하중에 의해 움직이는 선박에 대해서 

3D Rankin panel method를 시간영역에서 직접 계산하였다(차주

환 등 2010).

(3) 계류력

크레인 바지선 두 대와 운송 바지선 한 대를 계류하였으며, 

계류 방식은 Taut type mooring을 사용하고 계류라인을 Spring

으로 모델링하여 반발력을 계산하였다.

(4) 관절 제어력

관절 제어는 크레인의 관절에 힘을 주어 관절 각도를 제어하

기 위한 방식이다. 관절제어는 암시적 시간 적분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운동방정식에 제어력을 미지수로 추가하고 오차를 0

으로 하는 식을 추가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배준혁 등 

2016).

(6) 윈치 제어력

윈치 제어는 Wire rope의 길이로 boom의 각도를 제어하는 방

법으로 제어 인자와 제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암시적 시간적

분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PID 제어를 이용하였다(차주환 등 

2008, 배준혁 등 2016).

(7) 해양 환경

해양 환경은 Sea state 5에 해당하는 해양파로 파진폭이 1.5m, 

주파수는 0.14Hz(0.879rad/s), 주기는 약 7초, 입사각은 45도로 

설정 하였다.

4.5 시뮬레이션 결과

모노파일 설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이용하여 3D 가시화를 수

행하였다. Fig. 16은 초기 상태로 크레인 바지선 두 대와 모노파

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Fig. 17은 모노파일을 반대방향으

로 이동시키고 세우고 있는 과정이다. 

Fig. 16 Initial condition

Fig. 17 Standing up the monopile

Fig. 18 Dynamic motions of the barge in time domain

Fig. 19 Dynamic motions of the monopile in time domain

Fig. 20 Tension of Wire rope in time domain

Fig. 18은 바지선의 거동이며, Fig. 19는 모노파일의 거동이고 

Fig. 20은 Wire rope의 장력을 시간영역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Fig. 18과 같이 모노파일의 위치와 자세 따라서 바지선의 운동

을 확인할 수 있다. 모노파일을 들어올리는 5 → 15초 사이에 

Heave가 감소하는 경향과 135 → 235초 동안 모노파일을 세우

면서 Heave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Surge와 Sway

가 각각 0.2m, 0.15m로, Roll, Pitch, Yaw도 각각 1내외로 움직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9에서 모노파일의 거동을 보면 모

노파일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면서 60초에서 한 번 멈추기 때문

에 Sway에서 진자운동이 발생하였다. 모노파일이 세워진 후 내

려놓는 과정에서 Surge의 진폭은 4.46m, Sway는 3.13m, Yaw는 

0.8 내외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값은 모노파일

이 설치 위치의 허용 오차 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

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Fig. 20에서 볼 수 있듯이 Wire 

rope에 작용하는 정적 하중 대비 동적 하중의 비율이 각각 

120%, 132%가 발생하였다. 또한, 모노파일이 세워지면서 1번 크

레인의 Wire rope가 모노파일의 아래 쪽 흔들림을 잡아주는 과

정에서 하중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2대의 2축 회전 크레인에 대한 역기구학 해석 

알고리즘을 정립하고 역기구학 해석과 상용프로그램의 비교검

증을 수행하였으며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역기구학 해석을 

검증하였다. 또한, 역기구학 해석 결과를 모노파일 설치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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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크레인의 

관절각도 및 Wire rope의 길이를 사람의 반복적인 수작업 없이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바지선과 

모노파일의 위치와 자세가 설치 작업의 허용범위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Wire rope 장력의 정적 하중 대비 동적 하중 비율

이 각각 120%, 132%임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크레인 2대의 1축과 3축 회전, 그리고 wire rope의 개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역기구학 해석을 진행하여 다양한 설치 

작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후    기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해

양플랜트 플로트오버 및 복수크레인 설치설계 핵심기술개발”,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김동호, 박영진, 박윤식, 김병수, 김은호 (2010), “서브 트롤리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하버 크레인의 흔들림 억제 

제어”,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 467-468

배준혁 (2016), “복수 해상크레인 공조 작업에 대한 역기구학 

및 암시적 시간 적분법 기반의 다물체 동역학 해석”, 석사

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2016.2.

배준혁, 차주환, 하솔, 조두연 (2016), “음해법 기법의 다물체 

동역학 및 제어를 이용한 복수 크레인 바지선의 모노파일 

설치 시뮬레이션”, 201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

동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해양공학회, pp. 340-346

차주환, 함승호, 노명일, 이규열, 박광필, 서흥원 (2008), “Wire 

Rope Dynamics 기반의 조선용 탑재 크레인 동역학 시뮬레

이션”, 2008년도 한국CAD/CAM학회 학술발표회, pp 

122-128.

차주환, 구남국, 박광필, 이규열 (2010), 부유체 위에서 회전하

는 시스템의 다물체계 동역학 기반 운동방정식 구성”, 

2010년도 추계 조선학회 학술발표회, pp 1330-1339.

차주환, 구남국, 박광필 (2016), “연성된 과대 경사 각도를 고

려한 부유식 구조물의 비선형 유체정역학 힘과 자세”, 한

국CAD/CAM학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pp 90-98

Adam Rushworth, Dragos Axinte, Mark Raffles, Salvador 

Cobos-Guzman (2016), “A concept for actuating and 

controlling a leg of a novel walking parallel kinematic 

machine tool”, Mechatronics, 40, pp 63-77.

Cha, J.H., Park, K.P. and Lee K.Y. (2012), “Development of 

a Simul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s to New 

Production Processes in Shipyards”, Computer-Aided 

Design, Vol 44, No 3, pp 2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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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oji, Yamamoto, Akria, Mohri(2000), “Inverse kinematics 

analysis for incompletely restrained parallel wire 

mechanisms”,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pp 504-509.

Shabana, A.A. (1994), Computational Dynamics, John Wiley & 

Sons, INC.

Shabana, A.A, (2005), Dynamics of Multibody Systems, 3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매개 변수 해석을 이용한 시스템 초기 설계 연구

조철희 박홍재 김병국 김명주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일점계류방식 매개변수 분석 계류 설계

환경 변수

서    론

원유 및 가스 운반선이 대형화됨에 따라 대형 항만 및 하역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은 대규모 

항만 터미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장치로 항만형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보다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어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은 작은 

길이로 부이의 회전운동이 크게 발생하지만 같은 

해양환경에서는 계류라인 직경이 방식보다 작은 장점

이 있다 

부이의 크기는 대상선박의 재화중량 수심 및 해양 환경

에 따라 결정된다 비교적 작은 용량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박부이의 연성운동이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성 및 필요 원유 저장 용량이 감소한다 수심 및 설치 해양 환경 

역시 시스템 제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수심이 

깊을수록 요구되는 계류삭의 길이가 증가하여 대용량 용 

부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

적의 계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의 첫 단계인 주요 환경 변수

에 대한 매개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수심 및 해양환경

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시스템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주요 변수는 수심 파고 부이의 용량이며 

계류라인 장력 부이 거동 그리고 라이저 안정성 등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에는 상용코드 가 사용되었

고 를 이용하여 파랑 조건을 구현

하였다

설계 변수 

해석에 사용된 해양환경은 아래 에 명시되어있다

로 총 개의 수심을 대상으로 각각 수심에 

적합한 라이저 형상을 적용하였다 해양 환경은 파도 조류 바

람이 형태로 작용하는 을 가정하였

고 는 계류되어있지 않다 조류 및 바람은 각각 

로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작용하며 과 

같이 파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년 

주기 유의파고는 로 가정하여 총 가지 

해양 환경을 산정하였으며 파 첨도 을 가정한 

를 사용하여 파랑 환경을 구현하였다 는 해

석에 사용된 파고에 따른 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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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크레인의 

관절각도 및 Wire rope의 길이를 사람의 반복적인 수작업 없이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바지선과 

모노파일의 위치와 자세가 설치 작업의 허용범위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Wire rope 장력의 정적 하중 대비 동적 하중 비율

이 각각 120%, 132%임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크레인 2대의 1축과 3축 회전, 그리고 wire rope의 개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역기구학 해석을 진행하여 다양한 설치 

작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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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법

해석 모델

상용코드인 OrcaFlex 10.1a가 해석에 사용되었으며 프로그램 

상에서 제공하는 6D buoy 모델을 이용하여 SPM 부이를 모델

링하였다. Table 2 및 Fig. 3는 해석에 사용된 두 가지 부이 모

델의 제원을 나타낸다. 

A1, B2 size SPM 부이는 각각 약 5만톤 및 35만톤 급 유조

선의 계류 및 하역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 (SPM, 2102). 본 연

구에서는 두 가지 제원의 SPM 부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해양 

환경 조건에서의 안정성을 파악하였다. 

계류 시스템은 102mm 체인과 현수계류방식을 적용하여 구

성하였다. 총 6개의 계류삭이 60°의 간격을 가지고 배치되었

으며 Table 3은 해석에 사용된 체인의 제원을 나타낸다. 계류

삭의 길이는 모든 해석에서 hang-off angle 42°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추후 상세한 설계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다. 

라이저 시스템은 30인치 flexible hose를 이용하여 구성되었

으며 수심에 따라 chinese lantern 형식과 lazy-S 형식으로 구

분하여 적용하였다. survival condition을 가정한 해석이므로 oil 

tanker는 계류하고 있지 않다. Table 4와 Fig. 4는 각각 해석에 

사용된 라이저의 제원과 형상을 보여준다. 

설계 기준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설계규정인 

를 이용하여 설계 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류라인 부식 및 해양 부착물을 고려하여 

체인 에 계수 추가 적용하

였다 을 기준으로 동적 해석을 

이용한 경우 의 안전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계류삭 설계 기준과 라이저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

를 바탕으로 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해석을 통하여 각 해양 조건별 계류삭 작용 인장력과 라이저

의 거동 및 하중 등을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부이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투영 면적의 증가로 인한 작

용 해양 외력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수심

이 증가하면서 요구되는 계류삭의 최소 길이가 증가하고 부이

에 수직하방으로 작용하는 계류삭 무게로 인해 최소 요구 배수

량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제원의 계류삭을 모든 수심 

및 부이 용량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은 계류삭에 작용하는 최대 하중과 하중이 발생한 해

양 환경 및 위치를 보여준다

전체 해석 결과 중 가장 큰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력 방

향으로 배치된 에서 의 부이에 파고 가 작

용하는 해양 환경 조건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였다 이때 안전계

수는 약 로 규정에 따라 만족해야하는 최소 안전계수인 

을 상회하는 값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심 의 가장 

낮은 수심 조건에서 최대 하중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심에 의

한 파랑 외력의 비선형성 증가로 인해 야기된 결과임을 예측할 

수 있다 주요 하중 방향이 아닌 개의 계류삭에서 발생하는 최

대 하중은 모든 결과에서 안전계수 이상을 확보하는 매우 안

정적인 값으로 확인되었다

은 해양 환경과 라이저 자체의 거동 및 작용 하중에 

따른 라이저 시스템 안정성을 나타낸 표이다 수심이 낮을수록 

부유체 거동이 라이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고 가장 낮은 

수심인 해양 환경에서 만이 이하의 파고

에 대해 안정적인 해석 결과를 보였다 특히 수심 및 파고 

의 파랑이 작용하는 해양 환경에서 부이의 라

이저는 약 의 를 가지며 파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수심에 대하여 두 가지 부이 모두 안정적

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심이 증가할수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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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증가하므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선 

의 부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심 및 파고가 작용하는 해양 환경에 

대하여 부이 용량별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해석 결

과 천해 조건에서 부유체 거동이 라이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심 의 극천해 환경

에서는 부이만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심이 증가할수록 해양 외력 및 대상 선박의 크기가 증

가하므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부

이의 사용이 추천된다

후 기

본 연구는 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월드클래스 프

로젝트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참 고 문 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해양플랜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를 위한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발 현황

황호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예지보전 운영 및 유지보수 활용 시나
리오

기존의 해양플랜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지보전 법이 주요 전략으로 수립되
고 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지보수 방법인 예지보전은 기자재의 가동시간을 늘리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예지보전 솔루션은 구성 요소

인 진단 예지 보전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데 대해 소개하고 각 단위 서비스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기술한다 예
지보전 관련 서비스의 집합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서술하며 예지보전 솔루션은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실현하게 하는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    론

최근 지속적인 저유가로 인해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

영회사에서는 새로운 해양플랜트의 건조보다는 기존의 해양플

랜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나

타내고 있다 관심의 일환으로 자산보전관리 분야가 큰 호

응을 얻고 있으며 자산에 해당하는 설비 및 장비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경영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자산보전관리의 핵

심은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해저 

유전 및 가스전 관련 시설의 설계 기술 운영의 통합을 실현하

는 것이다

이에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회사에서는 기존의 정기

보전이나 사후보전과 같은 보수적인 보전법보다는 예지보전

과 같은 적극적이고 공격

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고 있다 이 예지보전법을 

해양플랜트 설비 및 장비들에 적용하는 많은 연구가 우리나라에

서 진행 중이며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제인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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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고 있다 이 예지보전법을 

해양플랜트 설비 및 장비들에 적용하는 많은 연구가 우리나라에

서 진행 중이며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제인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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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진단을 통해 수명을 미리 예지하고 고장 발생 이전에 미리 

보수하여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는 유지보수 방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황호진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

이고 공격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플랜트 기

자재의 가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

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의 구

성 에 대해 소개하고 진단 예지 보전의 단위 서

비스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들 사이에 관

계를 연결해 주는 예지보전 플랫폼과 동일하고 일관된 정보들을 

제공하게 하는 형상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또한 이

러한 서비스의 집합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발 현황에 대

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예지보전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서비스들을 통해서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회사가 추구

하는 효율적인 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

예지보전 솔루션의 정의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은 시스템 예지보전 솔

루션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의 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

기서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은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고 열화를 측정함으로써 잔여 수명을 정확

히 예측하여 고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으로 정의하였다황호진

이 정의에서 수집된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획득되는 

실시간 센서 정보들을 의미하고 이 정보들은 실시간 데이터베

이스 에 저장되고 예지보전 솔루션의 예지보전 플랫폼

을 통해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태를 진단은 지능

형 진단 서비스가 가지는 기능이고 다양한 기법 및 알고리즘을 

통해 장비의 고장 징후들에 대해 판단한다 잔여 수명을 예측

은 예지 서비스가 가지는 기능으로 의 정보들을 활용하여 

열화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경향을 추정하여 잔여 수

명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보전을 실시는 보전 서비스가 가지

는 기능이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보전 방식을 사용자에

게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지보전 솔루션의 구성을 그림으

로 나타낸 것이 이다

예지보전 솔루션의 기능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작업

은 진단 서비스이다 진단 서비스는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센서 정보들을 활용하여 해당 기자재의 상태를 감시하고

고장 징후를 발견하고 발생 가능한 고장에 대한 유형을 진단하

는 역할을 한다 장비의 특성에 따라 진단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다양한 기법 및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진단에서 고장과 관련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해당 기자재에 대해 예지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 서비스는 이상 징후의 기자재 상태를 분

석하고 열화 상태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자재의 고장확

률을 계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경향을 추정하게 되며 이를 통

해 잔여 수명 을 예측한다 잔여 수명을 토대로 보

전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 서비스는 진단 및 예지 

서비스의 결과를 활용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관련 방법 절차

주기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형

상관리 서비스는 해양플랜트 설비 

및 장비의 설계 기준 요구사항 설계 형상 물리

적 형상 이 항상 일관되고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장비의 보수를 통해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형

상관리 서비스는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저장하고 변경된 

정보들을 진단 예지 보전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시

킨다

이상과 같이 예지보전 작업과 직접적인 서비스들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인 예지보전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다

예지보전 플랫폼은 시스템에서 획득되는 정보들이 담

겨져 있는 에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과 더불어 예지

보전 관련 의사 결정을 위한 분석을 사용자가 할 때 적절한 예

지보전 프로세스가 구동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단위 서비스들이 서로 공유해야 하는 정

보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통합 를 

가지고 있다

예지보전 솔루션 활용 시나리오

예지보전 솔루션은 해양플랜트에 탑재 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지보전 솔루션은 항상 구동되어 있으며 기

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예지보전 플랫폼이다 예지보전 플랫폼

을 통해 이상 혹은 그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자재 구성도

를 통해 기자재의 사진 도면 설계 기준 요구사항 등의 각종 정

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예지보전 플랫폼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백그라운드에서는 기본 진단

이 계속 수행되고 있다 기본 진단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 의 이다 그림과 같이 해당 기자재가 가지

고 있는 센서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현재의 센서 상태에 대한 

수치들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서 들의 데이터들은 

에 저장되고 예지보전 플랫폼 을 통해 각 

서비스 모듈에 전달된다 에서 보여지는 수치 및 그래

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본 진단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예지보전 플랫폼의 신호등이 

변화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장비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게 

된다 이로부터 예지보전을 활용한 작업이 시작된다 예지보전 

플랫폼은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예지보전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

한다 상황에 따라 단위 서비스들이 구동되는 예지보전 프로세

스를 관리한다 진단 예지 보전 서비스들의 구동 및 결과에 대

한 정보들도 예지보전 플랫폼에서 보여지게 된다 예지보전 플

랫폼의 기본 화면을 나타낸 것이 의 이다 예지보전 플

랫폼에서 다루는 많은 정보들은 형상 관리 서비스에서 생성 저

장 관리한다 형상 관리 서비스에서는 설비 및 장비의 제품 구

조 를 기본으로 하여 각 기자재의 설계 기준

요구 사항 설계 형상 물리적 형상 에 대한 정보들을 생

성 저장 배포한다 예를 들어 기자재의 보수에 따라 변경된 변

경된 정보들이 형상 관리 서비스에 저장되고 변경된 정보들을 

다른 서비스들에서 사용하게 된다

198



해당과제에서 예지보전 은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

가적 진단을 통해 수명을 미리 예지하고 고장 발생 이전에 미리 

보수하여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는 유지보수 방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황호진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

이고 공격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플랜트 기

자재의 가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

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의 구

성 에 대해 소개하고 진단 예지 보전의 단위 서

비스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들 사이에 관

계를 연결해 주는 예지보전 플랫폼과 동일하고 일관된 정보들을 

제공하게 하는 형상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또한 이

러한 서비스의 집합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발 현황에 대

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예지보전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서비스들을 통해서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회사가 추구

하는 효율적인 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

예지보전 솔루션의 정의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은 시스템 예지보전 솔

루션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의 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

기서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은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고 열화를 측정함으로써 잔여 수명을 정확

히 예측하여 고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으로 정의하였다황호진

이 정의에서 수집된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획득되는 

실시간 센서 정보들을 의미하고 이 정보들은 실시간 데이터베

이스 에 저장되고 예지보전 솔루션의 예지보전 플랫폼

을 통해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태를 진단은 지능

형 진단 서비스가 가지는 기능이고 다양한 기법 및 알고리즘을 

통해 장비의 고장 징후들에 대해 판단한다 잔여 수명을 예측

은 예지 서비스가 가지는 기능으로 의 정보들을 활용하여 

열화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경향을 추정하여 잔여 수

명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보전을 실시는 보전 서비스가 가지

는 기능이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보전 방식을 사용자에

게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지보전 솔루션의 구성을 그림으

로 나타낸 것이 이다

예지보전 솔루션의 기능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작업

은 진단 서비스이다 진단 서비스는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센서 정보들을 활용하여 해당 기자재의 상태를 감시하고

고장 징후를 발견하고 발생 가능한 고장에 대한 유형을 진단하

는 역할을 한다 장비의 특성에 따라 진단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다양한 기법 및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진단에서 고장과 관련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해당 기자재에 대해 예지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 서비스는 이상 징후의 기자재 상태를 분

석하고 열화 상태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자재의 고장확

률을 계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경향을 추정하게 되며 이를 통

해 잔여 수명 을 예측한다 잔여 수명을 토대로 보

전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 서비스는 진단 및 예지 

서비스의 결과를 활용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관련 방법 절차

주기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형

상관리 서비스는 해양플랜트 설비 

및 장비의 설계 기준 요구사항 설계 형상 물리

적 형상 이 항상 일관되고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장비의 보수를 통해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형

상관리 서비스는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저장하고 변경된 

정보들을 진단 예지 보전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시

킨다

이상과 같이 예지보전 작업과 직접적인 서비스들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인 예지보전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다

예지보전 플랫폼은 시스템에서 획득되는 정보들이 담

겨져 있는 에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과 더불어 예지

보전 관련 의사 결정을 위한 분석을 사용자가 할 때 적절한 예

지보전 프로세스가 구동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단위 서비스들이 서로 공유해야 하는 정

보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통합 를 

가지고 있다

예지보전 솔루션 활용 시나리오

예지보전 솔루션은 해양플랜트에 탑재 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지보전 솔루션은 항상 구동되어 있으며 기

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예지보전 플랫폼이다 예지보전 플랫폼

을 통해 이상 혹은 그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자재 구성도

를 통해 기자재의 사진 도면 설계 기준 요구사항 등의 각종 정

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예지보전 플랫폼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백그라운드에서는 기본 진단

이 계속 수행되고 있다 기본 진단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 의 이다 그림과 같이 해당 기자재가 가지

고 있는 센서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현재의 센서 상태에 대한 

수치들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서 들의 데이터들은 

에 저장되고 예지보전 플랫폼 을 통해 각 

서비스 모듈에 전달된다 에서 보여지는 수치 및 그래

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본 진단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예지보전 플랫폼의 신호등이 

변화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장비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게 

된다 이로부터 예지보전을 활용한 작업이 시작된다 예지보전 

플랫폼은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예지보전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

한다 상황에 따라 단위 서비스들이 구동되는 예지보전 프로세

스를 관리한다 진단 예지 보전 서비스들의 구동 및 결과에 대

한 정보들도 예지보전 플랫폼에서 보여지게 된다 예지보전 플

랫폼의 기본 화면을 나타낸 것이 의 이다 예지보전 플

랫폼에서 다루는 많은 정보들은 형상 관리 서비스에서 생성 저

장 관리한다 형상 관리 서비스에서는 설비 및 장비의 제품 구

조 를 기본으로 하여 각 기자재의 설계 기준

요구 사항 설계 형상 물리적 형상 에 대한 정보들을 생

성 저장 배포한다 예를 들어 기자재의 보수에 따라 변경된 변

경된 정보들이 형상 관리 서비스에 저장되고 변경된 정보들을 

다른 서비스들에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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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발견된 장비에 대해 예지보전 플랫폼은 진단 서비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진단 서비스를 구동하여 원인 진단을 수행

한다 기본 진단과 달리 원인 진단은 이상 직전까지의 데이터들

을 활용하고 다양한 기법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며 대표적

인 예가 신호 처리 및 패턴 인식을 통해 고장 징후를 진단하는 

것이다 가 진단 서비스의 예를 나타낸다

만일 이상이 없는 정상 상태일 경우에는 해당 경고를 정상 상

태로 지정하고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예지보전 플

랫폼은 예지 서비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예지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센서의 경향을 추정하게 되고 열화 상태에 따른 잔여 수명

을 계산한다 예지 서비스는 기본 예지 심화 예지 학습형 예지 

등의 다양한 예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는 예지 서비

스의 예를 나타낸다

예지 서비스의 결과를 토대로 예지보전 플랫폼은 보전 서비

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보전 서비스를 구동하고 다양한 정보

들을 활용하게 된다 보전 서비스에서는 경제성 평가 기법을 통

한 보전 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최적의 보전법을 사용

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자재의 운전 관련 고장 원

인 특성 영향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도 해석 자료 

및 유지보수 관련 사례 등 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

한다 이를 통해 기자재의 가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비

용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보전 서비스

의 예를 나타낸다

결    론

지속적인 저유가로 인해 해양플랜트 산업 전반이 위축되어 있

는 상황에서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회사들은 해양플

랜트의 신조보다는 기존 해양플랜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

지보수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해양플랜트의 자산에 

해당하는 설비 및 장비들의 효율적인 을 위한 전략 중 하

나가 자산보전관리 이며 기존의 보수적인 보전법을 뛰어 

넘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전법인 예지보전

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지보전법을 지원하는 연구 중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가 대표적이

다 해당 과제에서는 예지보전법을 활용하여 해양플랜트 기자재

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가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

발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의 구성

에 대해 소개하고 진단 예지 보전의 단위 서비

스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들 사이에 관계를 연

결해 주는 예지보전 플랫폼과 동일하고 일관된 정보들을 제공하

게 하는 형상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집합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연

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예지보전 솔루션에서 제공하

는 기능 및 서비스들을 통해서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

회사가 추구하는 효율적인 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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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수평축 조류발전 시스템의 유지관리 시스템 

운동 해석 검증

조철희 고광오 황수진 김승원 조봉근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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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 Yongin, South Korea

Ocean Energy 해양에너지, Tidal Current Power(TCP) 조류발전, Horizontal Axis Turbine(HAT), Maintenance system 유지
보수

The Tidal current power is one of the ocean renewable energies that can extract electricity
from tidal current flow. The turbine of TCP system can be rotated from the directional current flow which generate the 
power.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maintenance system for 200kW horizontal tidal current power which plans to 
be installed in Uldolmok. Since Uldolmok has a high current speed, it is a suitable place to generate tidal current system. 
Installation in offshore take much more time and risks than that in land. TCP system usually needs high current spe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retrieving and installing duration against harsh offshore environment should be minimized. In 
this paper, the guide wire system is designed that can support the lowering the turbine to the sub structure easier. The 
importance of guide wire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Uldolmok area. Physical model is 
designed and arranged in circulating water channel. Compared to experimental model, numerical analysis also conducted to 
prove its necessity. It has been installed stably under target flow speed and 61% decrease in offset displacement under 15tonf 
wire tension. A series of two point lifting tests are carried out. And the optimized location of crane under various flow speed 
and other important factors that can make an effective maintenance for TCP system are found.

1.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에너지의 잠재

량이 높고 이를 이용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해

양에너지원 중 하나인 조류발전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유체

의 운동에너지를 로터나 터빈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조류발전은 타 재생에너지와 달리 발전량 예측

이 가능하며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가동률이 높아 신뢰성 있는 에너지원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선

진국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고 조류에너지의 잠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영국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날

개요소운동량 이론을 기반으로 수평축 조류발전 터빈의 최적설

계 연구가 소개되었고

수치해석적인 터빈 성능평가 기법을 실험으로 

검증한 결과 또한 발표되었다 또한 조류터빈 

성능과 관련된 연구 이후 상용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터빈 간섭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고

터빈을 통과한 후류의 유동특성 분석결과가 소개되었다

조류발전은 일반적으로 유속이 빠른 지역에 설

치되어 서해안 및 남해안 부근에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및 서해안은 약 의 높은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규칙적이고 높은 유속의 조류가 발생하며 서남해안은 많은 섬

들 사이로 유속이 증폭되는 지역이 산재해 있어 잠재량이 매우 

크다 특히 진도의 울돌목 해역은 최대 의 조류가 발생하

고 수심이 약 내외로 조류발전에 매우 적합하다

유지보수 방법 및 기술은 조류발전 시스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풍력 및 조류발전시스템 전문업체인 

에서는 해상풍력장치의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비

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빠른 유속 지역에 설치되는 조류

발전 시스템은 육상에서 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상작업을 최대한 단순화 하고 빠른 시간내에 끝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류발전 시스템의 가동 중에 터빈 발전기 등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상에서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

어져야 하며 해양작업의 특성상 작업시간은 비용으로 직결되므

로 특수한 유지보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물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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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발견된 장비에 대해 예지보전 플랫폼은 진단 서비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진단 서비스를 구동하여 원인 진단을 수행

한다 기본 진단과 달리 원인 진단은 이상 직전까지의 데이터들

을 활용하고 다양한 기법 및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며 대표적

인 예가 신호 처리 및 패턴 인식을 통해 고장 징후를 진단하는 

것이다 가 진단 서비스의 예를 나타낸다

만일 이상이 없는 정상 상태일 경우에는 해당 경고를 정상 상

태로 지정하고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예지보전 플

랫폼은 예지 서비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예지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센서의 경향을 추정하게 되고 열화 상태에 따른 잔여 수명

을 계산한다 예지 서비스는 기본 예지 심화 예지 학습형 예지 

등의 다양한 예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는 예지 서비

스의 예를 나타낸다

예지 서비스의 결과를 토대로 예지보전 플랫폼은 보전 서비

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보전 서비스를 구동하고 다양한 정보

들을 활용하게 된다 보전 서비스에서는 경제성 평가 기법을 통

한 보전 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최적의 보전법을 사용

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자재의 운전 관련 고장 원

인 특성 영향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도 해석 자료 

및 유지보수 관련 사례 등 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

한다 이를 통해 기자재의 가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비

용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보전 서비스

의 예를 나타낸다

결    론

지속적인 저유가로 인해 해양플랜트 산업 전반이 위축되어 있

는 상황에서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회사들은 해양플

랜트의 신조보다는 기존 해양플랜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

지보수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해양플랜트의 자산에 

해당하는 설비 및 장비들의 효율적인 을 위한 전략 중 하

나가 자산보전관리 이며 기존의 보수적인 보전법을 뛰어 

넘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전법인 예지보전

을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지보전법을 지원하는 연구 중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가 대표적이

다 해당 과제에서는 예지보전법을 활용하여 해양플랜트 기자재

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가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연구개

발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의 구성

에 대해 소개하고 진단 예지 보전의 단위 서비

스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들 사이에 관계를 연

결해 주는 예지보전 플랫폼과 동일하고 일관된 정보들을 제공하

게 하는 형상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집합체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연

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예지보전 솔루션에서 제공하

는 기능 및 서비스들을 통해서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

회사가 추구하는 효율적인 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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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수평축 조류발전 시스템의 유지관리 시스템 

운동 해석 검증

조철희 고광오 황수진 김승원 조봉근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Chul H. Jo*, Kwang O. Ko**, Su J. Hwang*, Seung W. Kim, Bong K. Cho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South Korea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 Yongin, South Korea

Ocean Energy 해양에너지, Tidal Current Power(TCP) 조류발전, Horizontal Axis Turbine(HAT), Maintenance system 유지
보수

The Tidal current power is one of the ocean renewable energies that can extract electricity
from tidal current flow. The turbine of TCP system can be rotated from the directional current flow which generate the 
power.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maintenance system for 200kW horizontal tidal current power which plans to 
be installed in Uldolmok. Since Uldolmok has a high current speed, it is a suitable place to generate tidal current system. 
Installation in offshore take much more time and risks than that in land. TCP system usually needs high current spe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retrieving and installing duration against harsh offshore environment should be minimized. In 
this paper, the guide wire system is designed that can support the lowering the turbine to the sub structure easier. The 
importance of guide wire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Uldolmok area. Physical model is 
designed and arranged in circulating water channel. Compared to experimental model, numerical analysis also conducted to 
prove its necessity. It has been installed stably under target flow speed and 61% decrease in offset displacement under 15tonf 
wire tension. A series of two point lifting tests are carried out. And the optimized location of crane under various flow speed 
and other important factors that can make an effective maintenance for TCP system are found.

1.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에너지의 잠재

량이 높고 이를 이용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해

양에너지원 중 하나인 조류발전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유체

의 운동에너지를 로터나 터빈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조류발전은 타 재생에너지와 달리 발전량 예측

이 가능하며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가동률이 높아 신뢰성 있는 에너지원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선

진국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고 조류에너지의 잠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영국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날

개요소운동량 이론을 기반으로 수평축 조류발전 터빈의 최적설

계 연구가 소개되었고

수치해석적인 터빈 성능평가 기법을 실험으로 

검증한 결과 또한 발표되었다 또한 조류터빈 

성능과 관련된 연구 이후 상용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터빈 간섭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고

터빈을 통과한 후류의 유동특성 분석결과가 소개되었다

조류발전은 일반적으로 유속이 빠른 지역에 설

치되어 서해안 및 남해안 부근에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및 서해안은 약 의 높은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규칙적이고 높은 유속의 조류가 발생하며 서남해안은 많은 섬

들 사이로 유속이 증폭되는 지역이 산재해 있어 잠재량이 매우 

크다 특히 진도의 울돌목 해역은 최대 의 조류가 발생하

고 수심이 약 내외로 조류발전에 매우 적합하다

유지보수 방법 및 기술은 조류발전 시스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풍력 및 조류발전시스템 전문업체인 

에서는 해상풍력장치의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비

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빠른 유속 지역에 설치되는 조류

발전 시스템은 육상에서 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상작업을 최대한 단순화 하고 빠른 시간내에 끝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류발전 시스템의 가동 중에 터빈 발전기 등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상에서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

어져야 하며 해양작업의 특성상 작업시간은 비용으로 직결되므

로 특수한 유지보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물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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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지보수 방법은 달라지며 크게 수직 이송방식 리프팅 방

식 부력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해양환경 및 각 시스템에 

적합한 유지보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식의 하부구조물이 사용되었고 리프팅 타입의 유지보수 기법

을 제안하였다 회류수조를 이용하여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터빈 

설치 및 회수시 가이드와이어의 장력 설치 환경 유속에 따른 

안정성을 분석하였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치해석으로 

비교 검증하였다

수리모형 실험

수리모형 설계

유지보수 장치는 터빈 및 하부구조 형태와 전체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 중 등 다수

의 개발사가 사용하고 있는 리프팅 방식 은 

모든 시스템을 수면 아래에 위치시켜 심미적 오염이 없고 전도 

모멘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 리프팅 방식의 유

지보수 방법이 적용된 사의 모델과 사의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발전의 초기 설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케이슨식 하부구조물을 제안하였다 케이슨식 하부구조물은 

해상 장비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 후 착저 시킨 후 수중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암반과의 밀착성 및 자중 증대 효과를 통

해 지지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해저면이 평탄한 

지역에 적용 가능하고 파일고정식에 비해 깊은 수심에 적용 간

능하다 실험 대상 모델의 형상을 에 나타냈고 제

원을 에 요약하였다

수리 모형의 경우 실 스케일의 으로 축소하였고 케이슨 

하부구조물 타워 터빈 및 너셀부의 무게는 비중을 일치시켜 총 

로 제작하였다 실제 해역의 조류를 묘사하기 위해 프루

드 상사를 이용하여 실험 유속을 도출하고 수중 거동을 묘사하

였다

수리모형 실험방법

빠른 유속 상에서 케이슨식 하부구조물 위에 터빈 및 너셀부

를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리프팅 방

식의 유지보수 장치를 고안하였다조철희 등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가이드와이어 탈착 시스템은 와 같이 바지선

과 하부타워 사이에 가이드와이어를 연결하여 유체력에 의한 터

빈 거동을 억제하고 하부타워 위에 정확히 설치되도록 유도하

는 장치이다 터빈 및 너셀부는 기의 오버헤드 크레인으로 인

양되며 너셀의 후크 포인트 를 고려하여 스프레드 

바 를 적용하였다 너셀부의 상부타워와 하부구조물

의 파일 입구 부분은 와 같이 을 적용하여 설

치의 안정성을 추가하였다

바지선의 위치는 가이드와이어의 페어리드 를 기준으

로 정의하고 하부타워의 위치는 요잉축 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터빈 및 너셀부의 설치 여부는 두 지점의 이격거리

인 오프셋 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본 실험에서는 상류

유속과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에 따라 최적 오프셋을 도출하였다

실 해역에서의 설치 한계유속은 이며 가이드와이어 윈치 

용량은 이다 실험 유속을 에서 범위에서 

단위로 변화시켰고 가이드와이어의 장력 또한 바지선의 

동적 거동을 고려하여 에서 까지 변화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이드와이어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장력이 없는 

조건 또한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 조건을 에 요약

하였다

수리모형 실험 결과

가이드와이어 장력별로 상류 유속에 대한 최적 오프셋 길이

를 에 나타냈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설치시 터빈 및 너

셀부에 작용하는 항력이 증가하여 구조물이 유속에 밀리기 때문

에 하부타워 위에 정확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요잉축으로 부터 

앞쪽에 바지선이 위치하여야 한다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이 증가

함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오프셋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

다 가이드와이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력이 없는 경우도 

고려하였으나 해당 최적 오프셋만큼 바지선을 요잉축 으로 부터 

이격시켜 놓더라도 유동장의 난류와 터빈 후단의 와류에 의해 

동적거동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설치가 어려웠다 가이드와이어 

장력이 인 조건에서 유속별 슬링각의 변화를 에 나

타냈다 슬링각은 터빈 설치시 가이드와이어의 각도를 말한다

유속이 빨라질수록 바지선의 위치는 앞쪽에 위치하게 되어 슬링

각이 커짐을 볼 수 있다

∞ ∞ ∞

∞ ∞

가이드와이어 장력 의 경우 에서 에 해당하

는 오프셋이 발생하였고 가이드와이어가 없을 때 보다 정

도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이 보다 

클 경우 최적 오프셋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유속 

이하의 유속에서는 이하의 오프셋만 발생하였다

가이드와이어의 사용유무에 따라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터빈 설치 수치해석 

수치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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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지보수 방법은 달라지며 크게 수직 이송방식 리프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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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류수조에서의 수리모형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 스케일

의 터빈 설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양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에서 개발한 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는 라이저 계류라인 예인 시스템 

등을 해석할 수 있으며 해양 분야에서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플

랫폼 부표 윈치 해저면 등을 손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목표 해역인 진도 울돌목의 해양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되

었다 해당 해역의 수심은 이고 의 풍랑과 파고 

파주기 초의 파랑이 진행된다 다목적 바지선의 제원은 길이 

폭 높이 흘수 이고 총 배수량 이

다 구조물의 제원은 총 중량 이고 부피 
이다 수

리실험과 같이 유속별 가이드와이어의 장력 변화에 따라 바지선

과 하부타워 상대위치의 최적 오프셋을 측정하였다 과 같

이 개의 계류선 다목적 바지선 터빈 및 너셀 하부타워 가이

드와이어 등을 모델링 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수리모형실험에서 도출한 최적 오프셋의 결과를 반영하여 바

지선의 위치를 보정하여 설치 해석을 진행하였다 설치 해석 결

과 모든 경우에서 안정적으로 터빈이 설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과 같이 상류유속 기준으로 일 경우 필요

한 최적 오프셋 길이는 이었고 의 경우 가 필요

하였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자유 표면에서 최대로 발생하

는 파력과 조류력의 영향으로 자유수면 바로 아래 위치하는 지

점에서 최대로 발생하였다 축 방향 구조물 최대 작용 외력은 

약 으로 나타났고 항력공식을 이용한 수계산을 이용하여 

구한 값은 으로 실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다 수면 아래 파도의 영향으로 인해 너셀의 가 

발생하여 투영 면적을 감소시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유지보수 장치를 고안

하여 조류발전용 터빈의 설치 안정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가이드와이어의 장력 및 상류

유속에 따라 바지선과 하부타워 사이의 최적 오프셋을 측정하고 

실제 스케일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실해역 조건을 고려한 실 스케일의 정적 동적해석 또한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하여 터빈 설치 

시 발생하는 유체력에 의한 거동이 제어되었으며 장력 를 

기준으로 오프셋이 최대 저감되었다

유속 환경에서도 터빈이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도

달하였고 특히 가이드와이어 장력 이상이고 상류유속 

이하의 조건에서는 최적 오프셋이 약 수준으로 안

정적인 설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가이드와이어 탈착 시스템의 높은 효용성을 확인하였고 

바지선의 최적 오프셋 위치를 도출하였다

후    기

참 고 문 헌

Batten, W.M.J., Bahaj, A.S., Molland, A.F. and Chaplin, J.R. (2006). 

Hydrodynamics of Marine Current Turbines. Renewable Energy, 

31(2), 249-256.

Baltazar, J. and Campos, J. (2008). Hydrodynamic Analysis of 

Horizontal Axis Marine Current Turbine with a Boundary Element 

Method. Proceedings of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Offshore and Arctic Engineering.

Bahaj, A., Batten, W. and McCann, G. (2007). Experimental 

verifications of numerical predictions for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horizontal axis marine current turbines. Renewable 

Energy.  32(15), 2479–2490.

Harrison, M.E., Batten, W.M.J., Myers, L.E., Bahaj, A.S. 
(2009). A comparison between CFD simulations and 
experiments for predicting the far wake of horizontal axis 
tidal turbines. Proceedings of the 8th European Wave and 
Tidal Energy Conference.

Maganga, F., Pinon, G., Germain, G. and Rivoalen, E. (2010). 
Wake properties characterisation of marine current turbines.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Energy.

Jo, C.H., Lee, J.H., Rho, Y.H. and Lee, K.H. (2014). Performance 

analysis of a HAT tidal current turbine and wake flow 

characteristics. Renewable Energy, 65, 175-182.

Jacquemin, J. (2007). Multi-dimensional optimisation of O&M 

provisions for 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Proceedings of 

European Offshore Wind Conference.

Rouke, F., Boyle, F. and Reynolds, A. (2009). “Tidal energy update 

2009”, Journal of Applied Energy, Vol 87, pp 398-409.

조철희, 구찬회, 김명주, 고광오, 이강희 (2014). 가이드와이어를 이

용한 수평축 조류발전장치 유지보수 시스템. 한국해양공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484-487.

Orcina Ltd., 2013. Orcaflex Manual version 9.6C. Orcina Ltd.,

204



회류수조에서의 수리모형 실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 스케일

의 터빈 설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양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에서 개발한 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는 라이저 계류라인 예인 시스템 

등을 해석할 수 있으며 해양 분야에서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플

랫폼 부표 윈치 해저면 등을 손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목표 해역인 진도 울돌목의 해양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되

었다 해당 해역의 수심은 이고 의 풍랑과 파고 

파주기 초의 파랑이 진행된다 다목적 바지선의 제원은 길이 

폭 높이 흘수 이고 총 배수량 이

다 구조물의 제원은 총 중량 이고 부피 
이다 수

리실험과 같이 유속별 가이드와이어의 장력 변화에 따라 바지선

과 하부타워 상대위치의 최적 오프셋을 측정하였다 과 같

이 개의 계류선 다목적 바지선 터빈 및 너셀 하부타워 가이

드와이어 등을 모델링 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수리모형실험에서 도출한 최적 오프셋의 결과를 반영하여 바

지선의 위치를 보정하여 설치 해석을 진행하였다 설치 해석 결

과 모든 경우에서 안정적으로 터빈이 설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과 같이 상류유속 기준으로 일 경우 필요

한 최적 오프셋 길이는 이었고 의 경우 가 필요

하였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자유 표면에서 최대로 발생하

는 파력과 조류력의 영향으로 자유수면 바로 아래 위치하는 지

점에서 최대로 발생하였다 축 방향 구조물 최대 작용 외력은 

약 으로 나타났고 항력공식을 이용한 수계산을 이용하여 

구한 값은 으로 실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보다 약간 

작게 나타났다 수면 아래 파도의 영향으로 인해 너셀의 가 

발생하여 투영 면적을 감소시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유지보수 장치를 고안

하여 조류발전용 터빈의 설치 안정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가이드와이어의 장력 및 상류

유속에 따라 바지선과 하부타워 사이의 최적 오프셋을 측정하고 

실제 스케일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실해역 조건을 고려한 실 스케일의 정적 동적해석 또한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이드와이어의 장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하여 터빈 설치 

시 발생하는 유체력에 의한 거동이 제어되었으며 장력 를 

기준으로 오프셋이 최대 저감되었다

유속 환경에서도 터빈이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도

달하였고 특히 가이드와이어 장력 이상이고 상류유속 

이하의 조건에서는 최적 오프셋이 약 수준으로 안

정적인 설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가이드와이어 탈착 시스템의 높은 효용성을 확인하였고 

바지선의 최적 오프셋 위치를 도출하였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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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석연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유 운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유조선이 대형화되었다. 재화중량 
200,000~300,000톤급의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와 그 이상의 ULCC (Ultra Large Crude Carrier) 유조선의 경우 흘수가 최대 
25m에 달하여 유류 적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입항에 불리하다. 대형 유조선의 입항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고비용의 시설 투자가 요구된다. CALM (Catenary Anchor Leg Mooring) buoy 시스템은 주로 항만 밖 외해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부유식 적하역 장치로 대형 유조선의 항만 입항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이다. CALM buoy 시스템은 다수의 현수계류
삭으로 정위치를 유지하고, 유조선과의 일점계류를 통해 유류 적하역을 수행한다. 또한 베어링 장치를 접목하여 해양 환경력 및 계류된 
선박의 방향 전환에 따라 상부 구조물이 회전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325,000DWT급 ULCC가 계류되는 CALM buoy의 계류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및 체인 사양 등의 주요변수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고, 지정된 해양 환경에 적합한 계류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Fairlead hang-off angle, 체인 직경, 수심, 파고 및 파주기와 같은 주요인자가 CALM buoy 계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으며 부유체 운동성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류 시스템을 기본설계 하였다. 설계된 계류 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극한 해양환경 및 운전상태 조건을 반영하였으며 운전상태 시에는 CALM buoy에 호저 라인 (hawser line)으로 ULCC가 일점계류되어 유
류 적하역하는 상황을 모사하였다. 다양한 해양환경 조건에서의 계류삭 및 호저 라인의 안정성을 ABS 선급규정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해양환경 (metocean) 자료의 파랑조건을 반영하여 CALM buoy 계류 시스템의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피로수명 평가는 누적손상법을 적
용하였으며 API에서 제공하는 스터드리스 (studless) 체인의 T-N curve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CALM buoy 계류 시스템 설계 및 
분석 기법은 추후 CALM buoy 계류삭 및 라이져의 최적설계에 중요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1. 서    론 

1960년대부터 해양 유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초기에는 계류 

및 구조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일점계류장치 

(SPM; Single Point Mooring)가 개발되었으나, 비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설치가 용이한 CALM (Catenary 

Anchor Leg Mooring) 타입의 SPM buoy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

다 (Johan, 2013). CALM buoy는 부양형 SPM으로 복수의 현수계

류삭으로 수면상 정위치를 유지고 유조선과는 호저 라인 

(hawser line)으로 일점계류하여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유류를 

이송한다. CALM buoy는 turntable type과 turret type으로 구분

할 수 있다. Turntable 방식은 mooring arm이 turret 방식에 비

해 길어 부이의 회전운동이 작게 발생하지만, 필요로 하는 계류

삭 직경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turret type은 작은 mooring 

arm 길이로 부이의 회전운동이 크게 발생하지만 같은 해양환경

에서는 계류삭 직경이 turntable 방식보다 작다 (Bluewater, 

2011). 본 연구에서는 turret mooring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조철

희 등(2015)이 설계한 90,000DWT CAPE급 유조선 접안 목적의 

CALM buoy의 설치수심 및 접안 대상 유조선을 증가시켜 ULCC 

(Ultra Large Crude-Oil Carrier) 접안이 가능한 대형 CALM buoy

를 개발하고자 한다. CALM buoy 계류 시스템의 주요변수에 대

한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지

정된 해양 환경에 적합한 계류 시스템을 도출하여 계류 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극한 해양환경 및 운전상태의 해양

환경을 반영하였고, 스펙트럴 분석 접근을 통해 CALM buoy 계

류 체인의 피로수명을 평가하였다.

2. 매개변수 분석

2.1 계류 시스템 제원

본 연구에서는 해양 환경력이 비교적 온화한 지역을 설치 목

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고극천문조위 (HAT) 46m, 최저극

천문조위 (LAT) 43.7m의 수심을 고려하여 CALM buoy의 계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에는 325,000DWT 급의 ULCC 

유조선이 두 가닥의 나일론 호저 라인으로 일점계류하며 CALM 

buoy의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ABS 규정에 의거해 극한 해양환경, one-line broken 해석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4 anchor leg 대신 6 anchor leg로 구성

하였고, 계류삭은 체인으로만 구성된 현수형상이며 60°간격으

로 배치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4 leg 시스템은 one-line 

broken 조건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동적 해

석을 수행할 경우 극한 해양환경에 대한 계류삭의 안전율은 

ABS 규정에 의거해 1.67로 적용하였고, 운전상태 시에는 3.00의 

안전율로 평가하였다 (ABS, 1998). 본 해석에서는 계류삭의 부식 

및 해양부착물을 고려하여 체인 MBL (Minimum Breaking Load)

에 0.95 계수를 적용하였다 (DNV, 2012).

2.2 매개변수

앞서 소개한 6 leg 계류시스템, 부이 제원 그리고 안전율은 고

정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수심, 파고, 파주기, 체인 직경 및 

hang-off angle은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체인 장력, layback 및 

허용 거동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수심은 40, 60, 80, 

100m 총 4가지 경우, 파고는 10, 12m, 파주기는 10, 12, 14초, 체

인 직경은 76, 81, 87mm studless chain, hang-off angle은 40, 

45, 50°를 정의하였다. Hang-off angle은 수면 연직방향에 대한 

체인의 배치 각도로서 hang-in 되어 있는 체인 길이를 변화시켜 

초기 장력 값을 설정하였다.

2.3 해양 환경력

파랑하중은 Dean stream function 10th order를 이용하하여 해

석을 진행하였다. Dean theory는 천해에서 conoidal theory와 함

께 비선형의 실제 파랑을 유사하게 구현이 가능하다 (Rienecker 

and Fenton, 1981). 조류력은 power law를 적용하여 조류 개형

을 구현하였으며 풍하중은 NPD 스펙트럼을 적용하였다. 세 가

지 해양 환경력은 모두 하나의 계류삭과 같은 방향인 in-line 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2.4 수심 및 hang-off angle 영향성 분석

수심 이외의 조건은 통일시켰으나 각 수심 조건에서 hang-off 

angle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류삭의 길이는 수심별로 달리 조

정하였다. Fig. 1~3은 체인 직경이 81mm, 파주기 10초, 파고가 

10m, 12m일 때 수심과 hang-off angle에 따른 계류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에 나타낸 부이의 수평면 변위 결과는 수

심이 증가할수록 계류삭 길이의 증가가 pre-tension을 증가시켜 

부이의 거동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해역에서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해양 외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수심별 동일한 외력을 부여하고, 수심별 hang-off 

angle 유지를 위해 계류삭 길이를 조절한 영향으로 수심이 깊어

질수록 운동 변위가 지수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ang-off angle이 증가할수록 계류삭 길이 증가 및 pre-tension 

증가로 부이 운동 변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2에 나타낸 layback 결과는 60m까지 수심이 증가할수록 

layback이 감소하다가 60m 이상에서는 수심 증가와 함께 

layback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외력 및 hang-off angle 

조건에 의해 저수심에서는 부이의 동적 운동 변위가 크게 발생

함으로 layback도 크게 발생하였으나, 수심이 증가할수록 

pre-tension 증가에 의해 동적 운동이 억제되어 layback이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수심이 더욱 깊어질수록 동적 운동 변위에 

의한 layback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hang-in 되는 계류삭 

길이의 증가로 layback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1 Max. excursion (wave 10m : left, 12m : right) 

Fig. 2 Max. layback (wave 10m : left, 12m : right) 

Fig. 3 Max. tension (wave 10m : left, 12m :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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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석연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유 운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유조선이 대형화되었다. 재화중량 
200,000~300,000톤급의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와 그 이상의 ULCC (Ultra Large Crude Carrier) 유조선의 경우 흘수가 최대 
25m에 달하여 유류 적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입항에 불리하다. 대형 유조선의 입항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고비용의 시설 투자가 요구된다. CALM (Catenary Anchor Leg Mooring) buoy 시스템은 주로 항만 밖 외해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부유식 적하역 장치로 대형 유조선의 항만 입항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이다. CALM buoy 시스템은 다수의 현수계류
삭으로 정위치를 유지하고, 유조선과의 일점계류를 통해 유류 적하역을 수행한다. 또한 베어링 장치를 접목하여 해양 환경력 및 계류된 
선박의 방향 전환에 따라 상부 구조물이 회전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325,000DWT급 ULCC가 계류되는 CALM buoy의 계류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및 체인 사양 등의 주요변수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고, 지정된 해양 환경에 적합한 계류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Fairlead hang-off angle, 체인 직경, 수심, 파고 및 파주기와 같은 주요인자가 CALM buoy 계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으며 부유체 운동성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류 시스템을 기본설계 하였다. 설계된 계류 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극한 해양환경 및 운전상태 조건을 반영하였으며 운전상태 시에는 CALM buoy에 호저 라인 (hawser line)으로 ULCC가 일점계류되어 유
류 적하역하는 상황을 모사하였다. 다양한 해양환경 조건에서의 계류삭 및 호저 라인의 안정성을 ABS 선급규정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해양환경 (metocean) 자료의 파랑조건을 반영하여 CALM buoy 계류 시스템의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피로수명 평가는 누적손상법을 적
용하였으며 API에서 제공하는 스터드리스 (studless) 체인의 T-N curve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CALM buoy 계류 시스템 설계 및 
분석 기법은 추후 CALM buoy 계류삭 및 라이져의 최적설계에 중요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1. 서    론 

1960년대부터 해양 유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초기에는 계류 

및 구조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일점계류장치 

(SPM; Single Point Mooring)가 개발되었으나, 비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설치가 용이한 CALM (Catenary 

Anchor Leg Mooring) 타입의 SPM buoy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

다 (Johan, 2013). CALM buoy는 부양형 SPM으로 복수의 현수계

류삭으로 수면상 정위치를 유지고 유조선과는 호저 라인 

(hawser line)으로 일점계류하여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유류를 

이송한다. CALM buoy는 turntable type과 turret type으로 구분

할 수 있다. Turntable 방식은 mooring arm이 turret 방식에 비

해 길어 부이의 회전운동이 작게 발생하지만, 필요로 하는 계류

삭 직경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turret type은 작은 mooring 

arm 길이로 부이의 회전운동이 크게 발생하지만 같은 해양환경

에서는 계류삭 직경이 turntable 방식보다 작다 (Bluewater, 

2011). 본 연구에서는 turret mooring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조철

희 등(2015)이 설계한 90,000DWT CAPE급 유조선 접안 목적의 

CALM buoy의 설치수심 및 접안 대상 유조선을 증가시켜 ULCC 

(Ultra Large Crude-Oil Carrier) 접안이 가능한 대형 CALM buoy

를 개발하고자 한다. CALM buoy 계류 시스템의 주요변수에 대

한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지

정된 해양 환경에 적합한 계류 시스템을 도출하여 계류 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극한 해양환경 및 운전상태의 해양

환경을 반영하였고, 스펙트럴 분석 접근을 통해 CALM buoy 계

류 체인의 피로수명을 평가하였다.

2. 매개변수 분석

2.1 계류 시스템 제원

본 연구에서는 해양 환경력이 비교적 온화한 지역을 설치 목

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고극천문조위 (HAT) 46m, 최저극

천문조위 (LAT) 43.7m의 수심을 고려하여 CALM buoy의 계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에는 325,000DWT 급의 ULCC 

유조선이 두 가닥의 나일론 호저 라인으로 일점계류하며 CALM 

buoy의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ABS 규정에 의거해 극한 해양환경, one-line broken 해석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4 anchor leg 대신 6 anchor leg로 구성

하였고, 계류삭은 체인으로만 구성된 현수형상이며 60°간격으

로 배치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4 leg 시스템은 one-line 

broken 조건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동적 해

석을 수행할 경우 극한 해양환경에 대한 계류삭의 안전율은 

ABS 규정에 의거해 1.67로 적용하였고, 운전상태 시에는 3.00의 

안전율로 평가하였다 (ABS, 1998). 본 해석에서는 계류삭의 부식 

및 해양부착물을 고려하여 체인 MBL (Minimum Breaking Load)

에 0.95 계수를 적용하였다 (DNV, 2012).

2.2 매개변수

앞서 소개한 6 leg 계류시스템, 부이 제원 그리고 안전율은 고

정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수심, 파고, 파주기, 체인 직경 및 

hang-off angle은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체인 장력, layback 및 

허용 거동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수심은 40, 60, 80, 

100m 총 4가지 경우, 파고는 10, 12m, 파주기는 10, 12, 14초, 체

인 직경은 76, 81, 87mm studless chain, hang-off angle은 40, 

45, 50°를 정의하였다. Hang-off angle은 수면 연직방향에 대한 

체인의 배치 각도로서 hang-in 되어 있는 체인 길이를 변화시켜 

초기 장력 값을 설정하였다.

2.3 해양 환경력

파랑하중은 Dean stream function 10th order를 이용하하여 해

석을 진행하였다. Dean theory는 천해에서 conoidal theory와 함

께 비선형의 실제 파랑을 유사하게 구현이 가능하다 (Rienecker 

and Fenton, 1981). 조류력은 power law를 적용하여 조류 개형

을 구현하였으며 풍하중은 NPD 스펙트럼을 적용하였다. 세 가

지 해양 환경력은 모두 하나의 계류삭과 같은 방향인 in-line 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2.4 수심 및 hang-off angle 영향성 분석

수심 이외의 조건은 통일시켰으나 각 수심 조건에서 hang-off 

angle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류삭의 길이는 수심별로 달리 조

정하였다. Fig. 1~3은 체인 직경이 81mm, 파주기 10초, 파고가 

10m, 12m일 때 수심과 hang-off angle에 따른 계류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에 나타낸 부이의 수평면 변위 결과는 수

심이 증가할수록 계류삭 길이의 증가가 pre-tension을 증가시켜 

부이의 거동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해역에서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해양 외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수심별 동일한 외력을 부여하고, 수심별 hang-off 

angle 유지를 위해 계류삭 길이를 조절한 영향으로 수심이 깊어

질수록 운동 변위가 지수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ang-off angle이 증가할수록 계류삭 길이 증가 및 pre-tension 

증가로 부이 운동 변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2에 나타낸 layback 결과는 60m까지 수심이 증가할수록 

layback이 감소하다가 60m 이상에서는 수심 증가와 함께 

layback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외력 및 hang-off angle 

조건에 의해 저수심에서는 부이의 동적 운동 변위가 크게 발생

함으로 layback도 크게 발생하였으나, 수심이 증가할수록 

pre-tension 증가에 의해 동적 운동이 억제되어 layback이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만 수심이 더욱 깊어질수록 동적 운동 변위에 

의한 layback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hang-in 되는 계류삭 

길이의 증가로 layback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1 Max. excursion (wave 10m : left, 12m : right) 

Fig. 2 Max. layback (wave 10m : left, 12m : right) 

Fig. 3 Max. tension (wave 10m : left, 12m :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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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별 인장력 결과는 layback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Fig. 

3). 수심 60m까지는 계류삭 길이 증가에 의해 부이의 동적 운동

이 억제되어 계류삭 인장력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상의 수심에

서는 계류삭 길이 증가가 정적 인장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동일 

수심에서 hang-off angle이 증가할 경우 계류삭에 걸리는 정하

중은 증가하나 운동 변위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ig. 1 and 

Fig. 3).

2.5 수심 및 체인 직경 영향성 분석

Fig. 4와 Fig. 5에는 hang-off angle 40° 경우에 한정하여 수

심 및 체인 직경의 영향성을 정리하였다. Fig. 1과 마찬가지로 

수심이 증가할수록 부이의 운동 변위는 감소였으며 수심 40m 

이상에서는 체인 직경 차이에 의한 운동 변위 특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Fig. 4). 수심 40m에서는 체인 직경이 증가할수록 

hang-in 체인 무게 증가로 부이 운동을 억제시켰다. 

수심별 인장력 결과는 Fig. 3과 같이 60m을 기준으로 V형 경

향성을 보였는데 이는 수심 60m에서 support chain length를 만

족시켜 최소 계류삭 인장력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인 직경 증가 시, pre-tension 증가로 최대 인장력 또한 증가

하였다.

Fig. 4 Max. excursion_chain dia. (wave 10m : left, 12m : right)

Fig. 5 Max. tension_chain dia. (wave 10m : left, 12m : right)

3. 계류 시스템 안전성 평가

3.1 계류 해석 환경

매개변수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된 CALM buoy의 계류 시스

템에 대하여 1년 반복주기의 해양환경에서 유조선이 계류하여 

유류적하역이 진행되는 운전상태와 100년 반복주기의 극한 해

양환경 (부이 단독)을 구현하여 계류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양 환경력으로는 바람, 조류, 파랑이 작용하였으

며 수심은 LAT와 HAT가 고려되었다. 해양 환경력은 Fig. 6과 

같이 계류삭을 기준으로 in-line과 in-between condition으로 입

사 환경을 구분하였으며 파랑을 기준으로 조류와 바람은 동일

한 입사각 또는 30°, 90°의 다양한 입사각을 적용시켰다. 이

외에도 설계 파주기에 대해 1초 전·후의 파주기를 추가 고려

하여 총 72개의 하중조건을 구성하였다.

Fig. 6 Load cases (In-line : left, In-between : right)

운전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325,000DWT 급 유조선의 운동응

답 특성을 분석하여 CALM buoy와 유조선의 coupling analysis

를 수행하였다. 적용된 유조선의 RAO, QTF, 부가질량 정보 등

은 DNV SESAM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부이와의 일점계류 해

석은 OrcaFlex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3.2 평가 결과

운전상태 시, 계류삭의 최대 인장력은 spider buoy의 고정걸

쇠 (fairlead) 지점에서 1,979kN으로 계산되었으며 모든 해양 

환경력이 동일한 입사각으로 계류삭과 in-line을 이룰 때 발생

하였다. 부식 효과를 반영한 계류삭의 안전율은 3.9이며 이는 

ABS에서 제안하는 3.0을 만족시키는 결과이다. 유조선을 연결

하는 호저 라인의 최대 인장력은 1,087kN으로 안전율 3.69를 

확보하였다 (선급 안전율 2.5).

Fig. 7 Line tension result (Extreme condition)

Fig. 7은 극한 해양환경에서의 계류삭 인장력 시계열 결과 

그래프다. 극한 해양환경의 계류삭 최대 인장력은 4,430kN으로 

운전상태와 마찬가지로 고정걸쇠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일점계

류된 선박이 분리된 상태에서 파랑에 의한 동적 운동이 크게 

발생하였고 hang-in된 계류삭에 slack-snap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높은 인장력 결과를 유발하였다. 최소 안전율은 1.74

로 ABS에서 제안하는 1.67을 만족하는 결과다.

4. 피로수명 분석

유조선이 일점계류하여 유류적하역이 진행되는 운전상태의 

CALM buoy 계류 시스템의 피로수명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계

된 계류 시스템의 피로수명 평가를 위해서 설치 목표 해역의 

메타오션 데이터 (metocean data)를 사용하였으며 파고, 파주

기 및 방향에 대한 발생 빈도 정보를 활용하였다. 

스펙트럴 분석 접근을 통한 계류 체인의 피로수명을 예측하

기 위해 각 계류삭들의 텐션 RAO를 도출하여 체인의 피로손

상을 도출하였다. 피로수명 계산은 API-RP-2SK를 따랐으며 스

터드리스 체인의 T-N 곡선 정보를 적용하였다. 계류 체인 피

로수명 안전 계수의 경우, CALM buoy 설계수명 동안 계류 체

인의 검사 및 교체가 불가능한 영구적 사용을 고려한 Lloyd의 

피로수명 안전 계수 10을 적용하였다.

계류삭의 텐션 RAO 분석을 위한 정현파 적용 시, 텐션 RAO

와 파고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파고를 적용해

야 한다. 이 방법은 Longuet-Higgins가 제안했으며 메타오션 

데이터의 해상상태를 각각의 개별적인 파도로 분해하고 파고

별 발생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도출된 파고 및 주기를 이용하

여 정현파 해석을 통한 계류삭의 텐션 RAO를 계산하였다. 계

류삭 텐션 RAO를 이용한 계류삭의 피로손상 평가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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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류삭의 최종 피로손상, 는 응력범위에서의 주기

수, 는 파괴가 발생하기까지의 주기수를 뜻한다.

피로손상 분석 결과, 6개의 계류삭의 피로수명이 최소 296년

에서 최대 1,038년으로 예측되었으며 계류삭의 최소 피로수명 

부위는 계류삭 고정걸쇠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계류삭의 설계

수명 25년을 감안하였을 때 Lloyd 안전 계수 10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피로수면 분석 시에는 보수적인 피로손상 평가를 위하여 

메타오션 데이터의 파도 방향을 4방향으로만 분류하여 계류해

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양환경과 in-line 조건 발생확률이 

높은 계류삭에서 피로도가 집중되었다. 또한 CALM buoy 단독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시 탱커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계류해석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상황과 같이 CALM buoy 운용

기간 중 실제 탱커 계류 기간을 고려하면 보다 높은 피로수명

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가 일점계류되는 방식의 

의 계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로 설계 주요변수의 영향성 분

석 및 계류 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 매개변수로

는 계류삭 고정걸쇠의 파고 및 파주기 그리고 

체인 직경이며 체인 장력 부이 거동 및 계류삭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매개변수 분석을 통해 설계된 계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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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시켜 계류삭 인장력이 감소하였고 이상 수심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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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별 인장력 결과는 layback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Fig. 

3). 수심 60m까지는 계류삭 길이 증가에 의해 부이의 동적 운동

이 억제되어 계류삭 인장력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상의 수심에

서는 계류삭 길이 증가가 정적 인장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동일 

수심에서 hang-off angle이 증가할 경우 계류삭에 걸리는 정하

중은 증가하나 운동 변위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ig. 1 and 

Fig. 3).

2.5 수심 및 체인 직경 영향성 분석

Fig. 4와 Fig. 5에는 hang-off angle 40° 경우에 한정하여 수

심 및 체인 직경의 영향성을 정리하였다. Fig. 1과 마찬가지로 

수심이 증가할수록 부이의 운동 변위는 감소였으며 수심 40m 

이상에서는 체인 직경 차이에 의한 운동 변위 특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Fig. 4). 수심 40m에서는 체인 직경이 증가할수록 

hang-in 체인 무게 증가로 부이 운동을 억제시켰다. 

수심별 인장력 결과는 Fig. 3과 같이 60m을 기준으로 V형 경

향성을 보였는데 이는 수심 60m에서 support chain length를 만

족시켜 최소 계류삭 인장력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인 직경 증가 시, pre-tension 증가로 최대 인장력 또한 증가

하였다.

Fig. 4 Max. excursion_chain dia. (wave 10m : left, 12m : right)

Fig. 5 Max. tension_chain dia. (wave 10m : left, 12m : right)

3. 계류 시스템 안전성 평가

3.1 계류 해석 환경

매개변수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된 CALM buoy의 계류 시스

템에 대하여 1년 반복주기의 해양환경에서 유조선이 계류하여 

유류적하역이 진행되는 운전상태와 100년 반복주기의 극한 해

양환경 (부이 단독)을 구현하여 계류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양 환경력으로는 바람, 조류, 파랑이 작용하였으

며 수심은 LAT와 HAT가 고려되었다. 해양 환경력은 Fig. 6과 

같이 계류삭을 기준으로 in-line과 in-between condition으로 입

사 환경을 구분하였으며 파랑을 기준으로 조류와 바람은 동일

한 입사각 또는 30°, 90°의 다양한 입사각을 적용시켰다. 이

외에도 설계 파주기에 대해 1초 전·후의 파주기를 추가 고려

하여 총 72개의 하중조건을 구성하였다.

Fig. 6 Load cases (In-line : left, In-between : right)

운전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325,000DWT 급 유조선의 운동응

답 특성을 분석하여 CALM buoy와 유조선의 coupling analysis

를 수행하였다. 적용된 유조선의 RAO, QTF, 부가질량 정보 등

은 DNV SESAM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부이와의 일점계류 해

석은 OrcaFlex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3.2 평가 결과

운전상태 시, 계류삭의 최대 인장력은 spider buoy의 고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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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부식 효과를 반영한 계류삭의 안전율은 3.9이며 이는 

ABS에서 제안하는 3.0을 만족시키는 결과이다. 유조선을 연결

하는 호저 라인의 최대 인장력은 1,087kN으로 안전율 3.69를 

확보하였다 (선급 안전율 2.5).

Fig. 7 Line tension result (Extrem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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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다. 극한 해양환경의 계류삭 최대 인장력은 4,430kN으로 

운전상태와 마찬가지로 고정걸쇠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일점계

류된 선박이 분리된 상태에서 파랑에 의한 동적 운동이 크게 

발생하였고 hang-in된 계류삭에 slack-snap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높은 인장력 결과를 유발하였다. 최소 안전율은 1.74

로 ABS에서 제안하는 1.67을 만족하는 결과다.

4. 피로수명 분석

유조선이 일점계류하여 유류적하역이 진행되는 운전상태의 

CALM buoy 계류 시스템의 피로수명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계

된 계류 시스템의 피로수명 평가를 위해서 설치 목표 해역의 

메타오션 데이터 (metocean data)를 사용하였으며 파고, 파주

기 및 방향에 대한 발생 빈도 정보를 활용하였다. 

스펙트럴 분석 접근을 통한 계류 체인의 피로수명을 예측하

기 위해 각 계류삭들의 텐션 RAO를 도출하여 체인의 피로손

상을 도출하였다. 피로수명 계산은 API-RP-2SK를 따랐으며 스

터드리스 체인의 T-N 곡선 정보를 적용하였다. 계류 체인 피

로수명 안전 계수의 경우, CALM buoy 설계수명 동안 계류 체

인의 검사 및 교체가 불가능한 영구적 사용을 고려한 Lloyd의 

피로수명 안전 계수 10을 적용하였다.

계류삭의 텐션 RAO 분석을 위한 정현파 적용 시, 텐션 RAO

와 파고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파고를 적용해

야 한다. 이 방법은 Longuet-Higgins가 제안했으며 메타오션 

데이터의 해상상태를 각각의 개별적인 파도로 분해하고 파고

별 발생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도출된 파고 및 주기를 이용하

여 정현파 해석을 통한 계류삭의 텐션 RAO를 계산하였다. 계

류삭 텐션 RAO를 이용한 계류삭의 피로손상 평가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된다.

 


       (1)

는 계류삭의 최종 피로손상, 는 응력범위에서의 주기

수, 는 파괴가 발생하기까지의 주기수를 뜻한다.

피로손상 분석 결과, 6개의 계류삭의 피로수명이 최소 296년

에서 최대 1,038년으로 예측되었으며 계류삭의 최소 피로수명 

부위는 계류삭 고정걸쇠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계류삭의 설계

수명 25년을 감안하였을 때 Lloyd 안전 계수 10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피로수면 분석 시에는 보수적인 피로손상 평가를 위하여 

메타오션 데이터의 파도 방향을 4방향으로만 분류하여 계류해

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양환경과 in-line 조건 발생확률이 

높은 계류삭에서 피로도가 집중되었다. 또한 CALM buoy 단독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시 탱커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계류해석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상황과 같이 CALM buoy 운용

기간 중 실제 탱커 계류 기간을 고려하면 보다 높은 피로수명

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가 일점계류되는 방식의 

의 계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로 설계 주요변수의 영향성 분

석 및 계류 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 매개변수로

는 계류삭 고정걸쇠의 파고 및 파주기 그리고 

체인 직경이며 체인 장력 부이 거동 및 계류삭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매개변수 분석을 통해 설계된 계류 시스템

은 극한 해양환경 및 운전상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

고 메타오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류삭의 피로수명을 예측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심이 증가할수록 계류

삭 길이 및 이 증가하여 부이의 운동 변위가 감소하

였다

수심 에서 로 증가하는 동안 

를 만족시켜 계류삭 인장력이 감소하였고 이상 수심이 증

가할수록 체인 무게 증가로 인장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해양 환경력의 방향성 및 조건극한 해양환경 운전상태

을 고려하여 설계한 계류삭의 안전성 분석 결과 최대 인장력은 

고정걸쇠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최소 요구 안전율을 만족하였다

스펙트럴 분석 접근을 통한 계류삭의 피로수명은 최소 

년으로 예측되었으며 설계 수명 년에 대해 충분한 마진을 확

보하였다

추후 계류삭 길이 및 최적화를 통해 

현상을 완화하여 계류 시스템의 최적설

계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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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of offshore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arctic region and the role 
of the subsea will be concurrently increased. One of the common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both is the interaction of the iceberg 
with subsea facilities. Since most of the relevant studies have usually focused on a gravity-based structure (GBS) or a floating 
structure, there is still a room for further study on the iceberg collision with subsea operations. Based on the research about recent 
development, this paper studies possible types of subsea structures, potential sites, and reasonable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action phenomenon between an iceberg and subsea modules. 

1. 서    론 

현재 북극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기회의 측면에서, 북극

해 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약 40%의 거리단축 및 25%의 운항기

간 단축 효과가 있다 (백아란 등, 2016). 또, 전 세계 미 발견 석

유자원의 약 25% (OG21, 2006)와 미 발견 천연가스의 약 30% 

(King, N.D.)가  북극에 부존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의 측면에

서는, 수 개월간 해가 거의 없는 극야, 착빙(icing) 등을 유발하

는 저온, 구조물에 충격을 주는 부유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Table 1 (NOIA, 2006; UTF, N.D.; SAMCoT, 2012; Shell, 

N.D.; DNV GL, 2014)을 통해, 지역적으로는 개발이 용이한 지역

에서부터 힘든 지역으로, 기능적으로는 플랫폼에서 subsea로 발

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상부 플랫폼 기능의 최소

화가 시도되고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 Valemon유전에서는 4주

간 무인작동 및 2주간 유인가동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1platform
/1well

Subsea 
production

Multi-well 
production

Subsea 
processing

Mini- 
platform 
& All 
subsea

Onshore 1887

Shallow 1947 1961 1973 2007

Deep 2010 Future

Arctic &
Subarctic

1963 Future

Table 1 Futurity based on history of offshore industry

나아가 Subsea Factories(STATOIL), Subsea to Market(ABB), All 

Subsea(DNV GL) 등 subsea로의 집약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극지역 개발에도 유효하리라 예상된다. subsea설

비들의 무인자동화시스템은 극야로부터 자유로우며, 해수면과

는 달리 해저면은 온도가 일정하고, 부유빙의 영향이 해수면에 

비해 훨씬 적어, 생산시설을 subsea에 집중함으로써 극지개발의 

세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지역에서 subsea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리라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저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얼음(대형 빙맥, 빙산, 얼음섬 등)과 해저시설에 대한 연구

이다. 대형 부유빙에 의한 해저구조물의 손상은 원유 유출, 폭발 

등의 원인이 되며, 사고 발생 시 극한 환경 탓에 빠른 조치가 어

려울 수 있어, 이를 예방해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극의 부유빙 중 수면 하 깊이가 가장 

깊다고 알려진 빙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

나, 중력식 구조물(Gravity based Structure)과 부유식 구조물

(FPSO) 외에 해저시설을 대상으로 빙산문제를 다룬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빙산과 해저설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향후 연구의 어젠다를 탐색하고자 한다.

2. Subsea Structures

Subsea 시스템은 유정, X-mas tree, 매니폴드, 파이프라인, 라

이저 등 필수 설비로 구성된 생산 시스템(Production system)에

서부터, 효율증가를 위해 추가된 subsea separator, injector and 

Project Country Type
Dimension Weight

[m3] [tonf]

Åsgard Norway Compression Station 75×45×26 4800

Ormen 
Lange

Norway Compression Station 60×38×12 3300

Gulfaks Norway Compression Station 34×20×12 950

Pazflor Angola Separation 21×21×19 900

Table 2 Size and weight of subsea operations

booster(SSIB)와 gas compressor 등 프로세싱 시스템(Processing 

system)에 이르기까지 수 십 년간 복잡하게 발전해왔다. 이 모든 

시설들은 빙산충돌과 관련해 파이프라인, 라이저 및 그 외 해저

구조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해저면 상 또는 그 아래 

매설된 파이프라인의 경우 빙산과의 직접접촉 뿐 아니라 해저지

반과 빙산과의 상호작용(Gouging or Scouring)이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이저의 경우, GBS와 유사하게 원통형 구

조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세장체의 특성 상 아주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또, 해저면에서 수면까지 이어진 탓에 수

심과 무관하게 빙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일반적인 

해저구조물들은 해저면에서부터 한정된 높이를 가지므로 설비

의 크기, 종류 및 기능에 따라 다르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subsea 모듈들의 경우, 그 크기와 높이가 클수록 빙

산과 충돌할 가능성도 크며 충돌 시 충격도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타의 설비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subsea 

구조물들을 조사하여 Table 2에서 비교하였다 (Aguilera, 2013; 

Vinterstø, N.D.; Jahanshahi, 2013). 이에 따르면 대체로 프로세

싱 시스템의 규모가 크며, 특히 compression station이 가장 큰 

규모의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설비는 천연가스 유전에 

주로 적용되며, 파이프 직경, 가스의 부피, 가스 상승의 차이에 

따라 제원이 결정된다 (Rover Pipeline, 2016). 현존하는 가장 큰 

구조물은 Åsgard 유전의 compression station으로, 높이가 26m

에 이른다. 따라서 빙산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해당 시설을 기준

으로 제원을 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3. Sites

Subsea operations와 빙산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Site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들

이 있다. 석유자원, 특히 compression station이 필요한 천연가스

의 부존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최소한 간헐적으로 빙

산이 출현해야 하며, 빙산과 해저구조물의 충돌이 가능한 수심

범위의 해역이어야 한다. 먼저 Fig. 1에서는 극지역 내에 석유자

원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영역을 지도로 보여준다 

(EIA, 2012). 해당 구역 중 ISO 19906 상 유의할만한 빈도로 빙산

이 출현하는 해역은 서 바렌트해(Western Barents), 북동 바렌트 

해(North-eastern Barents), 버핀 만(Baffin Bay), 그리고 그린란

드 해(Greenland)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 그린란드 인근 해역(버핀 만과 그린란드 해)은 주목할만

한 석유자원 발견이 보고된 바 없고 (Chumakov, 2011), 많은 빙

산이 항상 이 해역을 순환하기 때문에 (ISO 19906, 2011; 

Fig. 1 Arctic resource province map

Fig. 2 Oil and gas potential of the southern east Barents and 

Kara region

Diemand, 2001), 개발후보 지역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반면 

서부 및 동북부 바렌트 해의 경우, 스발바르드(Svalbard) 섬 인

근에 대한 해양자원개발 20년 플랜이 선언되었고 (Gibbs & 

Koranvi, 2011), 그 주변에 7개의 시험시추와 그에 대한 재정적 

승인이 결정되어 있다 (Leiendecker, 2015). 비록 현재까지는 경

제적인 유전자원을 확보치 못했으나, Fig. 2 (Fadeyev, 2012)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해역에 속하는 남부 및 동부 바렌트 해에서 

카라 해까지 광범위하게 가스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와 원

유, 천연가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발바르드 인근 해

역 또한 잠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Areal Density

빙산과 해저구조물의 충돌은 항상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뿐더

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한 각각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확률적 접근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그 중 해당 해역에서의 단위 시간 당 충돌할 비율

(encounter frequency)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면적밀도(areal 

density)를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면적밀도란 단위 면

적당 연평균 빙산의 개수를 의미한다 (ISO19906, 2010). 특히, 면

적밀도에 관한 주요 연구동향은 Habib 등의 연구(2016)에 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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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of offshore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arctic region and the role 
of the subsea will be concurrently increased. One of the common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both is the interaction of the iceberg 
with subsea facilities. Since most of the relevant studies have usually focused on a gravity-based structure (GBS) or a floating 
structure, there is still a room for further study on the iceberg collision with subsea operations. Based on the research about recent 
development, this paper studies possible types of subsea structures, potential sites, and reasonable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action phenomenon between an iceberg and subsea modules. 

1. 서    론 

현재 북극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기회의 측면에서, 북극

해 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약 40%의 거리단축 및 25%의 운항기

간 단축 효과가 있다 (백아란 등, 2016). 또, 전 세계 미 발견 석

유자원의 약 25% (OG21, 2006)와 미 발견 천연가스의 약 30% 

(King, N.D.)가  북극에 부존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의 측면에

서는, 수 개월간 해가 거의 없는 극야, 착빙(icing) 등을 유발하

는 저온, 구조물에 충격을 주는 부유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Table 1 (NOIA, 2006; UTF, N.D.; SAMCoT, 2012; Shell, 

N.D.; DNV GL, 2014)을 통해, 지역적으로는 개발이 용이한 지역

에서부터 힘든 지역으로, 기능적으로는 플랫폼에서 subsea로 발

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상부 플랫폼 기능의 최소

화가 시도되고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 Valemon유전에서는 4주

간 무인작동 및 2주간 유인가동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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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Subsea Factories(STATOIL), Subsea to Market(ABB), All 

Subsea(DNV GL) 등 subsea로의 집약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극지역 개발에도 유효하리라 예상된다. subsea설

비들의 무인자동화시스템은 극야로부터 자유로우며, 해수면과

는 달리 해저면은 온도가 일정하고, 부유빙의 영향이 해수면에 

비해 훨씬 적어, 생산시설을 subsea에 집중함으로써 극지개발의 

세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지역에서 subsea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리라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저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얼음(대형 빙맥, 빙산, 얼음섬 등)과 해저시설에 대한 연구

이다. 대형 부유빙에 의한 해저구조물의 손상은 원유 유출, 폭발 

등의 원인이 되며, 사고 발생 시 극한 환경 탓에 빠른 조치가 어

려울 수 있어, 이를 예방해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극의 부유빙 중 수면 하 깊이가 가장 

깊다고 알려진 빙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

나, 중력식 구조물(Gravity based Structure)과 부유식 구조물

(FPSO) 외에 해저시설을 대상으로 빙산문제를 다룬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빙산과 해저설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향후 연구의 어젠다를 탐색하고자 한다.

2. Subsea Structures

Subsea 시스템은 유정, X-mas tree, 매니폴드, 파이프라인, 라

이저 등 필수 설비로 구성된 생산 시스템(Production system)에

서부터, 효율증가를 위해 추가된 subsea separator, injector and 

Project Country Type
Dimension Weight

[m3] [tonf]

Åsgard Norway Compression Station 75×45×26 4800

Ormen 
Lange

Norway Compression Station 60×38×12 3300

Gulfaks Norway Compression Station 34×20×12 950

Pazflor Angola Separation 21×21×19 900

Table 2 Size and weight of subsea operations

booster(SSIB)와 gas compressor 등 프로세싱 시스템(Processing 

system)에 이르기까지 수 십 년간 복잡하게 발전해왔다. 이 모든 

시설들은 빙산충돌과 관련해 파이프라인, 라이저 및 그 외 해저

구조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해저면 상 또는 그 아래 

매설된 파이프라인의 경우 빙산과의 직접접촉 뿐 아니라 해저지

반과 빙산과의 상호작용(Gouging or Scouring)이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이저의 경우, GBS와 유사하게 원통형 구

조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세장체의 특성 상 아주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또, 해저면에서 수면까지 이어진 탓에 수

심과 무관하게 빙산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일반적인 

해저구조물들은 해저면에서부터 한정된 높이를 가지므로 설비

의 크기, 종류 및 기능에 따라 다르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subsea 모듈들의 경우, 그 크기와 높이가 클수록 빙

산과 충돌할 가능성도 크며 충돌 시 충격도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타의 설비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subsea 

구조물들을 조사하여 Table 2에서 비교하였다 (Aguilera, 2013; 

Vinterstø, N.D.; Jahanshahi, 2013). 이에 따르면 대체로 프로세

싱 시스템의 규모가 크며, 특히 compression station이 가장 큰 

규모의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설비는 천연가스 유전에 

주로 적용되며, 파이프 직경, 가스의 부피, 가스 상승의 차이에 

따라 제원이 결정된다 (Rover Pipeline, 2016). 현존하는 가장 큰 

구조물은 Åsgard 유전의 compression station으로, 높이가 26m

에 이른다. 따라서 빙산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해당 시설을 기준

으로 제원을 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3. Sites

Subsea operations와 빙산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Site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들

이 있다. 석유자원, 특히 compression station이 필요한 천연가스

의 부존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최소한 간헐적으로 빙

산이 출현해야 하며, 빙산과 해저구조물의 충돌이 가능한 수심

범위의 해역이어야 한다. 먼저 Fig. 1에서는 극지역 내에 석유자

원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영역을 지도로 보여준다 

(EIA, 2012). 해당 구역 중 ISO 19906 상 유의할만한 빈도로 빙산

이 출현하는 해역은 서 바렌트해(Western Barents), 북동 바렌트 

해(North-eastern Barents), 버핀 만(Baffin Bay), 그리고 그린란

드 해(Greenland)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 그린란드 인근 해역(버핀 만과 그린란드 해)은 주목할만

한 석유자원 발견이 보고된 바 없고 (Chumakov, 2011), 많은 빙

산이 항상 이 해역을 순환하기 때문에 (ISO 19906, 2011; 

Fig. 1 Arctic resource province map

Fig. 2 Oil and gas potential of the southern east Barents and 

Kara region

Diemand, 2001), 개발후보 지역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반면 

서부 및 동북부 바렌트 해의 경우, 스발바르드(Svalbard) 섬 인

근에 대한 해양자원개발 20년 플랜이 선언되었고 (Gibbs & 

Koranvi, 2011), 그 주변에 7개의 시험시추와 그에 대한 재정적 

승인이 결정되어 있다 (Leiendecker, 2015). 비록 현재까지는 경

제적인 유전자원을 확보치 못했으나, Fig. 2 (Fadeyev, 2012)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해역에 속하는 남부 및 동부 바렌트 해에서 

카라 해까지 광범위하게 가스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와 원

유, 천연가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발바르드 인근 해

역 또한 잠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Areal Density

빙산과 해저구조물의 충돌은 항상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뿐더

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한 각각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확률적 접근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그 중 해당 해역에서의 단위 시간 당 충돌할 비율

(encounter frequency)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면적밀도(areal 

density)를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면적밀도란 단위 면

적당 연평균 빙산의 개수를 의미한다 (ISO19906, 2010). 특히, 면

적밀도에 관한 주요 연구동향은 Habib 등의 연구(2016)에 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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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타이타닉의 침몰 이후 국제 아이스 

패트롤(International ice patrol, IIP)이 빙산 관측을 시작한 이래 

이를 기반으로 면적밀도가 평가되어 왔다 (Anderson, 1971). 그 

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면적밀도의 관측내용을 향상시켜왔

다. 1960년부터 1992년까지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IIP데이터에 추

가하고, 구면 단위계인 제곱도(degree square) 면적에 대한 빙산 

출현빈도의 특성을 연구했다 (Fuglem 외, 1996, 1996a). 또 1998

년 이래로 빙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에너지 연구개

발 프로그램(Program o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PERD)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IIP와 

Province 항공으로부터의 데이터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항행선

박과 위성으로부터의 자료도 포함되었다 (Trott & Comfort, 

2007). 기존의 IIP 자료는 한 영역 내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일 수 

있지만 운용가능한 관측용 비행기 수의 한계로 인해 그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위성 자료는 목표 영역 전체를 아

우를 수 있지만 영상 해상도의 한계 탓에 세밀함은 떨어진다. 

이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IIP 자료와 Envisat ASAR 위

성자료를 이용해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식이 제

안되었다 (Habib 외, 2015). Habib 등은 동일한 영역에 대해 항

공정찰기로부터 계산된 면적밀도 결과와 격주 단위의 빙산 챠트

로부터 계산된 면적밀도 결과가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이 오

차가 빙산의 충격하중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였다 (Habib, et al. 2016).

5. Iceberg Drift

빙산 표류(Iceberg drift)는 빙산과 구조물의 문제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빙산 표류가 빙산에 대한 설

계하중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빙산

에 대한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와 빙산 관리(iceberg 

management) 시스템의 수립에도 영향을 주며,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설계 하중 산정에 한 확률적 요소로 고려된다. 빙산 

표류 모델(Iceberg drift model)은 빙산거동의 궤적과 표류속도를 

나타낸다. 때문에 바람, 조류, 파랑 등 기상예보에 큰 영향을 받

으며, 주로 빙산을 하나의 질점으로 고려한다 (SAMCoT, 2012). 

빙산의 충돌 하중 계산에 주로 적용되는 limit energy method

에서는 빙산의 운동에너지가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빙산 속력

의 산정은 필수적이다. 빙산의 속력은 바람, 해류, 파랑과 같은 

현상을 통한 유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그러한 상호작용

은 근원적으로 투영면적과 유체 흐름의 속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현재 두루 쓰이는 표류 속력 모델들은 주

로 유의파고와 빙산의 수선면 길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 우

선 수선면 길이는 투영면적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인자이다. 

이는 빙산의 관측 시 가장 측정하기 쉬운 물리량이며 빙산 투영

면적의 가장 긴 폭을 의미한다. 빙산의 흘수깊이(draft)가 수선

면 길이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Stuckey, et al., 

2016), 빙산의 투영면적을 수선면 길이로 근사할 수 있다. 한편, 

유의파고는 유체들의 속도를 의미하는 대표 인자이다. 관측과 

실험을 토대로 풍속과 유의파고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규명되어 

있고, 에크만 수송 원리를 기반으로 풍속과 해류의 관계도 이론

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유의파고를 통해 나머지 두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파랑과 해류 생성 원인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류하는 빙산의 속도 추정을 위한 기본적 가정은 빙산의 거

동이 비교적 정상적(Steady)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빙산과 유체 

사이의 상대 가속도에 의한 유체 관성력을 무시할 수 있다. 또, 

이는 모든 외부 환경 하중들이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기반한 확률적 빙산 표류 모델이 제안되었다 

(Stuckey, 2008). 우선 FPSO 및 GBS와 빙산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민감도 해석이 수행되었고, 캐나다의 Grand Bank 해역에서 

빙산의 수선면 길이와 해당 지역의 유의파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확률적 빙산 표류 

모델을 결정론적 모델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6. Prevention

일반적으로 빙 관리(ice management)는 얼음을 회피하거나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라고 할 수 있다 (SAMCoT, 

2012). 하지만, 고정된 해저구조물의 경우, 유일한 회피법은 접

근하는 빙산을 충돌 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법은 IIP가 

추적한 빙산들의 표류 정보에 기반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빙산

의 접근을 사전에 예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약 빙산이 

해양구조물에 아주 근접한다면, 예인 선박(tug vessel)이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이를 견인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single vessel rope이며, 그 외 prop washing, net, water cannon, 

two vessel tow, ramming 등이 있다 (Young & Rudkin, 2006).

빙산의 최대표류속력이 2.7km/h이며 (SAMCoT, 2012), 거대 빙

산을 끄는 선박이 1knot(1.852km/h)에 도달하는데 약 10시간까

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견인 작업에 최대 3일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 (Kaushik, 2014). 따라서 예보 후 의사결정까지의 시간

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한편, subsea field에서는 빙산이 근접

하더라도 수심, 해저구조물 높이 및 빙산 깊이에 따라 충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하 상태를 고려한 정밀예측이 예보

와 견인 사이에 추가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수중에서 시야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빙산 

형상이 임의적이므로 수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의 해결에 단서가 될 만한 최근 연구로

는, 캐나다 동부 Newfoundland and Labrador의 동쪽 해안을 따

라 29개의 빙산을 관측해 3차원 형상으로 구현한 The 2012 

Iceberg Profiling Program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학카메라, 

레이저 파인더, GPS 등으로 빙산의 수면 위 형상을 측정하였고, 

멀티빔 소나가 장착된 ROV로 빙산의 수면 아래 형상을 계측하

였다 (Younan, et al., 2016).

이처럼 빙산의 잠긴 형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빙산과 해

저구조물의 엄밀한 충돌예측 뿐 아니라, 빙산의 표류해석, 빙산 

견인, 빙산충돌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빙산 충돌에 대한 설계

하중 산정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북극에서의 빙산과 subsea 구조물의 상호작용

에 대한 미래적 연구 어젠다를 탐색하고자 다양한 선행연구 및 

관 자료를 조사하였고,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Offshore 개발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ubsea로의 기능집

약이 미래 북극자원개발에서 더 큰 이점을 주리라 예상된다.

(2) 라이저와 파이프라인 외 일반 해저구조물 중 가장 규모가 

큰 compression station이 향후 북극 빙산과의 상호작용 연구에

서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북극해 자원분포, 최근 개발현황, 빙산출현 등을 고려했을 

때, 바렌트 해 스발바르드 섬 인근이 해저설비와 빙산충돌의 유

력한 후보지로 예상된다.

(4) 해역에 대한 주요 파라미터인 면적밀도 산정을 위해 관측

용 비행기, 인공위성 등 다양한 관측기법이 시도되어왔고 그에 

따라 다른 설계하중이 도출될 수 있다.

(5) 통계적 관점에서 빙산 표류는 유의파고와 빙산 수선면 길

이의 함수이며, 기본적으로 빙산을 질점으로, 빙산의 유동을 정

상적(steady) 상태라고 가정한다.

(6) 빙산의 잠긴 깊이와 형상을 파악한다면, 해저시설과 빙산

의 엄밀한 충돌예측, 충돌예방용 빙산 예인, 빙산표류 예측 등 

해당 분야의 전반적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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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타이타닉의 침몰 이후 국제 아이스 

패트롤(International ice patrol, IIP)이 빙산 관측을 시작한 이래 

이를 기반으로 면적밀도가 평가되어 왔다 (Anderson, 1971). 그 

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면적밀도의 관측내용을 향상시켜왔

다. 1960년부터 1992년까지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IIP데이터에 추

가하고, 구면 단위계인 제곱도(degree square) 면적에 대한 빙산 

출현빈도의 특성을 연구했다 (Fuglem 외, 1996, 1996a). 또 1998

년 이래로 빙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에너지 연구개

발 프로그램(Program o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PERD)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IIP와 

Province 항공으로부터의 데이터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항행선

박과 위성으로부터의 자료도 포함되었다 (Trott & Comfort, 

2007). 기존의 IIP 자료는 한 영역 내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일 수 

있지만 운용가능한 관측용 비행기 수의 한계로 인해 그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위성 자료는 목표 영역 전체를 아

우를 수 있지만 영상 해상도의 한계 탓에 세밀함은 떨어진다. 

이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IIP 자료와 Envisat ASAR 위

성자료를 이용해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식이 제

안되었다 (Habib 외, 2015). Habib 등은 동일한 영역에 대해 항

공정찰기로부터 계산된 면적밀도 결과와 격주 단위의 빙산 챠트

로부터 계산된 면적밀도 결과가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이 오

차가 빙산의 충격하중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였다 (Habib, et al. 2016).

5. Iceberg Drift

빙산 표류(Iceberg drift)는 빙산과 구조물의 문제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빙산 표류가 빙산에 대한 설

계하중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빙산

에 대한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와 빙산 관리(iceberg 

management) 시스템의 수립에도 영향을 주며,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설계 하중 산정에 한 확률적 요소로 고려된다. 빙산 

표류 모델(Iceberg drift model)은 빙산거동의 궤적과 표류속도를 

나타낸다. 때문에 바람, 조류, 파랑 등 기상예보에 큰 영향을 받

으며, 주로 빙산을 하나의 질점으로 고려한다 (SAMCoT, 2012). 

빙산의 충돌 하중 계산에 주로 적용되는 limit energy method

에서는 빙산의 운동에너지가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빙산 속력

의 산정은 필수적이다. 빙산의 속력은 바람, 해류, 파랑과 같은 

현상을 통한 유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그러한 상호작용

은 근원적으로 투영면적과 유체 흐름의 속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현재 두루 쓰이는 표류 속력 모델들은 주

로 유의파고와 빙산의 수선면 길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 우

선 수선면 길이는 투영면적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인자이다. 

이는 빙산의 관측 시 가장 측정하기 쉬운 물리량이며 빙산 투영

면적의 가장 긴 폭을 의미한다. 빙산의 흘수깊이(draft)가 수선

면 길이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Stuckey, et al., 

2016), 빙산의 투영면적을 수선면 길이로 근사할 수 있다. 한편, 

유의파고는 유체들의 속도를 의미하는 대표 인자이다. 관측과 

실험을 토대로 풍속과 유의파고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규명되어 

있고, 에크만 수송 원리를 기반으로 풍속과 해류의 관계도 이론

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유의파고를 통해 나머지 두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파랑과 해류 생성 원인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류하는 빙산의 속도 추정을 위한 기본적 가정은 빙산의 거

동이 비교적 정상적(Steady)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빙산과 유체 

사이의 상대 가속도에 의한 유체 관성력을 무시할 수 있다. 또, 

이는 모든 외부 환경 하중들이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기반한 확률적 빙산 표류 모델이 제안되었다 

(Stuckey, 2008). 우선 FPSO 및 GBS와 빙산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민감도 해석이 수행되었고, 캐나다의 Grand Bank 해역에서 

빙산의 수선면 길이와 해당 지역의 유의파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확률적 빙산 표류 

모델을 결정론적 모델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6. Prevention

일반적으로 빙 관리(ice management)는 얼음을 회피하거나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라고 할 수 있다 (SAMCoT, 

2012). 하지만, 고정된 해저구조물의 경우, 유일한 회피법은 접

근하는 빙산을 충돌 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법은 IIP가 

추적한 빙산들의 표류 정보에 기반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빙산

의 접근을 사전에 예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약 빙산이 

해양구조물에 아주 근접한다면, 예인 선박(tug vessel)이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이를 견인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single vessel rope이며, 그 외 prop washing, net, water cannon, 

two vessel tow, ramming 등이 있다 (Young & Rudkin, 2006).

빙산의 최대표류속력이 2.7km/h이며 (SAMCoT, 2012), 거대 빙

산을 끄는 선박이 1knot(1.852km/h)에 도달하는데 약 10시간까

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견인 작업에 최대 3일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 (Kaushik, 2014). 따라서 예보 후 의사결정까지의 시간

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한편, subsea field에서는 빙산이 근접

하더라도 수심, 해저구조물 높이 및 빙산 깊이에 따라 충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하 상태를 고려한 정밀예측이 예보

와 견인 사이에 추가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수중에서 시야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빙산 

형상이 임의적이므로 수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의 해결에 단서가 될 만한 최근 연구로

는, 캐나다 동부 Newfoundland and Labrador의 동쪽 해안을 따

라 29개의 빙산을 관측해 3차원 형상으로 구현한 The 2012 

Iceberg Profiling Program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학카메라, 

레이저 파인더, GPS 등으로 빙산의 수면 위 형상을 측정하였고, 

멀티빔 소나가 장착된 ROV로 빙산의 수면 아래 형상을 계측하

였다 (Younan, et al., 2016).

이처럼 빙산의 잠긴 형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빙산과 해

저구조물의 엄밀한 충돌예측 뿐 아니라, 빙산의 표류해석, 빙산 

견인, 빙산충돌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빙산 충돌에 대한 설계

하중 산정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북극에서의 빙산과 subsea 구조물의 상호작용

에 대한 미래적 연구 어젠다를 탐색하고자 다양한 선행연구 및 

관 자료를 조사하였고,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Offshore 개발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ubsea로의 기능집

약이 미래 북극자원개발에서 더 큰 이점을 주리라 예상된다.

(2) 라이저와 파이프라인 외 일반 해저구조물 중 가장 규모가 

큰 compression station이 향후 북극 빙산과의 상호작용 연구에

서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북극해 자원분포, 최근 개발현황, 빙산출현 등을 고려했을 

때, 바렌트 해 스발바르드 섬 인근이 해저설비와 빙산충돌의 유

력한 후보지로 예상된다.

(4) 해역에 대한 주요 파라미터인 면적밀도 산정을 위해 관측

용 비행기, 인공위성 등 다양한 관측기법이 시도되어왔고 그에 

따라 다른 설계하중이 도출될 수 있다.

(5) 통계적 관점에서 빙산 표류는 유의파고와 빙산 수선면 길

이의 함수이며, 기본적으로 빙산을 질점으로, 빙산의 유동을 정

상적(steady) 상태라고 가정한다.

(6) 빙산의 잠긴 깊이와 형상을 파악한다면, 해저시설과 빙산

의 엄밀한 충돌예측, 충돌예방용 빙산 예인, 빙산표류 예측 등 

해당 분야의 전반적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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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ballast water, microorganism in ballast water, which is loaded to ship, is required 
to be disposed into ships due to IMO regulations. Currently, A electrolysis method is the most commercialized for ballast water 
treatment. However, the electrolysis method generates hydrogen so there is a risk of explosion. In this study, to improve this 
problem, bubble reactor system using an inert gas was developed to be equipped in the ballast water input line. Based on the 
pre-test using artemia salina in seawater, the mortality rate of microorganisms in the Continuous Dual-Kettle reactor was 
higher than batch reactor. Therefore, the efficiency of the continuous reactor was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actor 
was designed in a lab scale tubular shape and the efficiency of the reactor was experimented. The mortality of microorganism 
was achieved to 100% during 60 hours observation when micro-bubbles were sufficiently supplied for input ballast water or 
residence time of ballast water was enough. A three-dimensional CFD simulation for the bubble reactor described well the 
experimental result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the contact efficiency and bubble distribution were crucial for the 
microorganism mortality. Since the developed bubble reactor does not use any chemicals and additional electricity and the 
supplied inert gas can be recycled, the reactor can be used successfully as an eco-friendly and energy-saving system to 
dispose microorganism in ballast water.

1. Introduction

Ballast water is saline water carried by ship ensuring the 

stable balance. Ships of the five ocea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exchange is moving a number of ballast water 

per year to approximately 30 to 50 million tons. At least 

7,000 species of organisms are moving across the world to 

change their habitats. Exotic species survived from harsh 

environment of ballast water in ships and their exponential 

breeding threatened the marine ecosystem of indigenous 

species. The 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regulation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ballast water 

has been in force since 2004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ccordingly, ballast water treatment 

equipment needs to be installed in all managed ships by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fficient 

bubble reactor for ballast water treatment (BWT) that is 

superior to conventional methods. The developed bubble 

reactor could be installed into the ballast water input line, 

instead of inside-ballast water tank. The developed bubble 

reactor system using inert gas showed very high efficiency 

for treating ballast water, but it did not generate any 

hazardous or explosive gases and environmentally regulated 

chemicals. Furthermore, since the inert gas was recycled 

and any specific electricity was not needed, the system 

cost and operating cost were very competitive. 

In the study, an artemia salina, which is aerobic strains, was 

used as a performance indicator. By altering the gas flowrate 

and residence time, the efficiency of disinfection was evaluated. 

The mortalities of treated BWT samples at different conditions 

were monitored up to 60 hours. The efficiency variation by 

operating conditions was analysed by CFD simulation using 

ANSYS FLUENT. Volume of Fluid (VOF) model and Population 

Balance Model (PBM) were used to confirm the collapse 

behaviour of injected bubbles into the seawater.

2. Mathematical Model

2.1 Volume of fluid (VOF) 

Phase interfaces or free surfaces exist in gas/liquid and 

liquid/liquid flows which occur in varieties of natural phenomena 

and industrial processes. The VOF is one of the powerful model 

for tracking interface in three-dimension with good volume 

conservation. It is applicable for separated or stratified flows 

where the dispersed phase is well separated from continuous 

phase with a clearly defined interface. It requires, however, 

proper mesh and numerical advection scheme approximates the 

transport of scalar function in an accurate manner avoiding 

numeric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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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However, the electrolysis method generates hydrogen so there is a risk of explosion. In this study, to improve this 
problem, bubble reactor system using an inert gas was developed to be equipped in the ballast water input line. Based on the 
pre-test using artemia salina in seawater, the mortality rate of microorganisms in the Continuous Dual-Kettle reactor was 
higher than batch reactor. Therefore, the efficiency of the continuous reactor was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actor 
was designed in a lab scale tubular shape and the efficiency of the reactor was experimented. The mortality of microorganism 
was achieved to 100% during 60 hours observation when micro-bubbles were sufficiently supplied for input ballast water or 
residence time of ballast water was enough. A three-dimensional CFD simulation for the bubble reactor described well the 
experimental result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the contact efficiency and bubble distribution were crucial for the 
microorganism mortality. Since the developed bubble reactor does not use any chemicals and additional electricity and the 
supplied inert gas can be recycled, the reactor can be used successfully as an eco-friendly and energy-saving syste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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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Ballast water is saline water carried by ship ensuring the 

stable balance. Ships of the five ocea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exchange is moving a number of ballast water 

per year to approximately 30 to 50 million tons. At least 

7,000 species of organisms are moving across the world to 

change their habitats. Exotic species survived from harsh 

environment of ballast water in ships and their exponential 

breeding threatened the marine ecosystem of indigenous 

species. The inter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regulation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ballast water 

has been in force since 2004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ccordingly, ballast water treatment 

equipment needs to be installed in all managed ships by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fficient 

bubble reactor for ballast water treatment (BWT) that is 

superior to conventional methods. The developed bubble 

reactor could be installed into the ballast water input line, 

instead of inside-ballast water tank. The developed bubble 

reactor system using inert gas showed very high efficiency 

for treating ballast water, but it did not generate any 

hazardous or explosive gases and environmentally regulated 

chemicals. Furthermore, since the inert gas was recycled 

and any specific electricity was not needed, the system 

cost and operating cost were very competitive. 

In the study, an artemia salina, which is aerobic strains, was 

used as a performance indicator. By altering the gas flowrate 

and residence time, the efficiency of disinfection was evaluated. 

The mortalities of treated BWT samples at different conditions 

were monitored up to 60 hours. The efficiency variation by 

operating conditions was analysed by CFD simulation using 

ANSYS FLUENT. Volume of Fluid (VOF) model and Population 

Balance Model (PBM) were used to confirm the collapse 

behaviour of injected bubbles into the seawater.

2. Mathematical Model

2.1 Volume of fluid (VOF) 

Phase interfaces or free surfaces exist in gas/liquid and 

liquid/liquid flows which occur in varieties of natural phenomena 

and industrial processes. The VOF is one of the powerful model 

for tracking interface in three-dimension with good volume 

conservation. It is applicable for separated or stratified flows 

where the dispersed phase is well separated from continuous 

phase with a clearly defined interface. It requires, however, 

proper mesh and numerical advection scheme approximates the 

transport of scalar function in an accurate manner avoiding 

numeric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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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opulation Balance Model (PBM)

The Population Balance Model (PBM) was applied for the 

bubble reactor to consider inert gas bubbles in seawater, 

which is a statistical formulation to describe the dynamic 

size distribution of the dispersed phase in a multi-phase 

flow. When analyzing the multi-phase flow containing the 

particle, the PBM can calculate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with time. It can also consider nucleation, growth, 

breakage, and aggregation of bubbles.

Size distribution modeling is quite important in industry. 

Mass and heat transfer between/among phases depends on 

the surface area of the particles corresponding to the 

boundary surface. In the fields of bubble column, 

polymerization, and crystallization, the model is used to 

increase efficiency of downstream and process design. The 

general population balance equation in terms of a number 

density function, n, is described as :




 ∇ ∙ ∇ ∙     

The term of   is the source term that explains the 

net number of drops (per unit volume) generated by 

breakage and coalescence due to birth and death rates of 

particle sizes. G is rate of change of particle size based 

on physics, chemistry, and experiment.

3. Experimental and Simulation Approach

3.1 Residence time

A tubular reactor made of SUS316 and quartz was used 

for BWT experiments. The flow patterns of seawater and 

gas could be visually monitored through a quartz reactor, 

but it was not required for practical application. The tubular 

reactor had 197.82 ml volume with 28 cm length and 3 cm 

diameter. Therefore, the amount of liquid separated from 

the gas-liquid separator was measured with time to sample 

the treated ballast water and to calculate the residence 

time. The residence time was controlled by altering the 

rpm of liquid pump.

Fig. 1  Bubble reactor for BWT

3.2 Gas flow rate

The gas flow rate was controlled by a mass flow 

controller (MFC). Micro-bubbles were generated by two 

bubble generators equipped into the reactor and gas 

bubbles were dissolved in seawater along the reactor. 

Since the average pore size of bubble generator was 0.5

㎛, the bubble size was expected as the same. The gas, 

which is not dissolved in seawater, was separated through 

a gas/liquid phase separator.

3.3 Flow regime analysis

Three types of flow regimes are generally observed in 

bubble columns. In addition, it is possible of the foaming 

regime which is not generally happened in a bubble 

column. 

One is the bubbly flow regime, which is called the 

homogeneous flow regime. It is observed at low superficial gas 

velocity of approximately less than 5 cm/sec in semi-batch 

columns. This flow regime is characterized by bubbles of 

uniform small sizes and rises velocities. Another flow regime is 

the churn-turbulent regime, which is called the heterogeneous 

regime. It is observed at greater than 5 cm/sec of gas velocity 

in batch columns. This flow regime is regarded as coalesced 

bubble flow regime, indicating different sizes of the bubbles. 

This regime is mainly observed in industrial scale reactors with 

a large diameter. The other flow regime is slug flow regime. 

This regime is mainly observed in lab-scale columns having a 

small diameter at high gas flowrates.

Fig. 2  Flow regime map for bubble column 

4. Results and Discussions

4.1 Pre-test in a batch bubble reactor

Before experiments in a continuous bubble reactor, the 

performance of bubble reactor was pre-tested by using an 

inert gas. To test the effect of reactor-type on 

disinfection, two type of reactors, single batch reactor and 

Continuous Dual-Kettle reactor (CDK-reactor) in Fig. 3, 

were used in the experiment. The gas was supplied to a 

first batch reactor and the excess gas was again fed to a 

second reactor.

Fig. 3  Moratality of microorganism according to reactor type: 

      (a) Single batch reactor and (b) CDK-reactor

Figure 4 showed the effect of the reactor type on 

disinfection at a constant gas flowrate and residence time. The 

single batch reactor showed a lower mortality rate of 

microorganism after 24 hours. On the other hand, the mortality 

rate of microorganism in the CDK-reactor was 100% over 60 

hours.

Fig. 4 Mortality of microorganism according to residence       

      time: (a) single batch reactor and (b) CDK-reactor   

      at residence time = 30 sec and gas flowrate = 2   

      L/min

4.2 Experiment results in continuous bubble reactor

Figure 5 showed the effect of residence time on 

disinfection at a constant gas flow rate by using a 

continuous bubble reactor in Fig. 1. Regardless of 

residence time, the mortality was 100% during 25 hr. 

However, it decreased with time as the observation was 

extended to 60 hr. As the residence time increased, the 

mortality of microorganisms increased.

Fig. 5  Mortality of microorganism according to residence      

        time in bubble reactor at gas flow rate = 5 L/min 

To test the effect of bubble-damage on disinfection, 

various flowrates of inert gas were applied to the bubble 

reactor at constant residence time of ballast water. As the 

gas flow rate increased, the mortality of microorganism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rtality was 100% 

until 60 hours observation at 20 L/min gas flow.

Fig. 6  Mortality of microorganism according to gas flow rate  

       in bubble reactor at residence time = 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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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ed ballast water and to calculate the residence 

time. The residence time was controlled by altering the 

rpm of liquid pump.

Fig. 1  Bubble reactor for BWT

3.2 Gas flow rate

The gas flow rate was controlled by a mass flow 

controller (MFC). Micro-bubbles were generated by two 

bubble generators equipped into the reactor and gas 

bubbles were dissolved in seawater along the reactor. 

Since the average pore size of bubble generator was 0.5

㎛, the bubble size was expected as the same. The gas, 

which is not dissolved in seawater, was separated through 

a gas/liquid phase separator.

3.3 Flow regime analysis

Three types of flow regimes are generally observed in 

bubble columns. In addition, it is possible of the foaming 

regime which is not generally happened in a bubble 

column. 

One is the bubbly flow regime, which is called the 

homogeneous flow regime. It is observed at low superficial gas 

velocity of approximately less than 5 cm/sec in semi-batch 

columns. This flow regime is characterized by bubbles of 

uniform small sizes and rises velocities. Another flow regime is 

the churn-turbulent regime, which is called the heterogeneous 

regime. It is observed at greater than 5 cm/sec of gas velocity 

in batch columns. This flow regime is regarded as coalesced 

bubble flow regime, indicating different sizes of the bubbles. 

This regime is mainly observed in industrial scale reactors with 

a large diameter. The other flow regime is slug flow regime. 

This regime is mainly observed in lab-scale columns having a 

small diameter at high gas flowrates.

Fig. 2  Flow regime map for bubble column 

4. Results and Discussions

4.1 Pre-test in a batch bubble reactor

Before experiments in a continuous bubble reactor, the 

performance of bubble reactor was pre-tested by using an 

inert gas. To test the effect of reactor-type on 

disinfection, two type of reactors, single batch reactor and 

Continuous Dual-Kettle reactor (CDK-reactor) in Fig. 3, 

were used in the experiment. The gas was supplied to a 

first batch reactor and the excess gas was again fed to a 

second reactor.

Fig. 3  Moratality of microorganism according to reactor type: 

      (a) Single batch reactor and (b) CDK-reactor

Figure 4 showed the effect of the reactor type on 

disinfection at a constant gas flowrate and residence time. The 

single batch reactor showed a lower mortality rate of 

microorganism after 24 hours. On the other hand, the mortality 

rate of microorganism in the CDK-reactor was 100% over 60 

hours.

Fig. 4 Mortality of microorganism according to residence       

      time: (a) single batch reactor and (b) CDK-reactor   

      at residence time = 30 sec and gas flowrate = 2   

      L/min

4.2 Experiment results in continuous bubble reactor

Figure 5 showed the effect of residence time on 

disinfection at a constant gas flow rate by using a 

continuous bubble reactor in Fig. 1. Regardless of 

residence time, the mortality was 100% during 25 hr. 

However, it decreased with time as the observation was 

extended to 60 hr. As the residence time increased, the 

mortality of microorganisms increased.

Fig. 5  Mortality of microorganism according to residence      

        time in bubble reactor at gas flow rate = 5 L/min 

To test the effect of bubble-damage on disinfection, 

various flowrates of inert gas were applied to the bubble 

reactor at constant residence time of ballast water. As the 

gas flow rate increased, the mortality of microorganism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rtality was 100% 

until 60 hours observation at 20 L/min gas flow.

Fig. 6  Mortality of microorganism according to gas flow rate  

       in bubble reactor at residence time = 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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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imulation results

When gas velocity was less than 5 cm/sec in the bubble 

reactor of 3 cm diameter, a homogeneous bubble flow 

regime was observed and the result agreed well with the 

flow regime analysis. As shown in Fig. 7, the degree of 

dispersion of inert gas was less than slug flow regime. On 

the other hand, as gas velocity of faster than 5 cm/sec 

was used, the slug flow regime was observed in the 

simulation. Therefore, the degree of dispersion of inert gas 

was greatly wider than the homogeneous bubble flow 

regime. 

As a result, it could be expected that higher gas flow rate 

improved the contact between bubbles and ballast water and 

led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WT.

Fig. 7 CFD simulation of bubble column reactor when inert    

       gas velocity inlet was (a) 0.00 m/sec, (b) 0.01 m/sec,   

       (c) 1.00 m/sec at a fixed time = 1.00 sec.

5. Conclusions  

The new bubble reactor for BWT was developed and its 

efficiency was experimented and simulated. The effects of 

flow rate and residence time on mortality of microorganism 

were experimentally measured. The flow field and phase 

concentration distribution were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 bubble reactor. The developed bubble 

reactor could achieve high mortality of microorganism in 

seawater according to residence time and gas inlet 

flowrate while the sample was observed during 60 hours. 

Also, a three-dimensional seawater-inert gas bubble reactor 

was numerically simulated by CFD using ANSYS FLUENT 

software.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Population Balance 

Model (PBM) and Volume of Fluid (VOF) model could 

explain successfully experiment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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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군의 해난구조작전은 함정이나 군사장비 병력의 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 구조 지원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해난구

조대는 년 창설 이래 수많은 해난구조작전을 수행해왔으며

연안에서 심해에 이르기까지 수심 변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잠수기법을 운용하고 있다 해군이 연안에서 주로 운용

하는 잠수방법은 스쿠버와 표면공급 잠수체계이다 스쿠버는 잠

수사가 압축된 호흡기체 저장 용기를 착용하고 수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잠수 장비를 말하며 수심 까지 운용한다

표면공급 잠수체계는 스쿠버와 달리 잠수모함 혹은 육상의 호흡

기체 저장 용기로부터 호흡기체 이송이 가능한 호스가 잠수사의 

헬멧에 연결된 방식으로 수심 까지 운용한다 이 두 가지 방

법은 년 세월호 구조현장에서도 주로 사용되었던 해군의 대

표적인 잠수방법으로 호흡기체로는 공기를 사용한다

해군의 해난구조작전은 수심별로 다양한 잠수기법 적용이 가

능하고 새로운 잠수기법 및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작전능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이내의 수심에 적용되는 공기

를 호흡기체로 한 잠수기법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대표적

으로 감압병 발생 위험에 대한 부담과 해저체류시간의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은 년 세월호 구조작전 시 명확히 드러

났다 당시 구조해역은 수심 내외였으며 거센 조류로 인해 

정조 시간에만 잠수가 가능하였고 그 짧은 시간 내 잠수조 교

대를 최소화하여 해저체류시간을 길게 운용할 필요가 있었으나

공기잠수의 짧은 해저체류시간 때문에 효율적인 구조작전이 제

한되었다 호흡기체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여 좀 더 긴 시간동

안 잠수를 할 수 있었더라면 구조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나이트록스 잠수는 전체적인 질소의 흡수를 줄여주고 감압병

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이로 인해 긴 잠수시간을 확보하는 효과

가 있다 나이트록스 잠수는 년대에 미국의 

에 의해 과

학 잠수 분야에 나이트록스가 도입된 이래 레크리에이션 잠수에 

정착되기까지는 약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였으나 테크니컬 

잠수의 활성화와 함께 나이트록스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점들이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사용 범위가 산업 잠

수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산업잠수 부분으로 국내에서는 

년 부산거제 해저터널 건설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기

록이 있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

을 통한 해난구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 해군에 나이트록

스 잠수기법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희망의 정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론적 배경

해군 구조잠수체계 현황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조 잠수체계는 스쿠버 표면공급 공기잠

수와 혼합기체잠수 포화잠수로 구분할 수 있다 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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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imulation results

When gas velocity was less than 5 cm/sec in the bubble 

reactor of 3 cm diameter, a homogeneous bubble flow 

regime was observed and the result agreed well with the 

flow regime analysis. As shown in Fig. 7, the degree of 

dispersion of inert gas was less than slug flow regime. On 

the other hand, as gas velocity of faster than 5 cm/sec 

was used, the slug flow regime was observed in the 

simulation. Therefore, the degree of dispersion of inert gas 

was greatly wider than the homogeneous bubble flow 

regime. 

As a result, it could be expected that higher gas flow rate 

improved the contact between bubbles and ballast water and 

led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WT.

Fig. 7 CFD simulation of bubble column reactor when inert    

       gas velocity inlet was (a) 0.00 m/sec, (b) 0.01 m/sec,   

       (c) 1.00 m/sec at a fixed time = 1.00 sec.

5. Conclusions  

The new bubble reactor for BWT was developed and its 

efficiency was experimented and simulated. The effects of 

flow rate and residence time on mortality of microorganism 

were experimentally measured. The flow field and phase 

concentration distribution were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 bubble reactor. The developed bubble 

reactor could achieve high mortality of microorganism in 

seawater according to residence time and gas inlet 

flowrate while the sample was observed during 60 hours. 

Also, a three-dimensional seawater-inert gas bubble reactor 

was numerically simulated by CFD using ANSYS FLUENT 

software.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Population Balance 

Model (PBM) and Volume of Fluid (VOF) model could 

explain successfully experiment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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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조잠수체계 현황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조 잠수체계는 스쿠버 표면공급 공기잠

수와 혼합기체잠수 포화잠수로 구분할 수 있다 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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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본 운용 개념
운용 

수심
감압

스쿠버  실린더 내의 압축공기 사용 40m 무감압

표

면

공

급

잠

수

공기
잠수

 엄빌리컬을 통해 공급되는

 공기 사용
58m

수중 /

챔버

감압

혼합
기체
잠수

 엄빌리컬을 통해 공급되는

 혼합기체(He02) 사용
91m

수중 /

챔버

감압

포화

잠수

 엄빌리컬을 통해 공급되는

 혼합기체(He02) 사용

 *챔버가압→잠수→챔버감압

  (수심 300m 시 최소 14일 소요)

300m
챔버

감압

Table 1 Capability of NAVY salvage diving system

군의 구조 잠수체계별 운용 개념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공기를 

사용하는 스쿠버는 수중 기동성이 우수하여 수중탐색과 간단한 

작업에 사용한다 호흡한 기체를 모두 배출하는 개방회로 방식

이이며 공기 고유의 고압 하 부정적 생리현상으로 인해 수심 

약 까지 운용심도를 제한하고 있다 용기에 휴대하는 호흡

기체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장시간 수중에 체류할 수 없고 단

단한 헬멧이 없어 잠수사의 신체를 보호하기가 곤란하며 통신

기가 없어 잠수사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전문 

구조작전에는 제한적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표면공급 잠

수체계는 스쿠버와 같은 개방회로 방식이나 스쿠버와 달리 함

상의 호흡기체 저장용기로부터 호흡기체를 이송할 수 있는 엄빌

리컬이 잠수헬멧에 연결되어 지속적인 기체 공급이 가능하고

모함과의 통화를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으며 잠수를 할 수 

있으므로 구조작전에 주로 이용된다 호흡기체의 종류에 따라 

공기와 혼합기체잠수로 구분된다

표면공급 공기잠수는 스쿠버에 비해 잠수 수심과 해저 체류시

간의 제한이 적어 최대 까지 잠수가 가능하며 수중에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주로 감압잠수를 수행하며 표면공

급 혼합기체잠수는 헬륨과 산소의 혼합물인 헬리옥스 를 

사용한다 잠수 중 압축된 일반 공기를 호흡하면 독성 불활성 

기체의 마취 신체 조직 내 축적으로 인한 감압의 어려움 등 여

러 가지 생리적 제한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

복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헬리옥스 잠수와 같은 혼합기체잠수

이다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나이트록스 는 질소 와 산소 의 합성

어로 질소와 산소의 혼합 기체이다 산소의 혼합비가 이상

인 나이트록스는 인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또는 라 부르고 잠수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득을 

주고 있다

일반 공기는 즉시 준비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저렴한 

호흡기체이다 하지만 일정 수심 하에서의 질소 마취와 불활성 

기체인 질소로 인한 감압의 부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잠수에 

이상적인 기체가 아니다 잠수 시 하잠에 따른 압

력의 증가는 질소 부분압을 상승시켜 마취효과를 유발한다 또

한 체내에 용해되어 축적되는 질소의 양 역시 질소의 부분압에 

의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감압 시간의 증감이 결정된다 이러한 

일반 공기 호흡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질소

의 비율을 줄이고 산소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이

론적 배경을 토대로 고안된 잠수가 바로 나이트록스 잠수이다

공기 대신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여 잠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

는 장점은 무감압 잠수에서의 잠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감압 

잠수에서 감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체내에 남아있는 잔류

질소량을 줄여서 감압병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질소마취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나이트록스는 가격이 비싸고 제조를 위해 추가적인 장치가 필

요하며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산소청결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산소중독이다 높은 부분

압의 산소를 잠복기 보다 짧은 시간을 흡입하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흡입할 경우 

산소중독이 발생된다 산소중독의 양상은 다양하나 그 중 

산소중독과 폐 산소중독이 가장 현저하다해양의료원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하였으며 대면토

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소련의 원자탄 보유량을 추정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년에 최초로 사용하였

다 추정하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

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

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논

리적 근거를 두고 있는 조사연구이다이종성

이 기법은 인지된 판단 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대조하는 방법이며 즉 자료의 부족과 문제의 복잡성

으로 인하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가의 적절한 직관적 판

단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두현

이에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는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피드백 된 전 회의 통계적 집단반응과 소수의견 보고서를 참고

하여 다음 회에 자기 판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다 델파이를 이용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동일 대상자에게 계속

적으로 회 실시하는데 각 조사는 전문가로부터 도출된 정보

를 토대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예측이 압축되

거나 서로 접근하게 된다김정수

종합하면 델파이 기법은 면밀한 계획 하에 익명의 전문가집

단에게 반복된 설문과 전 회의의 설문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지 않아도 

집단 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일종의 집단협의 방식

의 대안적 조사방법이다 몇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마지막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를 최종 결과로 삼아 각

각의 대안이 가져올 효과와 방향을 예측하여 모든 대안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이용된다구수용

연구방법

본 연구에는 합의 델파이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년 대한

민국 해군 해난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모집단으

로 선정하고 비확률적 표집 을 이용하

여 해난구조작전 지휘관 명 해난구조작전 팀장 및 작전 계획 

수립자 명 인원 장비관리 실무자 및 잠수사 명 총 명을 대

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

는 설문지이며 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차는 나이

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을 통한 해난구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개방형 

응답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차는 차 설문에서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차 설문지에 제시한 후 변화 

가능성과 희망의 정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 설문의 

응답결과 사분점간 범위에서 벗어난 응답에 대해서는 재 추정하

여 수정하고 소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나이트록스 잠

수기법 도입을 통한 해난구조 발전방안으로 전망된 항목들에 대

해 변화 가능성과 희망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적 의견

을 작성하게 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을 통해 통계처리하였는데 집단 간 변화에 

대한 차이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의 문제점개선방안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의 안전성

본 연구에서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으

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산소중독에 대한 위험을 지적

하였다 나이트록스라는 기체는 산소의 부분압을 높인 기체이기 

때문에 높은 부분압의 산소를 호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소중

독 증상에 대해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잠수 중 산소부분압이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극한 환경에서 잠수 시에

는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해군

은 이미 년부터 포화잠수 및 혼합기체 잠수기법을 운용해왔

다 혼합기체잠수 포화잠수기법에서 사용하는 기체는 헬륨과 

산소의 혼합물인 헬리옥스이며 이 기체 역시 산소중독의 위험

으로 인해 산소의 부분압이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

여 운용해야 한다 해군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산소중독 사고 

없이 혼합기체잠수 및 포화잠수기법을 운용해왔으므로 나이트

록스 잠수기법을 도입하여 운용하더라도 산소중독의 위험을 충

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 해군은 잠수

시스템 도입에 유럽연합 통합인증 한국선급 인증 등을 

적용하며 현재 기준을 유지하여 안전성이 인증된 시스템을 도

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문제점으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부정확한 

기체 혼합에 의한 기체사고의 위험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준배 등 은 다이버가 산소와 질소로 혼합된 

기체를 으로 오인하여 까지 잠수 후 약 의 산소

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고 사례를 보고하여 부정확한 기체 혼합

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트

록스 사용 전 사용자가 산소함량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

한다면 부정확한 기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다음으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은 잠수 중 미준

수시 위험을 지적하였는데 우대희 는 는 특히 호흡 

기체로 나이트록스나 트라이믹스를 사용하는 잠수에서 잠수사

의 산소 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잠수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의 운용 및 교육훈련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의 운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문제점에 대

해서는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군내 나이트록스 전문가 

부재를 지적하였다 나이트록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테크니컬 

잠수 활성화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잠수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

으며 산업잠수 분야에서도 사용이 시작되고 있다우대희

하지만 군내에는 나이트록스 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므로 국

내 외 나이트록스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 다음 부대 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잠수테이블 적용에 

있어 적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감압절차는 를 구하여 공기잠수테이블에 적용하

는 방법과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제작한 나이트록스 잠수 테이블

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잠수를 계획할 때 일일이 를 구

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으나 미 해군 다이빙 매뉴얼

에는 이를 간단히 하기 위한 테이블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수심과 산소농도에 따른 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헬리옥스 잠수와 나이트

록스 잠수 간 합리적인 적용시기 판단 제한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해군의 수심별 잠수체계에 약 이내의 수심에서 사용

이 가능한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이 추가된다면 공기잠수와 운용 

수심이 중복되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별로 어떠한 잠수

기법을 운용하는 것이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태현

은 나이트록스 잠수는 약 이내의 수심에서 개

방회로 공기 스쿠버에 비해 무감압 하 수중 체류 가능시간이 극

대화되고 장시간 수중 체류 시 감압시간의 극적인 감소가 가능

하므로 이내 수심에서는 나이트록스 잠수를 우선적으로 

적용 운용해야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편 헬리옥스 혼합기체잠수는 낮은 수심에서 단시간 동안 잠수

를 하여도 오랜 감압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낮은 수심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이상 심해에서 장기간 잠수를 할 때 

적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과는 중복성이 적어 적용시기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이

라 판단된다

나이트록스 기체 제조

부분압 방식 계속흐름 방식 멤브레인 방식 세 가지 방법의 

나이트록스 기체 제조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인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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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본 운용 개념
운용 

수심
감압

스쿠버  실린더 내의 압축공기 사용 40m 무감압

표

면

공

급

잠

수

공기
잠수

 엄빌리컬을 통해 공급되는

 공기 사용
58m

수중 /

챔버

감압

혼합
기체
잠수

 엄빌리컬을 통해 공급되는

 혼합기체(He02) 사용
91m

수중 /

챔버

감압

포화

잠수

 엄빌리컬을 통해 공급되는

 혼합기체(He02) 사용

 *챔버가압→잠수→챔버감압

  (수심 300m 시 최소 14일 소요)

300m
챔버

감압

Table 1 Capability of NAVY salvage diving system

군의 구조 잠수체계별 운용 개념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공기를 

사용하는 스쿠버는 수중 기동성이 우수하여 수중탐색과 간단한 

작업에 사용한다 호흡한 기체를 모두 배출하는 개방회로 방식

이이며 공기 고유의 고압 하 부정적 생리현상으로 인해 수심 

약 까지 운용심도를 제한하고 있다 용기에 휴대하는 호흡

기체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장시간 수중에 체류할 수 없고 단

단한 헬멧이 없어 잠수사의 신체를 보호하기가 곤란하며 통신

기가 없어 잠수사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전문 

구조작전에는 제한적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표면공급 잠

수체계는 스쿠버와 같은 개방회로 방식이나 스쿠버와 달리 함

상의 호흡기체 저장용기로부터 호흡기체를 이송할 수 있는 엄빌

리컬이 잠수헬멧에 연결되어 지속적인 기체 공급이 가능하고

모함과의 통화를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으며 잠수를 할 수 

있으므로 구조작전에 주로 이용된다 호흡기체의 종류에 따라 

공기와 혼합기체잠수로 구분된다

표면공급 공기잠수는 스쿠버에 비해 잠수 수심과 해저 체류시

간의 제한이 적어 최대 까지 잠수가 가능하며 수중에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주로 감압잠수를 수행하며 표면공

급 혼합기체잠수는 헬륨과 산소의 혼합물인 헬리옥스 를 

사용한다 잠수 중 압축된 일반 공기를 호흡하면 독성 불활성 

기체의 마취 신체 조직 내 축적으로 인한 감압의 어려움 등 여

러 가지 생리적 제한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

복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헬리옥스 잠수와 같은 혼합기체잠수

이다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나이트록스 는 질소 와 산소 의 합성

어로 질소와 산소의 혼합 기체이다 산소의 혼합비가 이상

인 나이트록스는 인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또는 라 부르고 잠수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득을 

주고 있다

일반 공기는 즉시 준비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저렴한 

호흡기체이다 하지만 일정 수심 하에서의 질소 마취와 불활성 

기체인 질소로 인한 감압의 부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잠수에 

이상적인 기체가 아니다 잠수 시 하잠에 따른 압

력의 증가는 질소 부분압을 상승시켜 마취효과를 유발한다 또

한 체내에 용해되어 축적되는 질소의 양 역시 질소의 부분압에 

의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감압 시간의 증감이 결정된다 이러한 

일반 공기 호흡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질소

의 비율을 줄이고 산소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이

론적 배경을 토대로 고안된 잠수가 바로 나이트록스 잠수이다

공기 대신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여 잠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

는 장점은 무감압 잠수에서의 잠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감압 

잠수에서 감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체내에 남아있는 잔류

질소량을 줄여서 감압병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질소마취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나이트록스는 가격이 비싸고 제조를 위해 추가적인 장치가 필

요하며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산소청결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산소중독이다 높은 부분

압의 산소를 잠복기 보다 짧은 시간을 흡입하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흡입할 경우 

산소중독이 발생된다 산소중독의 양상은 다양하나 그 중 

산소중독과 폐 산소중독이 가장 현저하다해양의료원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하였으며 대면토

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소련의 원자탄 보유량을 추정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년에 최초로 사용하였

다 추정하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

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

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논

리적 근거를 두고 있는 조사연구이다이종성

이 기법은 인지된 판단 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대조하는 방법이며 즉 자료의 부족과 문제의 복잡성

으로 인하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가의 적절한 직관적 판

단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두현

이에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는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피드백 된 전 회의 통계적 집단반응과 소수의견 보고서를 참고

하여 다음 회에 자기 판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다 델파이를 이용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동일 대상자에게 계속

적으로 회 실시하는데 각 조사는 전문가로부터 도출된 정보

를 토대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예측이 압축되

거나 서로 접근하게 된다김정수

종합하면 델파이 기법은 면밀한 계획 하에 익명의 전문가집

단에게 반복된 설문과 전 회의의 설문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지 않아도 

집단 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일종의 집단협의 방식

의 대안적 조사방법이다 몇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마지막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를 최종 결과로 삼아 각

각의 대안이 가져올 효과와 방향을 예측하여 모든 대안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이용된다구수용

연구방법

본 연구에는 합의 델파이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년 대한

민국 해군 해난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모집단으

로 선정하고 비확률적 표집 을 이용하

여 해난구조작전 지휘관 명 해난구조작전 팀장 및 작전 계획 

수립자 명 인원 장비관리 실무자 및 잠수사 명 총 명을 대

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

는 설문지이며 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차는 나이

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을 통한 해난구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개방형 

응답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차는 차 설문에서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차 설문지에 제시한 후 변화 

가능성과 희망의 정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 설문의 

응답결과 사분점간 범위에서 벗어난 응답에 대해서는 재 추정하

여 수정하고 소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나이트록스 잠

수기법 도입을 통한 해난구조 발전방안으로 전망된 항목들에 대

해 변화 가능성과 희망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적 의견

을 작성하게 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을 통해 통계처리하였는데 집단 간 변화에 

대한 차이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의 문제점개선방안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의 안전성

본 연구에서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으

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산소중독에 대한 위험을 지적

하였다 나이트록스라는 기체는 산소의 부분압을 높인 기체이기 

때문에 높은 부분압의 산소를 호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소중

독 증상에 대해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잠수 중 산소부분압이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극한 환경에서 잠수 시에

는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해군

은 이미 년부터 포화잠수 및 혼합기체 잠수기법을 운용해왔

다 혼합기체잠수 포화잠수기법에서 사용하는 기체는 헬륨과 

산소의 혼합물인 헬리옥스이며 이 기체 역시 산소중독의 위험

으로 인해 산소의 부분압이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

여 운용해야 한다 해군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산소중독 사고 

없이 혼합기체잠수 및 포화잠수기법을 운용해왔으므로 나이트

록스 잠수기법을 도입하여 운용하더라도 산소중독의 위험을 충

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 해군은 잠수

시스템 도입에 유럽연합 통합인증 한국선급 인증 등을 

적용하며 현재 기준을 유지하여 안전성이 인증된 시스템을 도

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문제점으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부정확한 

기체 혼합에 의한 기체사고의 위험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준배 등 은 다이버가 산소와 질소로 혼합된 

기체를 으로 오인하여 까지 잠수 후 약 의 산소

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고 사례를 보고하여 부정확한 기체 혼합

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트

록스 사용 전 사용자가 산소함량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

한다면 부정확한 기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다음으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은 잠수 중 미준

수시 위험을 지적하였는데 우대희 는 는 특히 호흡 

기체로 나이트록스나 트라이믹스를 사용하는 잠수에서 잠수사

의 산소 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잠수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의 운용 및 교육훈련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의 운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문제점에 대

해서는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군내 나이트록스 전문가 

부재를 지적하였다 나이트록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테크니컬 

잠수 활성화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잠수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

으며 산업잠수 분야에서도 사용이 시작되고 있다우대희

하지만 군내에는 나이트록스 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므로 국

내 외 나이트록스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 다음 부대 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잠수테이블 적용에 

있어 적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감압절차는 를 구하여 공기잠수테이블에 적용하

는 방법과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제작한 나이트록스 잠수 테이블

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잠수를 계획할 때 일일이 를 구

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으나 미 해군 다이빙 매뉴얼

에는 이를 간단히 하기 위한 테이블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수심과 산소농도에 따른 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헬리옥스 잠수와 나이트

록스 잠수 간 합리적인 적용시기 판단 제한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해군의 수심별 잠수체계에 약 이내의 수심에서 사용

이 가능한 나이트록스 잠수기법이 추가된다면 공기잠수와 운용 

수심이 중복되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별로 어떠한 잠수

기법을 운용하는 것이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태현

은 나이트록스 잠수는 약 이내의 수심에서 개

방회로 공기 스쿠버에 비해 무감압 하 수중 체류 가능시간이 극

대화되고 장시간 수중 체류 시 감압시간의 극적인 감소가 가능

하므로 이내 수심에서는 나이트록스 잠수를 우선적으로 

적용 운용해야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편 헬리옥스 혼합기체잠수는 낮은 수심에서 단시간 동안 잠수

를 하여도 오랜 감압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낮은 수심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이상 심해에서 장기간 잠수를 할 때 

적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과는 중복성이 적어 적용시기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이

라 판단된다

나이트록스 기체 제조

부분압 방식 계속흐름 방식 멤브레인 방식 세 가지 방법의 

나이트록스 기체 제조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인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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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의한 충전절차 준수이다 해군은 모든 장비에 대해 매

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장비 오작동에 의한 사고의 예

방과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매뉴얼에 의한 장비 운용은 필

수적인 사항이다

새로운 잠수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군의 인식

본 연구에서 새로운 잠수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군의 인

식 상의 문제점에 대해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산

소중독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지적하였다 해군에서 공기로 

까지 잠수를 제한하는 이유도 그 이상의 수심에서는 산소중

독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이트록스뿐만 아니라 공기 헬

리옥스를 사용하여도 제한수심만 달라질 뿐 산소중독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며 제한수심 이내에서 계획된 다이빙을 한다면 산

소중독에 걸릴 위험은 극히 낮다 더구나 해군의 주요 잠수방법

은 표면공급 잠수방식으로 최대수심까지 스테이지를 내린 후 

잠수사가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해당 수심에서 잠수를 하는 방

식을 취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더 깊이 잠수할 확률이 적다 또

한 상부 에서 잠수사의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제한수심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소

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홍보하고 교육한다

면 부대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익숙한 시스템에 젖

어 새로운 장비 및 운용절차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지적했다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대원들에게 장점과 도입의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고 발생되

는 의문을 적시에 해소해야 하며 변화에 대해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희망의 정도

안전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희망 정도에서는 미 해군 공기

잠수 테이블에 를 적용한 잠수테이블 도입 고압 산소 사용 

관련 안전대책 마련 나이트록스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 주기적인 산소청결처리 무자격자의 잠수 

방지 정확한 이해와 운용 방법 교육 안정성이 인증된 혼합시스

템 구축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나이트록스 산소함량을 분석하

는 절차 준수 일정 산소 부분압 잠수만 적용하여 다이빙 계획

을 단순화 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운용 및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나이트록스에 대한 정확한 교육

훈련 및 반복 숙달 명확한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지속적 사용을 

통한 기체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 권위 있는 국외기관 위탁

교육으로 벤치마킹 및 군내 전문가 양성 산업잠수 전문가에 의

한 초빙교육 및 의견수렴 담당교관의 나이트록스 숙지도에 대

한 평가제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

기체 제조에 대해서 각 제조방법의 공통적인 사항은 매뉴얼에 

의한 충전절차 준수 전문 관리자 교육 및 양성 나이트록스 전

용 실린더 확보 및 운용 제조시 대용량 스토리지 실린더에 저

장 후 사용 안전성이 인증된 시스템 설치 기체 혼합 비율에 대

한 오차 범위 설정 정규과정에 장비 운용 방법 교육 자동화 패

널 설치로 모니터링 소요 감소가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잠수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군의 인식으로는 안

정성이 인증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종

합적 검토 효율과 장점 등을 정확하게 교육하여 점진적인 인지

도 개선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잠수 방지 현 공기잠

수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 나이트록스를 포함

한 각 잠수기법별 운용수심에 대한 재논의 지속적인 교육과 반

복된 실습기회 부여 테이블의 안전성 검증 질소마취와 산

소중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확대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교관 

확보 및 교육과정 개설이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연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군의 나이트록스 잠수기

법 도입방안은 아래와 같다

안전성 측면에서 미 해군 공기잠수 테이블에 를 적용

한 잠수테이블 도입이 필요하고 고압 산소 사용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운용 및 교육훈련 측면에서 나이트록스에 대한 정확한 교

육훈련 및 반복 숙달이 필요하고 명확한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이 필요하며 지속적 사용을 통한 기체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

증이 필요하다

기체 제조 측면에서 매뉴얼에 의한 충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전문 관리자 교육 및 양성이 필요하며 나이트록스 전용 

실린더를 확보 및 운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잠수기법을 도입하는데 대한 해군의 인식 측면에

서 안정성이 인증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과 장점 등을 정확

하게 교육하여 점진적인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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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advances in marine robotics technologies enable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UUVs) to be utilized in various 
scientific and engineering applications. Underwater ship hull inspection which used to be conducted by human divers is a potential 
application for UUVs, and the automation of the inspection task with UUVs is expected to greatly improve the operational safety and 
efficiency. This study addresses the development of a hover-capable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system to achieve automatic 
visual hull inspection by integrating a hardware vehicle platform and the software algorithms for vehicle autonomy.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vehicle platform and the algorithms are described, and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test conducted in an indoor water 
tank environment are shown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system.

1. 서    론 

해양 환경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선체 표면의 결함

은 선박의 운항 안정성 및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

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박의 사전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인 수중 육안 검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선체 수중 

검사의 기존 방식은 유인 잠수부를 투입함으로써 행해져 왔으

나, 안전성의 문제로 세밀한 검사가 어려워 비용 대비 검사 결

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해양 로봇공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인 수중 운동체(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들이 수

중 작업에 적용되어 왔다. 그 중 원격 조작 수중 운동체(ROV: 

Remotely-operated underwater vehicle)는 수중 검사 및 탐사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중 운동체의 

한 유형이나,  ROV의 유선 운용 방식 특성 상 숙련된 선상 조작

자가 상시 요구되며 운용 반경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 한편, 일

반적인 어뢰형 타입의 자율 수중 운동체(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는 저항 및 추진에 유리하여 해양물리량 측

정과 같은 넓은 영역에서의 단순한 임무에는 유용하지만 제자리 

유영이나 임의 방향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

체 검사와 같은 복잡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Fig. 1 The developed hover-capable AUV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인 작업 또는 ROV를 이용한 검사 방

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선체 검사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호

버링 타입 AUV(Hover-capable AUV) 시스템 개발에 대해 다룬

다. 개발된 시스템은 하드웨어 플랫폼 및 선체 검사 자동화 알

고리즘을 포함하며, 그 상세 내용들이 이어지는 장에서 기술된

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해 수조 환경에서 수행된 기초 시험 결과를 보인다.

2. AUV 플랫폼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UV 플랫폼의 3차원 모델과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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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의한 충전절차 준수이다 해군은 모든 장비에 대해 매

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장비 오작동에 의한 사고의 예

방과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매뉴얼에 의한 장비 운용은 필

수적인 사항이다

새로운 잠수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군의 인식

본 연구에서 새로운 잠수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군의 인

식 상의 문제점에 대해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산

소중독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지적하였다 해군에서 공기로 

까지 잠수를 제한하는 이유도 그 이상의 수심에서는 산소중

독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이트록스뿐만 아니라 공기 헬

리옥스를 사용하여도 제한수심만 달라질 뿐 산소중독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며 제한수심 이내에서 계획된 다이빙을 한다면 산

소중독에 걸릴 위험은 극히 낮다 더구나 해군의 주요 잠수방법

은 표면공급 잠수방식으로 최대수심까지 스테이지를 내린 후 

잠수사가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해당 수심에서 잠수를 하는 방

식을 취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더 깊이 잠수할 확률이 적다 또

한 상부 에서 잠수사의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제한수심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소

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홍보하고 교육한다

면 부대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난구조 전문가 명 이 익숙한 시스템에 젖

어 새로운 장비 및 운용절차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지적했다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대원들에게 장점과 도입의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고 발생되

는 의문을 적시에 해소해야 하며 변화에 대해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도입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희망의 정도

안전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희망 정도에서는 미 해군 공기

잠수 테이블에 를 적용한 잠수테이블 도입 고압 산소 사용 

관련 안전대책 마련 나이트록스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 주기적인 산소청결처리 무자격자의 잠수 

방지 정확한 이해와 운용 방법 교육 안정성이 인증된 혼합시스

템 구축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나이트록스 산소함량을 분석하

는 절차 준수 일정 산소 부분압 잠수만 적용하여 다이빙 계획

을 단순화 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운용 및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나이트록스에 대한 정확한 교육

훈련 및 반복 숙달 명확한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지속적 사용을 

통한 기체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 권위 있는 국외기관 위탁

교육으로 벤치마킹 및 군내 전문가 양성 산업잠수 전문가에 의

한 초빙교육 및 의견수렴 담당교관의 나이트록스 숙지도에 대

한 평가제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

기체 제조에 대해서 각 제조방법의 공통적인 사항은 매뉴얼에 

의한 충전절차 준수 전문 관리자 교육 및 양성 나이트록스 전

용 실린더 확보 및 운용 제조시 대용량 스토리지 실린더에 저

장 후 사용 안전성이 인증된 시스템 설치 기체 혼합 비율에 대

한 오차 범위 설정 정규과정에 장비 운용 방법 교육 자동화 패

널 설치로 모니터링 소요 감소가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잠수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군의 인식으로는 안

정성이 인증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종

합적 검토 효율과 장점 등을 정확하게 교육하여 점진적인 인지

도 개선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잠수 방지 현 공기잠

수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 나이트록스를 포함

한 각 잠수기법별 운용수심에 대한 재논의 지속적인 교육과 반

복된 실습기회 부여 테이블의 안전성 검증 질소마취와 산

소중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확대 나이트록스 잠수기법 교관 

확보 및 교육과정 개설이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연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군의 나이트록스 잠수기

법 도입방안은 아래와 같다

안전성 측면에서 미 해군 공기잠수 테이블에 를 적용

한 잠수테이블 도입이 필요하고 고압 산소 사용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운용 및 교육훈련 측면에서 나이트록스에 대한 정확한 교

육훈련 및 반복 숙달이 필요하고 명확한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이 필요하며 지속적 사용을 통한 기체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

증이 필요하다

기체 제조 측면에서 매뉴얼에 의한 충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전문 관리자 교육 및 양성이 필요하며 나이트록스 전용 

실린더를 확보 및 운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잠수기법을 도입하는데 대한 해군의 인식 측면에

서 안정성이 인증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과 장점 등을 정확

하게 교육하여 점진적인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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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advances in marine robotics technologies enable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UUVs) to be utilized in various 
scientific and engineering applications. Underwater ship hull inspection which used to be conducted by human divers is a potential 
application for UUVs, and the automation of the inspection task with UUVs is expected to greatly improve the operational safety and 
efficiency. This study addresses the development of a hover-capable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system to achieve automatic 
visual hull inspection by integrating a hardware vehicle platform and the software algorithms for vehicle autonomy.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vehicle platform and the algorithms are described, and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test conducted in an indoor water 
tank environment are shown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system.

1. 서    론 

해양 환경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선체 표면의 결함

은 선박의 운항 안정성 및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

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박의 사전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인 수중 육안 검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선체 수중 

검사의 기존 방식은 유인 잠수부를 투입함으로써 행해져 왔으

나, 안전성의 문제로 세밀한 검사가 어려워 비용 대비 검사 결

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해양 로봇공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인 수중 운동체(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들이 수

중 작업에 적용되어 왔다. 그 중 원격 조작 수중 운동체(ROV: 

Remotely-operated underwater vehicle)는 수중 검사 및 탐사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중 운동체의 

한 유형이나,  ROV의 유선 운용 방식 특성 상 숙련된 선상 조작

자가 상시 요구되며 운용 반경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 한편, 일

반적인 어뢰형 타입의 자율 수중 운동체(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는 저항 및 추진에 유리하여 해양물리량 측

정과 같은 넓은 영역에서의 단순한 임무에는 유용하지만 제자리 

유영이나 임의 방향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

체 검사와 같은 복잡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Fig. 1 The developed hover-capable AUV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인 작업 또는 ROV를 이용한 검사 방

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선체 검사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호

버링 타입 AUV(Hover-capable AUV) 시스템 개발에 대해 다룬

다. 개발된 시스템은 하드웨어 플랫폼 및 선체 검사 자동화 알

고리즘을 포함하며, 그 상세 내용들이 이어지는 장에서 기술된

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해 수조 환경에서 수행된 기초 시험 결과를 보인다.

2. AUV 플랫폼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UV 플랫폼의 3차원 모델과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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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H-AUV system

Item Value

Dimension 0.92×0.89×0.83 m (L×W×H)

Weight 130 kg (in air)

Depth rating Max. 50 m

Thrusters (ea) Horizontal (4) / Vertical (2)

Batteries (Power) Li-Po Battery×2 (29.4Vdc/16Ah)

Endurance Max. 3 hours (per charge)

Fig. 2 Hardware architecture of the AUV

양을 Fig. 1과 Table 1에 보인다. AUV 플랫폼의 하드웨어 시스

템은 센서 시스템, 추진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포함한 전체 하드웨어 구조를 Fig. 2에 보인다. 

개발된 플랫폼의 센서 시스템은 수중 검사를 자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항법 센서와 검사 결과를 영상 전개도 형태로 제시하

기 위한 영상 센서로 구성된다. 플랫폼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 

모듈은 선체면과의 일정한 거리와 법선 방향을 유지하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스테레오 카메라, 조명, 음향 거리계, 틸트 액츄

에이터(Tilt actuator)로 구성하였다. DVL(Doppler velocity log)과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는 AUV의 운동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고 정밀 수중 항법을 위한 기반 정보로서 활용된다.

주 전장 용기에 장착된 PC104 모듈에는 전원 제어, 센서 계측 

인터페이스, AUV의 유도, 항법, 제어 알고리즘이 구현된 소프트

웨어가 탑재된다. 육상에는 영상 처리용 PC와 조작자용 제어 

PC가 구성되고, 이들은 AUV 내부 PC와 광 케이블로 연결된다. 

영상 처리용 PC는 스테레오 영상 처리 및 영상 모자이킹 알고

리즘의 연산을 수행하고, 조작자용 제어 PC에서는 AUV의 상태 

및 각종 계측치들의 모니터링 역할과 필요 시 수동 조작 명령을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PC들 간의 송/수신 되는 정보들은 공

동의 네트워크에서 공유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AUV는 부력 중심을 중력 중심의 상부에 

위치시켜 능동 제어 입력이 없이도 롤(Roll), 피치(Pitch)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평 운동을 위해 4개의 추진기

를 배치하였고 수직 운동을 위해 2개의 추진기를 배치하였다. 

수평 운동을 위한 추진기들은 추력 분배 알고리즘을 통해 서지

(Surge), 스웨이(Sway), 요(Yaw) 운동을 제어하고, 수직 운동을 

위한 추진기들은 히브(Heave) 운동을 제어한다. 

3. 선체 수중검사 자동화 알고리즘

3.1 항법 제어 알고리즘

DVL과 IMU로부터 계측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 정밀 수중 항

법을 구현하기 위해 확장 칼만 필터(EKF: Extended Kalman 

filter)를 적용한다. EKF 알고리즘 상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AUV의 비선형 운동 방정식 함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식 (1)에서  ,  , 는 기준 좌표계에서 표현된 운동체의 3차원 

위치를 나타내고,  ,  , 는 운동체의 자세를 나타내는 오일러 

각(Euler angles)이다. w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란에 의한 잡음 

벡터로, 평균값 0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u는 제어 

입력 벡터로 IMU에서 계측되는 운동체의 가속도와 각속도 정보

로 정의된다. DVL의 계측 정보를 이용한 EKF의 계측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v는 평균값 0의 정규 분포로 가정된 계측 잡음 벡터이

다.

EKF로 추정된 항법 정보를 기반으로 선체면을 자율적으로 검

사하기 위해 수직 방향의 2차원 잔디 깎기 패턴(Lawn mower 

pattern) 경로를 만드는 일련의 경유점들이 생성된다. 경유점 추

종 제어를 위한 제어 오차 지표는 다음 경유점과의 위치 오차와 

경로 이탈 오차로 정의한다. 동시에, 선체면에 대한 선수각 제어

와 상대 거리 제어가 적용된다. 제어력을 계산하기 위해 추력분

배 알고리즘과 PID 되먹임 제어(Feedback control)을 적용하되 

추종 제어 성능의 향상을 위해 앞먹임 제어(Feedforward 

control)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3.2 영상 모자이킹

자율 항법을 통해 얻어진 선체면 영상들을 기반으로 검사 영

역에 대한 전역 영상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 특징점 기반 모자이

킹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특징점 기반 영

상 모자이킹 기법의 흐름 선도를 Fig. 3에 보인다.

수중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의 감쇠 및 산란은 얻어지는 광학 

영상에 대비 저하 및 비균일 조명 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효과들은 보상하고 영상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전처리 기법으로서 CLAHE (Contrast-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Zuiderveld, 1994)를 적용한다. CLAHE

를 통한 대비 향상 후, 영상 내 의미있는 특징점들을 검출하고 

이들을 기술하는 기술자 벡터(Descriptor vector)를 계산하기 위

해 SURF(Speeded-up robust features) (Bay et al., 2008)를 활용

한다.

한 쌍의 영상으로부터 카메라의 운동 정보를 포함하는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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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flow-chart of feature-based image mosaicking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 SURF 기술자 벡터들을 기반으로 한 특징

점 매칭 과정이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소 선체면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내 장면들이 근사적으로 평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영상 정합 모델로서 호모그래피(Homography) 행렬을 정의한다. 

Fig. 4-(a)에 보이듯이 기술자 벡터를 이용한 특징점 초기 매칭 

결과는 아웃라이어(Outlier)라고 불리는 부정확한 대응점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웃라이어를 강인하게 제거하기 위해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Hartley et al., 2000)알고리

즘을 활용한다. Fig. 4-(b)와 같이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후 남은 

인라이어(Inlier) 대응점들 간의 직교 회기(Orthogonal regression)

을 통해 한 쌍의 영상 간의 상대적인 호모그래피가 계산된다.

국소 영상들로 단일 모자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영상 정렬 

방법은 크게 지역 정렬(Local alignment)과 전역 정렬(Global 

alignment)로 분류된다. 지역 정렬은 각 영상들을 기준 모자이크 

평면에 투영하는 절대 호모그래피(Absolute homography)를 계산

하기 위해 순차적인 영상들 간의 상대 호모그래피(Relative 

homography)들을 연속적으로 곱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의 식

과 같이 기술된다.

여기서, 은 영상들이 투영될 기준 좌표계를 나타내고 은 3

×3 단위행렬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정렬 방법은 잡

음에 의한 대응점들의 측위 오차 및 호모그래피를 추정 상의 오

차들이 연속적으로 누적되므로 결과 모자이크 영상에 표류 오차

를 발생시킨다.  

전역 정렬 방법은 지역 정렬에서 발생하는 표류 오차를 제거

(a)

(b)

Fig. 4 An example of pairwise feature matching for images 

pre-processed by the CLAHE. (a) result of initial matching. 

(b) result of agter outlier rejection.

  

  (a)                            (b)

Fig. 5 Preliminary test in an indoor water tank environment. 

(a) experimental site. (b) the AUV system scanning the 

vertical wall surface of the water tank

하기 위해 순차적인 영상 정합과 비순차적인 영상들 간의 정합

(즉, 카메라의 폐루프 궤적)을 함께 고려한다. 정합이 가능한 모

든 영상 쌍들에서 발생하는 대응점들의 재투영(Reprojection) 오

차들을 이용하여 비용 함수(Cost function)을 정의하고, 이를 최

소화 하는 절대 호모그래피를 계산함으로써 전역 정렬 결과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역 정렬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p
 , p

 는 각각 번째 영상과 번째 영상에 존재 하는 

대응점 위치 벡터를 의미한다. 는 비용 함수에 사용되는 전체 

대응점의 수를 나타낸다.

4. 수조 환경에서의 성능 시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UV 시스템을 검증하고 선체 수중검

사 자동화 임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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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H-AUV system

Item Value

Dimension 0.92×0.89×0.83 m (L×W×H)

Weight 130 kg (in air)

Depth rating Max. 50 m

Thrusters (ea) Horizontal (4) / Vertical (2)

Batteries (Power) Li-Po Battery×2 (29.4Vdc/16Ah)

Endurance Max. 3 hours (per charge)

Fig. 2 Hardware architecture of the AUV

양을 Fig. 1과 Table 1에 보인다. AUV 플랫폼의 하드웨어 시스

템은 센서 시스템, 추진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포함한 전체 하드웨어 구조를 Fig. 2에 보인다. 

개발된 플랫폼의 센서 시스템은 수중 검사를 자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항법 센서와 검사 결과를 영상 전개도 형태로 제시하

기 위한 영상 센서로 구성된다. 플랫폼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 

모듈은 선체면과의 일정한 거리와 법선 방향을 유지하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스테레오 카메라, 조명, 음향 거리계, 틸트 액츄

에이터(Tilt actuator)로 구성하였다. DVL(Doppler velocity log)과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는 AUV의 운동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고 정밀 수중 항법을 위한 기반 정보로서 활용된다.

주 전장 용기에 장착된 PC104 모듈에는 전원 제어, 센서 계측 

인터페이스, AUV의 유도, 항법, 제어 알고리즘이 구현된 소프트

웨어가 탑재된다. 육상에는 영상 처리용 PC와 조작자용 제어 

PC가 구성되고, 이들은 AUV 내부 PC와 광 케이블로 연결된다. 

영상 처리용 PC는 스테레오 영상 처리 및 영상 모자이킹 알고

리즘의 연산을 수행하고, 조작자용 제어 PC에서는 AUV의 상태 

및 각종 계측치들의 모니터링 역할과 필요 시 수동 조작 명령을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PC들 간의 송/수신 되는 정보들은 공

동의 네트워크에서 공유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AUV는 부력 중심을 중력 중심의 상부에 

위치시켜 능동 제어 입력이 없이도 롤(Roll), 피치(Pitch)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평 운동을 위해 4개의 추진기

를 배치하였고 수직 운동을 위해 2개의 추진기를 배치하였다. 

수평 운동을 위한 추진기들은 추력 분배 알고리즘을 통해 서지

(Surge), 스웨이(Sway), 요(Yaw) 운동을 제어하고, 수직 운동을 

위한 추진기들은 히브(Heave) 운동을 제어한다. 

3. 선체 수중검사 자동화 알고리즘

3.1 항법 제어 알고리즘

DVL과 IMU로부터 계측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 정밀 수중 항

법을 구현하기 위해 확장 칼만 필터(EKF: Extended Kalman 

filter)를 적용한다. EKF 알고리즘 상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AUV의 비선형 운동 방정식 함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식 (1)에서  ,  , 는 기준 좌표계에서 표현된 운동체의 3차원 

위치를 나타내고,  ,  , 는 운동체의 자세를 나타내는 오일러 

각(Euler angles)이다. w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란에 의한 잡음 

벡터로, 평균값 0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u는 제어 

입력 벡터로 IMU에서 계측되는 운동체의 가속도와 각속도 정보

로 정의된다. DVL의 계측 정보를 이용한 EKF의 계측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v는 평균값 0의 정규 분포로 가정된 계측 잡음 벡터이

다.

EKF로 추정된 항법 정보를 기반으로 선체면을 자율적으로 검

사하기 위해 수직 방향의 2차원 잔디 깎기 패턴(Lawn mower 

pattern) 경로를 만드는 일련의 경유점들이 생성된다. 경유점 추

종 제어를 위한 제어 오차 지표는 다음 경유점과의 위치 오차와 

경로 이탈 오차로 정의한다. 동시에, 선체면에 대한 선수각 제어

와 상대 거리 제어가 적용된다. 제어력을 계산하기 위해 추력분

배 알고리즘과 PID 되먹임 제어(Feedback control)을 적용하되 

추종 제어 성능의 향상을 위해 앞먹임 제어(Feedforward 

control)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3.2 영상 모자이킹

자율 항법을 통해 얻어진 선체면 영상들을 기반으로 검사 영

역에 대한 전역 영상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 특징점 기반 모자이

킹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특징점 기반 영

상 모자이킹 기법의 흐름 선도를 Fig. 3에 보인다.

수중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의 감쇠 및 산란은 얻어지는 광학 

영상에 대비 저하 및 비균일 조명 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효과들은 보상하고 영상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전처리 기법으로서 CLAHE (Contrast-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Zuiderveld, 1994)를 적용한다. CLAHE

를 통한 대비 향상 후, 영상 내 의미있는 특징점들을 검출하고 

이들을 기술하는 기술자 벡터(Descriptor vector)를 계산하기 위

해 SURF(Speeded-up robust features) (Bay et al., 2008)를 활용

한다.

한 쌍의 영상으로부터 카메라의 운동 정보를 포함하는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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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flow-chart of feature-based image mosaicking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 SURF 기술자 벡터들을 기반으로 한 특징

점 매칭 과정이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소 선체면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내 장면들이 근사적으로 평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영상 정합 모델로서 호모그래피(Homography) 행렬을 정의한다. 

Fig. 4-(a)에 보이듯이 기술자 벡터를 이용한 특징점 초기 매칭 

결과는 아웃라이어(Outlier)라고 불리는 부정확한 대응점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웃라이어를 강인하게 제거하기 위해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Hartley et al., 2000)알고리

즘을 활용한다. Fig. 4-(b)와 같이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후 남은 

인라이어(Inlier) 대응점들 간의 직교 회기(Orthogonal regression)

을 통해 한 쌍의 영상 간의 상대적인 호모그래피가 계산된다.

국소 영상들로 단일 모자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영상 정렬 

방법은 크게 지역 정렬(Local alignment)과 전역 정렬(Global 

alignment)로 분류된다. 지역 정렬은 각 영상들을 기준 모자이크 

평면에 투영하는 절대 호모그래피(Absolute homography)를 계산

하기 위해 순차적인 영상들 간의 상대 호모그래피(Relative 

homography)들을 연속적으로 곱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의 식

과 같이 기술된다.

여기서, 은 영상들이 투영될 기준 좌표계를 나타내고 은 3

×3 단위행렬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정렬 방법은 잡

음에 의한 대응점들의 측위 오차 및 호모그래피를 추정 상의 오

차들이 연속적으로 누적되므로 결과 모자이크 영상에 표류 오차

를 발생시킨다.  

전역 정렬 방법은 지역 정렬에서 발생하는 표류 오차를 제거

(a)

(b)

Fig. 4 An example of pairwise feature matching for images 

pre-processed by the CLAHE. (a) result of initial matching. 

(b) result of agter outlier rejection.

  

  (a)                            (b)

Fig. 5 Preliminary test in an indoor water tank environment. 

(a) experimental site. (b) the AUV system scanning the 

vertical wall surface of the water tank

하기 위해 순차적인 영상 정합과 비순차적인 영상들 간의 정합

(즉, 카메라의 폐루프 궤적)을 함께 고려한다. 정합이 가능한 모

든 영상 쌍들에서 발생하는 대응점들의 재투영(Reprojection) 오

차들을 이용하여 비용 함수(Cost function)을 정의하고, 이를 최

소화 하는 절대 호모그래피를 계산함으로써 전역 정렬 결과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역 정렬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p
 , p

 는 각각 번째 영상과 번째 영상에 존재 하는 

대응점 위치 벡터를 의미한다. 는 비용 함수에 사용되는 전체 

대응점의 수를 나타낸다.

4. 수조 환경에서의 성능 시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UV 시스템을 검증하고 선체 수중검

사 자동화 임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과학

225



Fig. 6 AUV trajectory during automated inspection for the 

vertical wall surface of the water tank

 

            (a)                        (b)

Fig. 7 Two images taken at different time stamps to 

demonstrate the navigation and loop-closure performance

연구소 6본부에 위치한 실내 수조에서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 장소와 시험 중인 AUV의 모습을 Fig. 5에 보인다. 수조의 

수직 벽면을 자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깊이 방향으로 2 m, 0.5 

m의 경로 간격을 만드는 경유점들을 정의하였다. 대상 벽면에 

대한 자율 항법 및 경유점 추종 제어 결과를 Fig. 6에 보인다. 

또한, Fig. 7에서는 항법 성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루프

-폐쇄 지점에서 다른 시간에 얻어진 두 벽면 영상을 비교한다.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영상은 거의 같은 지점을 나타내며 이는 

AUV의 항법이 충분히 정밀하게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AUV가 자율 항법을 수행하는 동안 총 192개의 수중 벽면 영

상이 취득되었으며, 이에 대해 전역 정렬을 적용한 결과 모자이

크 영상을 Fig. 8-(a)에 보인다. 전역 정렬된 모자이크 영상에서 

보다 향상된 가시화를 위해 영상 블렌딩(Blending) 기법 (Gracias 

et al., 2009)이 적용되며, 그 결과를 Fig. 8-(b)에 보인다. 모자이

크 영상의 전반적인 경계 부분 연속성과 정렬 상태를 고려하였

을 때, 벽면에 대한 육안 검사 결과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정밀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체 수중검사 자동화를 위한 호버링 타입 

AUV 시스템의 하드웨어 플랫폼 및 운용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개발된 AUV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실내 수

조 벽면에 대한 자율 항법 및 제어를 수행하며 벽면에 대한 수

중 영상들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전역 정렬 및 블렌딩을 

통한 모자이킹 결과를 보였다.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제원과 기

능성, 그리고 항법 및 모자이킹 결과의 정밀도를 고려하였을 때,  

(a)

(b)

Fig. 8 The photomosaic generated through global alignment 

and image blending. (a) result of global alignment. (b) result 

of image blending

개발된 시스템은 선체 수중검사 자동화 임무에 충분히 적용 가

능한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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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UV trajectory during automated inspection for the 

vertical wall surface of the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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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wo images taken at different time stamps to 

demonstrate the navigation and loop-closure performance

연구소 6본부에 위치한 실내 수조에서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 장소와 시험 중인 AUV의 모습을 Fig. 5에 보인다. 수조의 

수직 벽면을 자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깊이 방향으로 2 m, 0.5 

m의 경로 간격을 만드는 경유점들을 정의하였다. 대상 벽면에 

대한 자율 항법 및 경유점 추종 제어 결과를 Fig. 6에 보인다. 

또한, Fig. 7에서는 항법 성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루프

-폐쇄 지점에서 다른 시간에 얻어진 두 벽면 영상을 비교한다.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영상은 거의 같은 지점을 나타내며 이는 

AUV의 항법이 충분히 정밀하게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AUV가 자율 항법을 수행하는 동안 총 192개의 수중 벽면 영

상이 취득되었으며, 이에 대해 전역 정렬을 적용한 결과 모자이

크 영상을 Fig. 8-(a)에 보인다. 전역 정렬된 모자이크 영상에서 

보다 향상된 가시화를 위해 영상 블렌딩(Blending) 기법 (Gracias 

et al., 2009)이 적용되며, 그 결과를 Fig. 8-(b)에 보인다. 모자이

크 영상의 전반적인 경계 부분 연속성과 정렬 상태를 고려하였

을 때, 벽면에 대한 육안 검사 결과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정밀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체 수중검사 자동화를 위한 호버링 타입 

AUV 시스템의 하드웨어 플랫폼 및 운용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개발된 AUV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실내 수

조 벽면에 대한 자율 항법 및 제어를 수행하며 벽면에 대한 수

중 영상들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전역 정렬 및 블렌딩을 

통한 모자이킹 결과를 보였다.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제원과 기

능성, 그리고 항법 및 모자이킹 결과의 정밀도를 고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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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8 The photomosaic generated through global alignment 

and image blending. (a) result of global alignment. (b) result 

of image blending

개발된 시스템은 선체 수중검사 자동화 임무에 충분히 적용 가

능한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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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형태를 채택하였다 또한 다양한 

센서들의 적재가 가능하도록 형상을 설계하였으며 내부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성품 배치를 설계하였다 수중글

라이더 외형 및 내부 구성품에 대한 배치도는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추진 메커니즘

수중글라이더는 수심 상한과 하한 사이를 승 하강을 반복하

여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다 하강시에는 부피의 감소로 부력중

심변화로 추진하며 수직 자세는 무게중심변화로 종동요각

을 발생시켜 하방향으로 주행한다 수심이 하한에 도달

하면 다시 부피를 증가시켜 부력증가에 의한 추진과 함께 수

직 자세를 제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승하강 운동은 부력중심

과 무게중심을 이동시킴으로써 목표점을 향해 주행하도록 하

는 추진 메커니즘이다

저항성능 해석 및 결과

수중글라이더의 초기설계를 위해 를 이용하였고 별 

형상과 속도에 따른 저항력을 계산하여 저항성능을 해석함으

로써 최적 형상을 도출하였다 저항성능해석을 위한 지배방정

식으로는 연속방정식과 

방정식이며 차원 비정상상태 비압축성 

점성유동을 고려하는 유한체적법

에 근거한 오픈소스툴킷 코드인 

을 사용하였다 난류모델로

서는 레이놀즈 응력항으로  모델을 적용하였고 압력과 

속도 연성은 

계열인 

법을 이용하였다 최적 형상설계를 위해 모델의 기본 

는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단계에 걸쳐 설계

변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형태와 두께 변화에 따른 세 개의 형상에 대하여 

계산한 후 최적 두께를 선정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도출된 최

적 두께를 고정하고 각에 대한 동체길이와 날개폭에 따른 형

상을 여섯 개의 로 나누어 저항성능해석을 하였다 각 단

계별 조건은 와 같고 해석결과는 에 나

타내었다 본 연구의 저항성능 해석결과 최적 두께로 

의 형상을 선정하였고 단계 에서는 최소의 저항을 

가지는 의 형상제원을 도출하였다

동역학 모델링

좌표계 설정 및 수학 모델링

설계된 무인 수중글라이더에 대하여 동체 내부의 자세제어

장치와 부력조절장치의 운동에 따른 동적 거동을 파악하고 부

력엔진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중글라이더에 대

한 수학적 동역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수중글라이더에 대한 비

선형 자유도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 좌표계를 과 

같이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거동하는 운동체의 운

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지구고정좌표계 와 선체고정좌

표계 를 설정하여 사용한다

설정한 좌표계에서 수중 글라이더의 운동을 나타내기 위한 

운동방정식은 식 과 같다 식 은 뉴턴오일러에 의해 유

도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나타내는 좌항과 외력 및 외력모

멘트를 나타내는 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변의 

유체력에 포함되는 유체력 계수들은 해석 구속모형시험 

또는 경험식을 통하여 구한 값들을 사용한다


                  


                    


                  


 


 

  
  

             


  

 
    

    
   

             


 

 
    

    
   

               

여기서   와   은 각각   축에 대한 수중글라이

더의 병진운동 속도와 회전운동 각속도를 나타낸다 는 각 

첨자의 축에 대한 수중글라이더의 질량관성모멘트를 나타내고

  는 수중글라이더의 질량중심 위치를 나타낸다 식 

의 우변에 있는 
 

 
 

 
 는 각각의 운동방향에 

대해 추력 부력 중력 그리고 유체력 등과 같이 수중글라이더

에 작용하는 외력과 모멘트이다 수중글라이더의 전체 질량 

는 식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수중글라이더의 외형 선체 질량 는 수중글

라이더의 외형 선체 질량과 내부의 변화 가능한 질량을 제외

한 내부 제어보드 및 센서모듈과 같은 고정된 구성품의 질량

그리고 는 내부의 가변질량을 각각 나타낸다

이중부력엔진 및 자세제어기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중글라이더는 선체의 내부에 

와 같은 형태의 부력조절장치를 설계하여 수중글라이더에 작

용하는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유압을 이용하

여 부력조절장치의 피스톤을 전진시키도록 하였고 피스톤을 

후진시킬 경우에는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하여 해수의 압력을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피스톤의 운동에 따라 수중에서 수중

글라이더의 부피를 변화시킴으로써 시스템에 작용하는 부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수직방향의 운동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한편 추진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중글라이더는 내부에 있

는 이동질량체의 직선운동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피치방향의 

운동을 갖도록 한다 특히 선체의 피치방향 운동이 발생함에 

따라 수중글라이더 선체뿐만 아니라 선체에 부착된 날개에는 

상대 유속에 의한 양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힘을 통하여 수중

글라이더가 추진력을 가지고 운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 보여준 바와 같이 내부에 있는 이동질량체를 구동

하기 위해 사용한 모터의 전기시스템에 

대한 모델링과 기어 및 볼스크류를 통한 이동질량체의 기계시

스템을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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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능 해석

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앞서 설계된 수중글라이더 모델의 운동성능을 해석하기 위

하여 과 같이 를 이용한 동역학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형 모델 형상에 적합하게 코딩하였고 내

부 이동질량과 부력조절장치 피스톤의 운동에 따른 운동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

기설계단계로서 유사한 형상을 갖는 모형에 대한 구속모형시

험 및 경험식에서 얻어진 유체력 계수를 시뮬레이션에 사용하

였다

운동 시뮬레이션 결과

천해에서의 수중글라이더 운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력

제어량을 전진과 후진시 각각 씩 이동하게 하였다 목표 

수심 하한인 에 도달 하였을 시 피스톤이 전진하여 부상시

키고 목표 수심 상한인 에 도달하였을 시 피스톤을 후진시

켜 잠항되도록 부력엔진을 조절하였다 자세제어기의 이동질량

체를 전후로 이동시켜 각도를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목표 

각도를 하강시  상승시 가 되도록 제어를 수

행하였다 운동시뮬레이션 결과는 에 나타낸 바와 같으

며 승하강 운동 양상은 기 연구결과인 형태의 운동

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속도 측면에서는 

형태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통형인 형태에 비해 날개를 가진 형태가 유체

로부터 받는 저항면적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형 수중글라이더에 대하여 저항성능 해석

을 통한 최적 형상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동역학 모델링과 운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동성능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항성능 해석을 통하여 최소 저항을 가지는 외형 및 내

부구성품의 최적 배치를 반영한 최적 형상안을 도출하였다

이중부력엔진과 자세제어기를 적용한 동역학 모델링을 

구성하였고 운동성능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기존 모델인 형태와의 운동성능 비교결과 승하

강 운동시뮬레이션이 유사한 형태로 잘 구현됨으로써 모델링

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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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인 수중건설로봇공통기술 및 경작업용 기술개발과제

의 총괄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인 레드원테크놀러지주와 함께 경

작업 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경작업 의 설계 심도는 미터 이며 공식적으로 최대 

작업심도는 미터로 설정하였다 선상 운용시스템으로는 

미터 엄빌리컬 케이블의 상하동요 보상기능을 갖는 윈치 

시스템과 수중에 를 탑재하고 투입되는 새장형

가 있다

천해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는 대개의 경우 정

도 이므로 최대속도는 로 설계하였다 경작업 의 설계 

중량은 이내이며 수조시험 전 를 맞춘 상태 즉 추

가 중량을 부착한 상태에서의 중량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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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개발된 상태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

로 추진기와 매니퓰레이터 카메라 및 각종 센서들을 원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다만 선상제어실은 제작 중이며 선상

제어실의 내부 시스템은 원격 조종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개발되었다

경작업 의 기본성능 시험은 레드원테크놀러지주가 보유

하고 있는 수중로봇 용 소형 수조와 포항에 위치한 수중건설로

봇사업단의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의 대형 수조에서 계획된 

성능시험을 모두 수행하고 각종 센서로 계측된 값들로써 검증 

하였다

기본 추진 성능 시험

추진기의 배치 및 제어

개발된 경작업 는 사의 전기모터 추진기를 사

용하며 깊은 설계심도로 인해 유적식 내압성능을 갖는 사양으로 

선정하였다 수평방향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추진기로는 

추진기를 선정하였고 모두 개의 수평 추진기가 부

착된다 각각의 수평추진기는 최대 의 추력을 가지며 이 

때 출력은 이다 수직방향은 조금 작은 용량의 

추진기를 개로 선정하였다 수직 추진기 각각의 최대 추

력은 이며 출력은 이다

추진기의 상세한 배치는 개의 수직 추진기가 수직 축에 대해 

도 기울어진 상태로 부력재의 전후좌우로 배치가 되고 개의 

수평 추진기는 전진방향 축에 대해 도의 각도로 전후좌우 배

치가 되고 전진 방향의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일한 방향으

로 개가 선미에 배치되었다 모든 추진기는 추진기 회전에 의

한 모멘트를 상쇄시키기 위해 인접한 추진기와 상반되는 피치를 

갖도록 하였다

제어는 와 제어를 위해 제어기를 

구현하였고 전후좌우 방향의 횡요와 종요 제어

를 위해 수직 추진기가 전후좌우 개씩 구동이 되는 기능도 구

현하였다 이 경우 대부분의 는 부력 중심과 무게중심의 수

직거리 에 비례하는 횡요 안정성을 갖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횡요 제어에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고 수직 추진기에 의한 경

사각 크기는 크지 않게 된다

이러한 종횡 경사 각도를 크게 하려면 부심과 무게중심의 수

직거리를 작게 설계하면 된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종횡 

복원 안정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은 경작업 의 프레임 상에 배치된 모든 추진기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는 개의 추진기를 일괄적으로 제

어하기 위해 설정한 각 추진기에 부여된 번호를 보여주고 있다

추진성능 시험

개발된 경작업 의 계획된 추진성능 시험은 최대속도 시

험 및 자유도 운동이 가능함을 보

기 위한에 종경사 제어와 횡경사 제어 시험으로 구성된다

전진방향의 최대속도 시험은 설계된 속도인 를 

경작업 에 장착된 로 측정하여 속도를 확인하였다 수

평 추진기는 개가 사용되지만 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저

속에서는 개의 추진기만 사용하다가 최대속도가 필요한 경우 

조이스틱을 최대로 위로 밀고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별도의 

버튼을 누르면 나머지 개의 추진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프로

그램 하였다

최대속도 시험은 가속구간이 필요해서 포항의 수중로봇 복합

실증센터의 대형 수조에서 실시하였으나 추진기 모터의 급격한 

전압인가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대 명령값이 입

력되더라도 추진기의 회전수가 천천히 증가하도록 프로그램 되

어 있어 가속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다음의 그래프는 

최고속도를 기록한 값의 기록을 보여 주고 있다 의 

기록은 전진방향 속도와 측방향 속도 벡터의 합을 기록한 것이

다 최대속도에 도달하자마자 속도가 떨어진 것은 가 관성

에 의해 수조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작했기 때문이다

자동심도 기능 시험은 광주의 레드원테크놀러지

주가 보유한 소형 수조에서 시험하였으며 은 시험 모습

을 찍은 사진이며  은 심도 센서의 기록을 보여 주고 있다

자동선수각 시험 역시 레드원테크놀러지주의 

수조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은 시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며  는 작동 중 방향 센서의 값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프

에 표시된 조이스틱 명령은 조작자가 임의로 선수각을 틀어서 

설정된 선수각으로 돌아오는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명령을 준 

것이다

자유도 운동 시험은 자동심도와 자동 선수각 시험에서 자유

도를 시험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수평운동 기능은 구현되어 동

영상으로 기록하였으며 잘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지만 횡경사와 

종경사 구동 기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추후에 이 기능은 수중에

서 가 작업을 할 때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경우 발생하는 

종요와 횡요를 제어 할 때 사용될 것이다 다음의 과 

은 자세 센서의 기록을 그래프로 기록한 것이다

수중음향전송 시스템 시험

수중음향전송 시스템 개요

개발된 경작업 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하

여 작업자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의 구현 중에 하나로 에 하이드로폰을 

장착하여 작업 중에 수중에서의 소리를 조종자가 들을 수 있도

록 하여 작업 환경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수부에 부착된 개의 하이드로폰에서 수신된 음향신

호를 선상제어실에서 가청주파수 대역으로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특정 음향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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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개발된 상태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

로 추진기와 매니퓰레이터 카메라 및 각종 센서들을 원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다만 선상제어실은 제작 중이며 선상

제어실의 내부 시스템은 원격 조종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개발되었다

경작업 의 기본성능 시험은 레드원테크놀러지주가 보유

하고 있는 수중로봇 용 소형 수조와 포항에 위치한 수중건설로

봇사업단의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의 대형 수조에서 계획된 

성능시험을 모두 수행하고 각종 센서로 계측된 값들로써 검증 

하였다

기본 추진 성능 시험

추진기의 배치 및 제어

개발된 경작업 는 사의 전기모터 추진기를 사

용하며 깊은 설계심도로 인해 유적식 내압성능을 갖는 사양으로 

선정하였다 수평방향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추진기로는 

추진기를 선정하였고 모두 개의 수평 추진기가 부

착된다 각각의 수평추진기는 최대 의 추력을 가지며 이 

때 출력은 이다 수직방향은 조금 작은 용량의 

추진기를 개로 선정하였다 수직 추진기 각각의 최대 추

력은 이며 출력은 이다

추진기의 상세한 배치는 개의 수직 추진기가 수직 축에 대해 

도 기울어진 상태로 부력재의 전후좌우로 배치가 되고 개의 

수평 추진기는 전진방향 축에 대해 도의 각도로 전후좌우 배

치가 되고 전진 방향의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일한 방향으

로 개가 선미에 배치되었다 모든 추진기는 추진기 회전에 의

한 모멘트를 상쇄시키기 위해 인접한 추진기와 상반되는 피치를 

갖도록 하였다

제어는 와 제어를 위해 제어기를 

구현하였고 전후좌우 방향의 횡요와 종요 제어

를 위해 수직 추진기가 전후좌우 개씩 구동이 되는 기능도 구

현하였다 이 경우 대부분의 는 부력 중심과 무게중심의 수

직거리 에 비례하는 횡요 안정성을 갖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횡요 제어에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고 수직 추진기에 의한 경

사각 크기는 크지 않게 된다

이러한 종횡 경사 각도를 크게 하려면 부심과 무게중심의 수

직거리를 작게 설계하면 된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종횡 

복원 안정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은 경작업 의 프레임 상에 배치된 모든 추진기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는 개의 추진기를 일괄적으로 제

어하기 위해 설정한 각 추진기에 부여된 번호를 보여주고 있다

추진성능 시험

개발된 경작업 의 계획된 추진성능 시험은 최대속도 시

험 및 자유도 운동이 가능함을 보

기 위한에 종경사 제어와 횡경사 제어 시험으로 구성된다

전진방향의 최대속도 시험은 설계된 속도인 를 

경작업 에 장착된 로 측정하여 속도를 확인하였다 수

평 추진기는 개가 사용되지만 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저

속에서는 개의 추진기만 사용하다가 최대속도가 필요한 경우 

조이스틱을 최대로 위로 밀고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별도의 

버튼을 누르면 나머지 개의 추진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프로

그램 하였다

최대속도 시험은 가속구간이 필요해서 포항의 수중로봇 복합

실증센터의 대형 수조에서 실시하였으나 추진기 모터의 급격한 

전압인가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대 명령값이 입

력되더라도 추진기의 회전수가 천천히 증가하도록 프로그램 되

어 있어 가속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다음의 그래프는 

최고속도를 기록한 값의 기록을 보여 주고 있다 의 

기록은 전진방향 속도와 측방향 속도 벡터의 합을 기록한 것이

다 최대속도에 도달하자마자 속도가 떨어진 것은 가 관성

에 의해 수조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작했기 때문이다

자동심도 기능 시험은 광주의 레드원테크놀러지

주가 보유한 소형 수조에서 시험하였으며 은 시험 모습

을 찍은 사진이며  은 심도 센서의 기록을 보여 주고 있다

자동선수각 시험 역시 레드원테크놀러지주의 

수조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은 시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며  는 작동 중 방향 센서의 값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프

에 표시된 조이스틱 명령은 조작자가 임의로 선수각을 틀어서 

설정된 선수각으로 돌아오는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명령을 준 

것이다

자유도 운동 시험은 자동심도와 자동 선수각 시험에서 자유

도를 시험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수평운동 기능은 구현되어 동

영상으로 기록하였으며 잘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지만 횡경사와 

종경사 구동 기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추후에 이 기능은 수중에

서 가 작업을 할 때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경우 발생하는 

종요와 횡요를 제어 할 때 사용될 것이다 다음의 과 

은 자세 센서의 기록을 그래프로 기록한 것이다

수중음향전송 시스템 시험

수중음향전송 시스템 개요

개발된 경작업 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하

여 작업자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의 구현 중에 하나로 에 하이드로폰을 

장착하여 작업 중에 수중에서의 소리를 조종자가 들을 수 있도

록 하여 작업 환경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수부에 부착된 개의 하이드로폰에서 수신된 음향신

호를 선상제어실에서 가청주파수 대역으로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특정 음향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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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방향도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추진기의 작동 

소음을 분석하여 이상 유무나 회전 수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연

구도 진행 중이다변성훈

수중음향전송 시스템 시험

개발된 음향전송 시스템은 경작업 의 시스템에 통합되어 

선상제어실의 전용 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석하고 소리를 

재현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사진은 경작업 에 장

착된 하이드로폰의 위치와 에 장착된 수중음향전송 시스템

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은 레드원테크놀러지주의 수조에서 수중음향

전송 시스템을 시험하는 모습이며 그 다음의 그림은 개발된 전

용 의 구성과 설명을 나타낸 그림이다

카메라 트래킹 시험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 개요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은 참여기업인 레드원테크놀러지주에

서 개발한 팬틸트 시스템의 기능이다 카메라에 나타난 

목표물을 조작자가 지정하면 팬틸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동하

여 목표물을 계속 추적하는 기능이다 팬틸트에는 스테레오 카

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카메라 트래킹 시험

시험은 수중에서 목표물을 이동 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가  수조의 밖에 나왔을 때 실시하였다 미터 거리 이내에서 직

경 이내의 목표물을 팬틸트 시스템이 추적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으며 이상의 속도로 추적하는 것을 시험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의 카메라 잡은 목표물 추적 영상과 

전용 프로그램의 에 나타난 목표물까지의 거리와 화면속도

를 보여주고 있다

결    론

이번 논문에서는 개발된 경작업 의 시험 결과를 통해 연

구사업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사업의 차년도는 금년 월에 끝나며 이어지는 차년

도 사업에서는 경작업 의 근해역 시험수심 미터이 계

획되어 있다 근해역 시험에서는 차년도에 도입될 예정인 초단

기선 수중음향 위치추적 시스템 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

하며 윈치 시스템과 를 통랍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근해역 

시험에서는 기능 항법 성능시험 중간 지점 추적

기능 시험 등과 함께 수중 작업 의 운

용 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수중로봇 시스템은 제작이 완료되고도 지속적인 시험 운용을 

통해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

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진행해도 년이상의 시간이 필

요하다는 것을 그 동안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험적으로 파악하였

다 개발된 경작업 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막 시작한 셈이

다

후    기 

이 논문은 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해양개발용 수중

건설로봇 사업단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변성훈 김시문 이종무 박철수 수중 추진기 소음 신호

의 주기 정상성 분석 해양과학기술협의회 춘계 공

동학술대회 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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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방향도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추진기의 작동 

소음을 분석하여 이상 유무나 회전 수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연

구도 진행 중이다변성훈

수중음향전송 시스템 시험

개발된 음향전송 시스템은 경작업 의 시스템에 통합되어 

선상제어실의 전용 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석하고 소리를 

재현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사진은 경작업 에 장

착된 하이드로폰의 위치와 에 장착된 수중음향전송 시스템

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은 레드원테크놀러지주의 수조에서 수중음향

전송 시스템을 시험하는 모습이며 그 다음의 그림은 개발된 전

용 의 구성과 설명을 나타낸 그림이다

카메라 트래킹 시험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 개요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은 참여기업인 레드원테크놀러지주에

서 개발한 팬틸트 시스템의 기능이다 카메라에 나타난 

목표물을 조작자가 지정하면 팬틸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동하

여 목표물을 계속 추적하는 기능이다 팬틸트에는 스테레오 카

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카메라 트래킹 시험

시험은 수중에서 목표물을 이동 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가  수조의 밖에 나왔을 때 실시하였다 미터 거리 이내에서 직

경 이내의 목표물을 팬틸트 시스템이 추적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으며 이상의 속도로 추적하는 것을 시험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의 카메라 잡은 목표물 추적 영상과 

전용 프로그램의 에 나타난 목표물까지의 거리와 화면속도

를 보여주고 있다

결    론

이번 논문에서는 개발된 경작업 의 시험 결과를 통해 연

구사업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사업의 차년도는 금년 월에 끝나며 이어지는 차년

도 사업에서는 경작업 의 근해역 시험수심 미터이 계

획되어 있다 근해역 시험에서는 차년도에 도입될 예정인 초단

기선 수중음향 위치추적 시스템 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

하며 윈치 시스템과 를 통랍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근해역 

시험에서는 기능 항법 성능시험 중간 지점 추적

기능 시험 등과 함께 수중 작업 의 운

용 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수중로봇 시스템은 제작이 완료되고도 지속적인 시험 운용을 

통해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

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진행해도 년이상의 시간이 필

요하다는 것을 그 동안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험적으로 파악하였

다 개발된 경작업 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막 시작한 셈이

다

후    기 

이 논문은 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해양개발용 수중

건설로봇 사업단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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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잠수정 항법 확장칼만필터 실해역 실험

1. 서 론

과거 한국전쟁 이후 여년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자주적 국

방수호를 위해 땀 흘려온 한반도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

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

일 이라는 비대칭 

무기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당면하였다 국가안보를 위

해 대응 수중 해양무기체계의 확립과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무인수중로봇

에 대한 필요로 귀결된다

해외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무인수중로봇에 대한 필요

성을 인지하고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해양 지질 및 생태 탐

사 대기뢰전 등 해양에서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인수중로봇을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

하였다

무인수중로봇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항법 기술은 임

무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여기서 

무인수중로봇의 위치는 자기컴퍼스를 이용한 자북

기준의 좌표계 관성측정장치

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기준좌표계가 아닌 경위도와 같이 

통용되는 좌표계 상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무인수중로봇은 전파나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어려운 수

중에서 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로 도플러 속도계

관성측정장치 자기컴퍼스를 이용하는 

추측항법을 사용하고 있다 추측항법의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위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고가의 항법 센서를 사용하거나 초

기정렬 알고리즘 운항 중 정렬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여 항법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특히 자기컴퍼스에 기초한 항법시스템의 경

우 오래전 자편각 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고려해

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컴퍼스

의 측정값은 자편각 뿐만 아니라 주변 자기장 변화에 의한 오차

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확장칼만필터

를 이용한 보조 항법알고리

즘을 설계하고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설계된 항법알고리즘을 호버

링타입 무인잠수정에 적용하여 실해역 실험을 수행한다 진북

에 대한 자기컴퍼스의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추측항법과 제안한 항법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통해 항법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 먼저 무인잠수정의 

거동을 설명하기 위한 좌표계를 언급하고 장에서는 확장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설계한 보조 항법알고리즘에 대해 개괄한

다 장에서 실해역 실험을 위한 플랫폼 호버링타입 무인잠수정

의 제원과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장에서 실해역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항법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고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2. 좌표계

무인잠수정의 거동은 의 지구고정좌표계 와 선체고정

좌표계 에 대한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의 각 축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또 그에 따른 선속도와 각속도는 

의 표기법을 따른다

의 센서 특성과 호버

링타입 무인잠수정의 거동 특성에 따라 무인수중로봇 내부에 탑

재된 의 센서좌표계와 선체고정좌표계의 관계는 축에 

대한 
의 회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과 는 각각 

의 중심 에서 자북과 진북으로의 방향벡터이며 여기서 두 

벡터의 끼인각은 
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진북에 대한 무

인잠수정의 방향각 는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의 방향각 측정값이며 는 진북에 대

한 의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로 아래의 식 와 같이 표현

된다

  
 

 


여기서, 
는 TCM의 측정 잡음을 나타낸다.

Fig. 1 Coordinate of AUV

3. GPS 보조 항법알고리즘

3.1 항법알고리즘 설계

Navig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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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 

센서의 측정값을 융합하고 진북에 대한 의 방향각 바이

어스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 칼만필터를 사용하였으며 무향 칼

만필터 나 파티클 필터

에 비해 계산량이 적은 확장칼만필터를 적용하여 

과 같이 항법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항법알고리즘의 입력 값은 이전 루프에서 추정된 상태벡터 

와 오차 공분산 행렬  센서 측정값으로 이루어진 출

력벡터 이다 상태벡터 ∈ℛ× 와 출력벡터 ∈ℛ× 는 식 

과 같다

         


        


여기서 상태벡터 는 좌표계상의 위치 와  방향각 

 진북에 대한 의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  선체고정좌

표계에 대한 선속도 와  각속도 로 이루어진다 또한 출력

벡터 는 선속도 와  방향각 

의 각속도 측정값  의 

위치정보 와 로 구성된다

의 시스템 모델 는 아래 식 와 같이 표현된다

 











 cos  sin
 sin  cos








에서 상태벡터의 예측값을 구한다 에서 시스템 모델과 

출력 모델을 상태벡터로 편미분하여 일정 구간에 대해 선형화하

고 이를 통해 에서 상태천이행렬 를 계산한다 에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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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잠수정 항법 확장칼만필터 실해역 실험

1. 서 론

과거 한국전쟁 이후 여년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자주적 국

방수호를 위해 땀 흘려온 한반도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

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

일 이라는 비대칭 

무기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당면하였다 국가안보를 위

해 대응 수중 해양무기체계의 확립과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무인수중로봇

에 대한 필요로 귀결된다

해외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무인수중로봇에 대한 필요

성을 인지하고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해양 지질 및 생태 탐

사 대기뢰전 등 해양에서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인수중로봇을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

하였다

무인수중로봇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항법 기술은 임

무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여기서 

무인수중로봇의 위치는 자기컴퍼스를 이용한 자북

기준의 좌표계 관성측정장치

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기준좌표계가 아닌 경위도와 같이 

통용되는 좌표계 상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무인수중로봇은 전파나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어려운 수

중에서 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로 도플러 속도계

관성측정장치 자기컴퍼스를 이용하는 

추측항법을 사용하고 있다 추측항법의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위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고가의 항법 센서를 사용하거나 초

기정렬 알고리즘 운항 중 정렬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여 항법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특히 자기컴퍼스에 기초한 항법시스템의 경

우 오래전 자편각 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고려해

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컴퍼스

의 측정값은 자편각 뿐만 아니라 주변 자기장 변화에 의한 오차

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확장칼만필터

를 이용한 보조 항법알고리

즘을 설계하고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설계된 항법알고리즘을 호버

링타입 무인잠수정에 적용하여 실해역 실험을 수행한다 진북

에 대한 자기컴퍼스의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추측항법과 제안한 항법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통해 항법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 먼저 무인잠수정의 

거동을 설명하기 위한 좌표계를 언급하고 장에서는 확장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설계한 보조 항법알고리즘에 대해 개괄한

다 장에서 실해역 실험을 위한 플랫폼 호버링타입 무인잠수정

의 제원과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장에서 실해역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항법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고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2. 좌표계

무인잠수정의 거동은 의 지구고정좌표계 와 선체고정

좌표계 에 대한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의 각 축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또 그에 따른 선속도와 각속도는 

의 표기법을 따른다

의 센서 특성과 호버

링타입 무인잠수정의 거동 특성에 따라 무인수중로봇 내부에 탑

재된 의 센서좌표계와 선체고정좌표계의 관계는 축에 

대한 
의 회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과 는 각각 

의 중심 에서 자북과 진북으로의 방향벡터이며 여기서 두 

벡터의 끼인각은 
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진북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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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버링타입 무인잠수정

본 저자의 연구팀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론 연구와 실해역 

실험을 병행하며 무인수중로봇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실해역에서 운용중인 호버링타입 무인잠수정을 소

개한다

4.1 제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호버링타입 무인잠수정의 제원은 

와 같다

Parameter Specification

Dimension (L×W×H) 736 × 736 × 600 [mm]

Weight 50 kgf (in air)

Operating depth 10 m

Battery 25.9 V – 6600 mA LiPo × 6 EA

Sensor GPS / DVL / TCM / AHRS

Thruster
Tecnadyne Model 300 × 2 EA
Tecnadyne Model 280 × 2 EA

Control mode 4-DOF

Control board
On board PC / Intel Edison board /

NI USB-6009 / NI cDAQ-9171

Operating program
Windows NI LabVIEW

Linux C/C++

4.2 시스템 구성

Fig. 2 Developed navigation system using edison board

로부터 위치와 자세 속도 측정값을 

수신하여 항법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항법시스템을 환경의 

보드에 탑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드를 

와 같이 상부 내압용기 내부에 추가 설치하고 

기반의 운용시스템과 유선으로 데이터 통신하

도록 전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4.3 센서

과 같이 무인잠수정에 탑재된 센서에 대해 개별 센서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별도 표기된 사양을 참조하여 센서별 특성

과 데이터 생성 주기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확장칼만필터의 

측정값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선정하였다

Sensor Accuracy Freq.

GPS
AsteRx-m OEM

Active L1 Antenna
± 0.3 m 10 Hz

DVL
NavQuest
600 Micro

1% ± 1 mm/s   3 Hz

TCM TCM5 ± 0.3 ° 10 Hz

AHRS MTi AHRS ± 0.05 °/s/√Hz 10 Hz

5. 실해역 실험

5.1 실해역 실험 개요

한국해양대학교 내항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초간 의 

방향각을 추종하며 직진하도록 하였다 당시 의 수평위치 

정밀도 저하율 은 

접속 위성의 수는 개로 상태는 양호했다

5.2 실해역 실험

은 무인잠수정의 이동 궤적을 나타낸다 위치정보

는 심홍색의 로 항법알고리즘을 통해 추정한 위치는 녹색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의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를 고려하지 않

은 기존의 추측항법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 궤적을 그리는 것

을 청색그래프로 확인하였다

Fig. 3 The trajectory of AUV

Fig. 4 The estimated heading bias error of TCM

Fig. 5 The heading angle of AUV

에서 진북에 대한 의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 추정값

은 의 약 범위내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를 고려한 결과 진북에 대한 무인잠수정의 방향각은 의 녹

색의 그래프로 나타나며 청색으로 표현된 의 측정값과는 

추정한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만큼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여 알

고리즘의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 추정 성능을 검증하였다

Fig. 6 The distance traveled on the X and Y axis

에서 청색으로 표현된 기존 추측항법의 경우 초간 약 

의 거리를 이동하여 종단점에서 약 의 위치오차가 있었

고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에 비례하여 위치오차가 커졌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항법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종단점의 개선된 

위치오차를 확인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확장칼만필터를 바탕으로 설계한 보조 항

법알고리즘을 호버링타입 무인잠수정에 적용하고 실해역 실험

을 통해 항법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항법알고리즘은 수

상에서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좌표계 상에 경위도로 

나타나는 무인잠수정의 위치를 측정하고 간단한 주행을 통해 

진북에 대한 의 방향각 바이어스 오차를 추정한다 위

치정보의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에 추정된 방향각 바이어

스 오차를 고려함으로써 좌표계에 대한 추측항법으로 무

인잠수정의 위치를 추정한다

실해역 실험을 통해 호버링타입 무인잠수정에 항법알고리즘

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추측항법의 누적되는 위치오차가 개선됨

을 확인하였고 수중의 추측항법 성능 개선을 목표로 의 방

향각 바이어스 오차를 추정함으로써 항법알고리즘의 성능을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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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경작업용 무인잠수정 우리엘의 자체 소음 특성 분석

변성훈 김시문 이종무 김기훈 윤석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중 음향 무인잠수정 자체 소음 수중 프로펠
러 상태 모니터링

본 연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레드원 테크놀러지주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 경작업용 무인잠수정 우
리엘 의 자체 소음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리엘의 앞부분에 장착된 두 개의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우
리엘의 각 부분시스템 수중 추진기 유압 파워팩 로봇팔 라이트 의 작동 여부를 달리하면서 자체 소음을 측정하였다 수집
된 데이터의 스펙트로그램과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분석한 결과 수중 추진기 작동 시 대역의 음압 레벨이 추
진기의 출력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유압 파워팩 작동 시에도 대역의 음압 레벨이 약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로봇팔 동작 시에는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약 미만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짧은 
시간 길이의 광대역 신호가 불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로봇팔을 동작시키지 않을 때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
다 라이트의 경우에는 소음 준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레드원 테크놀러지주와 공동으

로 수중 경작업용 무인잠수정인 우리엘 을 개발하고 있

다 이종무 외 우리엘에는 특별히 수중에서 음향 신호를 

수집하여 선상에서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드로폰 개가 

포함된 수중 음향 전송 시스템이 개발되어 장착되었다 

본 연구는 수중 음향 전송 시스템의 하이드로폰에서 

수집된 음향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엘의 자체 소음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음 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다양한 

부분 시스템의 동작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소음 특성을 파악하

여 자체 소음이 향후 장착될 우리엘의 음향 위치 추적 시스템 

성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미터급 무인잠수정 해미래

의 소음 측정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김시문 외 소음 분

석의 두 번째 목적은 하이드로폰에서 수집된 음향 데이터를 이

용해 무인잠수정의 상태를 원격으로 추정하는 상태 모니터링 기

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우리 연구팀은 최근 주기 정상 특성을 가지는 추진기 소음으로

부터 추진기의 상태를 추정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변성훈 외

측정 방법 및 실험

은 우리엘의 전면부를 찍은 사진으로 두 개의 하이드로

폰이 사진에서 원으로 표시된 위치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사

용된 하이드로폰은 사 캐나다의 이며

에서 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전치증폭기가 내장된 타

입이다 하이드로폰에서 측정된 음향 데이터는 를 하단

으로 하는 고역 통과 필터와 를 상단으로 하는 저역 통

과 필터를 거쳐 신호수집 장치에서 수집된다

소음 측정 실험은 총 회 실시하였는데 먼저 년 월에 

레드원 테크놀러지주의 자체 수조에서 수중 추진기 작동 시 

소음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후 년 월에 포항 수중로

봇복합실증센터에서 유압 파워팩과 로봇팔 동작까지 포함하는 

두 번째 소음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은 수행한 실험 조건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 결과 및 해석

는 무인잠수정의 전원만 인가한 상태에서 아무 동작도 

수행하지 않을 때 측정된 데이터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 

를 나타낸 것이다 와 를 비교하면 

광주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소음 준위 가 전반적으

로 포항 데이터 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광주 실험 수조의 크기가 포항에 비해 작아 음파가 확

산되지 못하고 높은 준위의 음장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광대역 잡음과 더불어 다수의 주파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위의 순음 신호 성분이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순

음 성분들의 주파수는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수행된 두 실

험에서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와 는 포항 실험 데이터 중에서 수직 추진기인 번 

추진기와 수평 추진기인 번 추진기를 단독으로 동작시켰을 때

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와 

비교하면 추진기의 출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소음 준위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주로 주파

수 범위에서 소음 준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관

측되었다

는 유압 파워팩을 작동시켰을 때와 유압 파워팩이 작동

되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팔을 동작시켰을 때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유압 파워팩이 작동되면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 소음 준위가 고르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며 로봇팔이 동작할 경우에는 

범위에서 소음 준위가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로봇팔 동작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 특성은 전력 스펙트럼 밀도

보다는 시간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스펙트로그램 상

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와 는 각각 유압 파워

팩이 켜진 상태에서 로봇팔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와 동작할 경

우의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로봇팔이 

동작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길이를 가지는 광대역 신호가 불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중 경작업용 무인잠수정 우리엘에 장착된 하

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자체 소음을 측정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측정된 전력 스펙트럼 밀도와 스펙트로그램 결과는 각 부

분 시스템의 동작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측정된 소음 준위는 주파수와 부분 시스템 

작동 조건에 따라 대략 의 범위를 가지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소음 분석 결과는 향후 무인잠수정에 장

착될 각종 소나 시스템의 성능 예측과 음향 신호를 이용한 무인

잠수정의 상태 모니터링 기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수중건설로봇공통기술 및 경작업용 

기술개발 사업 결과의 일부임을 밝히며 실험 데이터 취

득을 도와준 레드원 테크놀로지의 문용선 교수님 이영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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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업용 무인잠수정 우리엘의 자체 소음 특성 분석

변성훈 김시문 이종무 김기훈 윤석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중 음향 무인잠수정 자체 소음 수중 프로펠
러 상태 모니터링

본 연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레드원 테크놀러지주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 경작업용 무인잠수정 우
리엘 의 자체 소음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리엘의 앞부분에 장착된 두 개의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우
리엘의 각 부분시스템 수중 추진기 유압 파워팩 로봇팔 라이트 의 작동 여부를 달리하면서 자체 소음을 측정하였다 수집
된 데이터의 스펙트로그램과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분석한 결과 수중 추진기 작동 시 대역의 음압 레벨이 추
진기의 출력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유압 파워팩 작동 시에도 대역의 음압 레벨이 약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로봇팔 동작 시에는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약 미만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짧은 
시간 길이의 광대역 신호가 불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로봇팔을 동작시키지 않을 때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
다 라이트의 경우에는 소음 준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레드원 테크놀러지주와 공동으

로 수중 경작업용 무인잠수정인 우리엘 을 개발하고 있

다 이종무 외 우리엘에는 특별히 수중에서 음향 신호를 

수집하여 선상에서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드로폰 개가 

포함된 수중 음향 전송 시스템이 개발되어 장착되었다 

본 연구는 수중 음향 전송 시스템의 하이드로폰에서 

수집된 음향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엘의 자체 소음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음 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다양한 

부분 시스템의 동작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소음 특성을 파악하

여 자체 소음이 향후 장착될 우리엘의 음향 위치 추적 시스템 

성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미터급 무인잠수정 해미래

의 소음 측정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김시문 외 소음 분

석의 두 번째 목적은 하이드로폰에서 수집된 음향 데이터를 이

용해 무인잠수정의 상태를 원격으로 추정하는 상태 모니터링 기

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우리 연구팀은 최근 주기 정상 특성을 가지는 추진기 소음으로

부터 추진기의 상태를 추정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변성훈 외

측정 방법 및 실험

은 우리엘의 전면부를 찍은 사진으로 두 개의 하이드로

폰이 사진에서 원으로 표시된 위치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사

용된 하이드로폰은 사 캐나다의 이며

에서 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전치증폭기가 내장된 타

입이다 하이드로폰에서 측정된 음향 데이터는 를 하단

으로 하는 고역 통과 필터와 를 상단으로 하는 저역 통

과 필터를 거쳐 신호수집 장치에서 수집된다

소음 측정 실험은 총 회 실시하였는데 먼저 년 월에 

레드원 테크놀러지주의 자체 수조에서 수중 추진기 작동 시 

소음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후 년 월에 포항 수중로

봇복합실증센터에서 유압 파워팩과 로봇팔 동작까지 포함하는 

두 번째 소음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은 수행한 실험 조건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 결과 및 해석

는 무인잠수정의 전원만 인가한 상태에서 아무 동작도 

수행하지 않을 때 측정된 데이터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 

를 나타낸 것이다 와 를 비교하면 

광주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소음 준위 가 전반적으

로 포항 데이터 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광주 실험 수조의 크기가 포항에 비해 작아 음파가 확

산되지 못하고 높은 준위의 음장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광대역 잡음과 더불어 다수의 주파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위의 순음 신호 성분이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순

음 성분들의 주파수는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수행된 두 실

험에서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와 는 포항 실험 데이터 중에서 수직 추진기인 번 

추진기와 수평 추진기인 번 추진기를 단독으로 동작시켰을 때

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와 

비교하면 추진기의 출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소음 준위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주로 주파

수 범위에서 소음 준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관

측되었다

는 유압 파워팩을 작동시켰을 때와 유압 파워팩이 작동

되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팔을 동작시켰을 때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유압 파워팩이 작동되면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 소음 준위가 고르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며 로봇팔이 동작할 경우에는 

범위에서 소음 준위가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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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중 경작업용 무인잠수정 우리엘에 장착된 하

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자체 소음을 측정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측정된 전력 스펙트럼 밀도와 스펙트로그램 결과는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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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정의 상태 모니터링 기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

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수중건설로봇공통기술 및 경작업용 

기술개발 사업 결과의 일부임을 밝히며 실험 데이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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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수중 작업을 위한 경작업용 의 운동 제어

방향각 및 수심 제어

윤석민 이종무 김기훈 김시문 변성훈 문용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레드원테크놀로지주

경작업용 추진 시스템 추력 분배
추진기 배치 행렬 제어기 

서    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레드원테크놀로지주에서 공동으로 

개발 중인 경작업용 는 원격으로 운용되는 수중작업로봇이

다이종무 외 여기서 경작업의 의미는 가벼운 물건을 대

상으로 하는 작업이나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

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은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면서 수행되

거나 정지된 자세로 수행되기 때문에 가 과 같이 자

유도로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어야한다

Heave

Yaw

Pitch

Roll

Y축

X축

Z축

운동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의 추진 시스템

은 와 같이 개의 수직 추진기와 개의 

수평 추진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이용해 는 

최대 속도로 전진할 수 있으며 정지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가 정지된 상태에서 로봇 팔

을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의 선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로봇 팔을 이용한 수중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로봇 팔로 인한 의 움직임을 미리 추정하여 

제어하는 기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직 운동에 필요한 

추력을 용량이 작은 대의 추진기로 분산 확보하여 과 

의 가제어성을 확보하였다

Horizontal thruster
(6EA)
/ Tecnadyne M-2020

Vertical thruster (4EA) 
/ Tecnadyne M-1060

경작업용 운동 제어

경작업용 의 수직 추진기와 수평 추진기는 각각 

및 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경작업용 의 

수직 추진기와 수평 추진기는 각각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에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수직 운동은 

를 의미하고 수평 운동은 를 의미한다

또한 수평 추진기인 번 추진기는 전진 방향 속도에만 관여

하므로 부스터 개념으로 운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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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추진기의 특성 확인을 위해 입력 에 대한 출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선형임을 과 같이 

확인하였다 의 그래프로부터 추진기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입력에 대한 출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력이 동일하다고 해도 추진기 프로펠러의 형상에 따라 추력이 

달라지므로 프로펠러 에 대한 추력 그래프를 적용하여 이

를 보정해야한다

V
el

V
el

V
el

V
el

9번 추진기 정 9번 추진기 역

10번 추진기 정 10번 추진기 역

경작업용 는 액추에이터 가 자유도 보다 많은 

과구동 시스템 으로 이러한 경우 추진기

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

다 추력 분배 는 이러한 추진기 통합관리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의 수직 운동 와 수평 운동 는 수직 및 수평 추진기

의 추력 벡터  및 을 이용하여 식 및 식 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여기서     ⋯   
    ⋯   

이며

와 는 각각 수직 및 수평 추진기 배치 행렬

을 의미하고 식 및 식 와 같이 계산

된다

 











sincos sincos ⋯ sincos

sin   sin   ⋯ sin  

sin   sin   ⋯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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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수중 작업을 위한 경작업용 의 운동 제어

방향각 및 수심 제어

윤석민 이종무 김기훈 김시문 변성훈 문용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레드원테크놀로지주

경작업용 추진 시스템 추력 분배
추진기 배치 행렬 제어기 

서    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레드원테크놀로지주에서 공동으로 

개발 중인 경작업용 는 원격으로 운용되는 수중작업로봇이

다이종무 외 여기서 경작업의 의미는 가벼운 물건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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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은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면서 수행되

거나 정지된 자세로 수행되기 때문에 가 과 같이 자

유도로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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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와 같이 개의 수직 추진기와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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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가 정지된 상태에서 로봇 팔

을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의 선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로봇 팔을 이용한 수중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로봇 팔로 인한 의 움직임을 미리 추정하여 

제어하는 기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직 운동에 필요한 

추력을 용량이 작은 대의 추진기로 분산 확보하여 과 

의 가제어성을 확보하였다

Horizontal thruster
(6EA)
/ Tecnadyne M-2020

Vertical thruster (4EA) 
/ Tecnadyne M-1060

경작업용 운동 제어

경작업용 의 수직 추진기와 수평 추진기는 각각 

및 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경작업용 의 

수직 추진기와 수평 추진기는 각각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에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수직 운동은 

를 의미하고 수평 운동은 를 의미한다

또한 수평 추진기인 번 추진기는 전진 방향 속도에만 관여

하므로 부스터 개념으로 운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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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추진기의 특성 확인을 위해 입력 에 대한 출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선형임을 과 같이 

확인하였다 의 그래프로부터 추진기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입력에 대한 출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력이 동일하다고 해도 추진기 프로펠러의 형상에 따라 추력이 

달라지므로 프로펠러 에 대한 추력 그래프를 적용하여 이

를 보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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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추진기 정 10번 추진기 역

경작업용 는 액추에이터 가 자유도 보다 많은 

과구동 시스템 으로 이러한 경우 추진기

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

다 추력 분배 는 이러한 추진기 통합관리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의 수직 운동 와 수평 운동 는 수직 및 수평 추진기

의 추력 벡터  및 을 이용하여 식 및 식 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여기서     ⋯   
    ⋯   

이며

와 는 각각 수직 및 수평 추진기 배치 행렬

을 의미하고 식 및 식 와 같이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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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cos ⋯ cos

sin sin ⋯ sin

sin   sin   ⋯ sin  

여기서   는 각각 평면 평면 평면을 의미

하며   는 각각 평면에서 축과 번째 추진기의 

추진방향 사이의 각도 무게중심 에서 번째 추진기의 거

리 의 방향과 번째 추진기의 추진방향 사이의 각도를 의미

한다

계획된 수직 및 수평 운동을 개별 추진기의 추력으로 변환하

기 위해서는       및      을 만족하는 

행렬  및 를 구해야한다 이때 추진기 

추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구속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 운동이 추진기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다고 가정하고 의사역행렬을 이용하여 


및 

을 구하였

다 과 에 표현되어있는 추진기의 기하학적 배치를 

식 및 식 에 대입하여 구한 추력 분배 행렬은 식 및 식 

과 같다


 











   
    
   
  


 











   
  
    
   

경작업용 의 운동제어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자유도 운

동을 구현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와 

운동을 제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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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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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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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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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Heading

Heading

Command input

+

Depth 
senso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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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설정하였다 방향각 및 수심 제어를 

위한 블록선도는 과 같으며 이는 방향각 및 수심을 일정

하게 유지하면서 조이스틱으로 의 수평 운동을 조작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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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항의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성능시

험을 수행하였다

은 방향각 제어를 수행한 결과로 초 지점에서 목표 

방향각의 설정이 도에서 도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방향각의 반대편 방향각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초 

후에 정착하였으며 이후 제어 목표인 도 이내에서 수렴함을 

확인 가능하다 방향각 제어시 잦은 방향각의 변화는 작업에 방

해가 되므로 게인을 증가시켜 방향각의 급격한 변경을 억제

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 부근의 일시적인 언더슈트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은 수심 제어를 수행한 결과로 초 지점에서 목표 

수심이 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 초 후에 정착하

였으며 이후 제어 목표인 이내에서 수렴함을 확인 가능

하다 수심 제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오버슈트와 정착시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과 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초 

지점에서 방향각 제어가 시작되고 그 이후인 초 지점에서 

수심 제어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방향각과 수

심 제어가 제어 목표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동작함을 확인하였

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중 경작업용 의 및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방향각 및 수심 제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작업용 는 수중에서 정지된 자세로 작업할 경우가 많

으므로 자세제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이를 위해 우

선적으로 의 추진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하고 추진기의 특

성 분석을 위해 입출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후 과구동 시스템

인 가 원하는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기 배치 행렬을 

이용하여 추력 분배를 적용하였다 이후 방향각 및 수심 제어를 

위해 제어기를 설계하여 수조에서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의 방향각은 도 이내 수심은 이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후에는 과구동 시스템의 이점인 여유 추력을

추진기의 추력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추진기의 추력을 재분

배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진기의 일부에 문제

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추진기를 이용하여 의 운동을 안정

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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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보정 되지 않은 자이로 

Yaw 데이터는 0~-30도를 약 82분을 반복변화 시 12도 

이상의 적분오차를 나타냈다. 

 Fig 6의 결과와 같이 RLG와 지자기 데이터를 ARS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융합한 결과 0~-30도를 정확히 추종

하였고 약 82분의 시험시간 동안 발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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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크레인 피드백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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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자원 탐사 및 채굴 심해 유전 개발 등을 위한 해양 플랜

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플랜트 설치 수심의 심해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대형화 및 중

량화가 현재의 추세가 되었다 성형석 등

해양 설치물의 유지 및 보수 수중 탐사 및 해저 공사 작업등

에 대한 수요 역시 인근해에서 심해로 확장되고 있으며 심해에

서 작업이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파랑 조류 등 다양한 환경적 외란이 발생하는 해상에서 다양

한 작업을 수행할 시 수중 작업 장비의 위치 제어가 상당히 중

요하다 외란에 의해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외란에 의

해 장비의 손 망실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형석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능동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이 연구

되면서 다양한 조건에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크레인의 상하 동요 위치 값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예측 값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형태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외란을 받는 해상 크레인의 상하 동요 보상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역학 모델을 구성하고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 시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상하동요 보상 제

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제어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제어 성능을 검증하였다

동역학 모델

본 연구의 해상 크레인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은 유압 구동식 

윈치 및 탄성을 가지는 끝단의 로 구성하

였다 해상 크레인의 경우 강체로 가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상하 

동요 운동만을 고려하였다

시스템의 좌표는 해수면으로부터 수직 아래로 향하는 방향을 

양으로 선정하였으며 끝단 의 위치를 변수로 설

정하였다

       

식 에서  는 의 위치 는 의 길이

는 탄성력에 의한 의 변화량을 의미하며 는 

크레인의 수직 운동이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의 길이는 식 와 같다

    

는 의 초기 길이 은 윈치 반지름 는 윈치의 각 

변위이다

의 길이 변화량을 정적 변화량과 동적 변화량으로 나누

어 살펴보면 식 과 같다

    

길이의 정적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평형 상태에서의 

힘의 방정식을 구하면 식 와 같고 동적 변화량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여 식 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식 에서 는 중력 는 정적 변화에 의한 탄성력 

는 부력에 해당하며 식 의 는 의 가속도 는 동

적 변화에 의한 탄성력 은 감쇠력 는 에 작용하

는 항력에 해당한다

의 중량은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는 의 질량 은 의 단위 길이 당 질량을 

나타내며 는 수중에서 상하 운동하는 물체가 수직 방향으

로 받는 부가 질량이다

시스템의 제어 입력을 포함하는 윈치의 동역학 식은 식 과 

같다

   
  




는 윈치의 각가속도 는 윈치의 시간 상수 는 입력 

전압이다 는 입력 전압의 유량 변화율에 대한 비례상수를 

나타내며 는 전송률 는 유압 모터의 부피이다

시뮬레이터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제작

하였다 시뮬레이터는 크게 파랑의 을 일으키는 

상하 동요 시스템과 선박에 설치된 해상 크레인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상하 동요 시스템 

상하 동요 시스템은 과 같이 전체 길이 허용 가

능한 이동 거리 의 사양으로 제작하였으며 알루미늄 프로

파일에 레일과 슬라이더를 장착하여 제작하였다 슬라이더 부

분에는 센서를 비롯한 상하 동

요 보상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크레인 모델

을 제작하였다 시뮬레이터의 하단부에는 장착된 슬라이더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전기 모터 모터 드라이버를 장착하였다 슬

라이더는 시뮬레이터 하단부 모터를 위치 제어하여 움직이도

록 하였으며 상하동요 보상 제어 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성하여 

장치의 제어로 인해 상하동요 보상 제어 시 간섭받지 않도록 

하였다

시스템

시스템은 상하 동요 시스템의 슬라이더 부분에 장착되

며 선박에 장착된 해상 크레인을 모사하도록 와 같이 구

성하였다

슬라이더 상부 에는 센서 모터 소형 크

레인 모델 및 상하 동요 보상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였다

파도로 선박이 상승하는 것을 모사한 동작으로 슬라이더가 

위로 움직이면 모터는 회전하여 풀리에 감긴 을 

풀어주고 아래로 움직이면 을 감아올려 슬라이더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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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해상 크레인을 위한 의 실험 연구

오지윤 최형식 정상기 김서강 이상기
한국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주테크플라워

능동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 센서
해상 크레인 피드백 제어 시스템

서    론

해저 자원 탐사 및 채굴 심해 유전 개발 등을 위한 해양 플랜

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플랜트 설치 수심의 심해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대형화 및 중

량화가 현재의 추세가 되었다 성형석 등

해양 설치물의 유지 및 보수 수중 탐사 및 해저 공사 작업등

에 대한 수요 역시 인근해에서 심해로 확장되고 있으며 심해에

서 작업이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파랑 조류 등 다양한 환경적 외란이 발생하는 해상에서 다양

한 작업을 수행할 시 수중 작업 장비의 위치 제어가 상당히 중

요하다 외란에 의해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외란에 의

해 장비의 손 망실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형석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능동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이 연구

되면서 다양한 조건에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크레인의 상하 동요 위치 값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예측 값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형태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외란을 받는 해상 크레인의 상하 동요 보상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역학 모델을 구성하고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 시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상하동요 보상 제

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제어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제어 성능을 검증하였다

동역학 모델

본 연구의 해상 크레인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은 유압 구동식 

윈치 및 탄성을 가지는 끝단의 로 구성하

였다 해상 크레인의 경우 강체로 가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상하 

동요 운동만을 고려하였다

시스템의 좌표는 해수면으로부터 수직 아래로 향하는 방향을 

양으로 선정하였으며 끝단 의 위치를 변수로 설

정하였다

       

식 에서  는 의 위치 는 의 길이

는 탄성력에 의한 의 변화량을 의미하며 는 

크레인의 수직 운동이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의 길이는 식 와 같다

    

는 의 초기 길이 은 윈치 반지름 는 윈치의 각 

변위이다

의 길이 변화량을 정적 변화량과 동적 변화량으로 나누

어 살펴보면 식 과 같다

    

길이의 정적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평형 상태에서의 

힘의 방정식을 구하면 식 와 같고 동적 변화량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여 식 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식 에서 는 중력 는 정적 변화에 의한 탄성력 

는 부력에 해당하며 식 의 는 의 가속도 는 동

적 변화에 의한 탄성력 은 감쇠력 는 에 작용하

는 항력에 해당한다

의 중량은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는 의 질량 은 의 단위 길이 당 질량을 

나타내며 는 수중에서 상하 운동하는 물체가 수직 방향으

로 받는 부가 질량이다

시스템의 제어 입력을 포함하는 윈치의 동역학 식은 식 과 

같다

   
  




는 윈치의 각가속도 는 윈치의 시간 상수 는 입력 

전압이다 는 입력 전압의 유량 변화율에 대한 비례상수를 

나타내며 는 전송률 는 유압 모터의 부피이다

시뮬레이터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제작

하였다 시뮬레이터는 크게 파랑의 을 일으키는 

상하 동요 시스템과 선박에 설치된 해상 크레인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상하 동요 시스템 

상하 동요 시스템은 과 같이 전체 길이 허용 가

능한 이동 거리 의 사양으로 제작하였으며 알루미늄 프로

파일에 레일과 슬라이더를 장착하여 제작하였다 슬라이더 부

분에는 센서를 비롯한 상하 동

요 보상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크레인 모델

을 제작하였다 시뮬레이터의 하단부에는 장착된 슬라이더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전기 모터 모터 드라이버를 장착하였다 슬

라이더는 시뮬레이터 하단부 모터를 위치 제어하여 움직이도

록 하였으며 상하동요 보상 제어 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성하여 

장치의 제어로 인해 상하동요 보상 제어 시 간섭받지 않도록 

하였다

시스템

시스템은 상하 동요 시스템의 슬라이더 부분에 장착되

며 선박에 장착된 해상 크레인을 모사하도록 와 같이 구

성하였다

슬라이더 상부 에는 센서 모터 소형 크

레인 모델 및 상하 동요 보상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였다

파도로 선박이 상승하는 것을 모사한 동작으로 슬라이더가 

위로 움직이면 모터는 회전하여 풀리에 감긴 을 

풀어주고 아래로 움직이면 을 감아올려 슬라이더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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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 관계없이 정위치 시키는 를 구현한다

제어 시스템

제어 시스템 구성

제안한 상하 동요 보상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제어 시

스템은 과 같으며 와 같이 제작하였다

센서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는 통신 변

환 및 변환 모듈을 거쳐 메인 프로세서로 입력

된다 메인 프로세서에서 데이터 연산처리 과정을 수행한 후 

구동 위치 및 속도 명령을 로 전송한다

에서 위치 및 속도 제어 명령 데이터를 

신호로 변환한 뒤 모터를 구

동한다

모터가 움직이면 는 모터의 현재의 위

치 및 속도를 엔코더를 통해 측정하여 메인 제어부로 피드백

하게 된다

제어 시스템은 메인 제어부

로 구성하였다 메인 제

어부는 와 같이 로 

운영체제가 탑재된 을 사용하였으며 통신 채널의 

확장을 위하여 을 추가로 장착하여 구

성하였다

에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를 

로 변환하는 를 제작하였다

변환 모듈은 센서의 통신 출력 신호를 변환하기 위해 장

착하였으며 는 메인 제어부에서 연산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를 구동한다

제어 알고리즘

능동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

즘 프로그램은 과 같다

센서에서 측정한 움직임을 목표 위치로 하여 

추종하도록 구현하였으며 목표 위치로 도달하는 속도에 대한 

제어를 별도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현하

였다 와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를 현재 값으로 설정하

였으며 목표 값과 현재 값의 차이가 상하 동요가 보상된 

의 위치가 된다

속도 데이터는 현재 수신 데이터와 이전 데이

터를 미분하여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을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

현하기 위해 언어를 이용하였다

실    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센서 실험 

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파랑 조류 등의 외란을 

받는 모선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센서가 사용되고 있다 센서는 관성항법에 사용되

는 센서로 

동작 정보를 제공한다

에 간략한 센서의 사양을 정리하였다

Data
Clause

Heave Roll, Pitch

Range ±99.99 meters ±99.99 deg

Resolution 1cm 0.01 deg

Accuracy 5cm or 5% ±0.10 deg

Noise < 1cm RMS < 0.05 deg RMS

의 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 수신 실

험을 진행하였다 센서의 샘플링 타임 로 분간 측정한 

실험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의 원 안의 부분은 

센서 내부의 필터 연산 과정이다 정지상태일 때는 데이터가 

급변하는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센서를 거리 범위 내에서 움직였을 때의 데이터를 

에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오차가 존재하였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어 실험

연구한 상하 동요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제어성

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파고 의 두 가지 경

우에 대해 실험을 하였으며 제어 목표치는 작업의 허

용치인 파고의 로 선정 하였다

우선적으로 센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종하는

지 개발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파고를 로 설정하고 주기가 

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의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상단의 그래프가 센서의 데이터와 

모터의 위치 데이터를 나타내며 하단의 그래프가 위치 오차 즉 

의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단의 그래프에서 

센서의 데이터와 모터의 위치 데이터가 정확하게 

추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하단의 그래프에서 의 위

치는 파고의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

발한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 제어가 목표치를 만족하며 안정적

으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 파고 주기 의 환경에서 상하동요 보상 시스

템 제어 실험을 한 결과이다 의 최대 변위는 ± 로 

측정되었으며 파고의 약 이내에서 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실험보다 파고가 높아졌으나 오차는 줄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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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 관계없이 정위치 시키는 를 구현한다

제어 시스템

제어 시스템 구성

제안한 상하 동요 보상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제어 시

스템은 과 같으며 와 같이 제작하였다

센서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는 통신 변

환 및 변환 모듈을 거쳐 메인 프로세서로 입력

된다 메인 프로세서에서 데이터 연산처리 과정을 수행한 후 

구동 위치 및 속도 명령을 로 전송한다

에서 위치 및 속도 제어 명령 데이터를 

신호로 변환한 뒤 모터를 구

동한다

모터가 움직이면 는 모터의 현재의 위

치 및 속도를 엔코더를 통해 측정하여 메인 제어부로 피드백

하게 된다

제어 시스템은 메인 제어부

로 구성하였다 메인 제

어부는 와 같이 로 

운영체제가 탑재된 을 사용하였으며 통신 채널의 

확장을 위하여 을 추가로 장착하여 구

성하였다

에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를 

로 변환하는 를 제작하였다

변환 모듈은 센서의 통신 출력 신호를 변환하기 위해 장

착하였으며 는 메인 제어부에서 연산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를 구동한다

제어 알고리즘

능동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

즘 프로그램은 과 같다

센서에서 측정한 움직임을 목표 위치로 하여 

추종하도록 구현하였으며 목표 위치로 도달하는 속도에 대한 

제어를 별도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현하

였다 와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를 현재 값으로 설정하

였으며 목표 값과 현재 값의 차이가 상하 동요가 보상된 

의 위치가 된다

속도 데이터는 현재 수신 데이터와 이전 데이

터를 미분하여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을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

현하기 위해 언어를 이용하였다

실    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센서 실험 

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파랑 조류 등의 외란을 

받는 모선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센서가 사용되고 있다 센서는 관성항법에 사용되

는 센서로 

동작 정보를 제공한다

에 간략한 센서의 사양을 정리하였다

Data
Clause

Heave Roll, Pitch

Range ±99.99 meters ±99.99 deg

Resolution 1cm 0.01 deg

Accuracy 5cm or 5% ±0.10 deg

Noise < 1cm RMS < 0.05 deg RMS

의 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 수신 실

험을 진행하였다 센서의 샘플링 타임 로 분간 측정한 

실험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의 원 안의 부분은 

센서 내부의 필터 연산 과정이다 정지상태일 때는 데이터가 

급변하는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센서를 거리 범위 내에서 움직였을 때의 데이터를 

에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오차가 존재하였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어 실험

연구한 상하 동요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제어성

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파고 의 두 가지 경

우에 대해 실험을 하였으며 제어 목표치는 작업의 허

용치인 파고의 로 선정 하였다

우선적으로 센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종하는

지 개발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파고를 로 설정하고 주기가 

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의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상단의 그래프가 센서의 데이터와 

모터의 위치 데이터를 나타내며 하단의 그래프가 위치 오차 즉 

의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단의 그래프에서 

센서의 데이터와 모터의 위치 데이터가 정확하게 

추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하단의 그래프에서 의 위

치는 파고의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

발한 상하 동요 보상 시스템 제어가 목표치를 만족하며 안정적

으로 구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 파고 주기 의 환경에서 상하동요 보상 시스

템 제어 실험을 한 결과이다 의 최대 변위는 ± 로 

측정되었으며 파고의 약 이내에서 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실험보다 파고가 높아졌으나 오차는 줄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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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의 움직임도 이전 실험에 비해 안정적으로 측정되

었다

은 파고 주기 의 환경에서 제어 실험의 결과이

다 의 최대 변위는 ± 로 측정되었으며 설정한 파

고의 약 이내에 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를 적용한 실험결과 일반적으로 작업의 허용

치인 파고의 를 만족하였다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 위치는 모두 일정한 파형의 형태를 보이며 오차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 길이 즉 

모터의 위치가 센서의 데이터를 추종하면

서 생기는 위상차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어 루프에서 목

표치로 도달할 때의 이 위상차를 만들어내며 이 위

상차는 약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파랑 조류 바람 등 다양한 외란을 

받는 모선에 장착된 해상 크레인의 상하 동요 보상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상 크레인의 동역학 모델을 정립하고 상

하 동요 보상 제어 시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제어를 위한 제어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알고리즘을 프

로그램화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제어 성능을 검증하였다

파고 와 인 환경에서 실험하였으며 의 최대 

변위는 각각  ± ± 로 측정되었다 의 적용으로 

목표인 파고의 범위를 만족하여 개발 의 성능을 입증

하였다 하지만 목표치를 추종하는 제어 루프의 으

로 인한 위상차 때문에 파형의 형태로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향

후 이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과제번호 

참 고 문 헌 

성형석 최형식 오지윤 정상기 이상기 해상 크레인의 

상하동요 보상 시스템 연구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성형석 최형식 정성훈 이상기 해상 크레인의 상하동

요 보상 시스템의 능동제어 한국항행학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이판묵 심형원 백혁 김방현 박진영 전봉환 유승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중로봇연구실

수중항법 초단기선 초음파 위치추적시스템
도플러 속도계 원격조종 무인잠수정 확장형 칼만 필터

서    론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는 년 월 마리아나 해저화산 탐사에 

투입됐다이판묵 외 이 탐사에서 해미래의 위치는 선상에 설

치된 을 이용하여 일정간격으로 모니터링 됐고 과 

를 기반으로 하는 맹목항법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동안 위치를 추적

하며 오차가 누적되어 과 이상 차이가 커질 때 신

호로 맹목항법 상태변수를 리셋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이 방식

은 항법 궤적이 연속성이 없고 임의적이므로 과 신호를 

안정하게 융합하는 항법시스템 개발이 요구되었다

무인잠수정의 수중항법을 위한 과 신호를 융합하는 방

법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와 은 과 

을 융합하여 정밀항법이 가능한 를 개

발했다 는 파티클필터를 이용한 과 융

합을 연구했다 와 은 관성항법시스템과 및 

신호를 융합하여 확장 칼만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잠수정의 이

동에 무관하게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은 에 적용 가능하도록 시간지연을 고려한 과 융합

을 연구했다 는 천해역에서의 과 

신호융합을 연구하고 아웃라이어 식별 및 제거를 연구했다

는 관성항법알고리듬에 거리정보를 융합한 복합항법 알고리

듬을 제안했고 년에는 및 신호를 융합하는 

연구를 수행했다이판묵 외

이 연구에서 신호를 이용하는 무인잠수정은 속도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관성센서를 이용한 수중항법이 을 이용하는 맹목항법

과 비교하여 큰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본 논문은 관성센서를 배제하

고 과 신호를 융합하는 통합항법시스템에 관한 연구다 항

법 모델은 동력학 관계식을 기반으로 하며 확장형 칼만필터를 이용

해 신호주기가 상이한 비동기 다중 센서를 이용해 파라미터를 업데

이트하는 항법시스템을 제안한다 개발 알고리듬은 마리아나 해저화

산 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효성이 실증됐다 해미래에 탑재된 센

서의 특성과 실해역 측정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법시스템의 파

라미터를 선정했고 이의 특성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했다

통합 항법시스템

무인잠수정은 롤 및 피치 운동이 크지 않다면 커플링 효과가 작아 

자유도 운동을 각각 자유도 운동으로 나누어 해석될 수 있다 잠

수정에 장착된 로 측정하는 속도는 선체고정좌표계가 기준이며

수상 선박에서 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잠수정 위치는 지구고정

좌표계가 기준이다 은 해저면에서 운항하는 원격조종 무인잠수

정 에 고정된 선체고정좌표계와 지구좌표계를 나타낸다

잠수정의 롤과 피치 운동이 작다면 시간 의 잠수정 위치와 

속도는 시간 에서 잠수정의 수평면 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하여 다

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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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의 움직임도 이전 실험에 비해 안정적으로 측정되

었다

은 파고 주기 의 환경에서 제어 실험의 결과이

다 의 최대 변위는 ± 로 측정되었으며 설정한 파

고의 약 이내에 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를 적용한 실험결과 일반적으로 작업의 허용

치인 파고의 를 만족하였다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 위치는 모두 일정한 파형의 형태를 보이며 오차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 길이 즉 

모터의 위치가 센서의 데이터를 추종하면

서 생기는 위상차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어 루프에서 목

표치로 도달할 때의 이 위상차를 만들어내며 이 위

상차는 약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파랑 조류 바람 등 다양한 외란을 

받는 모선에 장착된 해상 크레인의 상하 동요 보상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상 크레인의 동역학 모델을 정립하고 상

하 동요 보상 제어 시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제어를 위한 제어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알고리즘을 프

로그램화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제어 성능을 검증하였다

파고 와 인 환경에서 실험하였으며 의 최대 

변위는 각각  ± ± 로 측정되었다 의 적용으로 

목표인 파고의 범위를 만족하여 개발 의 성능을 입증

하였다 하지만 목표치를 추종하는 제어 루프의 으

로 인한 위상차 때문에 파형의 형태로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향

후 이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과제번호 

참 고 문 헌 

성형석 최형식 오지윤 정상기 이상기 해상 크레인의 

상하동요 보상 시스템 연구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성형석 최형식 정성훈 이상기 해상 크레인의 상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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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묵 심형원 백혁 김방현 박진영 전봉환 유승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중로봇연구실

수중항법 초단기선 초음파 위치추적시스템
도플러 속도계 원격조종 무인잠수정 확장형 칼만 필터

서    론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는 년 월 마리아나 해저화산 탐사에 

투입됐다이판묵 외 이 탐사에서 해미래의 위치는 선상에 설

치된 을 이용하여 일정간격으로 모니터링 됐고 과 

를 기반으로 하는 맹목항법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동안 위치를 추적

하며 오차가 누적되어 과 이상 차이가 커질 때 신

호로 맹목항법 상태변수를 리셋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이 방식

은 항법 궤적이 연속성이 없고 임의적이므로 과 신호를 

안정하게 융합하는 항법시스템 개발이 요구되었다

무인잠수정의 수중항법을 위한 과 신호를 융합하는 방

법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와 은 과 

을 융합하여 정밀항법이 가능한 를 개

발했다 는 파티클필터를 이용한 과 융

합을 연구했다 와 은 관성항법시스템과 및 

신호를 융합하여 확장 칼만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잠수정의 이

동에 무관하게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은 에 적용 가능하도록 시간지연을 고려한 과 융합

을 연구했다 는 천해역에서의 과 

신호융합을 연구하고 아웃라이어 식별 및 제거를 연구했다

는 관성항법알고리듬에 거리정보를 융합한 복합항법 알고리

듬을 제안했고 년에는 및 신호를 융합하는 

연구를 수행했다이판묵 외

이 연구에서 신호를 이용하는 무인잠수정은 속도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관성센서를 이용한 수중항법이 을 이용하는 맹목항법

과 비교하여 큰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본 논문은 관성센서를 배제하

고 과 신호를 융합하는 통합항법시스템에 관한 연구다 항

법 모델은 동력학 관계식을 기반으로 하며 확장형 칼만필터를 이용

해 신호주기가 상이한 비동기 다중 센서를 이용해 파라미터를 업데

이트하는 항법시스템을 제안한다 개발 알고리듬은 마리아나 해저화

산 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효성이 실증됐다 해미래에 탑재된 센

서의 특성과 실해역 측정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법시스템의 파

라미터를 선정했고 이의 특성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했다

통합 항법시스템

무인잠수정은 롤 및 피치 운동이 크지 않다면 커플링 효과가 작아 

자유도 운동을 각각 자유도 운동으로 나누어 해석될 수 있다 잠

수정에 장착된 로 측정하는 속도는 선체고정좌표계가 기준이며

수상 선박에서 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잠수정 위치는 지구고정

좌표계가 기준이다 은 해저면에서 운항하는 원격조종 무인잠수

정 에 고정된 선체고정좌표계와 지구좌표계를 나타낸다

잠수정의 롤과 피치 운동이 작다면 시간 의 잠수정 위치와 

속도는 시간 에서 잠수정의 수평면 속도와 가속도를 이용하여 다

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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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는 지구고정좌표계 은 선체고정좌표계 기준

이고 는 가속도 성분을 나타낸다 시간증분 사이에 가속도 변화

와 선수각 변화가 작다면 운동방정식 을 다음의 행렬식으로 근

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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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속도를 비연성 정규잡음이라 가정하면 다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는 평균이 영이고 공분산행렬이 이다

위치 자세 속도가 가관측 하다면 측정오차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측정값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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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이 영 공분산행렬이 인 측정 정규잡음이라고 가정한다

본 논문은 과 으로 구성된 항법방정식에 대하여 확장형 칼

만필터 를 적용하여 통합 항법시스템을 구

현했다 무인잠수정에 적용하는 항법시스템의 모델링오차 측정오

차 특성 오차공분산 파라미터 특성은 장에서 논의한다

통합항법시스템의 실해역 데이터 적용

센서의 신호특성 및 모델링 오차

통합항법 알고리듬은 주기로 상태변수를 추

정하고 새로 얻어진 측정신호가 버퍼에 입력되면 이들을 이용

하여 항법시스템의 상태변수와 오차공분산을 업데이트한다 해

미래 항법시스템의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는 다음과 같다

통합항법시스템의 측정신호 공분산은 탑재된 센서 특성을 반

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diagd d     

여기서 는 탐사지점의 수심이다

은 트랜스폰더 모드 및 리스폰더 모드 선택 탐사수심 추

적 물체의 개수에 따라 샘플링 주기를 다르게 세팅해야 한다 해미

래 시스템은 중계기 해누비 위치를 함께 추적해야 하고 마리아나 

해저화산 탐사수심 에서는 트랜스폰더 모드를 이

용하였으므로 샘플링 간격을 초로 고정했다 은 샘플링 주

파수를 로 세팅하고 고도측정 범위를 이내로 제한했다

항법방정식 는 수직면운동과 수평면 운동이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수평면 상에서 운동 모델로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선

형화하였고 추력 조류력 또는 케이블 외란 등에 의한 가속도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모델링 오차가 존재한다 심해에서 운용하

는 는 운동속도가 노트 이내에서 추진기를 조정하며 조류

는 통상 노트 이하 유속의 외란을 받는다 따라서 가속도 모

델링 오차에 의해 잠수정이 가질 수 있는 불확실 운동량을 추정

하고 이에 따라 항법시스템의 변수가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모델링 오차 공분산으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diag       s

통합항법시스템

통합항법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행되었던 심

해탐사 데이터에 적용하여 항법시스템 성능을 검토하였다 마리아

나 해저화산 포케스트와 알키안 탐사에서 얻어진 

전체 데이터이판묵 외 에 대해 통합항법시스템을 적용했다

통합항법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측정값을 상태변수

의 초기값으로 치환하고  값은 영으로 정했다 확장형 칼만필터 

적용에 필요한 오차공분산 초기값은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diag      

여기서 초기값 표준편차는 측정오차

의 배인 이다

은 측정거리의 오차를 보이나 신호가 미약하거

나 환경 노이즈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치측정 불가 또는 아웃라

이어가 발생한다 신호잡음비 저하로 인한 불량신호는 하드웨어

적으로 필터링 되나 다중경로에 의해 발생하는 아웃라이어는 소

프트웨어적으로 필터링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필터링을 위한 아웃

라이어 레벨이 낮으면 정상신호를 놓치게 되고 높으면 이보다 작

은 레벨의 아웃라이어를 필터링하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웃라이어 레벨을 오차의 배로 선택했다 따라서 초기 위

치오차가 최대 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 

의 오차공분산 초기값을 정했다 다른 변수들은 측정값이 갖

는 오차범위보다 큰 값으로 정했다

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합항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항법시스템은 잠수정이 해저탐사를 수행

한 초 전 구간에 대해 적용됐고 통합항법시스템이 측정

오차가 섞인 신호를 부드럽게 추적했다 는 수평면 

궤적을 나타내며 는 측정위치와 통합항법 위치추정

의 오차를 나타낸다 항법성능 비교를 위하여 항법에 의한 위치

추적 궤적검은 실선을 함께 나타냈다 항법 궤적은 측

정과 이상 오차가 발생하면 위치로 리셋 하여 탐사가 수

행되었음을 보인다 는 과 통합항법 위치오차의 히스토

그램을 나타내며 오차는 정규분포를 보이며 평균 표준편

차 로 항법시스템이 안정하게 작동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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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항법시스템의 파라미터 튜닝

앞서 언급한 초기 오차공분산 선정을 위하여 상태변수의 초기

값에 오차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항법시스템의 초

기 위치가 아웃라이어 신호로 세팅되었을 경우를 고려했다

는 방향 측정에 Δ 가 부가되었을 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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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위치오차공분산을 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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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센서로 사용된 제작사양은 고도 부터 측

정이 가능하나 실제는 잠수정이 해저면으로부터 고도를 

유지할 경우에 빈번하게 속도신호 불량이 발생했고 해저면에 착

지했을 경우는 속도계측이 불가능하다 는 잠수정이 해저면

에 착지해 해저퇴적물채집장치 회수작업을 수행한 에 대

한 항법시스템 적용 결과를 나타낸다 우측 신호밀집지역이 잠수

정의 해저면 작업위치를 나타낸다 통합항법은 해저 

착지 시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신호를 이용하여 주기

적으로 위치를 보정하므로 안정적인 항법을 구현할 수 있다

는 추정신호에 오차공분산의 σ 경계를 도식한 그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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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는 지구고정좌표계 은 선체고정좌표계 기준

이고 는 가속도 성분을 나타낸다 시간증분 사이에 가속도 변화

와 선수각 변화가 작다면 운동방정식 을 다음의 행렬식으로 근

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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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를 비연성 정규잡음이라 가정하면 다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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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이 영이고 공분산행렬이 이다

위치 자세 속도가 가관측 하다면 측정오차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측정값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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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이 영 공분산행렬이 인 측정 정규잡음이라고 가정한다

본 논문은 과 으로 구성된 항법방정식에 대하여 확장형 칼

만필터 를 적용하여 통합 항법시스템을 구

현했다 무인잠수정에 적용하는 항법시스템의 모델링오차 측정오

차 특성 오차공분산 파라미터 특성은 장에서 논의한다

통합항법시스템의 실해역 데이터 적용

센서의 신호특성 및 모델링 오차

통합항법 알고리듬은 주기로 상태변수를 추

정하고 새로 얻어진 측정신호가 버퍼에 입력되면 이들을 이용

하여 항법시스템의 상태변수와 오차공분산을 업데이트한다 해

미래 항법시스템의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는 다음과 같다

통합항법시스템의 측정신호 공분산은 탑재된 센서 특성을 반

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diagd d     

여기서 는 탐사지점의 수심이다

은 트랜스폰더 모드 및 리스폰더 모드 선택 탐사수심 추

적 물체의 개수에 따라 샘플링 주기를 다르게 세팅해야 한다 해미

래 시스템은 중계기 해누비 위치를 함께 추적해야 하고 마리아나 

해저화산 탐사수심 에서는 트랜스폰더 모드를 이

용하였으므로 샘플링 간격을 초로 고정했다 은 샘플링 주

파수를 로 세팅하고 고도측정 범위를 이내로 제한했다

항법방정식 는 수직면운동과 수평면 운동이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수평면 상에서 운동 모델로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선

형화하였고 추력 조류력 또는 케이블 외란 등에 의한 가속도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모델링 오차가 존재한다 심해에서 운용하

는 는 운동속도가 노트 이내에서 추진기를 조정하며 조류

는 통상 노트 이하 유속의 외란을 받는다 따라서 가속도 모

델링 오차에 의해 잠수정이 가질 수 있는 불확실 운동량을 추정

하고 이에 따라 항법시스템의 변수가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모델링 오차 공분산으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diag       s

통합항법시스템

통합항법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행되었던 심

해탐사 데이터에 적용하여 항법시스템 성능을 검토하였다 마리아

나 해저화산 포케스트와 알키안 탐사에서 얻어진 

전체 데이터이판묵 외 에 대해 통합항법시스템을 적용했다

통합항법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측정값을 상태변수

의 초기값으로 치환하고  값은 영으로 정했다 확장형 칼만필터 

적용에 필요한 오차공분산 초기값은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diag      

여기서 초기값 표준편차는 측정오차

의 배인 이다

은 측정거리의 오차를 보이나 신호가 미약하거

나 환경 노이즈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치측정 불가 또는 아웃라

이어가 발생한다 신호잡음비 저하로 인한 불량신호는 하드웨어

적으로 필터링 되나 다중경로에 의해 발생하는 아웃라이어는 소

프트웨어적으로 필터링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필터링을 위한 아웃

라이어 레벨이 낮으면 정상신호를 놓치게 되고 높으면 이보다 작

은 레벨의 아웃라이어를 필터링하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웃라이어 레벨을 오차의 배로 선택했다 따라서 초기 위

치오차가 최대 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 

의 오차공분산 초기값을 정했다 다른 변수들은 측정값이 갖

는 오차범위보다 큰 값으로 정했다

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합항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항법시스템은 잠수정이 해저탐사를 수행

한 초 전 구간에 대해 적용됐고 통합항법시스템이 측정

오차가 섞인 신호를 부드럽게 추적했다 는 수평면 

궤적을 나타내며 는 측정위치와 통합항법 위치추정

의 오차를 나타낸다 항법성능 비교를 위하여 항법에 의한 위치

추적 궤적검은 실선을 함께 나타냈다 항법 궤적은 측

정과 이상 오차가 발생하면 위치로 리셋 하여 탐사가 수

행되었음을 보인다 는 과 통합항법 위치오차의 히스토

그램을 나타내며 오차는 정규분포를 보이며 평균 표준편

차 로 항법시스템이 안정하게 작동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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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오차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항법시스템의 초

기 위치가 아웃라이어 신호로 세팅되었을 경우를 고려했다

는 방향 측정에 Δ 가 부가되었을 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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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오차공분산이 이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보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위치오차공분산을 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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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센서로 사용된 제작사양은 고도 부터 측

정이 가능하나 실제는 잠수정이 해저면으로부터 고도를 

유지할 경우에 빈번하게 속도신호 불량이 발생했고 해저면에 착

지했을 경우는 속도계측이 불가능하다 는 잠수정이 해저면

에 착지해 해저퇴적물채집장치 회수작업을 수행한 에 대

한 항법시스템 적용 결과를 나타낸다 우측 신호밀집지역이 잠수

정의 해저면 작업위치를 나타낸다 통합항법은 해저 

착지 시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신호를 이용하여 주기

적으로 위치를 보정하므로 안정적인 항법을 구현할 수 있다

는 추정신호에 오차공분산의 σ 경계를 도식한 그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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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입력이 없는 구간에서 오차공분산이 증가하다가 

보정이 이루어지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항법시스템 운용 중에 아웃라이어를 포함한 신호가 항법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는 탐사 중 초

에 Δ 아웃라이어를 임의로 발생시켰을 때에 통합항법시스템

의 추정변수 궤적을 나타낸다 위치 모델링오차공분산 를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모

델링 오차공분산이 작으면 아웃라이어 영향이 작으나 다른 정상적

인 측정값에도 영향을 작게 받아 측정에 의한 위치보정이 미

미하게 된다 한편 모델링 오차 공분산이 크면 아웃라이어 영향을 

크게 받을 뿐만 아니라 노이즈가 있는 신호를 그대로 추종하

는 경향이 커진다 점프가 있는 신호추종을 최소화하며 아웃

라이어 영향을 적게 받는 값으로  이 적절하다 속도보정이 

유효할 경우는 작은 값이 유리하고 속도신호가 없는 경우는 큰 값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위치 모델링오차공분산을 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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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블랙아웃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였다 알키안 해저

화산 탐사중간에 이 장시간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었

다 의 구간 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항법이 

시작한 수심이 로 신호 업데이트 임계값에 이르는 

조건이라 시간취득간격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으나 Δ

초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가 다시 들어왔다 구간 

이후 유효신호에 의한 추정위치가 Δ Δ

보정되었다 는 위치변수의 오차공분산을 나타내는 그림으

로써 블랙아웃 발생 시 오차공분산이 증가하며 신호

가 연속적으로 얻어지면서 정상상태로 복귀함을 보인다

결    론

본 논문은 과 신호를 융합한 통합항법시스템을 제안

하였으며 심해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법시스템의 유효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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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properties of Aramid/Basalt fibers reinforced hybrid composite 

using in bathysca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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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osite materials used in bathyscaphe required good compressive and bending property. This paper introduced the 

bending properties of aramid/basalt fiber reinforced hybrid composite using in bathyscaphe shell. Eight aramid/basalt fiber hybrid 
samples with different ply numbers of each fiber and same 14 total plies are made via VaRTM and Three point bending tests were 
performed.

1. Introduction

The fiber reinforced composite material is used in 

bathyscaphe as a good compression resistance structural 

material, bathyscaphe with the composite shell has farther 

submergence distance compared to steel shell. America Navy 

has successfully developed the shell of AUSSMOD2 

auto-bathyscaphe using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 

Basalt and aramid fiber are both newly developed 

reinforcement materials with good mechanical properties. The 

raw material of basalt fiber is taken from the pure natural 

volcanic rock; aramid fiber is a kind of organic fiber with high 

strength and low density and it's also  a radiation resistant 

material and can resist corrosion. This paper studied the 

bending property of composite with different aramid/basalt 

content.

2. Experimental

In the experiment, aramid fiber(HF-200), basalt 

fiber(HB-200) and epoxy resin(KFR-120) are used. All 8 

samples with different number of layers are made, the total 

laminates is 14 sheet at the size of 400x500[mm] and the 

specific number of layers of every sample(aramid/basalt) is : 

0/14, 2/12, 4/10, 6/8, 8/6, 10/4, 12/2, 14/0. All basalt plies are 

in the middle of the sample and the aramid plies are put on 

the both sides of basalt ply averagely. All samples are made 

by VaRTM (Vacuum-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After 

resin injection, the molded object was cured in an oven at 8

0 for more than 2 h.

3. Results and discussions

The bending stress of pure AFRP and BFRP is 

234.59Mpa and 295.2Mpa and the value has an obvious 

increasement while aramid or basalt fiber reinforced 

composite hybrid with another fiber. The bending stress 

value kept increasing with the aramid content until 

70%point; then the bending stress goes down with the 

aramid content. The maximum bending stress value was 

observed in aramid/basalt ply ratio at 10/4 which is 

423.86Mpa. For those samples which have more or 

equivalent basalt fiber ratio, the main factor than limit 

bending stress is the rupture of basalt fiber and in aramid 

fiber domination situation, the main factor becomes to the 

crack of matrix.

Fig.1 Bending stress change with aramid content 

4. Conclusions

1. The best bending stress occurred in aramid/basalt 

ply=10/4 which the aramid content is 70 wt.%.

2. The main failure mechanism is basalt fiber rupture 

in low aramid content situation while it becomes to 

matrix crack in high aramid cont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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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강화 플라스틱 흡습 수분 거동 열화

인장 강도 복합재료 

서    론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주로 수분은 복합재 기지재인 고

분자 수지 내부로 침투 확산되고 이는 복합재의 화학적 손상과 

물성저하로 직결된다 홍석우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습한 환경에 노출된 성형 전 유리섬유와 성형 후 고온 

수분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복합재의 수분 흡수율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열화 현상과 그 손상 거동을 알아보았다

시험편 제작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복합재료는 강화재인 일방향 유리섬유와 기

지재인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로 국도화학의 과 경

화제 를 사용하였으며 에 따라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은 초기 성형시 상온에서 상대습도에 

약 시간 노출시킨 유리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는 복합

재 성형후 증류수에서 시간 동안 침지시킨 것이다

실험결과 및 고찰

과 의 수분 흡수율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시간 동안 각각 약 와 를 나타냈다 의 경우

특정 시간을 기점으로 급격한 수분 흡습 양상을 보였으며 이

는 유리섬유가 수분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시간이 존재하며 그 

이상에서는 유리섬유 가닥이 수분에 활성화되어 다량의 수분

을 머금게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정시간 동안의 수분 흡습

은 인장강도 강화효과를 보였으며 그 이상에서는 급격한 강도 

저하 현상을 보였다 특히 에서 이미 배 이상의 수분

을 머금고 있었음에도 인장강도는 성형후 수분에 노출된 

보다 약 이상 높은 강도를 나타냈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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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와 기공 형성을 억제하고 인장방향으로부터 외부 압력과의 저

항력을 높여 일시적인 강화 효과를 보였다

복합재는 고온 수분 환경에 소량 노출되어도 상대

적으로 인장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이는 수분이 에폭시 자

체의 열화뿐만 아니라 계면 결합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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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osite materials used in bathyscaphe required good compressive and bending property. This paper introduced the 

bending properties of aramid/basalt fiber reinforced hybrid composite using in bathyscaphe shell. Eight aramid/basalt fiber hybrid 
samples with different ply numbers of each fiber and same 14 total plies are made via VaRTM and Three point bending tests were 
performed.

1. Introduction

The fiber reinforced composite material is used in 

bathyscaphe as a good compression resistance structural 

material, bathyscaphe with the composite shell has farther 

submergence distance compared to steel shell. America Navy 

has successfully developed the shell of AUSSMOD2 

auto-bathyscaphe using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 

Basalt and aramid fiber are both newly developed 

reinforcement materials with good mechanical properties. The 

raw material of basalt fiber is taken from the pure natural 

volcanic rock; aramid fiber is a kind of organic fiber with high 

strength and low density and it's also  a radiation resistant 

material and can resist corrosion. This paper studied the 

bending property of composite with different aramid/basalt 

content.

2. Experimental

In the experiment, aramid fiber(HF-200), basalt 

fiber(HB-200) and epoxy resin(KFR-120) are used. All 8 

samples with different number of layers are made, the total 

laminates is 14 sheet at the size of 400x500[mm] and the 

specific number of layers of every sample(aramid/basalt) is : 

0/14, 2/12, 4/10, 6/8, 8/6, 10/4, 12/2, 14/0. All basalt plies are 

in the middle of the sample and the aramid plies are put on 

the both sides of basalt ply averagely. All samples are made 

by VaRTM (Vacuum-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After 

resin injection, the molded object was cured in an oven at 8

0 for more than 2 h.

3. Results and discussions

The bending stress of pure AFRP and BFRP is 

234.59Mpa and 295.2Mpa and the value has an obvious 

increasement while aramid or basalt fiber reinforced 

composite hybrid with another fiber. The bending stress 

value kept increasing with the aramid content until 

70%point; then the bending stress goes down with the 

aramid content. The maximum bending stress value was 

observed in aramid/basalt ply ratio at 10/4 which is 

423.86Mpa. For those samples which have more or 

equivalent basalt fiber ratio, the main factor than limit 

bending stress is the rupture of basalt fiber and in aramid 

fiber domination situation, the main factor becomes to the 

crack of matrix.

Fig.1 Bending stress change with aramid content 

4. Conclusions

1. The best bending stress occurred in aramid/basalt 

ply=10/4 which the aramid content is 70 wt.%.

2. The main failure mechanism is basalt fiber rupture 

in low aramid content situation while it becomes to 

matrix crack in high aramid cont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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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강화 플라스틱 흡습 수분 거동 열화

인장 강도 복합재료 

서    론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주로 수분은 복합재 기지재인 고

분자 수지 내부로 침투 확산되고 이는 복합재의 화학적 손상과 

물성저하로 직결된다 홍석우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습한 환경에 노출된 성형 전 유리섬유와 성형 후 고온 

수분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복합재의 수분 흡수율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열화 현상과 그 손상 거동을 알아보았다

시험편 제작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복합재료는 강화재인 일방향 유리섬유와 기

지재인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로 국도화학의 과 경

화제 를 사용하였으며 에 따라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은 초기 성형시 상온에서 상대습도에 

약 시간 노출시킨 유리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는 복합

재 성형후 증류수에서 시간 동안 침지시킨 것이다

실험결과 및 고찰

과 의 수분 흡수율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시간 동안 각각 약 와 를 나타냈다 의 경우

특정 시간을 기점으로 급격한 수분 흡습 양상을 보였으며 이

는 유리섬유가 수분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시간이 존재하며 그 

이상에서는 유리섬유 가닥이 수분에 활성화되어 다량의 수분

을 머금게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정시간 동안의 수분 흡습

은 인장강도 강화효과를 보였으며 그 이상에서는 급격한 강도 

저하 현상을 보였다 특히 에서 이미 배 이상의 수분

을 머금고 있었음에도 인장강도는 성형후 수분에 노출된 

보다 약 이상 높은 강도를 나타냈다

결    론

초기 유리섬유에 포함된 적정량의 수분은 미세 기공의 침

투와 기공 형성을 억제하고 인장방향으로부터 외부 압력과의 저

항력을 높여 일시적인 강화 효과를 보였다

복합재는 고온 수분 환경에 소량 노출되어도 상대

적으로 인장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이는 수분이 에폭시 자

체의 열화뿐만 아니라 계면 결합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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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차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산업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제조업 혁신과 함께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융복합화로 제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복합소재 응용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 제조

업에서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사슬의 영역을 자동화 생산공정 분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등의 복합소재 자동적층 성형기술은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계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 혁신활동의 우수사례로 응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미래 소형선박의 스마트 제조시스템에 필요한 센서기술 로봇시스템 신소재 제조기술 

등의 융복합화로 핵심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방향을 정립하였다

소형선박 주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섬유강화복합소재의 선체 자동화 생산공정에 적용을 

위한 섬유재의 배치 적층조건 경화조건 등의 연구변수를 도출하고 최적화된 주요 공정조건을 분석하

여 소형선박 제조혁신 기반기술의 적용모델을 구축하였다 복합소재 선체 제작을 위한 자동화 적층 

성형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의 선체 제작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기술로 설계와 

생산이 연동 가능한 자동화 기반의 생산환경 구축을 통해 고기능성 복합선체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고 소형선박 제조분야의 차산업혁명 대응기술로 제조업 혁신과 지능형 생산공장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과제번호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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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합재 선체 자동적층 기술은 선체 곡면에 대응 가능한 자동적층 기능을 구현하여 최종적으로 복

합재 선체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자동적층 기술은 조선해양용 섬유소재 융합기술 섬유기

반 자동적층 기술 국산화 설계기술을 세부 주요기술로 나눌 수 있다

섬유기반 자동적층 기술은 다시 헤드 크릴 시스템 회전식 몰드 포지셔너 축 자동적층 제어시스

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세부 주요기술을 구현하며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연구

를 수행하였다

고부가가치 복합재 선체 제조기술 개발 과정

고부가가치 복합재 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자동적층 기술과 자동적층 기술을 이용
한 복합재 선체 제조기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자동적층 기술을 이용하여 복합재 선체를 제조

하기 위한 선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자동적층 기술을 적용하면서 복합재 선체 설계 부분이 기존 선제 체조기술과 차별화 된다 기존에

는 패턴이 형성된 프리프레그를 사용하여 선체형상을 수적층 하였으나 자동적층 장비에서는 토우 

프리프레그를 사용하면서 적층에 대한 패턴 설계 부분이 추가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패턴 설

계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요구 선체구조 강도에 따른 구조성능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만족하

기 위한 선체 선형에 적합한 복합재의 패턴과 적층 두께의 분석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복합재 선체 제작을 위해서는 선체 선형 설계 뿐만 아니라 선체 복합재 설계도 같이 

병행되어야 이에 기반한 자동적층 기술을 이용하여 선체를 제조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복합재 선체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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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 선체 자동적층 기술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 연구

김경수 권용원 김현우 중소조선연구원 이상진 한국섬유기계연구원

박승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서   론
복합재 선체 자동적층 기술은 선체 곡면에 대응 가능한 자동적층 기능을 구현하여 최종적으로 복

합재 선체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자동적층 기술은 조선해양용 섬유소재 융합기술 섬유기

반 자동적층 기술 국산화 설계기술을 세부 주요기술로 나눌 수 있다

섬유기반 자동적층 기술은 다시 헤드 크릴 시스템 회전식 몰드 포지셔너 축 자동적층 제어시스

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세부 주요기술을 구현하며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연구

를 수행하였다

고부가가치 복합재 선체 제조기술 개발 과정

고부가가치 복합재 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자동적층 기술과 자동적층 기술을 이용
한 복합재 선체 제조기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자동적층 기술을 이용하여 복합재 선체를 제조

하기 위한 선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자동적층 기술을 적용하면서 복합재 선체 설계 부분이 기존 선제 체조기술과 차별화 된다 기존에

는 패턴이 형성된 프리프레그를 사용하여 선체형상을 수적층 하였으나 자동적층 장비에서는 토우 

프리프레그를 사용하면서 적층에 대한 패턴 설계 부분이 추가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패턴 설

계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요구 선체구조 강도에 따른 구조성능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만족하

기 위한 선체 선형에 적합한 복합재의 패턴과 적층 두께의 분석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복합재 선체 제작을 위해서는 선체 선형 설계 뿐만 아니라 선체 복합재 설계도 같이 

병행되어야 이에 기반한 자동적층 기술을 이용하여 선체를 제조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복합재 선체 개발 프로세스  

본 연구는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과제번호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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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의 기구학적 

해석 및 시뮬레이션 연구 

김현우 권용원 김경수 중소조선연구원 박영길 박승일 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서   론

본 연구는 탄소섬유를 자동으로 적층하는 겐트리 타입의 시스템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한 시뮬레
이션과 기구학적 요소를 접목하여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는 연구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솔드웍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제어를 위해 랩뷰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

도록 하였다 또한 기구하적인 해석을 위해 매트랩을 사용하므로서 수학적인 구현 및 해석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현재의 추세는 대형장비를 제작하기 전 사전에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자유동의 시스템으로 로 움직이는 겐트리와 로 움직이는 헤더의 

조인트로 구성이 된다 이론을 이용하여 본 시스템의 기구학적 해를 산출하였으

며 역기구학적 해를 산출하여 를 목표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각 조인트의 이동값을 산출
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역기구학적 해는 향후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통해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과제번호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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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선체 제작용 열경화성 소재 자동적층 설계 기술 현황

이상진 조형찬 권혜인 한국섬유기계연구원 김경수 권용원 중소조선연구원

서론

자동 적층 기

술은 이미 국외에서는 항공기 동체 및 구조 파트 

제작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해양 분

야의 선체 제조에 있어 자동적층 기술과 조선해양 
분야에 특화된 소재가 없으며 용 강화재

와 수지를 기반으로 선체 자동적층에 적합한 소재

를 개발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체 제작용 열

경화성 소재를 사용한 의 

국내 자동적층 시스템을 설계 하고자 한다

본론

기술 개요

일반적으로 자동적층 의 구성품으로

를 공급하는 장치 안에서의 
의 장력을 제어하는 장력제어장치

적층 시 가압을 위한 장치 가압과 

동시에 를 가열하기 위한 장

치 적층완료 후 를 잘라주는 

장치로 크게 나뉜다

설계 조사 국외

① 장치 장치에는 가 

감겨져 있는 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로는 
부분 또는 위에 설치가 된다

  [ Head부분에 설치 ]     [ Gantry 위에 설치 ] 

② 장력제어 장치 적층 형상과 적층 이송속

도에 따라 가 적층되면서 일정한 

장력제어가 필요로 된다 국외에서는 장치

와 부분에서 롤러사이에 이동하는 섬유를 

일시적으로 잡아당겨 장력을 제어한다

 ③ Compaction, Heating, Cutt ing 장치: 

Roller에 servo motor를 설치하여 소재에 일

정한 압력을 주며, Heating장치는 IR lamp(적

외선) 또는 열풍 장치로 가열한다. Cutting장

치는 실린더에 컷팅 날을 설치하여 공압 제

어로 tow prepreg를 절단한다.

결론 

자동적층 설계 방향은 의 정밀 제어

와 중량을 줄이기 위해 장치는 

위에 설치하며 장력제어는 장치에서 이형필

름 분리 후 에 가이드를 설치하여 일시

적으로 당기며 공압 실린더 설계를 통해 안

에서 의 장력을 제어한다

 [ Creel장치-장력제어 ]     [ 공압 장력제어 ] 

장치는 경사면 및 곡률 형상에서

도 일정한 가압유지를 위해
장비로 설계하며 장치

는 개의 를 개별적으로 절단하기 

위해 공압으로 정밀레귤레이터 실

린더를 설계 및 제어를 한다 장치는 

로 설계한다

 [ ACF, Distributer ] [ 정밀 레귤레이터, 실린더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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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연구는 탄소섬유를 자동으로 적층하는 겐트리 타입의 시스템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한 시뮬레
이션과 기구학적 요소를 접목하여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는 연구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솔드웍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제어를 위해 랩뷰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

도록 하였다 또한 기구하적인 해석을 위해 매트랩을 사용하므로서 수학적인 구현 및 해석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현재의 추세는 대형장비를 제작하기 전 사전에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자유동의 시스템으로 로 움직이는 겐트리와 로 움직이는 헤더의 

조인트로 구성이 된다 이론을 이용하여 본 시스템의 기구학적 해를 산출하였으

며 역기구학적 해를 산출하여 를 목표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각 조인트의 이동값을 산출
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역기구학적 해는 향후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통해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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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조형찬 권혜인 한국섬유기계연구원 김경수 권용원 중소조선연구원

서론

자동 적층 기

술은 이미 국외에서는 항공기 동체 및 구조 파트 

제작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해양 분

야의 선체 제조에 있어 자동적층 기술과 조선해양 
분야에 특화된 소재가 없으며 용 강화재

와 수지를 기반으로 선체 자동적층에 적합한 소재

를 개발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체 제작용 열

경화성 소재를 사용한 의 

국내 자동적층 시스템을 설계 하고자 한다

본론

기술 개요

일반적으로 자동적층 의 구성품으로

를 공급하는 장치 안에서의 
의 장력을 제어하는 장력제어장치

적층 시 가압을 위한 장치 가압과 

동시에 를 가열하기 위한 장

치 적층완료 후 를 잘라주는 

장치로 크게 나뉜다

설계 조사 국외

① 장치 장치에는 가 

감겨져 있는 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로는 
부분 또는 위에 설치가 된다

  [ Head부분에 설치 ]     [ Gantry 위에 설치 ] 

② 장력제어 장치 적층 형상과 적층 이송속

도에 따라 가 적층되면서 일정한 

장력제어가 필요로 된다 국외에서는 장치

와 부분에서 롤러사이에 이동하는 섬유를 

일시적으로 잡아당겨 장력을 제어한다

 ③ Compaction, Heating, Cutt ing 장치: 

Roller에 servo motor를 설치하여 소재에 일

정한 압력을 주며, Heating장치는 IR lamp(적

외선) 또는 열풍 장치로 가열한다. Cutting장

치는 실린더에 컷팅 날을 설치하여 공압 제

어로 tow prepreg를 절단한다.

결론 

자동적층 설계 방향은 의 정밀 제어

와 중량을 줄이기 위해 장치는 

위에 설치하며 장력제어는 장치에서 이형필

름 분리 후 에 가이드를 설치하여 일시

적으로 당기며 공압 실린더 설계를 통해 안

에서 의 장력을 제어한다

 [ Creel장치-장력제어 ]     [ 공압 장력제어 ] 

장치는 경사면 및 곡률 형상에서

도 일정한 가압유지를 위해
장비로 설계하며 장치

는 개의 를 개별적으로 절단하기 

위해 공압으로 정밀레귤레이터 실

린더를 설계 및 제어를 한다 장치는 

로 설계한다

 [ ACF, Distributer ] [ 정밀 레귤레이터, 실린더 ]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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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공법을 이용한 용 개발

박길영 박승일 국윤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서   론

복합재를 이용한 선박 제조 시 다양한 형상 제조 요구 물성 확보 생산량 향상을 위한 정밀 성형 

기술 요구에 따라 을 이용하여 금형에 연속적으로 적층하여 복합재를 제조하는 

성형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섬유 종류 섬유 폭

두께 수지 함유량 등의 물성이 고려된 열경화성 형태의 소재 공급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법을 이용하여 장비에 적용 가능한 열경화성 개

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을 이용한 개발
장비에 적용 가능한 의 경우 

등 다양한 변수를 충족시켜야 되므로 수지의 유동성 미경화 상태에서의 보존안전성 성형 

작업 시 성 경화물의 기계적 특성을 고려한 수지를 조합하고 이를 이용한 와 

공정을 활용한 을 제조하였다

장비 적용 토우 프리프레그 사양

특성 내용

및 

결   론

장비에 적용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개발 및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의 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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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속도를 고려한 

자동적층 이송부 시스템의 설계기술 개발

최정우 조용주 김환 한국정밀기계 김경수 권용원 중소조선연구원

섬유강화 복합재 자동 적층의 핵심 요소에는 압착 온도 압착력 적층온도 적층 속도이다 적

절한 적층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송부 시스템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송계에는 

을 바탕으로 한 을 채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와 힘 정밀한 

이송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을 통해 정밀값을 얻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형태와 조건도 중요하다 그 조건에
는 응력 하중 조건 이송계 내 이송부의 수명 등이다 조건을 만족하면서 을 구축

하기 위해 방식을 통한 고하중의 물체를 무리 없이 이송시키게 하고

이하 를 통하여 마찰계수 감소 및 고하중의 인내력을 지니게 하여 대형 장비

임에도 저마찰 고효율 및 고정밀 기계가 되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송부 부품들의 상세설계를 

통하여 각 부의 하중 응력 변위 및 안전율을 계산하여 기대수명도 높도록 설계 하였다 허용 하

중별 각 축에 작용하는 응력 및 안전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하중 및 예상 적층속도를 넘겨 

기계의 효율을 증진 시켰다

각 부의 하중 및 응력계산

또한 및 을 하나의 축에 접목시킴으로서 을 적용하
여 이송 능력을 극대화 시켜 장비에 복합재를 적층 시킬 때 오차의 화 실현 및 하나의 대형 

장비로 오랫동안 여러 대의 선체에 복합재를 적층할 수 있도록 정격수명도 높였다

이러한 이송 시스템은 최적의 적층 공정을 위한 이송장치로 마찰이나 재질에 따른 다양한 변

수를 가지고 있는 여러 복합재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한 대의 장비로도 많은 선체에 적층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계가 되기 위함이 최종 목표이다

이송계의 조립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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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층 시스템의 선체 몰드 모션 시물레이션 

윤선희 김현득 김지혜 서창원 주 하이인텍 김남훈 중소조선연구원 권용원

서   론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량화 및 운동성 확보를 위한 섬유강화 복합재 선체 제작에 사용되는 몰

드의 요구조건에는 선체선형에 적합한 몰드설계와 거치대 제조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의 작업한계를 보완 해 줄 수 있는 모션이 가능한 기능 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성형 작업을 수행한 이후 시스템 내부에 자리 한 위치에서 탈형이 용이한 위치

로 이동이나 자동성형 작업을 수행한 이후 탈형 작업의 환경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이동 혹은 부가 회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설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구 개발 중인 설계의 분석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작업을 적용하고 

몰드설계의 취약 부분을 찾아 설계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 한다

선체 자동적층 기술은 선체선형의 부드러운 곡면을 토우의 섬유 설계대로 자동으로 적층하는 
것으로써 겐츄리의 운동 영역과 헤드의 작업으로 적층을 완성하되 선체 선형의 특징에 맞는 적

층이 마치고 나면 모션 몰드의 보완 작업의 예상과 모션몰드의 구동 분석을 시뮬레이션으로 적

용 분석해 보고 안정성 있는 모션 몰드가 제작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선체 선형에 적용한 자동적층 기술은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보다 정밀하고 견고하게 적층작업을 

하고 생산성은 향상시키며 효율성을 올려주는 시스템이며 이를 보완하는 몰드에 모션을 적용하

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시뮬레이션을 적용 검토하여 설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작업

이 요구된다

시뮬레이션 분석 적용 와 분석의 결과 화면을 영상으로 해석하여 모션 몰드의 설계 변수

를 찾아 설계 재해석 설계 수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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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과 선박들의

이접안 거리에 따른 파랑 표류력 특성

정성준*․홍장표*․김윤호*․조석규*․정동호*․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A Numerical Study on Wave Drift Force Characteristics of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and Bunkering

Vessels according to Distances

Sung-Jun Jung*, Jang-Pyo Hong*, Yun-Ho Kim*, Suk-Kyu Cho*, Dong-Ho Jung* and Hong-Gun Sung*

*Offshore Plant Research Division, KRISO, Daejon, Korea
   

KEY WORDS: FLBT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 Berthing 이접안, Wave Drift force 파랑 표류력, Multi-body numerical analysis 다물체 
수치해석

ABSTRACT: The IMO has adopted emission standards through Annex VI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Due to the IMO agreement, utilizing bunker C oil as fuel oil for vessels will be strictly prohibited. In addition to 
global requirements, designated areas called emission control areas (ECAs) are subjected to more stringent requirements for the same 
emissions. For this reason, more marine industries are becoming aware of gas-fueled vessels, LNG bunkering vessels, and waterfront 
bunkering facilities. In this study, we have adopted the turret moored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FLBT) which is designed to 
store, load and unload environmental friendly LNG fuel. We have carried out numerical analyses using the high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for 4-vessels in various relative distance. Wave drift force coefficients and mean drift forces have  compared at an 
operational seastate. The result will be used to help estimate tug forces when bunkering vessels are berthing to the FLBT.

1. 서    론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황 화합물로 인

한 오염을 막기 위해,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추도록 강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협약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 협약이 적용되는 2020년 전까지 연료유 수급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북미나 유럽 지역

은 이미 연근해 운항 선박에 대해 황 성분이 0.1% 이하인 연료

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선박 수의 증가로 선박연료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IMO의 규제로 인하여 선박연료의 구조

는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청정 연료

인 LNG를 사용하는 LNG 연료 추진선의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에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LNG 공급 트럭을 이용하는 

방법과, LNG 벙커선을 이용하는 방법,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

널(FLBT,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을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LNG 탱크 트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급유를 위해 많

은 수의 트럭이 필요하며, 트럭이 LNG를 공급받기 위한 하역장 

및, 부두의 추가적인 고정식 설비에 큰 투자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벙커선을 이용한 방법은 높은 유연성으로 육지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많은 부피의 LNG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LNG 벙커선이 정박 및 LNG 공급을 위해 별도의 설비 및 돌제

(Jetty) 가 필요하다.

마지막 방식인 FLBT를 이용하는 방법은 육상공간의 제약으로

부터 자유롭다.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LNG 벙커선과 중대

형 LNGC의 이동 및 적하역이 매우 빈번한 경우, 동선을 최소화 

하여 큰 효율을 꾀할 수 있다. 초기 투자가 큰 위험이 있으나, 

각종 기자재 Track record 확보 등,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계 전

반적으로 매우 큰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본 설계를 목표로 개발 중인 FLBT 

(KRISO, 2016)를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FLBT는 동시

에 LNGC (LNG Carrier)로 부터 연료를 하역 받으며, LNG BS 

(Bunkering Shuttle) 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FLBT는 이접안 

시나리오 및 공정에 따라 최대 4척이 동시에 계류된 상태에서 

적하역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홍장표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잦은 이접안 단계에 따라 파랑 표류력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4척의 다물체 수치해

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LNGC 또는 LNG BS의 이접안

시 필요한 Tug선의 필요 Bollard pull 산정 등, 이접안 절차 정립 

및 추가 연구에 활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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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층 시스템의 선체 몰드 모션 시물레이션 

윤선희 김현득 김지혜 서창원 주 하이인텍 김남훈 중소조선연구원 권용원

서   론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량화 및 운동성 확보를 위한 섬유강화 복합재 선체 제작에 사용되는 몰

드의 요구조건에는 선체선형에 적합한 몰드설계와 거치대 제조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의 작업한계를 보완 해 줄 수 있는 모션이 가능한 기능 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성형 작업을 수행한 이후 시스템 내부에 자리 한 위치에서 탈형이 용이한 위치

로 이동이나 자동성형 작업을 수행한 이후 탈형 작업의 환경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이동 혹은 부가 회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설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구 개발 중인 설계의 분석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작업을 적용하고 

몰드설계의 취약 부분을 찾아 설계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 한다

선체 자동적층 기술은 선체선형의 부드러운 곡면을 토우의 섬유 설계대로 자동으로 적층하는 
것으로써 겐츄리의 운동 영역과 헤드의 작업으로 적층을 완성하되 선체 선형의 특징에 맞는 적

층이 마치고 나면 모션 몰드의 보완 작업의 예상과 모션몰드의 구동 분석을 시뮬레이션으로 적

용 분석해 보고 안정성 있는 모션 몰드가 제작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선체 선형에 적용한 자동적층 기술은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보다 정밀하고 견고하게 적층작업을 

하고 생산성은 향상시키며 효율성을 올려주는 시스템이며 이를 보완하는 몰드에 모션을 적용하

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시뮬레이션을 적용 검토하여 설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작업

이 요구된다

시뮬레이션 분석 적용 와 분석의 결과 화면을 영상으로 해석하여 모션 몰드의 설계 변수

를 찾아 설계 재해석 설계 수정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과제번호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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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과 선박들의

이접안 거리에 따른 파랑 표류력 특성

정성준*․홍장표*․김윤호*․조석규*․정동호*․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A Numerical Study on Wave Drift Force Characteristics of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and Bunkering

Vessels according to Distances

Sung-Jun Jung*, Jang-Pyo Hong*, Yun-Ho Kim*, Suk-Kyu Cho*, Dong-Ho Jung* and Hong-Gun Sung*

*Offshore Plant Research Division, KRISO, Daejon, Korea
   

KEY WORDS: FLBT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 Berthing 이접안, Wave Drift force 파랑 표류력, Multi-body numerical analysis 다물체 
수치해석

ABSTRACT: The IMO has adopted emission standards through Annex VI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Due to the IMO agreement, utilizing bunker C oil as fuel oil for vessels will be strictly prohibited. In addition to 
global requirements, designated areas called emission control areas (ECAs) are subjected to more stringent requirements for the same 
emissions. For this reason, more marine industries are becoming aware of gas-fueled vessels, LNG bunkering vessels, and waterfront 
bunkering facilities. In this study, we have adopted the turret moored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FLBT) which is designed to 
store, load and unload environmental friendly LNG fuel. We have carried out numerical analyses using the high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for 4-vessels in various relative distance. Wave drift force coefficients and mean drift forces have  compared at an 
operational seastate. The result will be used to help estimate tug forces when bunkering vessels are berthing to the FLBT.

1. 서    론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황 화합물로 인

한 오염을 막기 위해,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추도록 강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협약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 협약이 적용되는 2020년 전까지 연료유 수급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북미나 유럽 지역

은 이미 연근해 운항 선박에 대해 황 성분이 0.1% 이하인 연료

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선박 수의 증가로 선박연료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IMO의 규제로 인하여 선박연료의 구조

는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청정 연료

인 LNG를 사용하는 LNG 연료 추진선의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에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LNG 공급 트럭을 이용하는 

방법과, LNG 벙커선을 이용하는 방법,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

널(FLBT,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을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LNG 탱크 트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급유를 위해 많

은 수의 트럭이 필요하며, 트럭이 LNG를 공급받기 위한 하역장 

및, 부두의 추가적인 고정식 설비에 큰 투자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벙커선을 이용한 방법은 높은 유연성으로 육지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많은 부피의 LNG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LNG 벙커선이 정박 및 LNG 공급을 위해 별도의 설비 및 돌제

(Jetty) 가 필요하다.

마지막 방식인 FLBT를 이용하는 방법은 육상공간의 제약으로

부터 자유롭다.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LNG 벙커선과 중대

형 LNGC의 이동 및 적하역이 매우 빈번한 경우, 동선을 최소화 

하여 큰 효율을 꾀할 수 있다. 초기 투자가 큰 위험이 있으나, 

각종 기자재 Track record 확보 등,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계 전

반적으로 매우 큰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본 설계를 목표로 개발 중인 FLBT 

(KRISO, 2016)를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FLBT는 동시

에 LNGC (LNG Carrier)로 부터 연료를 하역 받으며, LNG BS 

(Bunkering Shuttle) 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FLBT는 이접안 

시나리오 및 공정에 따라 최대 4척이 동시에 계류된 상태에서 

적하역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홍장표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잦은 이접안 단계에 따라 파랑 표류력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4척의 다물체 수치해

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LNGC 또는 LNG BS의 이접안

시 필요한 Tug선의 필요 Bollard pull 산정 등, 이접안 절차 정립 

및 추가 연구에 활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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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k

FLBT

170k

LNGC

30k

LNG BS

5k

LNG BS

Loa(m) 355.0 294.0 172.0 99.0

Lbp(m) 326.0 282.0 162.0 91.2

Breadth(m) 60.0 45.5 26.5 17.0

Depth(m) 32.7 26.0 15.0 10.0

Draft(m) 13.5 11.95 5.08 4.3

2. 벙커링 터미널 및 선박의 조건 

본 연구에서 고려된 FLBT는 LNG 연료의 저장 및 공급을 목

적으로 해상에서 터렛 계류되어 있는 해양구조물이다. 현재 

170k급 LNGC와, 30k 및 5k 이하급 LNG BS가 동시에 접안하여 

적하역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에 있다. 총 4척 부유체의 기본 제

원꽈 적하역 예상 모델은 Table 1과 Fig.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각 부유체의 파랑표류력을 포함한 동유체력은 고차경계요소

법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물체 형상을 9개 Node의 2차 사각요소로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약 10,000개의 Node 및 2500개 수준의 Element

가 사용되었다.

동유체력 계산에 보다 널리 사용 되고 있는 CPM (Constant 

panel method)에 비하여 모델링이 까다롭지만, 훨씬 적은 

element로도 정확한 형상을 반영할 수 있으며 파랑표류력 등의 

결과 수렴성도 매우 뛰어나다 (Choi et al. 2000).

동유체력 계산에 사용된 요소 형상은 Fig. 2에 나타내었다. 각 

선박의 접안 거리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Fig.2에 

나타난 형상은 30k LNG BS가 접안 완료 되었을 때 보다 50m 

더 떨어졌을 경우이다. 

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FLBT, LNGC and LNG BS

Fig. 1 3D view of the FLBT and associated bunkering vessels

Fig. 2 Example of the numerical model

접안이 완료되었을 때 틈새 간격은, FLBT-LNGC 간 4.5m, 

FLBT-LNGBS 간 2.8m이며, 사이 공간에는 몇 개의 완충재 

(Fender)가 존재한다. 본 동유체력 계산에서 Side by side 

mooring 및 Fender로 인한 추가적인 stiffness는 고려되지 않았

다.

3. 이접안 거리별 파랑 표류력

다물체의 동유체력 계산시, 선박 간 틈새 간격에서 공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특정 주파수에서 파고가 증폭되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현상을 크게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틈새 공

진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선체의 침수표면 요소에 가상의 감

쇄 파라메터 ε을 도입하였다. (Hong et al. 2013)

이러한 국부적인 파고 증폭은 전반적인 운동 특성과 운동 

RAO에 적은 영향만을 준다고 볼 수 있지만, 파랑표류력계수 

(QTF) 에는 파고의 제곱에 비례하여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 Fig. 3에는 공진 주기에서 감쇄 파라미터 ε를 변화하

였을 때, 파랑 표류력계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ε은 0~0.05 

까지 변화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적절한 수준

인 0.02값을 적용하였다. 본 가상의 감쇄값은 추후 모형시험을 

통하여 조절 될 것이다.

이처럼, 4척의 부유체가 고려되고 가상의 계수가 적용되는 

등 일반적인 경계요소법 (BEM) 으로 해석하기에는 비선형성이 

큰 복잡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공진은 특정 주파수에 

한정된 부분이고, 공진이 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가정된 감쇄계

수가 적용되었으므로, 식 (1)을 통해 전체 파랑표류력 계수를 

적분 한 평균 힘을 상호 비교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

 (1)

Fig. 3 Drift force discrepancies according to panel dampingε.

Fig. 4 Mean drift force diagram – base (4-body simultaneous 

operation) case

(a) 170k +20m             (b) 170k +100m

Fig. 5 4-body drift forces according to 170k LNGC distance

FLBT의 예상 설치 해역인 부산 근해의 계측된 파랑 자료로

부터 도출 된 운용 상태 해상 조건 (1-year return period, 

operational sea state)으로서 유의파고(Hs) 2.1m, 파 주기(Tp) 

6.02s, 형상계수 3.3의 JONSWAP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이는 

식 (1)에 반영되어, 운용 상태 해상 조건에서의  평균 파랑표류

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 되었다. 

Fig. 4 에서는 FLBT와 3척이 동시 적하역이 이루어지는 조

건에서의 평균 파랑표류력을 나타내었다. 270도 (FLBT의 좌현, 

170k의 우현에서 접근하는 파향) 파랑색 실선을 확인 하면, 

170k LNGC는 약 400kN의 평균 표류력을 받지만, FLBT는 냑 

250kN 수준의 파랑 표류력이 작용한다. 반대로, 90도 파향에

서, 170k LNGC에는 거의 파랑표류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방향에 따라 Shielding effect를 뚜렷

하게 확인 할 수 있다.

Fig. 5 에서는 Fig. 4 의 접안 완료 상태와 대비하여, 170k의 

상대 거리가 먼 경우의 각 선박 파랑 표류력을 확인 할 수 있

다. 접안이 진행 되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 선박 간 

Shielding effect등 상호 영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유추 할 수 

있다. FLBT와 170k LNGC의 간격이 20m, 100m 추가로 멀어질

수록 Shielding effect가 약해지며, 상대 선박 방향에서 다가오

는 파도에 표류력이 커진다.

Fig. 6~8은 각 3척의 Bunkering 선박에 대해서 접안 거리별 

파랑 표류력을 나타내었다. 170k LNGC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

른 파랑표류력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거리

별로 일관된 경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30k나 5k LNG BS의 경우, FLBT의 우현으로 다가오

는 파도에 대해서 3척의 부유체가 상호작용함으로 보다 복잡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기본 배치 조건에서 30k LNG BS는 FLBT의 선수

사파, 30deg 방향의 파도에서 약 200kN의 파랑 표류력을 받는 

것을 Fig.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20m 간격이 

더 떨어진 경우에는 파랑 표류력이 50kN 미만으로 급격히 감

소한다. 이는 FLBT와 30k LNG BS 사이의 Gap 공진 파도가 

표류력을 키우거나, FLBT에서 반사된 파도가 다시 30k LNG 

BS에 작용할 때 표류력을 상쇄하는 등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Fig. 6 170k LNGC drift forces in various berthing distance

Fig. 7 30k LNG BS drift forces in various berth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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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k

FLBT

170k

LNGC

30k

LNG BS

5k

LNG BS

Loa(m) 355.0 294.0 172.0 99.0

Lbp(m) 326.0 282.0 162.0 91.2

Breadth(m) 60.0 45.5 26.5 17.0

Depth(m) 32.7 26.0 15.0 10.0

Draft(m) 13.5 11.95 5.08 4.3

2. 벙커링 터미널 및 선박의 조건 

본 연구에서 고려된 FLBT는 LNG 연료의 저장 및 공급을 목

적으로 해상에서 터렛 계류되어 있는 해양구조물이다. 현재 

170k급 LNGC와, 30k 및 5k 이하급 LNG BS가 동시에 접안하여 

적하역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에 있다. 총 4척 부유체의 기본 제

원꽈 적하역 예상 모델은 Table 1과 Fig.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각 부유체의 파랑표류력을 포함한 동유체력은 고차경계요소

법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물체 형상을 9개 Node의 2차 사각요소로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약 10,000개의 Node 및 2500개 수준의 Element

가 사용되었다.

동유체력 계산에 보다 널리 사용 되고 있는 CPM (Constant 

panel method)에 비하여 모델링이 까다롭지만, 훨씬 적은 

element로도 정확한 형상을 반영할 수 있으며 파랑표류력 등의 

결과 수렴성도 매우 뛰어나다 (Choi et al. 2000).

동유체력 계산에 사용된 요소 형상은 Fig. 2에 나타내었다. 각 

선박의 접안 거리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Fig.2에 

나타난 형상은 30k LNG BS가 접안 완료 되었을 때 보다 50m 

더 떨어졌을 경우이다. 

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FLBT, LNGC and LNG BS

Fig. 1 3D view of the FLBT and associated bunkering vessels

Fig. 2 Example of the numerical model

접안이 완료되었을 때 틈새 간격은, FLBT-LNGC 간 4.5m, 

FLBT-LNGBS 간 2.8m이며, 사이 공간에는 몇 개의 완충재 

(Fender)가 존재한다. 본 동유체력 계산에서 Side by side 

mooring 및 Fender로 인한 추가적인 stiffness는 고려되지 않았

다.

3. 이접안 거리별 파랑 표류력

다물체의 동유체력 계산시, 선박 간 틈새 간격에서 공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특정 주파수에서 파고가 증폭되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현상을 크게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틈새 공

진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선체의 침수표면 요소에 가상의 감

쇄 파라메터 ε을 도입하였다. (Hong et al. 2013)

이러한 국부적인 파고 증폭은 전반적인 운동 특성과 운동 

RAO에 적은 영향만을 준다고 볼 수 있지만, 파랑표류력계수 

(QTF) 에는 파고의 제곱에 비례하여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 Fig. 3에는 공진 주기에서 감쇄 파라미터 ε를 변화하

였을 때, 파랑 표류력계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ε은 0~0.05 

까지 변화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적절한 수준

인 0.02값을 적용하였다. 본 가상의 감쇄값은 추후 모형시험을 

통하여 조절 될 것이다.

이처럼, 4척의 부유체가 고려되고 가상의 계수가 적용되는 

등 일반적인 경계요소법 (BEM) 으로 해석하기에는 비선형성이 

큰 복잡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공진은 특정 주파수에 

한정된 부분이고, 공진이 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가정된 감쇄계

수가 적용되었으므로, 식 (1)을 통해 전체 파랑표류력 계수를 

적분 한 평균 힘을 상호 비교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

 (1)

Fig. 3 Drift force discrepancies according to panel dampingε.

Fig. 4 Mean drift force diagram – base (4-body simultaneous 

operation) case

(a) 170k +20m             (b) 170k +100m

Fig. 5 4-body drift forces according to 170k LNGC distance

FLBT의 예상 설치 해역인 부산 근해의 계측된 파랑 자료로

부터 도출 된 운용 상태 해상 조건 (1-year return period, 

operational sea state)으로서 유의파고(Hs) 2.1m, 파 주기(Tp) 

6.02s, 형상계수 3.3의 JONSWAP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이는 

식 (1)에 반영되어, 운용 상태 해상 조건에서의  평균 파랑표류

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 되었다. 

Fig. 4 에서는 FLBT와 3척이 동시 적하역이 이루어지는 조

건에서의 평균 파랑표류력을 나타내었다. 270도 (FLBT의 좌현, 

170k의 우현에서 접근하는 파향) 파랑색 실선을 확인 하면, 

170k LNGC는 약 400kN의 평균 표류력을 받지만, FLBT는 냑 

250kN 수준의 파랑 표류력이 작용한다. 반대로, 90도 파향에

서, 170k LNGC에는 거의 파랑표류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방향에 따라 Shielding effect를 뚜렷

하게 확인 할 수 있다.

Fig. 5 에서는 Fig. 4 의 접안 완료 상태와 대비하여, 170k의 

상대 거리가 먼 경우의 각 선박 파랑 표류력을 확인 할 수 있

다. 접안이 진행 되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 선박 간 

Shielding effect등 상호 영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유추 할 수 

있다. FLBT와 170k LNGC의 간격이 20m, 100m 추가로 멀어질

수록 Shielding effect가 약해지며, 상대 선박 방향에서 다가오

는 파도에 표류력이 커진다.

Fig. 6~8은 각 3척의 Bunkering 선박에 대해서 접안 거리별 

파랑 표류력을 나타내었다. 170k LNGC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

른 파랑표류력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거리

별로 일관된 경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30k나 5k LNG BS의 경우, FLBT의 우현으로 다가오

는 파도에 대해서 3척의 부유체가 상호작용함으로 보다 복잡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기본 배치 조건에서 30k LNG BS는 FLBT의 선수

사파, 30deg 방향의 파도에서 약 200kN의 파랑 표류력을 받는 

것을 Fig.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20m 간격이 

더 떨어진 경우에는 파랑 표류력이 50kN 미만으로 급격히 감

소한다. 이는 FLBT와 30k LNG BS 사이의 Gap 공진 파도가 

표류력을 키우거나, FLBT에서 반사된 파도가 다시 30k LNG 

BS에 작용할 때 표류력을 상쇄하는 등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Fig. 6 170k LNGC drift forces in various berthing distance

Fig. 7 30k LNG BS drift forces in various berth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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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5k LNG BS drift forces in various berthing distance

이러한 복잡한 현상 및 각 계산 점들의 특이사항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이접안을 위한 

Tug선의 필요 추력 등을 위해서는 파랑 뿐 아니라, 풍력 조류

력 등에서도 이러한 다물체 상호작용 효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 FLBT는 Turret으로 계류되어 환경 하중에 따라 회전하

기 때문에, FLBT의 선미파 (180 deg. 방향 파도)가 존재할 경

우는 매우 적다. 벙커링 선박들의 이접안 운용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파도가 강하다면, 그리고 파도가 강할수록 바람과 파도

의 방향이 일치할 확률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180 deg 

파도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접안 되는 선박들이 선수파 ±30 

deg 범위 내에서 접안 된다면, 170k LNGC는 최대 300kN, 30k 

LNG BS는 200kN, 5k LNG BS는 50kN 수준의 평균 파랑 표류

력을 받게 된다.

연해에 사용될 길이 20m 전후의 소형 Tug 선박의 Bollard 

pull이 약 20톤 수준이라고 볼 때, 이러한 평균 파랑표류력은 

Tug 2척 수준으로 조절 될 크기이다. 하지만 본 대상해역은 

조류가 강한 지역임으로 향후 조류 및 바람 등의 힘을 함께 

고려 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차경계요소법을 사용하여, FLBT에 접안하는 

벙커링 선박들의 접안 과정 중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파랑 표류

력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FLBT와 벙커링 선박의 접안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부유체 

사이의 틈새 유동과 부유체 배치와 형상에 의한 파랑표류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입사파에 대하여 Lee side에 위치한 부유체는 입사파를 직

접 받는 부유체의 차폐 효과에 따라 작은 파랑표류력을 받으며, 

부유체 사이의 거리가 커질수록 영향이 감소하였다.

(3)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LNG BS의 경우 이접안 거리에 따

라 평균 파랑표류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틈새 유동에 의한 

특이 현상에 대하여 추가 분석 연구가 진행 중이다.

(4) 이접안 시 Tug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파랑표류력 외

에 바람과 조류에 의한 하중, 환경하중의 방향, 이접안 시나리오

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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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위치한 부유체의 파랑 중 유체역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김윤호 조석규 정동우 정현우 박인보 원영욱 정재상 정동호 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부유식 벙커링터미널 부유체 파랑 중 실험
동유체적 특성 약 스프링 계류 실험 

서    론

다양한 방법의 연료 추진선박 연료공급벙커링 방법이 

연구 중인 가운데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은 육상에서의 폭발위험성

을 없애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는 해상에서 를 운

반선 으로부터 양하받아 벙커링 셔틀 에 

를 하역할 수 있다 이 때 작업 선박들은 에 근접 접

안하여 와 를 이용해 병렬 계류된 상태에서 

적하역 작업이 수행된다

병렬 계류된 선박들의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중 홍사영 외 는 근접 접안된 와 

두 가 근접한 배치에서 유동장 변화에 따른 부유체 운동

응답 표류력 변화를 수치적 및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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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된다 사이즈 및 초기 압축을 고려하여 실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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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및 선미에 두 개씩 각 선박당 개의 스프링이 설치되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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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스프링은 파랑표류력에 의해 선박이 떠내려가는 것은 방

지하지만 파랑에 의한 차 운동성분에는 방해하지 않도록 스프

링 상수가 결정되었다 실제 수조에서 설치된 모습은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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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5k LNG BS drift forces in various berth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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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접안 되는 선박들이 선수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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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박들의 주요 제원은 에 상대 위치는 에 

나타나 있다 는 설계 흘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며

는 적재 상황과 두 는 적재 상황으로 

발라스트 조건이 구성되었다 와 는 선수가 입

사파를 먼저 맞는 와 는 선미가 입사파를 먼

저 맞는 배치로써 이루어져 있다

실험파는 실선 기준 파고를 지닌 규칙파들로써 방향각

은 조건이다 이 때 틈새에 의한 슬로싱주기는 

의 근사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 슬로싱주기

와 횡동요주기를 포함하여 사이 총 개의 규칙

파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선박의 운동은 비접촉식 광학카메라로써 계측되었으며 계측

된 선박 운동 중 정상상태에서의 운동 변위를 진폭응답함수로 

나타내었다 이를 고차곙계요소법

과 틈새유동 감쇠력을 적용한 수치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은 실선 기준 초 주기의 입사파 조건에서 

입사파 변위 및 의 자유도 운동의 시계열을 도식화 하였

다 이 때 입사파의 완전한 발달 이후부터 소파기로부터의 반

사파 도착 전 최소 주기 이상의 시계열을 가지고 

방법을 통해 각 주기별 운동응답을 도출하였다

는 조건에서 의 자유도 진폭응답함수이다

종방향 및 수직방향 운동응답인 의 경우 대

체적으로 잘 일 반면 횡동요 운동은 횡동요 고유주파수

ω 에서 실험에서의 피크 값이 훨씬 크게 도출되었

다 실험 절대값이 이하임에 실험 오차 내에 존재하는 

차이이지만 정면파 조건에서도 횡동요 운동이 다른 선박들이 

근접 위치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는 조건에서 의 횡동요 진폭응답함

수를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에서는 에 의한 

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횡동요 주파수에서 피

크를 형성하였다 반면 실험에서는 입사파를 가 

거의 대부분 막아주면서 횡동요 운동이 주기적 운동을 보이지 

못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고유주파수에서 피크를 형

성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입사파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는 에 나

타내었다 순차적으로 

의 상하운동 변위응답함수이다 선박의 좌현에 위치한 

의 경우 뒤의 가 일종의 암벽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상하운동을 이후 과도하게 키우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는 상반되게 우현에 위치한 와 

의 경우 가 입사파를 막아줌으로써 해당 주파수 

영역에서 운동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벽면효과

가 차폐효과 수치해석에서도 나타

나며 의 피크에서의 값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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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 를 양하 또는 하역할 수 있는 부

유식 벙커링 터미널이 해상에서 작업선들과 근접 접안될 

시 변화되는 동유체력 특성을 실험적으로 접근하였다

조건에서는 의 경우 실험결과가 수치결과와 대체적

으로 잘 일치하며 선수파 조건임에도 다른 작업선들로 인한 유

동 교란으로 인해 횡방향 운동이 일부 기진됨을 확인하였다

의 경우 가 입사파를 대부분 막아줌에 따

라 실험에서는 횡동요운동에서 피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폐 효과의 엄밀한 추정이 향후 수치기법 상에 추가로 반영되

어야 할 부분이다

입사파 조건에서는 의 운동이 크게 증가하고

두 벙커링 셔틀의 운동들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벽면

효과와 차폐효과가 수치에서도 잘 나타나며 실험값과도 유사하

게 계산되었다

향후에는 약 계류선에 걸린 장력을 기반으로 평균 표류력 분

석 로딩암에서의 가속도 적하역 공정 지점간의 상대 거

리 분석을 통해 근접 접안 시 부유체의 특성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과제 해상부유식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부 과제 심해공학수조 

기초 운용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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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    론

국제해사기구 가 

제시한 해양배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내외적으로 연료 공급 및 보급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

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그 중 해상부유

식 벙커링 터미널 는 육상으로부터 연료폭발의 위험

요인을 불리 시키고 기존 항만시설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개발 및 연구 필요성을 인정받아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 주관 하에 해상부유식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해상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가  안전하게 운

반선 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고 벙커링셔틀

를 통해 추진선에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설치 해역에

서의 안정 및 작업 성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주변에 작업선들이 접안되었을 시 파랑 중 동요는 작업 성

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진 시 각각의 부유체에 운

동응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감쇠계수의 정확한 산출이 필

요로 하다

감쇠계수는 부유체 모형을 이용한 감쇠실험을 통해 얻어낼수 

있는데 과 이 횡동요 감쇠

실험을 진행하여 각각 소형 어선과 의 횡동요 감쇠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특히 은 감쇠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상대감쇠법 과 대수감쇠법

을 사용하여 감쇠계수를 산출 및 결과

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 와 및 급 를 

급 에 병렬 배치하여 접안상태를 묘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 감쇠계수 변화 및 각각의 부유체의 운동감

쇠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의 해양공학수조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부유체의 운동감쇠계수는 상대감쇠법보다 비교적 

단순한 대수감쇠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병렬배치 상태에

서 산출된 각각의 감쇠계수를 부유체의 고유 감쇠계수와 고유 

주기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의 자유감쇠운동이 접안되

어있는 개의 부유체에 미치는 영향을 위상비교를 통해 알아보

았다

자유감쇠 실험

대상 선박 

본 연구에서 고려된 선박은 급 급 

및 급 으로 가 일정해역에서 계류되어 

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저장하고 를 사용하

여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급 

는 와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및 

는 선미가 의 선수로 향하게 반대로 설계되어 

있다 설계된 부유체의 제원을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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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LBT LNGC 30k 
LNGBS

5k 
LNGBS

Length [m] 355.6 294.0 172.0 99.0

Breath [m] 60.0 45.5 26.5 17.0

Draft [m] 32.7 26.0 15.0 10.0

Displacement [ton] 239278.
0

111304.
0

16862.0 4747.0

GM [m] 13.509 4.257 5.81 3.200

모형시험 

개의 부유체가 접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운동감쇠계

수를 산출하기 위해 의 해양공학수조에서 모형 시험을 

진행하였다 모형 시험이 진행된 해양공학수조의 깊이는 이

며 사용된 각각의 모형선은 수조 수심을 고려하여 의 모형 

축적 비를 설정하여 상사 법칙에 의해 모든 제원을 축소

시켰다

접안상태모사를 위해 를 중심으로 개의 모형선이 전진 

속도 없이 병렬 배치되었으며 각각의 부유체를 으로 

계류시켜 파의 차항에 의한 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부유

체가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은 

계류시스템의 배치안이며 는 해양공학수조 실제 모

형 시험에서 설치된 모습이다

주위에 병렬 배치된 모형선과의 거리는 와  

각각 와 이다

자유감쇠 실험은 정수 중 부유체를 초기 경사각으로 기울여 

정지 상태로부터 자유 동요가 시작되도록 진행하였으며

방향에 대한 자유감쇠 시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임의로 부유체를 눌러 자유 동요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실험하고

자 하는 방향 외에 불필요한 외부교란이 개입된다는 약점이 있

다

실험결과 분석

모형시험을 통해 얻어진 감쇠 곡선으로부터 대수감쇠법을 이

용하여 고유주기 및 선형 감쇠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수감쇠법

은 감쇠 곡선에서 나타난 피크값에 자연대수를 취한 뒤 식 을 

사용하여 감소량 을 결정하였으며 식 를 이용하여 점성 감

쇠 인자 를 산출하였다



ln
ln

 



은 를 방향에 대한 자유 감쇠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과 같이 운동의 피크 값이 일정하

게 감소되는 구간을 설정하여 자연대수를 취하였다 이때 보다 

정확한 감소량을 산출하기 위해 와 피크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감소량을 구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접안상황을 묘사한 배치 배치에서 각각의 부유체에 

자유 동요를 주어 방향 감쇠계수와 고유 주기를 산출하여 

에 단독 모형에서 얻은 값과 비교하였다 우선 고유주기

의 경우 및 가 각각 초

초 초 초로 단독 모형실험에서 보인 각 부유체

의 고유주기가 초 이내로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 병렬배치에 의

해 부유체의 방향 고유주기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감쇠계수의 경우 각각의 배치에서 는 과 

로 약 의 차이를 는 와 으로 

의 차이를 는 두 배치 모두 의 감쇠계수가 

확인되어 감쇠계수 또한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

만 의 경우 감쇠계수가 배치일 때 로 

단독 배치에서보다 약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 선수가 비교적 배수량이 큰 의 선수와 반대방향

으로 병렬 배치되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와 동일하게 또한 의 선수와 반대방향으로 배

치되어있지만 와의 배수량 차가 크지 않아 감쇠계수가 일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운동에 비해 비교적 부유체의 배치에 따라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방향에 대한 자유감쇠실험 결

과가 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와 

모두 배치에 대해 단독배치에서보다 약 초 고

유주기가 증가하였고 감쇠계수 또한 각각 와 가 증가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치에서의 각각의 부유체가 

자유 동요를 할 때 생성되는 유체장이 부유체에 근접하게 병렬

배치 되어있는 에 의해 방해되어 운동의 감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비교

적 크게 나타나 의 운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

였으나 이로 인해 정확한 감쇠계수 및 고유주기를 측정하는데 

힘든 난점이 있어 본 논문에 수치화하지 않았다

는 배치에서 에 대한 방향 자유감쇠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의 자유 운동에 의해 발생하

는 와 의 운동 또한 정리되어있다 실험결과 

를 기준으로 와 각각의 위상 차이는 도

와 도로 의 운동과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의 경우 에 초기경사를 가해 

자유 운동을 시작한 첫 주기를 제외하고는 위상 차이가 도

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보여진 감쇠계수와 고

유주기의 증가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위상차이라고 판단

된다 의 경우 와의 배수량차이가 과 

으로 가각 와 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의 운동으로 형성되는 유동에 의해 동일한 위상의 

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의 경우  

의 비교적 크지 않은 배수량 차로 인해 

와 위상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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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LBT LNGC 30k 
LNGBS

5k 
LNGBS

Length [m] 355.6 294.0 172.0 99.0

Breath [m] 60.0 45.5 26.5 17.0

Draft [m] 32.7 26.0 15.0 10.0

Displacement [ton] 239278.
0

111304.
0

16862.0 4747.0

GM [m] 13.509 4.257 5.81 3.200

모형시험 

개의 부유체가 접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운동감쇠계

수를 산출하기 위해 의 해양공학수조에서 모형 시험을 

진행하였다 모형 시험이 진행된 해양공학수조의 깊이는 이

며 사용된 각각의 모형선은 수조 수심을 고려하여 의 모형 

축적 비를 설정하여 상사 법칙에 의해 모든 제원을 축소

시켰다

접안상태모사를 위해 를 중심으로 개의 모형선이 전진 

속도 없이 병렬 배치되었으며 각각의 부유체를 으로 

계류시켜 파의 차항에 의한 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부유

체가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은 

계류시스템의 배치안이며 는 해양공학수조 실제 모

형 시험에서 설치된 모습이다

주위에 병렬 배치된 모형선과의 거리는 와  

각각 와 이다

자유감쇠 실험은 정수 중 부유체를 초기 경사각으로 기울여 

정지 상태로부터 자유 동요가 시작되도록 진행하였으며

방향에 대한 자유감쇠 시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임의로 부유체를 눌러 자유 동요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실험하고

자 하는 방향 외에 불필요한 외부교란이 개입된다는 약점이 있

다

실험결과 분석

모형시험을 통해 얻어진 감쇠 곡선으로부터 대수감쇠법을 이

용하여 고유주기 및 선형 감쇠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수감쇠법

은 감쇠 곡선에서 나타난 피크값에 자연대수를 취한 뒤 식 을 

사용하여 감소량 을 결정하였으며 식 를 이용하여 점성 감

쇠 인자 를 산출하였다



ln
ln

 



은 를 방향에 대한 자유 감쇠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과 같이 운동의 피크 값이 일정하

게 감소되는 구간을 설정하여 자연대수를 취하였다 이때 보다 

정확한 감소량을 산출하기 위해 와 피크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감소량을 구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접안상황을 묘사한 배치 배치에서 각각의 부유체에 

자유 동요를 주어 방향 감쇠계수와 고유 주기를 산출하여 

에 단독 모형에서 얻은 값과 비교하였다 우선 고유주기

의 경우 및 가 각각 초

초 초 초로 단독 모형실험에서 보인 각 부유체

의 고유주기가 초 이내로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 병렬배치에 의

해 부유체의 방향 고유주기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감쇠계수의 경우 각각의 배치에서 는 과 

로 약 의 차이를 는 와 으로 

의 차이를 는 두 배치 모두 의 감쇠계수가 

확인되어 감쇠계수 또한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

만 의 경우 감쇠계수가 배치일 때 로 

단독 배치에서보다 약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 선수가 비교적 배수량이 큰 의 선수와 반대방향

으로 병렬 배치되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와 동일하게 또한 의 선수와 반대방향으로 배

치되어있지만 와의 배수량 차가 크지 않아 감쇠계수가 일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운동에 비해 비교적 부유체의 배치에 따라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방향에 대한 자유감쇠실험 결

과가 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와 

모두 배치에 대해 단독배치에서보다 약 초 고

유주기가 증가하였고 감쇠계수 또한 각각 와 가 증가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치에서의 각각의 부유체가 

자유 동요를 할 때 생성되는 유체장이 부유체에 근접하게 병렬

배치 되어있는 에 의해 방해되어 운동의 감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비교

적 크게 나타나 의 운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

였으나 이로 인해 정확한 감쇠계수 및 고유주기를 측정하는데 

힘든 난점이 있어 본 논문에 수치화하지 않았다

는 배치에서 에 대한 방향 자유감쇠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의 자유 운동에 의해 발생하

는 와 의 운동 또한 정리되어있다 실험결과 

를 기준으로 와 각각의 위상 차이는 도

와 도로 의 운동과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의 경우 에 초기경사를 가해 

자유 운동을 시작한 첫 주기를 제외하고는 위상 차이가 도

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보여진 감쇠계수와 고

유주기의 증가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위상차이라고 판단

된다 의 경우 와의 배수량차이가 과 

으로 가각 와 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의 운동으로 형성되는 유동에 의해 동일한 위상의 

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의 경우  

의 비교적 크지 않은 배수량 차로 인해 

와 위상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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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병렬 배치된 의 자유감

쇠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산출된 고유주

기와 감쇠계수를 단독모형실험에서 산출된 값과 비교 분석하였

다 운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병렬 배치로 인한 고유주기와 

감쇠계수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의 경우 감쇠계

수가 단독배치에서의 값보다 약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방향의 자유감쇠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방향에 비해 병렬 배치로 인한 고

유주기와 감쇠계수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자유감쇠실험 중 

의 자유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와 의 위상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부유체의 운동 시계열을 비교하였으며

와 배수량차가 상당한 두 의 경우 와 전반적

으로 위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의 경

우 자유운동이 시작한 첫 주기를 제외한 구간에서 도의 위

상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수량 차이에 따른 유동

장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추후 본 논문에서 고려된 배치를 

수치해석을 통해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배치 이외에 배치를 달리하고 과 운

동이외의 다른 방향의 운동의 결과도 비교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상부유식 벙커

링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과제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병렬 배치된 FLBT 및 LNG-BS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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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d tunnel test of wind loads and current loads acting on FLBT 

and LNG Bunkering shuttles in side-by-side configuration

Byeongwon Park*, Jae-Hwan Jung*, Sung-Chul Hwang*, Seok-Kyu Cho*, Dongho Jung* 
and Hong Gun Su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Daejon, Korea

Floating Bunkering Terminal(FLBT), LNG Bunkering, 부유식 해상 LNG 벙커링 터미널, LNG Bunkering Shuttle, Wind 
Tunnel Test, LNG 벙커링, 풍동시험, Shieling Effect, 차폐효과, Side-by-side, 병렬계류

In recent years, LNG bunkering terminals are needed to supply LNG as fuel to meet the emission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Floating Bunkering Terminal (FLBT)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LNG bunkering systems that can store LNG and transfer LNG directly to the LNG fuel vessel. The 
FLBT maintain their position using mooring systems such as spread mooring and turret mooring. The loads on the vessel and 
mooring lines must be carefully determined to maintain their position within the operable area. In this study, wind loads and 
wind loads acting in several side-by-side arrangements on FLBT and LNG-BS were estimated by wind tunnel tests in the Force 
Technology and the shieling effect due to the presence of ships on the upstream was evaluated.

서    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LNG를 선박의 연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유해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해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에너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상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은 연안에 설치된 FLBT(Floating 

LNG Bunkering Ternminal)에서 LNG를 저장하고 있다가 LNG를 

연로로 사용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비 인가자의 

접근 제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범위 축소, 이 수송 경로의 단

순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FLBT는 특정 위치에 설치되며 운영하므로 이를 일정한 위치

에 고정시킬 수 있는 설비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

로 하는 FLBT는 터렛 계류시스템으로 위치를 고정하고 있으며 

환경 외력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선수각을 조절하

는 Weathervaning이 가능하다. FLBT에 작용하는 환경 외력으로

는 크게 파도에 의한 힘, 바람에 의한 힘, 조류에 의한 힘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도에 의한 힘은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운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계류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이뤄졌다. (송창우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FLBT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을 추정

하기 위해 풍동시험에서 모형선을 이용한 실험을 덴마크 코펜하

겐 소재의 Force Technology에서 수행하였으며 계측 결과를 바

탕으로 하중 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FLBT와 Bunkering 

shuttle의 다양한 배치경우를 통해 바람 또는 조류가 불어오는 

방향에 선박이 위치할 때 발생하는 차폐효과(Shielding effect)를 

검토하였다. 

풍동 시험 평가 조건

2.1 풍동 시험 대상 선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FLBT는 LNG-BS(LNG-bunkering 

shuttle)의 기본 배치는 Fig. 1과 같으며 각 제원은 Table 1에 정

리하였다. 풍동 시험에서는 실제 선박을 특정 비율로 축소한 모

형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1:250의 스케일을 적용하였다.

풍동 시험을 위해 제작된 모형선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4body 병렬 배치 상태로 수행된 풍하중 계측 시험 장면을 Fig. 3

에 표시하였다. 모형선의 재질은 Foam으로 제작되었으며 대상 

선박의 수면선을 기준으로 하부와 상부가 분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부 구조물은 설계에 따라 스케일에 맞게 제작되었고 일

부 구조물은 통합된 형태로 간략화 하였다. 모형선의 표면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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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병렬 배치된 의 자유감

쇠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산출된 고유주

기와 감쇠계수를 단독모형실험에서 산출된 값과 비교 분석하였

다 운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병렬 배치로 인한 고유주기와 

감쇠계수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의 경우 감쇠계

수가 단독배치에서의 값보다 약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방향의 자유감쇠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방향에 비해 병렬 배치로 인한 고

유주기와 감쇠계수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자유감쇠실험 중 

의 자유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와 의 위상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부유체의 운동 시계열을 비교하였으며

와 배수량차가 상당한 두 의 경우 와 전반적

으로 위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의 경

우 자유운동이 시작한 첫 주기를 제외한 구간에서 도의 위

상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수량 차이에 따른 유동

장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추후 본 논문에서 고려된 배치를 

수치해석을 통해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배치 이외에 배치를 달리하고 과 운

동이외의 다른 방향의 운동의 결과도 비교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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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LNG bunkering terminals are needed to supply LNG as fuel to meet the emission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Floating Bunkering Terminal (FLBT)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LNG bunkering systems that can store LNG and transfer LNG directly to the LNG fuel vessel. The 
FLBT maintain their position using mooring systems such as spread mooring and turret mooring. The loads on the vessel and 
mooring lines must be carefully determined to maintain their position within the operable area. In this study, wind loads and 
wind loads acting in several side-by-side arrangements on FLBT and LNG-BS were estimated by wind tunnel tests in the Force 
Technology and the shieling effect due to the presence of ships on the upstream was evaluated.

서    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LNG를 선박의 연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유해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해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에너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상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은 연안에 설치된 FLBT(Floating 

LNG Bunkering Ternminal)에서 LNG를 저장하고 있다가 LNG를 

연로로 사용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비 인가자의 

접근 제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범위 축소, 이 수송 경로의 단

순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FLBT는 특정 위치에 설치되며 운영하므로 이를 일정한 위치

에 고정시킬 수 있는 설비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

로 하는 FLBT는 터렛 계류시스템으로 위치를 고정하고 있으며 

환경 외력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선수각을 조절하

는 Weathervaning이 가능하다. FLBT에 작용하는 환경 외력으로

는 크게 파도에 의한 힘, 바람에 의한 힘, 조류에 의한 힘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도에 의한 힘은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운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계류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이뤄졌다. (송창우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FLBT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을 추정

하기 위해 풍동시험에서 모형선을 이용한 실험을 덴마크 코펜하

겐 소재의 Force Technology에서 수행하였으며 계측 결과를 바

탕으로 하중 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FLBT와 Bunkering 

shuttle의 다양한 배치경우를 통해 바람 또는 조류가 불어오는 

방향에 선박이 위치할 때 발생하는 차폐효과(Shielding effect)를 

검토하였다. 

풍동 시험 평가 조건

2.1 풍동 시험 대상 선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FLBT는 LNG-BS(LNG-bunkering 

shuttle)의 기본 배치는 Fig. 1과 같으며 각 제원은 Table 1에 정

리하였다. 풍동 시험에서는 실제 선박을 특정 비율로 축소한 모

형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1:250의 스케일을 적용하였다.

풍동 시험을 위해 제작된 모형선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4body 병렬 배치 상태로 수행된 풍하중 계측 시험 장면을 Fig. 3

에 표시하였다. 모형선의 재질은 Foam으로 제작되었으며 대상 

선박의 수면선을 기준으로 하부와 상부가 분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부 구조물은 설계에 따라 스케일에 맞게 제작되었고 일

부 구조물은 통합된 형태로 간략화 하였다. 모형선의 표면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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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거칠기를 가지고 표면 마찰에 의한 박리점 및 마찰 저항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FLBT
170k 
LNGC 

30k 
Shuttle

5k 
shuttle

Loa (m) 355.0 294.0 172.0 99.0

Beam (m) 60.0 45.5 26.5 17.0

Draft (m) 13.5 11.95 5.08 4.3

L/C 　 Full Ballast Ballast

2.2 조류 및 바람 속도 프로파일

풍동 모형 시험에서는 실제 구조물이 경험하는 조건과 유사한 

환경 하중을 구현하여 모형선에 걸리는 하중을 계측한다. 따라

서 조류 및 바람 속도 분포를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류는 수선면 아래로 일정 속도를 가지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풍동 시험 바닥의 마찰로 인해 속도 구배가 발생하

였다. 바닥 마찰에 의한 속도 구배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법이 

황성철 등 (2016)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ESDU에

서 제시한 보정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ESDU 80003, 1986). 

ESDU 80003에서 제시한 속도 차이에 의한 하중 계수 보정법은 

대상 구조물의 높이 방향으로의 속도 제곱에 비례하여 하중 계

수가 영향 받는 점을 이용한다. 조류 하중의 경우에 대상 높이

는 각 선박의 흘수에 해당한다. Fx, Fy 및 Mz는 성분은 식 (1), 

Mx 성분은 식 (2)를 통해 풍동 시험 시 계측된 속도 분포를 바

탕으로 실제 선박의 조류 속도 조건에 해당하는 하중 계수로 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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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 해상에서의 바람 속도 분포를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의 바람 속도 분포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는 수선면 상부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하며 는 높이 H

에서의 평균 속도이다. 는 기준 높이이며 는 기준 높이

에서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다. 바람 속도 구배는  값을 통해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으로 1/7값을 사용하였다.

Fig. 4와 Fig. 5는 풍동 시험에 사용된 조류 및 바람의 속도 구

배이다.

풍동 시험 결과

3.1 무차원 계수 및 좌표계

풍동 시험은 Longitudinal force(Fx), Lateral force(Fy)의 2축 

힘과 Heeling moment(Mx), Yaw moment(Mz)의 2축 모멘트를 계

측하였고 식 (4) ~ (7)의 무차원 식을 이용하여 하중 계수를 구하

였다. 무차원 식에 사용된 각 선박별 길이 및 면적 정보는 Table 

2와 Table 3에 정리하였다.  AW는 수선면 상부, UW는 수선면 

하부를 나타내며 Af는 Frontal Area, As는 Side Area를 의미한

다. Hs는 측면에서의 면적 중심을 나타낸다. 풍동시험 결과는 

Fig. 6에 따라 정의된 좌표계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FLBT 170k LNGC

AW UW AW UW

Lbp [m] 326.0 282.2

Loa [m] 355.0 294.0

B [m] 60.0 45.5

T [m] 13.5 12.0

Af [m2] 2146.0 825.0 1353.0 541.0

As [m2] 10101.0 4307.0 6390.0 3309.0

Hs [m] 17.6 6.9 12.0 5.9

30k Shuttle 5k Shuttel

AW UW AW UW

Lbp [m] 162.0 91.2

Loa [m] 172.0 99.0

B [m] 26.5 17.0

T [m] 5.1 4.3

Af [m2] 648.0 133.0 288.0 73.0

As [m2] 2865.0 804.0 1093.0 388.0

Hs [m] 9.5 2.5 9.1 2.1

3.2 조류 하중

운영 조건에 따라 LNG-BS가 FLBT 주위에 다양한 형태로 배

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FLBT 단독, FLBT+170k, FLBT+5k, 

FLBT+30k+5k의 경우에 대해 풍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FLBT 단

독 및 LNG-BS이 병렬 계류 형태로 배치되어 있을 때의 조류 하

중 계수 결과는 Fig. 7 ~ Fig. 10과 같다.

FLBT 및 LNG bunkering shuttle의 배치는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FLBT의 좌, 우현에 각각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LNG-BS가 병렬로 배치되었을 경우 조류 입사각에 따라 

조류가 다가오는 방향에 LNG-BS가 놓이는 형태가 되며 FLBT에 

작용하는 조류에 의한 하중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차폐효과(Shieling effect)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상류에 놓은 구

조물이 크면 그 영향도 크다. 

조류 하중 풍동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차폐효과의 영향은 길이 방향 힘보다 횡방

향 힘에 크게 작용한다. 이는 FLBT 및 LNG-BS가 병렬 계류로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해양 구조물 및 선박이 길이가 긴 형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0~180도 입사각도에서 상대

적으로 크기가 큰 170k LNGC의 의한 차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FLBT 단독 대비 횡방향 힘(Fy)은 약 66%, 

횡경사 모멘트(Mx)는 약82%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종방향 힘(Fx)과 회두모멘트(Mz)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게 나

타나고 있다.

180~360도 입사각에 놓은 30k-BS와 5k-BS에 의한 힘과 모멘

트의 감소폭은 170k LNGC에 의한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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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거칠기를 가지고 표면 마찰에 의한 박리점 및 마찰 저항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FLBT
170k 
LNGC 

30k 
Shuttle

5k 
shuttle

Loa (m) 355.0 294.0 172.0 99.0

Beam (m) 60.0 45.5 26.5 17.0

Draft (m) 13.5 11.95 5.08 4.3

L/C 　 Full Ballast Ballast

2.2 조류 및 바람 속도 프로파일

풍동 모형 시험에서는 실제 구조물이 경험하는 조건과 유사한 

환경 하중을 구현하여 모형선에 걸리는 하중을 계측한다. 따라

서 조류 및 바람 속도 분포를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류는 수선면 아래로 일정 속도를 가지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풍동 시험 바닥의 마찰로 인해 속도 구배가 발생하

였다. 바닥 마찰에 의한 속도 구배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법이 

황성철 등 (2016)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ESDU에

서 제시한 보정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ESDU 80003, 1986). 

ESDU 80003에서 제시한 속도 차이에 의한 하중 계수 보정법은 

대상 구조물의 높이 방향으로의 속도 제곱에 비례하여 하중 계

수가 영향 받는 점을 이용한다. 조류 하중의 경우에 대상 높이

는 각 선박의 흘수에 해당한다. Fx, Fy 및 Mz는 성분은 식 (1), 

Mx 성분은 식 (2)를 통해 풍동 시험 시 계측된 속도 분포를 바

탕으로 실제 선박의 조류 속도 조건에 해당하는 하중 계수로 보

정한다.










 







 

            (1)










 ×







 ×

          (2)

바람은 해상에서의 바람 속도 분포를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의 바람 속도 분포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는 수선면 상부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하며 는 높이 H

에서의 평균 속도이다. 는 기준 높이이며 는 기준 높이

에서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다. 바람 속도 구배는  값을 통해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으로 1/7값을 사용하였다.

Fig. 4와 Fig. 5는 풍동 시험에 사용된 조류 및 바람의 속도 구

배이다.

풍동 시험 결과

3.1 무차원 계수 및 좌표계

풍동 시험은 Longitudinal force(Fx), Lateral force(Fy)의 2축 

힘과 Heeling moment(Mx), Yaw moment(Mz)의 2축 모멘트를 계

측하였고 식 (4) ~ (7)의 무차원 식을 이용하여 하중 계수를 구하

였다. 무차원 식에 사용된 각 선박별 길이 및 면적 정보는 Table 

2와 Table 3에 정리하였다.  AW는 수선면 상부, UW는 수선면 

하부를 나타내며 Af는 Frontal Area, As는 Side Area를 의미한

다. Hs는 측면에서의 면적 중심을 나타낸다. 풍동시험 결과는 

Fig. 6에 따라 정의된 좌표계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FLBT 170k LNGC

AW UW AW UW

Lbp [m] 326.0 282.2

Loa [m] 355.0 294.0

B [m] 60.0 45.5

T [m] 13.5 12.0

Af [m2] 2146.0 825.0 1353.0 541.0

As [m2] 10101.0 4307.0 6390.0 3309.0

Hs [m] 17.6 6.9 12.0 5.9

30k Shuttle 5k Shuttel

AW UW AW UW

Lbp [m] 162.0 91.2

Loa [m] 172.0 99.0

B [m] 26.5 17.0

T [m] 5.1 4.3

Af [m2] 648.0 133.0 288.0 73.0

As [m2] 2865.0 804.0 1093.0 388.0

Hs [m] 9.5 2.5 9.1 2.1

3.2 조류 하중

운영 조건에 따라 LNG-BS가 FLBT 주위에 다양한 형태로 배

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FLBT 단독, FLBT+170k, FLBT+5k, 

FLBT+30k+5k의 경우에 대해 풍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FLBT 단

독 및 LNG-BS이 병렬 계류 형태로 배치되어 있을 때의 조류 하

중 계수 결과는 Fig. 7 ~ Fig. 10과 같다.

FLBT 및 LNG bunkering shuttle의 배치는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FLBT의 좌, 우현에 각각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LNG-BS가 병렬로 배치되었을 경우 조류 입사각에 따라 

조류가 다가오는 방향에 LNG-BS가 놓이는 형태가 되며 FLBT에 

작용하는 조류에 의한 하중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차폐효과(Shieling effect)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상류에 놓은 구

조물이 크면 그 영향도 크다. 

조류 하중 풍동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차폐효과의 영향은 길이 방향 힘보다 횡방

향 힘에 크게 작용한다. 이는 FLBT 및 LNG-BS가 병렬 계류로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해양 구조물 및 선박이 길이가 긴 형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0~180도 입사각도에서 상대

적으로 크기가 큰 170k LNGC의 의한 차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FLBT 단독 대비 횡방향 힘(Fy)은 약 66%, 

횡경사 모멘트(Mx)는 약82%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종방향 힘(Fx)과 회두모멘트(Mz)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게 나

타나고 있다.

180~360도 입사각에 놓은 30k-BS와 5k-BS에 의한 힘과 모멘

트의 감소폭은 170k LNGC에 의한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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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회두모멘트(Mz)의 경우에는 

FLBT 단독에 비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3.2 풍 하중

FLBT에 작용하는 바람에 의한 힘은 바람에 의해 수선면 상부

에 작용하는 힘으로 풍하중 계수는 조류하중의 식 (4)에서 (7)

까지의 무차원 계수 식과 동일하게 표현된다. 다만, 식에서 각 

변수는 공기의 밀도, 바람 속도, 수선면 상부의 면적을 이용한

다. 

 풍하중 시험은 FLBT 단독, FLBT+170k, FLBT+30k, FLBT+5k, 

FLBT+30k+5k, FLBT+170k+30k+5k의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다. 

FLBT 단독 및 LNG-BS이 병렬 계류 형태로 배치되어 있을 때

의 풍하중 계수 결과는 Fig. 11 ~ Fig. 14와 같다. 차폐효과

(Shieling Effect)는 일반적으로 상류에 놓은 구조물이 크며 그 

영향도 크다. 따라서 데크 위에 각종 장비 및 Accommodation

등이 존재하는 수선면 상부의 풍하중 계측 시 이러한 차폐효

과가 조류하중 대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풍하중 풍동 

시험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조류 하중에 시험 결과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차폐효과의 

영향은 길이 방향 힘 성분 보다 횡방향 힘 성분에 크게 작용

한다. 0~180도 입사각도에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170k LNGC

의 의한 차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FLBT 단

독 대비 횡방향 힘(Fy)은 약 66%, 횡경사 모멘트(Mx)는 약66%

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종방향 힘(Fx)과 회두모

멘트(Mz)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기는 하나 상부구조가 복잡하

기 때문에서 조류하중에 비해서는 차폐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0~360도 입사각에 놓은 30k-BS와 5k-BS에 의한 힘과 모멘

트의 감소폭은 170k LNGC에 의한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류하중을 받는 수선면 하부 

대비 수서면 상부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서 차폐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LBT 단독 대비 횡방향 힘(Fy)

은 약 40%, 횡경사 모멘트(Mx)는 약20%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

다. 회두모멘트(Mz)의 경우에는 FLBT 단독에 비해 약 57% 증가

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FLBT 

측면에 배치되는 선박의 크기와 상대적 위치에 의한 것으로 

FLBT에 작용하는 하중이 FLBT 회전 중심 기준으로 차폐에 의

해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LBT와 상대적으로 크

기가 작은 선박이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가지며 병렬 배

치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선수 동요에 의한 충돌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C 및 LNG-BS와 병렬계류된 FLBT에 작용

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을 추정하기 위해 풍동시험에서 모형선

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하중 계

수를 추정하였다.

단독 FLBT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계수와 풍하중 계수를 실험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170k LNGC에 의한 차폐효

과가 횡방향 힘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영향은 풍하중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회두

모멘트(Mz)의 경우에는 조류 하중과 풍 하중 시험에서 30k-BS와 

5k-BS가 차폐하는 경우 FLBT 단독에 비해 커지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FLBT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선박이 길이 

방향으로 거리를 가지며 병렬 배치되는 경우 조류 및 바람에 의

해 선수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해상부유식 벙

커링 시스템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

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송창우 김정 윤상준 홍장표 성홍근 해상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의 터렛 계류시스템 설계 한국해양

공학회 창립 주년 기념 학술대회

황성철 조석규 정현우 김윤호 성홍근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작용

하는 환경외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주년 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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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회두모멘트(Mz)의 경우에는 

FLBT 단독에 비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3.2 풍 하중

FLBT에 작용하는 바람에 의한 힘은 바람에 의해 수선면 상부

에 작용하는 힘으로 풍하중 계수는 조류하중의 식 (4)에서 (7)

까지의 무차원 계수 식과 동일하게 표현된다. 다만, 식에서 각 

변수는 공기의 밀도, 바람 속도, 수선면 상부의 면적을 이용한

다. 

 풍하중 시험은 FLBT 단독, FLBT+170k, FLBT+30k, FLBT+5k, 

FLBT+30k+5k, FLBT+170k+30k+5k의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다. 

FLBT 단독 및 LNG-BS이 병렬 계류 형태로 배치되어 있을 때

의 풍하중 계수 결과는 Fig. 11 ~ Fig. 14와 같다. 차폐효과

(Shieling Effect)는 일반적으로 상류에 놓은 구조물이 크며 그 

영향도 크다. 따라서 데크 위에 각종 장비 및 Accommodation

등이 존재하는 수선면 상부의 풍하중 계측 시 이러한 차폐효

과가 조류하중 대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풍하중 풍동 

시험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조류 하중에 시험 결과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차폐효과의 

영향은 길이 방향 힘 성분 보다 횡방향 힘 성분에 크게 작용

한다. 0~180도 입사각도에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170k LNGC

의 의한 차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FLBT 단

독 대비 횡방향 힘(Fy)은 약 66%, 횡경사 모멘트(Mx)는 약66%

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종방향 힘(Fx)과 회두모

멘트(Mz)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기는 하나 상부구조가 복잡하

기 때문에서 조류하중에 비해서는 차폐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0~360도 입사각에 놓은 30k-BS와 5k-BS에 의한 힘과 모멘

트의 감소폭은 170k LNGC에 의한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류하중을 받는 수선면 하부 

대비 수서면 상부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서 차폐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LBT 단독 대비 횡방향 힘(Fy)

은 약 40%, 횡경사 모멘트(Mx)는 약20%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

다. 회두모멘트(Mz)의 경우에는 FLBT 단독에 비해 약 57% 증가

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FLBT 

측면에 배치되는 선박의 크기와 상대적 위치에 의한 것으로 

FLBT에 작용하는 하중이 FLBT 회전 중심 기준으로 차폐에 의

해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LBT와 상대적으로 크

기가 작은 선박이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가지며 병렬 배

치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선수 동요에 의한 충돌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C 및 LNG-BS와 병렬계류된 FLBT에 작용

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을 추정하기 위해 풍동시험에서 모형선

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하중 계

수를 추정하였다.

단독 FLBT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계수와 풍하중 계수를 실험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170k LNGC에 의한 차폐효

과가 횡방향 힘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영향은 풍하중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회두

모멘트(Mz)의 경우에는 조류 하중과 풍 하중 시험에서 30k-BS와 

5k-BS가 차폐하는 경우 FLBT 단독에 비해 커지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FLBT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선박이 길이 

방향으로 거리를 가지며 병렬 배치되는 경우 조류 및 바람에 의

해 선수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해상부유식 벙

커링 시스템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

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송창우 김정 윤상준 홍장표 성홍근 해상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의 터렛 계류시스템 설계 한국해양

공학회 창립 주년 기념 학술대회

황성철 조석규 정현우 김윤호 성홍근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작용

하는 환경외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주년 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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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정재환 박병원 황성철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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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조류 하중 풍동 실험
전산유체역학

서    론

국제해사기구 에서 

선박배출가스 즉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에 대한 규제를 발표

함에 따라 연료로 운항되는 추진선박에 대한 국제적

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성홍근과 정동호 상기 선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선

박에 를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시스템의 개발이 필

요하며 그 중에서도 해상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은 벙커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를 중심으로 선 과 벙커링 선박

이 접안되어 적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안정된 작업을 위해

서는 다양한 환경 외력에 따른 선박과 선박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운동 특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홍장표 등 여기

서 환경 외력은 크게 파랑 조류 그리고 풍하중으로 나눌 수 있

다 조류 및 풍하중은 에서 제안한 경험식을 이용하거나 

풍동 및 수조실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나 경험식은 충분한 

데이터 베이스가 없을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험은 모델 상사를 완벽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

한다 최근 수치해석기법과 대형병렬연산시스템의 발달로 조류 

및 풍하중 예측에 전산유체역학

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홍장표 등 는 직렬 배치된 와 에 대한 조류

력 및 풍력 특성에 대한 수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의 후

방에 위치한 의 조류하중은 의 후류로 인해 약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의 조류하중은 약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풍하중의 경우 의 차폐 효과

로 인해 의 하중이 가량 감소할 수 있

음을 수치해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황성철 등 은 및 축적비를 가지는 모

형을 활용 수조 및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유체력 계수들

을 수치결과와 비교 하였다 선수각 에서 수조와 풍동실

험 결과들이 수치결과에 비해 각각 과대 및 과소 예측 되었으나 

나머지 선수각에서는 실험 및 수치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였다

특히 수조 실험과 수치 결과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였으며 풍

동 시험의 경우 흘수의 에 해당하는 속도 경계층의 발달로 

인해 과소 예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연석 등 는 반잠수식 해상크레인과 예인선에 작용하

는 조류 및 풍하중을 수치해석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특히 해상

풍 경계층 기반의 풍하중 계측과 속도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

여 속도 변화의 의존성 없이 일정한 조류 하중 및 모멘트 계수

들이 수치해석을 통해 추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외에도 의 부유체에 작용하는 조류력 계

수 평가과 함께 그리고 

등이 수치해석을 통해 조류 하중의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유사 연구로 은 병렬

배치된 와 그리고 및 의 조류하

중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수치

해석만을 통해 하중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와 

의 배치 거리변화가 의 조류 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벙커링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의 

단독 조류하중 특성 평가를 위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당소에서 와 그리고 및 의 조

류 및 풍하중 계측 실험을 에 의뢰하였으며 

확보된 실험 결과 데이터를 활용 수치해석방법에 대한 검증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험 및 수치 해석 방법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 단독 조류하중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실제 실험에서 사용된 축적비의 모델은 과 같다 그

리고 조류하중 계측을 위한 의 주요 제원은 에 나타

내었다 조류하중 실험에서는 수선면 아래의 유동이 균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하중 계측 시 터널 내 발생되는 속도 경계층의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에

서는  길이를 가지는 시험부의 시작점에서 떨어진 

위치에 실험 모델을 설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속도 

경계층이 존재하므로 에서 제시한 속도 경계층 보정

방법을 이용한다 실험방법과 보정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은 박병원 등 과 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Loa 
(m)

Beam 
(m)

Draft 
(m)

Projected 
Frontal 
Area(m2)

Projected 
Side

Area(m2)

355.0 60.0 13.5 825 4307

수치해석방법

수치해석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체 주위 

유동해석 및 조류하중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완전히 발달된 비압

축성 난류유동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였으며

차 정확도의 이산화 기법과 함께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 경제적인 수치계산을 위해 선체 

벽면에서 발달되는 난류 경계층을 직접 모사하지 않고 표준 벽함

수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고려된  값

은 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에 위치한다 그리고 거

친 표면을 가지는 실험 모델과 달리 본 수치해석에서는 의 

표면을 매끈한 면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의 단독 조류하중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된 해석영

역과 경계조건을 에 나타내었다 의 길이  를 중심

으로 선수방향으로  선미방향으로  그리고 측면

과 하부 방향으로 과 을 각각 가지는 해석영역을 선정하

였다 조류하중 계산 시 이중모형 해석 방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 흘수를 기준으로 선체의 상부는 

해석에서 고려하지 않고 해석 영역의 상부 경계에 대칭조건을 

부여하여 자유수면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험에서는 의 터렛 형상이 고려되었으나 수치해석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격자 시스템

격자 생성방법을 위해 격자분할기법

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격자수는 약 만개이다 상기 방

법을 통해 생성된 선체 표면 격자와 공간격자는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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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정재환 박병원 황성철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조류 하중 풍동 실험
전산유체역학

서    론

국제해사기구 에서 

선박배출가스 즉 질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에 대한 규제를 발표

함에 따라 연료로 운항되는 추진선박에 대한 국제적

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성홍근과 정동호 상기 선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선

박에 를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시스템의 개발이 필

요하며 그 중에서도 해상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은 벙커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를 중심으로 선 과 벙커링 선박

이 접안되어 적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안정된 작업을 위해

서는 다양한 환경 외력에 따른 선박과 선박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운동 특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홍장표 등 여기

서 환경 외력은 크게 파랑 조류 그리고 풍하중으로 나눌 수 있

다 조류 및 풍하중은 에서 제안한 경험식을 이용하거나 

풍동 및 수조실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나 경험식은 충분한 

데이터 베이스가 없을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험은 모델 상사를 완벽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

한다 최근 수치해석기법과 대형병렬연산시스템의 발달로 조류 

및 풍하중 예측에 전산유체역학

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홍장표 등 는 직렬 배치된 와 에 대한 조류

력 및 풍력 특성에 대한 수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의 후

방에 위치한 의 조류하중은 의 후류로 인해 약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의 조류하중은 약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풍하중의 경우 의 차폐 효과

로 인해 의 하중이 가량 감소할 수 있

음을 수치해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황성철 등 은 및 축적비를 가지는 모

형을 활용 수조 및 풍동실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유체력 계수들

을 수치결과와 비교 하였다 선수각 에서 수조와 풍동실

험 결과들이 수치결과에 비해 각각 과대 및 과소 예측 되었으나 

나머지 선수각에서는 실험 및 수치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였다

특히 수조 실험과 수치 결과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였으며 풍

동 시험의 경우 흘수의 에 해당하는 속도 경계층의 발달로 

인해 과소 예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연석 등 는 반잠수식 해상크레인과 예인선에 작용하

는 조류 및 풍하중을 수치해석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특히 해상

풍 경계층 기반의 풍하중 계측과 속도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

여 속도 변화의 의존성 없이 일정한 조류 하중 및 모멘트 계수

들이 수치해석을 통해 추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외에도 의 부유체에 작용하는 조류력 계

수 평가과 함께 그리고 

등이 수치해석을 통해 조류 하중의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유사 연구로 은 병렬

배치된 와 그리고 및 의 조류하

중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수치

해석만을 통해 하중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와 

의 배치 거리변화가 의 조류 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벙커링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의 

단독 조류하중 특성 평가를 위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당소에서 와 그리고 및 의 조

류 및 풍하중 계측 실험을 에 의뢰하였으며 

확보된 실험 결과 데이터를 활용 수치해석방법에 대한 검증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험 및 수치 해석 방법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 단독 조류하중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실제 실험에서 사용된 축적비의 모델은 과 같다 그

리고 조류하중 계측을 위한 의 주요 제원은 에 나타

내었다 조류하중 실험에서는 수선면 아래의 유동이 균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하중 계측 시 터널 내 발생되는 속도 경계층의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에

서는  길이를 가지는 시험부의 시작점에서 떨어진 

위치에 실험 모델을 설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속도 

경계층이 존재하므로 에서 제시한 속도 경계층 보정

방법을 이용한다 실험방법과 보정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은 박병원 등 과 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Loa 
(m)

Beam 
(m)

Draft 
(m)

Projected 
Frontal 
Area(m2)

Projected 
Side

Area(m2)

355.0 60.0 13.5 825 4307

수치해석방법

수치해석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체 주위 

유동해석 및 조류하중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완전히 발달된 비압

축성 난류유동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였으며

차 정확도의 이산화 기법과 함께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 경제적인 수치계산을 위해 선체 

벽면에서 발달되는 난류 경계층을 직접 모사하지 않고 표준 벽함

수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고려된  값

은 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에 위치한다 그리고 거

친 표면을 가지는 실험 모델과 달리 본 수치해석에서는 의 

표면을 매끈한 면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의 단독 조류하중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된 해석영

역과 경계조건을 에 나타내었다 의 길이  를 중심

으로 선수방향으로  선미방향으로  그리고 측면

과 하부 방향으로 과 을 각각 가지는 해석영역을 선정하

였다 조류하중 계산 시 이중모형 해석 방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 흘수를 기준으로 선체의 상부는 

해석에서 고려하지 않고 해석 영역의 상부 경계에 대칭조건을 

부여하여 자유수면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험에서는 의 터렛 형상이 고려되었으나 수치해석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격자 시스템

격자 생성방법을 위해 격자분할기법

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격자수는 약 만개이다 상기 방

법을 통해 생성된 선체 표면 격자와 공간격자는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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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선수각을 로 정의한다

위 식들을 바탕으로 선수각 변화에 따른 의 조류하중 

및 모멘트 계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에 나타내었다 수

치 결과를 살펴보면 전형적으로 관측되는 하중 및 모멘트 변

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부터 선수각이 증가함에 따라 

는 소폭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여 에서 대략 의 값을 

가지고 이후 선수각에서는 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에

서 양의 최댓값을 가진다 반대로 와 는 와 

에서 최댓값을 가지는 것을 와 의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은 선수각 그리고 

에서 최댓값을 가지는 것을 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선수각 변화에 관계없이 수치해석의 하중 및 모멘트 계수의 

변화 경향이 실험결과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인 측면에서 수치해석이 실험결과를 기

준으로 과소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 경우

반대로 과대 예측을 하는 것을 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의 경우 변곡점이 발생하는 를 제외하면 수치와 

실험결과의 차이가 약 이상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결

과 차이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판단되다 이러한 과도한 차이

는 수치해석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도 있겠으나 실

 

 

험 수행에 있어 균일 유동을 고려하기 위한 속도 경계층의 보

정방법 풍동 내 실험 모델의 설치 위치와 거칠기 등과 같이 

풍동 실험 환경에 기인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본 수치해석에서는 이상적인 균일유동을 구현할 수 있지만

실험에서는 속도 경계층의 발달을 피할 수 없으며 발달된 속

도 경계층이 실험 모델과 만나 선체 표면에 새로운 속도 경계

층으로 발달하게 되므로 수치해석과 실험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제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추정사항

들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며 수치해석방법에 대한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모델에 풍동 실험 환경을 구현하여 조류하중 계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치해

석방법의 개선과 수치실험결과 상호비교 및 보완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의 단독 조류하중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당소 주관으로 수행된 덴마크의 

사의 실험결과를 활용 두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수

치해석방법에 대한 검증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선

수각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 및 실험의 하중 및 모멘트 계수의 

변화 경향이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량적인 측면에서 수치해석이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전

반적으로 과소 예측을 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하중계수

에서 수치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해 이상 작게 예측되는 결

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과도한 차이는 수치해석방법에 대한 불

확실성도 존재하나 실험 수행에 있어 풍동 실험 환경에 따른 영

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수치해석모

델에 풍동 실험 환경을 재현하여 조류하중 계산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인자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치해석방법을 개선

시키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해상부유식 벙

커링 시스템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

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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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치해

석방법의 개선과 수치실험결과 상호비교 및 보완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의 단독 조류하중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당소 주관으로 수행된 덴마크의 

사의 실험결과를 활용 두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수

치해석방법에 대한 검증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선

수각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 및 실험의 하중 및 모멘트 계수의 

변화 경향이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량적인 측면에서 수치해석이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전

반적으로 과소 예측을 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하중계수

에서 수치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해 이상 작게 예측되는 결

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과도한 차이는 수치해석방법에 대한 불

확실성도 존재하나 실험 수행에 있어 풍동 실험 환경에 따른 영

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수치해석모

델에 풍동 실험 환경을 재현하여 조류하중 계산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인자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치해석방법을 개선

시키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해상부유식 벙

커링 시스템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

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박병원 정재환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 병렬 배치된 

및 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에 대한 

풍동시험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박연석 김우전 남보우 홍사영 반잠수식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에 작용하는 풍하중 및 조류하중 산정을 위한 

점성 유동장 해석 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

집

성홍근 정동호 해상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시스

템 기술 개발 사업 개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

술대회

황성철 조석규 홍장표 정현우 성홍근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환경외력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적 연구 한

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홍장표 남보우 윤경원 김영식 성홍근 직렬 배치된 

두 부유체에 작용하는 조류력 및 풍력 특성에 관한 수치

해석 연구 한국해양공학회지 제 권 제 호

홍장표 김민경 조석규 정동호 성홍근 이재익 김대응 

벙커링 터미널의 이접안 운용시나리오에 대한 연

구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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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바람발생장치를 활용한 해양공학수조 바람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박세완 남보우 원영욱 박인보 조석규 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바람발생장치 해양공학수조 바람분포 열선
풍속계

서    론

해양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양구조물의 거동을 예측

하고 계류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소모형

을 이용한 모형시험이 수행된다 모형시험에서는 해양구조물이 

실제 해양 환경에서 겪는 파랑 조류 바람하중을 축소된 모형에 

상사시켜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파 및 소파기 조류발

생장치 바람발생장치 등을 갖춘 해양공학수조에 모형을 설치하

여 해양환경을 재현하고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거동 및 하

중을 계측할 수 있다

주로 바람하중은 계류된 해양구조물의 평균오프셋

을 발생시켜 계류시스템에 하중으로 작용하며 구조물의  

회전모멘트나 감쇠로도 작용하여 구조물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모형시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 해역과 유사한 

바람분포를 시험 환경에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해양공

학수조에서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바람하중은 수조 공간에서 

모형보다 상류에 위치한 다수의 송풍기를 이용하여 모형에 바람

을 입사시킴으로써 재현된다 송풍기를 통해 실 해역의 바람분

포를 재현하는 것에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방안 중 실 

해역 바람하중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점차 해양구조물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그 기능이 석유 및 가

스 개발에 더하여 해상풍력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더 깊고 넓

은 해양공학수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

도록 균일한 바람분포를 재현할 수 있는 바람발생장치에 대한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연구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계류 부유체 기반구조물의 유체역학

문제와 풍력발전기 공력학 문

제를 연성하여 해석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거 여러 연구사례에서는 해양공학수조에서 바람분포의 품질

이 떨어지는 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풍력발전기 공력학을 실

제 로터 형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넓은 원판을 이용하여 항력으로 추력을 작

용시키거나 타워 상부에 덕트팬

을 설치하여 풍력발전기 추력 효과를 모델링하는 방법

등이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사에 부합하지 않는 풍력발전기 공력학을 부유체 모

형에 상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능 상사

기술이 개발된 바 있으며 이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모형시험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바람분포가 중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발생장치의 설계 및 개발에 앞서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해양공학수조의 바람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바람분포를 정량적으로 계측하

였다 본 논문은 바람분포 계측방법 및 조건에 대해 서술한 후 

계측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한다

바람분포 계측방법 및 조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공학수조는 길이 폭 깊

이 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총 기의 송풍기로 이루어진 

바람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및 에는 각각 바

람발생장치의 정격제원과 형상을 나타내었다 바람발생장치는 

송풍기 노즐 허니콤 가이드베인으로 구성되어 송풍기에서 가

속되는 바람을 균일하게 토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의 열선풍속계를 간격으로 수직 배치한 지그 를 

구성하여 해양공학수조 예인전차 하단에 부착한 후 수평 및 수

직 지점으로 이동함으로써 공간적 바람분포를 계측하였다 열선

풍속계는 사의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무지향성 풍

속계로 최대 의 풍속을 수조 환경에서 최대 오

차범위 이내로 계측할 수 있는 장치이다

에는 모델의 사진 및 기 계측 지그의 사진을 나

타내었다

수평면 공간분포 계측을 위하여 총 개 지점을 선정하여 각 

지점으로 예인전차를 이동시킴으로써 해당 지점에서의 수직 바

람분포를 계측하였다 에는 계측장비 구성 및 계측지점 분

포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해양공학수조 중심점

으로부터 전방에 바람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중심점 

전방으로 한 개의 지점 후방으로 세 개의 지점을 각 간격

으로 지정한 후 각각 좌우로 간격의 두 개 지점을 더하여 

총 개의 계측 지점을 산정하였다

각 열선풍속계는 최대 까지 계측 가능하도록 설정하였

으며 사에서 제공한 교정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

으나 계측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동일한 위치 및 바람 

조건에 대해 전체 기의 상대교정을 수행하여 평균대비 내

외의 오차범위를 확인하였다 해당 상대교정은 바람발생

장치로부터 떨어진 좌우 중심 지점에서 수면 상부로 

높이에 위치한 지점에서 수행되었으며 이 때 바람발생장

치 회전 속도는 이다

바람발생장치 작동 조건은 하단의 기만을 사용한 조건과 하

단 및 상단의 총 기를 모두 사용하는 조건으로 나누었으며 회

전속도 조건은 의 총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에는 바람분포 계측시험이 수행된 조건을 요약하여 나타

내었다 바람발생장치의 토출부 가이드 베인 각도

는 하단 기에서는 로 상단 기에서는 로 설정되었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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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바람발생장치를 활용한 해양공학수조 바람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박세완 남보우 원영욱 박인보 조석규 성홍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바람발생장치 해양공학수조 바람분포 열선
풍속계

서    론

해양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양구조물의 거동을 예측

하고 계류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소모형

을 이용한 모형시험이 수행된다 모형시험에서는 해양구조물이 

실제 해양 환경에서 겪는 파랑 조류 바람하중을 축소된 모형에 

상사시켜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파 및 소파기 조류발

생장치 바람발생장치 등을 갖춘 해양공학수조에 모형을 설치하

여 해양환경을 재현하고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거동 및 하

중을 계측할 수 있다

주로 바람하중은 계류된 해양구조물의 평균오프셋

을 발생시켜 계류시스템에 하중으로 작용하며 구조물의  

회전모멘트나 감쇠로도 작용하여 구조물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모형시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 해역과 유사한 

바람분포를 시험 환경에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해양공

학수조에서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바람하중은 수조 공간에서 

모형보다 상류에 위치한 다수의 송풍기를 이용하여 모형에 바람

을 입사시킴으로써 재현된다 송풍기를 통해 실 해역의 바람분

포를 재현하는 것에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방안 중 실 

해역 바람하중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점차 해양구조물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그 기능이 석유 및 가

스 개발에 더하여 해상풍력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더 깊고 넓

은 해양공학수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

도록 균일한 바람분포를 재현할 수 있는 바람발생장치에 대한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연구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계류 부유체 기반구조물의 유체역학

문제와 풍력발전기 공력학 문

제를 연성하여 해석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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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바람분포 계측 장비 셋업이 완료된 상태를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바람분포 계측결과

에 나타낸 조건에 대해 상기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분포를 계측하였다 및 에는 의 

및 에 대한 전체 계측결과를 나타내었다 좌우 중심선으로부터 

씩 이격된 지점에서는 중심 대비 풍속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

이 확인되었다 통상 축척비로 수행되는 모형시험에

서 반잠수식 이나 

등의 해양구조물 형태는 모델의 크기가 를 넘지 않으므로 수

평방향으로 비교적 균일한 바람을 받을 수 있지만 와 같

이 모형의 길이가 가 넘는 구조물의 경우 측면 바람하중을 

받는 조건에서 편중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바람

발생장치로부터 이상 떨어진 지점부터는 비교적 좌우편차

가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는 각각 및 에 대해 계측 행별로 중심

점에서의 계측결과만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바람발생장치로부

터 이격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직방향 속도 분포가 균일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하단 및 상단 가이드베인이 각각 

및 의 각도로 설정되어 있어 수면 위 작용점 이후부터는 바

람이 수면에 반사되어 후방으로 전파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각각 지점 의 최대 풍속을 레퍼런스로 하

여 도시한 곡선과 비교해보면 하단의 기 송풍

기만 작동시킨 의 경우에 계측 결과가 그에 더 근접하였

다 의 경우 상단의 기 송풍기 가이드베인 각도가 다소 

크게 설정되어 낮은 높이에서의 풍속이 크게 분포된 것으로 판

단되며 해상풍력 문제 등과 같이 수직방향 속도분포 모델링이 

중요한 경우에는 상단 송풍기의 가이드베인 각도 조정에 주의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가 작동된 경우 거리별로 속도

분포가 기만 작동된 경우 보다 균일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송풍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바람 전달력 높아진 것으로 거

리에 따라 균일한 바람분포가 요구되는 경우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바람발생장치로 재현된 해양공학수조의 바람

분포를 계측하여 그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바람발생장치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범위를 초과하

는 모델의 경우 중심으로 편중된 바람하중을 받게 된다

바람발생장치 전방으로 이상 이격되어야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및 수직 바람하중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실제에 가까운 수직분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하단 기의 

송풍기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거리별 편차에 주의

하여야 한다

거리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상하단 기의 송풍기를 활용

할 경우 수직분포 형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상단의 가이드베인 

각도 설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계측한 해양공학수조의 공간 바람분포 결과는 향

후 수치해석 기법 검증 과정을 거쳐 공간 바람분포 품질이 뛰어

난 바람발생장치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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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심해공학수조 운용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및 심해플랜트 

원천핵심기술개발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해상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화물창의 슬로싱 하중 평가

우성민 권창섭 김현조 이동연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부유식 해상 벙커링 터미널 슬로싱 하중
수치해석

해상에서 부유하면서 를 저장하고 벙커링 선박으로 를 공급하는 설비를 부유식 해상 벙커링 터미널이
라 한다 화물창에 대한 다양한 적재조건에 대한 슬로싱 초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상 

는 운반선과 달리 정해진 해역에서 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설계된 화물창은 열 배치
로서 열 배치 화물창 대비 탱크 폭이 작은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해석 결과와 환경조건을 이용하여 도출한 운동의 

값을 진폭으로 하는 모션을 생성하여 각 환경조건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슬로싱 하중을 평가하였
다

서    론

국제해사기구 의 유해배출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

라 연료 추진선박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

한 추진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벙커링 시스템 개

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벙커링이란 가스연료 추진 

선박에 가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와 설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

다 해상선박에 를 안정적으로 급유하기 위한 벙커링

을 위해서는 항구 주변에 를 저장 및 공급하는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설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벙커링 

터미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관 하 해양수산부 부유식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과

제 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기술개발에서 핵심요소 중 하나가 화물창과 다르

게 적재율에 대하여도 슬로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치 화물창 구성을 통해 슬로

싱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슬로싱 평가 시 배의 운동응답과 해역의 환경조건을 바탕으

로 불규칙 모션을 생성하여 슬로싱 평가한다 하지만 불규칙 모

션은 에 따라 슬로싱 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충

분히 오랜 시간 동안 실험 을 수행하여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까지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슬로싱 하중 평가를 위한 

많은 기법이 개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있는 슬로싱 

하중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

주 선급들이 슬로싱 설계하중 추정에 수치해석적인 결과보다는 

모형실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된 탱크의 모형실험 수

행 전 슬로싱 하중을 초기 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치해석을 통한 슬로싱 하중의 추정은 필수적이다

최근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수치해석을 통한 

슬로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 유한차분

법을 이용하여 차원 탱크에 대한 충격하중을 계산하였고

은 에 

기반을 둔 수치해석 스킴을 이용하여 좌우동요와 횡동요 운동 

하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였으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더욱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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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심해공학수조 운용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및 심해플랜트 

원천핵심기술개발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해상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화물창의 슬로싱 하중 평가

우성민 권창섭 김현조 이동연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부유식 해상 벙커링 터미널 슬로싱 하중
수치해석

해상에서 부유하면서 를 저장하고 벙커링 선박으로 를 공급하는 설비를 부유식 해상 벙커링 터미널이
라 한다 화물창에 대한 다양한 적재조건에 대한 슬로싱 초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상 

는 운반선과 달리 정해진 해역에서 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설계된 화물창은 열 배치
로서 열 배치 화물창 대비 탱크 폭이 작은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해석 결과와 환경조건을 이용하여 도출한 운동의 

값을 진폭으로 하는 모션을 생성하여 각 환경조건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슬로싱 하중을 평가하였
다

서    론

국제해사기구 의 유해배출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

라 연료 추진선박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

한 추진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벙커링 시스템 개

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벙커링이란 가스연료 추진 

선박에 가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와 설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

다 해상선박에 를 안정적으로 급유하기 위한 벙커링

을 위해서는 항구 주변에 를 저장 및 공급하는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설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벙커링 

터미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관 하 해양수산부 부유식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과

제 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기술개발에서 핵심요소 중 하나가 화물창과 다르

게 적재율에 대하여도 슬로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치 화물창 구성을 통해 슬로

싱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슬로싱 평가 시 배의 운동응답과 해역의 환경조건을 바탕으

로 불규칙 모션을 생성하여 슬로싱 평가한다 하지만 불규칙 모

션은 에 따라 슬로싱 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충

분히 오랜 시간 동안 실험 을 수행하여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까지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슬로싱 하중 평가를 위한 

많은 기법이 개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있는 슬로싱 

하중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

주 선급들이 슬로싱 설계하중 추정에 수치해석적인 결과보다는 

모형실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된 탱크의 모형실험 수

행 전 슬로싱 하중을 초기 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치해석을 통한 슬로싱 하중의 추정은 필수적이다

최근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수치해석을 통한 

슬로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 유한차분

법을 이용하여 차원 탱크에 대한 충격하중을 계산하였고

은 에 

기반을 둔 수치해석 스킴을 이용하여 좌우동요와 횡동요 운동 

하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였으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더욱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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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압축성 효과를 고려한 사례로는 

은 공기 압축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이상기체 모델

을 도입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공기의 압축성 효과로 인

하여 유체 충격압력의 경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화물창의 슬로싱 하중 평가 시 배의 

운동응답과 환경조건을 통해 도출한 운동의 

값을 진폭으로 하는 규칙 운동

을 생성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된 화물창

의 슬로싱 하중을 추정하였다

환경조건

대상선박 및 탱크선정

대상 선박은 급 이며 수심 지역에 설치된다

고 가정한다 선박의 는 과 같으며

슬로싱 하중 평가를 위해 사용된 은 

조건 고려하였다 기준 제원은 

과 같다

설계된 화물창 형상은 과 같이 길이대비 폭이 상대적으

로 작은 형상이다 높이는 탱크높이의 약 로 

일반적인 화물창과 비슷한 수준이며 의 각도는 

도이다 열 배치를 통해 화물창의 폭을 줄임으로서 폭 방향

의 탱크 공진주기를 배의 공진주기와 회피하는 방법으로 슬로싱 

현상을 감소시켰다

슬로싱 평가 대상으로 배의 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탱크를 선정하였으며 탱크의 주요 치수는 

와 같다

운동성능 평가

탱크의 슬로싱 하중을 평가하기 위한 모션을 생성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운동 성능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운동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선급에서 개발한 

이며 운동해석을 위한 패널 형상은 와 같다 파의 입

사 방향에 따른 입사각도 정의는 와 같으며

해석결과는 과 같다

탱크 배치

선수 선미 배치

가운데 배치

길이방향 한줄 배치

길이방향 한줄 배치 폭 증가

운동해석 조건은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와 

진폭이 큰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실험결과에서 도출된 값 를 적용하였다 탱크 내부

의 유체의 유동을 고려하여 운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의 를 보면 도 조건에서 값이 하나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탱크내부 유체와의 연성해석 효과가 크

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경우를 과 같이 생성하여 

각 케이스에 대한 운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탱크 배치 및 폭의 크기 변화에 따라 운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결과적으로 과 같이 와같이 배 폭 대비 탱크 

폭이 일정비율 이상의 조건에서 개의 값이 나타났다 이

는 탱크내부 유체와 배의 모션이 연성 되어 탱크와 의 공

진주기가 각각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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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압축성 효과를 고려한 사례로는 

은 공기 압축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이상기체 모델

을 도입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공기의 압축성 효과로 인

하여 유체 충격압력의 경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화물창의 슬로싱 하중 평가 시 배의 

운동응답과 환경조건을 통해 도출한 운동의 

값을 진폭으로 하는 규칙 운동

을 생성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된 화물창

의 슬로싱 하중을 추정하였다

환경조건

대상선박 및 탱크선정

대상 선박은 급 이며 수심 지역에 설치된다

고 가정한다 선박의 는 과 같으며

슬로싱 하중 평가를 위해 사용된 은 

조건 고려하였다 기준 제원은 

과 같다

설계된 화물창 형상은 과 같이 길이대비 폭이 상대적으

로 작은 형상이다 높이는 탱크높이의 약 로 

일반적인 화물창과 비슷한 수준이며 의 각도는 

도이다 열 배치를 통해 화물창의 폭을 줄임으로서 폭 방향

의 탱크 공진주기를 배의 공진주기와 회피하는 방법으로 슬로싱 

현상을 감소시켰다

슬로싱 평가 대상으로 배의 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탱크를 선정하였으며 탱크의 주요 치수는 

와 같다

운동성능 평가

탱크의 슬로싱 하중을 평가하기 위한 모션을 생성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운동 성능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운동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선급에서 개발한 

이며 운동해석을 위한 패널 형상은 와 같다 파의 입

사 방향에 따른 입사각도 정의는 와 같으며

해석결과는 과 같다

탱크 배치

선수 선미 배치

가운데 배치

길이방향 한줄 배치

길이방향 한줄 배치 폭 증가

운동해석 조건은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와 

진폭이 큰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실험결과에서 도출된 값 를 적용하였다 탱크 내부

의 유체의 유동을 고려하여 운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의 를 보면 도 조건에서 값이 하나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탱크내부 유체와의 연성해석 효과가 크

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경우를 과 같이 생성하여 

각 케이스에 대한 운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탱크 배치 및 폭의 크기 변화에 따라 운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결과적으로 과 같이 와같이 배 폭 대비 탱크 

폭이 일정비율 이상의 조건에서 개의 값이 나타났다 이

는 탱크내부 유체와 배의 모션이 연성 되어 탱크와 의 공

진주기가 각각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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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주기 평가 및 슬로싱 평가 케이스 선정

공진주기 평가

슬로싱 평가 시 탱크와 배의 고유주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

다 탱크의 고유주기와 탱크 모션의 주기가 근접 시 슬로싱 현

상이 크게 나타나므로 탱크 및 배의 고유주기의 근접성 분석은 

필수적이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배와 탱크간의 주

기가 겹치는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향에 대

한 슬로싱 평가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슬로싱 평가 케이스 선정

의 예상 후보지는 부산 기장군으로서 대상 해역의 평균 

수심은 이며 각 재현주기에 따른 방위별 환경 조건은 

와 같다

단위

년 주기 설계파의 최대 파고는 로서 높은 파고를 형

성한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 적용된 에는 터렛 계류시스

템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황천 시에는 파도 방향으로 선수가 

선회하게 된다 따라서 년 주기 설계파 조건에는 선수 사파

를 적용하였으며 년 년 주기 설계파 조건에는  횡파 조건을 

적용하였다

대상 의 환경조건인 년 년 년 주기 설계파로 구

분하여  파주기와 파고를 에 정리하였다 일정단위의 파

주기 간격으로 각 주기의 최대파고를 기준으로 파고를 표시하였

다 분류한 주기를 이용하여 공진주기 기준 초 사이의 조건에 

대하여 슬로싱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계산 케이스 선정

적재율에 따라 규칙파 생성 주기를 위와 같이 일정간격으로 

나누었고 탱크 공진주기 초 부근의 해당하는 주기에 대한 수

치해석 케이스를 선정하였다 년 년 주기파 케이스는 도 

의 조건에 대하여 평가를 했으며 년 주기

파의 경우 도 선수 사파 조건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다

슬로싱 해석을 위한 모션 생성

는 운동 와 파 조건을 이용하여 규칙운동을 생성

한 그림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파 조건과 운동 

를 조합하여 도출한 값을 적용하여 운동의 진폭으로 결정

하였다

년 년 주기 설계파를 적용한 횡파조건에 대해서는 전후동

요 상하동요 종동요 모션을 동시에 구현하여 슬로싱 평가를 수

행하였으며 년 주기 설계파를 적용하여 평가한 선수 사파조

건에 대해서는 좌우동요 상하동요 횡동요 모션을 동시에 구현

하여 슬로싱 평가를 수행하였다 슬로싱 평가 시 위와 같은 규

칙 모션을 이용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각 파도 조건에 대응하

는 슬로싱 하중을 평가할 수 있다

불규칙 모션을 이용한 슬로싱 평가 시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수렴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

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치해석에 필요한 계산시간을 

고려했을 때 설계된 탱크에 대한 초기 평가 시 규칙 모션을 적

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수치해석 조건 및 격자 테스트

격자 의존도 평가 및 수치해석 조건 

슬로싱 수치해석을 위해 상용툴 을 이용하여 적정 

격자수 및 격자 의존도를 알아보았다 은 실선스케일 기

준 단위길이 당 격자의 수를 늘려감에 따른 총 격자수 최대 슬

로싱 압력을 비교한 그림이다 최대 슬로싱 압력은 탱크 전 영

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최대압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테스트 결

과 탱크 단위 길이 당 개의 격자를 균일하게 분포 시 탱크 단

위길이 당 개의 격자를 분포 시킨 경우의 최대압력 대비 약 

값으로서 큰 차이 없는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단위 길이 

당 개의 격자사용이 적정 격자수라 판단되었으며 탱크의 총 

격자수를 만개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이 격자는 만개의 등방성 격자로 구성하

여 유체의 급격한 속도 변화에 대해 수렴성을 높였다 상

부 일부영역은 조건을 부여하여 탱크 내부 압력

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슬로싱 충격압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므로 순간적인 상

경계면을 포착하려면 상당히 짧은 시간간격 을 필요

로한다 이로 인해 계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충격압이 일어나는 순간의 유동속도와 격자크기를 고려

하여 시간간격을 조절하는 기법을 적용하

였다 또한 자유표면 의 포착을 위한 방법으로 

을 적용하였다 압력속도의 연성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대류항에 대해서는 차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델스케일 기준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유체는 물의 물성을 적용하였으며 기체는 공기의 물성

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실선 기준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척도법칙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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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주기 평가 및 슬로싱 평가 케이스 선정

공진주기 평가

슬로싱 평가 시 탱크와 배의 고유주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

다 탱크의 고유주기와 탱크 모션의 주기가 근접 시 슬로싱 현

상이 크게 나타나므로 탱크 및 배의 고유주기의 근접성 분석은 

필수적이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배와 탱크간의 주

기가 겹치는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향에 대

한 슬로싱 평가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슬로싱 평가 케이스 선정

의 예상 후보지는 부산 기장군으로서 대상 해역의 평균 

수심은 이며 각 재현주기에 따른 방위별 환경 조건은 

와 같다

단위

년 주기 설계파의 최대 파고는 로서 높은 파고를 형

성한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 적용된 에는 터렛 계류시스

템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황천 시에는 파도 방향으로 선수가 

선회하게 된다 따라서 년 주기 설계파 조건에는 선수 사파

를 적용하였으며 년 년 주기 설계파 조건에는  횡파 조건을 

적용하였다

대상 의 환경조건인 년 년 년 주기 설계파로 구

분하여  파주기와 파고를 에 정리하였다 일정단위의 파

주기 간격으로 각 주기의 최대파고를 기준으로 파고를 표시하였

다 분류한 주기를 이용하여 공진주기 기준 초 사이의 조건에 

대하여 슬로싱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계산 케이스 선정

적재율에 따라 규칙파 생성 주기를 위와 같이 일정간격으로 

나누었고 탱크 공진주기 초 부근의 해당하는 주기에 대한 수

치해석 케이스를 선정하였다 년 년 주기파 케이스는 도 

의 조건에 대하여 평가를 했으며 년 주기

파의 경우 도 선수 사파 조건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다

슬로싱 해석을 위한 모션 생성

는 운동 와 파 조건을 이용하여 규칙운동을 생성

한 그림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파 조건과 운동 

를 조합하여 도출한 값을 적용하여 운동의 진폭으로 결정

하였다

년 년 주기 설계파를 적용한 횡파조건에 대해서는 전후동

요 상하동요 종동요 모션을 동시에 구현하여 슬로싱 평가를 수

행하였으며 년 주기 설계파를 적용하여 평가한 선수 사파조

건에 대해서는 좌우동요 상하동요 횡동요 모션을 동시에 구현

하여 슬로싱 평가를 수행하였다 슬로싱 평가 시 위와 같은 규

칙 모션을 이용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각 파도 조건에 대응하

는 슬로싱 하중을 평가할 수 있다

불규칙 모션을 이용한 슬로싱 평가 시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수렴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시

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치해석에 필요한 계산시간을 

고려했을 때 설계된 탱크에 대한 초기 평가 시 규칙 모션을 적

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수치해석 조건 및 격자 테스트

격자 의존도 평가 및 수치해석 조건 

슬로싱 수치해석을 위해 상용툴 을 이용하여 적정 

격자수 및 격자 의존도를 알아보았다 은 실선스케일 기

준 단위길이 당 격자의 수를 늘려감에 따른 총 격자수 최대 슬

로싱 압력을 비교한 그림이다 최대 슬로싱 압력은 탱크 전 영

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최대압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테스트 결

과 탱크 단위 길이 당 개의 격자를 균일하게 분포 시 탱크 단

위길이 당 개의 격자를 분포 시킨 경우의 최대압력 대비 약 

값으로서 큰 차이 없는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단위 길이 

당 개의 격자사용이 적정 격자수라 판단되었으며 탱크의 총 

격자수를 만개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이 격자는 만개의 등방성 격자로 구성하

여 유체의 급격한 속도 변화에 대해 수렴성을 높였다 상

부 일부영역은 조건을 부여하여 탱크 내부 압력

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슬로싱 충격압은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므로 순간적인 상

경계면을 포착하려면 상당히 짧은 시간간격 을 필요

로한다 이로 인해 계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충격압이 일어나는 순간의 유동속도와 격자크기를 고려

하여 시간간격을 조절하는 기법을 적용하

였다 또한 자유표면 의 포착을 위한 방법으로 

을 적용하였다 압력속도의 연성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대류항에 대해서는 차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델스케일 기준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유체는 물의 물성을 적용하였으며 기체는 공기의 물성

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실선 기준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척도법칙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는 압력 는 유체밀도 는 중력 가속도 은 탱크

길이이며 첨자 과 은 각각 실선 및 모형을 표시한다

척도법칙 적용 시 실제보다 큰 예측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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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의해 수행된 슬로싱 실험결과와 

유한요소 기반 포텐셜 코드 결과와의 슬로싱 하중 비교 결과이

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슬로싱 하중을 계산

하여 위의 결과와 비교를 통한 슬로싱 하중의 검증을 수행하였

다 실험 및 계산 조건은 차원의 탱크를 탱크 폭의 의 진폭

으로 규칙파를 적용하여 주기에 따른 탱크 특정지점에서 최대 

압력을 비교하였다 에서 볼 수 있듯이 단주기에서도 실

험결과와 잘 일치되며 전체적인 경향성이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수치해석을 이용한 슬로싱 하중 평가 결과

각 적재조건에 해당하는 탱크의 공진주기 초 구간에 대하

여 일정단위의 파주기 간격에 따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탱

크의 전 구간에 대해 압력 측정센서를 설치하였다

년 년 년 파 조건에 대해 탱크 공진주기 근처 주기에 

대한 슬로싱 수치해석 결과는 과 같다 왼쪽 표에 나타난 

수치는 각 조건에 해당하는 슬로싱 압력을 최대 슬로싱 압력이 

나타난 조건에 해당하는 년 파 적재율 조건의 초 

주기에서 도출된 슬로싱 압력으로 무차원화 한 것이다 년 파 

조건에서는 모션의 진폭이 비교적 작으므로 과 주기에 

따른 슬로싱 하중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 함을 알 수 있었

다 진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년 파 조건에서는 각 주기

의 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슬로싱 압력이 

발생했다 년 파 조건 계산결과 초와 초 주기 조건의 

낮은 적재구간에 대해 상당히 큰 슬로싱 하중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 방향 배의 공진주기가 탱

크의 낮은 에 해당하는 공진 주기와 겹침에 따른 자유표

면의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높은 슬로싱 하중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은 각각 조건에서 가장 슬로싱 압력

이 크게 나온 조건인 초 주기조건의 탱크 전부분

에 대한 슬로싱 압력 분포 그림과 조건에서 

가장 슬로싱 압력이 크게 나온 조건인  의 초 주

기 조건에 대한 탱크 전주기에 대한 슬로싱 압력 분포 그림이

다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한 슬로싱 하중 비교

탱크의 슬로싱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된 탱크의 슬

로싱 하중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 같이 서울대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케일 슬로싱 모형실험 결

과와 비교해 보았다 실험은 모형스케일 기준 시간 수행하였으

며 가지의 를 적용하여 총 시간 실행을 수행

하였다 도출된 압력을 을 통한 시간 값을 

구하여 조건인 이하 이상 적재율 중 가

장 큰 하중조건의 모형실험 결과와  탱크의 슬로싱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설계된 화물창의 슬

로싱 하중이 의 조건의 슬로싱 하중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수치해석 결과는 모형실험 결과를 통한 보정

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를 탱크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와 하중의 절대적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수

행 예정인 본 연구에 대한 모형실험 수행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 있는 슬로싱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에 작용하는 환경하중을 고려한 탱크 슬

로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배의 운동응답과 해당 해역의 환경조건을 이용하여 생성

한 을 진폭으로 하는 규칙 모션을 적용하여 탱크 공진주기 

근처 주기에 대한 슬로싱 평가를 수행하였다

탱크 폭이 배의 폭의 일정비율 이상일 때 탱크 내부 유체

와 배의 연성효과가 발생하였다

수치해석 상용 툴인 을 이용한 슬로싱 수치해석 

결과를 탱크의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설계된 화물

창의 슬로싱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설계된 화물창의 슬로싱 모형실험을 

향후 수행예정이며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치해석 결과와 비

교 검증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해상부유식 벙

커링 시스템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

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306



는 에 의해 수행된 슬로싱 실험결과와 

유한요소 기반 포텐셜 코드 결과와의 슬로싱 하중 비교 결과이

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슬로싱 하중을 계산

하여 위의 결과와 비교를 통한 슬로싱 하중의 검증을 수행하였

다 실험 및 계산 조건은 차원의 탱크를 탱크 폭의 의 진폭

으로 규칙파를 적용하여 주기에 따른 탱크 특정지점에서 최대 

압력을 비교하였다 에서 볼 수 있듯이 단주기에서도 실

험결과와 잘 일치되며 전체적인 경향성이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수치해석을 이용한 슬로싱 하중 평가 결과

각 적재조건에 해당하는 탱크의 공진주기 초 구간에 대하

여 일정단위의 파주기 간격에 따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탱

크의 전 구간에 대해 압력 측정센서를 설치하였다

년 년 년 파 조건에 대해 탱크 공진주기 근처 주기에 

대한 슬로싱 수치해석 결과는 과 같다 왼쪽 표에 나타난 

수치는 각 조건에 해당하는 슬로싱 압력을 최대 슬로싱 압력이 

나타난 조건에 해당하는 년 파 적재율 조건의 초 

주기에서 도출된 슬로싱 압력으로 무차원화 한 것이다 년 파 

조건에서는 모션의 진폭이 비교적 작으므로 과 주기에 

따른 슬로싱 하중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 함을 알 수 있었

다 진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년 파 조건에서는 각 주기

의 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슬로싱 압력이 

발생했다 년 파 조건 계산결과 초와 초 주기 조건의 

낮은 적재구간에 대해 상당히 큰 슬로싱 하중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 방향 배의 공진주기가 탱

크의 낮은 에 해당하는 공진 주기와 겹침에 따른 자유표

면의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높은 슬로싱 하중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은 각각 조건에서 가장 슬로싱 압력

이 크게 나온 조건인 초 주기조건의 탱크 전부분

에 대한 슬로싱 압력 분포 그림과 조건에서 

가장 슬로싱 압력이 크게 나온 조건인  의 초 주

기 조건에 대한 탱크 전주기에 대한 슬로싱 압력 분포 그림이

다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한 슬로싱 하중 비교

탱크의 슬로싱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된 탱크의 슬

로싱 하중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 같이 서울대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케일 슬로싱 모형실험 결

과와 비교해 보았다 실험은 모형스케일 기준 시간 수행하였으

며 가지의 를 적용하여 총 시간 실행을 수행

하였다 도출된 압력을 을 통한 시간 값을 

구하여 조건인 이하 이상 적재율 중 가

장 큰 하중조건의 모형실험 결과와  탱크의 슬로싱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설계된 화물창의 슬

로싱 하중이 의 조건의 슬로싱 하중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수치해석 결과는 모형실험 결과를 통한 보정

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를 탱크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와 하중의 절대적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수

행 예정인 본 연구에 대한 모형실험 수행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 있는 슬로싱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에 작용하는 환경하중을 고려한 탱크 슬

로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배의 운동응답과 해당 해역의 환경조건을 이용하여 생성

한 을 진폭으로 하는 규칙 모션을 적용하여 탱크 공진주기 

근처 주기에 대한 슬로싱 평가를 수행하였다

탱크 폭이 배의 폭의 일정비율 이상일 때 탱크 내부 유체

와 배의 연성효과가 발생하였다

수치해석 상용 툴인 을 이용한 슬로싱 수치해석 

결과를 탱크의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설계된 화물

창의 슬로싱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설계된 화물창의 슬로싱 모형실험을 

향후 수행예정이며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치해석 결과와 비

교 검증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해상부유식 벙

커링 시스템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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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의 위험도 기반 생애주기 

안전성평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정태환 이종갑 정동호 성홍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 계획 위험도기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    론

최근 해양 플랜트 구조물을 보다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규칙기반 이나 성능기반 방법론

보다 위험도기반접근법

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도기반접근법은 

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체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목표기반 법규

체계와 함께 생애주기 안전성 관리 및 평가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는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 은 적용 가능한 법규체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위험도기반접근법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의 해양플랜트구조물에 관련된 위험도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 의 위험도 기반 생애주기 안

전성평가 및 관리체계의 개발의 일환으로 위험도관리계획

을 제안한다

위험도 관리 계획 

의 구성요소

해양 플랜트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는 설계의 목표를 안전으

로 확실하게 정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

는 것인데 이에 위한 관리 치침이나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전요건을 정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관련법규를 검

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우선  

관련 개발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에 관련된 내용은 현장 작업자들의 설치완료 후

에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이나 보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해양 

플랜트의 설계의 과정에서는 안전을 목적으로 하게 되므로 이

를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또한 위험도기반 설계 엔지니어링

이하 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도기반 안전설계의 일반적인 치침이 필

요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본 

문서로서 위험도 관리계획 이하 

가 요구되어 진다

는 발주자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설계자

에 의해 작성되고 이해당사자들의 검토 승인을 거쳐 공유하는 

문서로서 일관되고 능동적인 안전성평가 및 관리를 위한 수단

이다 즉 는 발주자 개발자 운용자 등 참여기관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된 부분으로서  작성되어져야만 하며 설계 대상

시스템의 위험요소 및 사고 시나리오의 식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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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평가 절차와 기준 방법론 및 도구 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체계 등을 포함하며 개념설계의 결과를 도태로 기본계

획 이 작성되고 각 설계 단계에서 관련 위험도평가를 

통해 구체화된다 은 해양플랜트에 대한 의 구성요

소에 대한 예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 의 위험

도기반 설계 및 작성 사례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기반 설계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작성을 위하여 현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와 

유관기관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하 의 

모델을 고려한다 참조 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

화와 이에 따른 연료추진선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

라 이들 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수단으로 검토 개발되고 있

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승인된 및 

관련 산업표준들에 따라 연료의 취급에 따른 제반 위험원

들을 식별하고 관련 사고의 발생확률 및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도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한 생애주기 안

전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도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원칙 및 절차를 제공

하는 표준 이 있으며 최근 선박의 연료 공

급과 관련한 신규 국제 표준 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신규 표준

은 국제해사기구 의 국제가스규범

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구사항까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의 기본 개념은 로부터 

기본설계승인와 

설계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수행되므로 의 가이드라인

을 충실하게 따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위험도분석과 평가 관리

에 대한 에서 사용되는 해양의 규정은 과 같이 가지

의 문서로 구분되어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상

당히 모호하며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최소한의 위험도만을 규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 개발자 운용자 등 모든 관

련 이익 당사자들에게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도록 정의된 기준

과 기준 을 고려하여 

문서 작성을 수행한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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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4월 19일(수)~4월 20일(목) 부산 벡스코(BEXCO)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의 위험도 기반 생애주기 

안전성평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정태환 이종갑 정동호 성홍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연구부

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 계획 위험도기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    론

최근 해양 플랜트 구조물을 보다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규칙기반 이나 성능기반 방법론

보다 위험도기반접근법

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도기반접근법은 

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체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목표기반 법규

체계와 함께 생애주기 안전성 관리 및 평가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는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 은 적용 가능한 법규체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위험도기반접근법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의 해양플랜트구조물에 관련된 위험도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 의 위험도 기반 생애주기 안

전성평가 및 관리체계의 개발의 일환으로 위험도관리계획

을 제안한다

위험도 관리 계획 

의 구성요소

해양 플랜트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는 설계의 목표를 안전으

로 확실하게 정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

는 것인데 이에 위한 관리 치침이나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전요건을 정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관련법규를 검

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우선  

관련 개발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에 관련된 내용은 현장 작업자들의 설치완료 후

에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이나 보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해양 

플랜트의 설계의 과정에서는 안전을 목적으로 하게 되므로 이

를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또한 위험도기반 설계 엔지니어링

이하 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도기반 안전설계의 일반적인 치침이 필

요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본 

문서로서 위험도 관리계획 이하 

가 요구되어 진다

는 발주자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설계자

에 의해 작성되고 이해당사자들의 검토 승인을 거쳐 공유하는 

문서로서 일관되고 능동적인 안전성평가 및 관리를 위한 수단

이다 즉 는 발주자 개발자 운용자 등 참여기관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된 부분으로서  작성되어져야만 하며 설계 대상

시스템의 위험요소 및 사고 시나리오의 식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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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평가 절차와 기준 방법론 및 도구 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체계 등을 포함하며 개념설계의 결과를 도태로 기본계

획 이 작성되고 각 설계 단계에서 관련 위험도평가를 

통해 구체화된다 은 해양플랜트에 대한 의 구성요

소에 대한 예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 의 위험

도기반 설계 및 작성 사례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기반 설계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작성을 위하여 현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와 

유관기관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하 의 

모델을 고려한다 참조 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

화와 이에 따른 연료추진선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

라 이들 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수단으로 검토 개발되고 있

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승인된 및 

관련 산업표준들에 따라 연료의 취급에 따른 제반 위험원

들을 식별하고 관련 사고의 발생확률 및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도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한 생애주기 안

전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도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원칙 및 절차를 제공

하는 표준 이 있으며 최근 선박의 연료 공

급과 관련한 신규 국제 표준 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신규 표준

은 국제해사기구 의 국제가스규범

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구사항까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의 기본 개념은 로부터 

기본설계승인와 

설계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수행되므로 의 가이드라인

을 충실하게 따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위험도분석과 평가 관리

에 대한 에서 사용되는 해양의 규정은 과 같이 가지

의 문서로 구분되어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상

당히 모호하며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최소한의 위험도만을 규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 개발자 운용자 등 모든 관

련 이익 당사자들에게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도록 정의된 기준

과 기준 을 고려하여 

문서 작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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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관리 계획 의 적용

위험도 관리 계획 은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모든 단계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문서이다 는 개발자가 운용자의 입장에

서 개발되어지지만 정부와 개발자 제작자 등 모두 합의된 문서

로서 평가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발자와 운용자의 기본전략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해양구조물에 대해

서 안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안전성평가와 관리계획으로서 

설계 철학 과 가 수반되어져야 한

다 또한 설계 검토 승인 및 

시험평가 인증체계 가 갖추어져야 한다

의 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성 를 

식별하고 나 과 같은 관련 작업을 통하여 위험

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혁신성의 식별은 의 지침에 따

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의 개발은 에 기초를 둔 

프레임워크이종갑 를 기반으로 수행하게 된다

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도 관리계획의 원칙 프레임워크 및 절

차를 에 나타내었다 는 영국에서 개발되어

진 것으로서 개발 절차는 의무 소유자 를 식별하는 

안전사례는 관리책임자가 시설의 위험요소를 식

별하고 이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안전관

리시스템이 효과적이며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

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박영선

것으로 시작하여 주요 위험도를 식별하고 위험도 안전성을 평

가한다 그리고 중대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 요소에 대한 기

준들을 설정한 수 그 계획을 증명하는 절차로 수행하게 된다

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에 나타내었다

노르웨이와 영국에서 에 사용되는 위험도의 연구사례를 

에 보이고 있다 에 보이는 바와 같이 노르웨이의 

기준과 영국의 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위험

도에 관하여 점검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기준은 상당히 일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용자 정부 관리자 개발자 등과 같은 이해

관계자 들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 작업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에 보이는 바와 같

이 고려하여 위험도 분석과 평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부분을 

다양한 회의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의 

에 포함할 주요 내용을 에 나타내었다

u

결 론 

본 연구 에서는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

의 위험도관리계획 을 

작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관련 법규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의 기본개념 및 구성요소를 정의하였다 향후 만들어지는  

는 설계 철학 을 기본으로 각 

설계단계별로 설계 검토 승인

및 시험평가 인증체계 를 갖추

는 기본 밑바탕이 될 것이다 는 또한 각 설계 단계별로 

의 안전성평가와 관리계획이 수반될 것이며 정부와 개발

자 제작자 등 모두 합의된 문서로서 의 안전의 수준을 높

이며 안전이 보다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

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및 해상부유식 벙커링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과제 결과 

중 일부임을 알립니다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박영선 목표기반 신조선 건조기준 의 제정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 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발

표자료 

이종갑 위험도기반의 해양시스템 안전설계 프레임웍 

개발 한국해양공학회 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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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관리 계획 의 적용

위험도 관리 계획 은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모든 단계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문서이다 는 개발자가 운용자의 입장에

서 개발되어지지만 정부와 개발자 제작자 등 모두 합의된 문서

로서 평가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발자와 운용자의 기본전략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해양구조물에 대해

서 안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안전성평가와 관리계획으로서 

설계 철학 과 가 수반되어져야 한

다 또한 설계 검토 승인 및 

시험평가 인증체계 가 갖추어져야 한다

의 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성 를 

식별하고 나 과 같은 관련 작업을 통하여 위험

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혁신성의 식별은 의 지침에 따

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의 개발은 에 기초를 둔 

프레임워크이종갑 를 기반으로 수행하게 된다

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도 관리계획의 원칙 프레임워크 및 절

차를 에 나타내었다 는 영국에서 개발되어

진 것으로서 개발 절차는 의무 소유자 를 식별하는 

안전사례는 관리책임자가 시설의 위험요소를 식

별하고 이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안전관

리시스템이 효과적이며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

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박영선

것으로 시작하여 주요 위험도를 식별하고 위험도 안전성을 평

가한다 그리고 중대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 요소에 대한 기

준들을 설정한 수 그 계획을 증명하는 절차로 수행하게 된다

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에 나타내었다

노르웨이와 영국에서 에 사용되는 위험도의 연구사례를 

에 보이고 있다 에 보이는 바와 같이 노르웨이의 

기준과 영국의 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위험

도에 관하여 점검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기준은 상당히 일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용자 정부 관리자 개발자 등과 같은 이해

관계자 들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 작업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에 보이는 바와 같

이 고려하여 위험도 분석과 평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부분을 

다양한 회의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의 

에 포함할 주요 내용을 에 나타내었다

u

결 론 

본 연구 에서는 한국형 부유식 벙커링터미널시스템

의 위험도관리계획 을 

작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관련 법규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의 기본개념 및 구성요소를 정의하였다 향후 만들어지는  

는 설계 철학 을 기본으로 각 

설계단계별로 설계 검토 승인

및 시험평가 인증체계 를 갖추

는 기본 밑바탕이 될 것이다 는 또한 각 설계 단계별로 

의 안전성평가와 관리계획이 수반될 것이며 정부와 개발

자 제작자 등 모두 합의된 문서로서 의 안전의 수준을 높

이며 안전이 보다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

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및 해상부유식 벙커링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과제 결과 

중 일부임을 알립니다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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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htening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vessel emission control increase interest of LNG-Fueled vessels. 
Nowadays, LNG is regard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fuel of vessels due to its cleanness. The number of the LNG fueled vessels is 
increased and LNG bunkering system for those vessels is also highlighted. There is a number of LNG bunkering types such as TTS 
(Truck-To-Ship), STS (Ship-To-Ship). STS type of LNG bunkering has a various advantages due to easy accessibility and lower 
limitation of capacity. In the design stage of the LNG bunkering vessel,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not only various operating 
concepts but also different combinations of equipment. In this study, one of the design methodologies was developed to reasonable 
designs of LNG bunkering vessel. The results were validated through comparison with that of commercial software such as HYSYS.

서    론

 LNG의 경우 기존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었던 HFO와 비교하

여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정연료로 인식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박용엔진의 개발에 

따라, 북해 부근의 ECA (Environmental Control Area) 지역을 

운항하는 소형 내항선들의 연료로 LNG가 활용된 실적들이 확

장되어 현재는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대형 선박에까지 그 적

용이 고려되고 있다. 내항선의 경우, TTS 혹은 육상 파이프라

인을 이용하여 LNG를 충전하며 선박을 운용하여 왔었다. LNG

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이 대형화 되고, 해당 선박들에 선

적해야 하는 LNG양이 증가할수록 LNG 벙커링 선박을 이용한 

STS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

되고 있다.1

 근래는 비교적 큰 용량(6,000 m3 이상)을 가지는 LNG 벙커링 

선박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형 LNG 벙

커링 선박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LNG 벙커링 선

박의 설계에서는 기존 LNGC (LNG 운반선)와는 달리 회수가스

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회수

가스 처리방법들이 다수의 엔지니어링사들에 의하여 제안되고 

있다 또한,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연료탱크 

역시 기존 압력 용기형 연료탱크 (IMO type-C)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LNG 벙커링 선박의 

공정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NG 벙커링 선박의 벙커링 공정

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운용조건들을 

비교적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과들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들을 설계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조건

들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쉽고, 빠르며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In-hous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정설계에 적용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벙커링 공정설계 프로

그램의 결과는 HYSYS의 결과와 비교 검토를 수행하여 그 정

확도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벙커링 공정설계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LNG 벙커링 선박의 공정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벙커링 공정 설계 프로그램

현재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공정 설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중의 하나로 ASPEN HYSYS를 들 수 있다. 

HYSYS의 경우 공정 모사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비정상 상태의 유체 흐름이 동반되는 벙

커링 시의 공정을 모사하기에는 상평형 조건이 고려되는 S/S 

(Steady State) 모델의 경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비정상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Dynamic simulation을 도입할 경우 그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자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EXCEL을 기반으로 VBA을 활용한 공정 설계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벙커링 공정에서는 열역학적 물성치들

의 계산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열역학적 물성

치들의 계산을 위하여 NIST에서 개발하여 제공되고 있는 

REFPROP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극저온 화물인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에서는 상

의 경계면에서는 상평형 조건이 만족되기는 하지만 기상부와 액

상부 모두가 고려된 압력조건에 대하여 평형상태의 온도로 존재

하지 않는다. 또한 액상 부분의 경우는 바닥면 부터로의 높이 

변화에 따른 온도차이가 크지 않으나 기상부분은 기액면으로부

터 높이 변화에 따라 비교적 큰 온도 구배를 나타내게 된다.

화물창 내부의 압력은 기상부분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이 되

며, 벙커링 과정에서 회수되는 가스성분의 처리 역시 화물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내용들을 가정하고 해석

을 수행하였다.

1. 화물창 내부의 기상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액상과의 경계면은 solid surface로 고려하여 액체의 부피 변

화는 기상성분이 차지할 수 있는 체적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3. 발생되는 BOG(Boil-Off Gas)의 양은 모든 계산 시간동안 주

어진 BOR (Boil-Off Rate)로 나타남을 가정하였다.

4. 기상부분의 온도는 기상부 전체의 평균 온도가 나타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5. 주어진 계산 시간 간격동안 기상 부분은 quasi-equilibrium에 

도달함을 가정하였다.Fig. 1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벙커링 

공정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입력창을 나타내었다. 

LNG 벙커링 vessel과 LNG Fueled vessel의 LNG 저장탱크의 

geometry (2:1 ellipsoidal head) 및 초기 조건 등을 입력받고, 

return gas의 처리방식에 대한 입력을 받도록 하였다. 도한 고려

하여야 하는 각 유체의 [LNG 및 LBV (LNG Bunkering Vessel)과 

LFV (LNG Fueled Vessel)에서의 BOG] 초기성분을 입력 받아 시

간에 따른 LBV 및 LFV의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압력 등의 결과 

값을 출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석 결과

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의 일부

분을 나타내었다 해당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 초기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해석에서는 의 물질을 고려하였다 해석에서는 

가 고려되었으며 해석 초기에서는 높은 

압력차에 의하여 질식 유동 이 발생되며 이후 압

력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이송되는 가스의 양도 점점 감소되어 

일정시간 이후에는 정도의 가스가 이송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석 결과를 통하여 의 압력 변동 추

이 및 온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압력이 설계압

력을 초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해석 결과를 통하

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벙커링 시에 회수되는 가스 중 어느 

정도를 처리해야 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벙커링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경

우들을 고려하여 벙커링 시에 나타나는 벙커링 선박의 화

물창 내의 기체부 조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

토를 통하여 회수가스의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화물창

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확인할 수 있

었다 확인된 내용들은 벙커링 선박의 

의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원으로 수행

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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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htening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vessel emission control increase interest of LNG-Fueled vessels. 
Nowadays, LNG is regard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fuel of vessels due to its cleanness. The number of the LNG fueled vessels is 
increased and LNG bunkering system for those vessels is also highlighted. There is a number of LNG bunkering types such as TTS 
(Truck-To-Ship), STS (Ship-To-Ship). STS type of LNG bunkering has a various advantages due to easy accessibility and lower 
limitation of capacity. In the design stage of the LNG bunkering vessel,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not only various operating 
concepts but also different combinations of equipment. In this study, one of the design methodologies was developed to reasonable 
designs of LNG bunkering vessel. The results were validated through comparison with that of commercial software such as HYSYS.

서    론

 LNG의 경우 기존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었던 HFO와 비교하

여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정연료로 인식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박용엔진의 개발에 

따라, 북해 부근의 ECA (Environmental Control Area) 지역을 

운항하는 소형 내항선들의 연료로 LNG가 활용된 실적들이 확

장되어 현재는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대형 선박에까지 그 적

용이 고려되고 있다. 내항선의 경우, TTS 혹은 육상 파이프라

인을 이용하여 LNG를 충전하며 선박을 운용하여 왔었다. LNG

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이 대형화 되고, 해당 선박들에 선

적해야 하는 LNG양이 증가할수록 LNG 벙커링 선박을 이용한 

STS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

되고 있다.1

 근래는 비교적 큰 용량(6,000 m3 이상)을 가지는 LNG 벙커링 

선박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형 LNG 벙

커링 선박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LNG 벙커링 선

박의 설계에서는 기존 LNGC (LNG 운반선)와는 달리 회수가스

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회수

가스 처리방법들이 다수의 엔지니어링사들에 의하여 제안되고 

있다 또한,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연료탱크 

역시 기존 압력 용기형 연료탱크 (IMO type-C)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LNG 벙커링 선박의 

공정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NG 벙커링 선박의 벙커링 공정

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운용조건들을 

비교적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과들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들을 설계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조건

들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쉽고, 빠르며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In-hous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정설계에 적용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벙커링 공정설계 프로

그램의 결과는 HYSYS의 결과와 비교 검토를 수행하여 그 정

확도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벙커링 공정설계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LNG 벙커링 선박의 공정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벙커링 공정 설계 프로그램

현재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공정 설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중의 하나로 ASPEN HYSYS를 들 수 있다. 

HYSYS의 경우 공정 모사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비정상 상태의 유체 흐름이 동반되는 벙

커링 시의 공정을 모사하기에는 상평형 조건이 고려되는 S/S 

(Steady State) 모델의 경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비정상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Dynamic simulation을 도입할 경우 그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자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EXCEL을 기반으로 VBA을 활용한 공정 설계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벙커링 공정에서는 열역학적 물성치들

의 계산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열역학적 물성

치들의 계산을 위하여 NIST에서 개발하여 제공되고 있는 

REFPROP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극저온 화물인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에서는 상

의 경계면에서는 상평형 조건이 만족되기는 하지만 기상부와 액

상부 모두가 고려된 압력조건에 대하여 평형상태의 온도로 존재

하지 않는다. 또한 액상 부분의 경우는 바닥면 부터로의 높이 

변화에 따른 온도차이가 크지 않으나 기상부분은 기액면으로부

터 높이 변화에 따라 비교적 큰 온도 구배를 나타내게 된다.

화물창 내부의 압력은 기상부분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이 되

며, 벙커링 과정에서 회수되는 가스성분의 처리 역시 화물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내용들을 가정하고 해석

을 수행하였다.

1. 화물창 내부의 기상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액상과의 경계면은 solid surface로 고려하여 액체의 부피 변

화는 기상성분이 차지할 수 있는 체적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3. 발생되는 BOG(Boil-Off Gas)의 양은 모든 계산 시간동안 주

어진 BOR (Boil-Off Rate)로 나타남을 가정하였다.

4. 기상부분의 온도는 기상부 전체의 평균 온도가 나타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5. 주어진 계산 시간 간격동안 기상 부분은 quasi-equilibrium에 

도달함을 가정하였다.Fig. 1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벙커링 

공정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입력창을 나타내었다. 

LNG 벙커링 vessel과 LNG Fueled vessel의 LNG 저장탱크의 

geometry (2:1 ellipsoidal head) 및 초기 조건 등을 입력받고, 

return gas의 처리방식에 대한 입력을 받도록 하였다. 도한 고려

하여야 하는 각 유체의 [LNG 및 LBV (LNG Bunkering Vessel)과 

LFV (LNG Fueled Vessel)에서의 BOG] 초기성분을 입력 받아 시

간에 따른 LBV 및 LFV의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압력 등의 결과 

값을 출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석 결과

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의 일부

분을 나타내었다 해당 해석을 위하여 사용한 초기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해석에서는 의 물질을 고려하였다 해석에서는 

가 고려되었으며 해석 초기에서는 높은 

압력차에 의하여 질식 유동 이 발생되며 이후 압

력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이송되는 가스의 양도 점점 감소되어 

일정시간 이후에는 정도의 가스가 이송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석 결과를 통하여 의 압력 변동 추

이 및 온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압력이 설계압

력을 초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해석 결과를 통하

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벙커링 시에 회수되는 가스 중 어느 

정도를 처리해야 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벙커링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경

우들을 고려하여 벙커링 시에 나타나는 벙커링 선박의 화

물창 내의 기체부 조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

토를 통하여 회수가스의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화물창

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확인할 수 있

었다 확인된 내용들은 벙커링 선박의 

의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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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BT 다중 안전 이접안 시스템 개선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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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2012, the Baltic sea and some parts of American Sea have been set as Emission Control Areas(ECAs) b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ECAs are being spread rapidly as the result of tight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ccordingly, the demand for LNG powered ships has been increased. As a result of this, discussions on LNG bunkering have 
been opened in Singapore, China and Europ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itiated a research program for development of 
a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FLBT). In this paper, Improvement and experiment of The FLBT multiple docking aid 
system embodied is introduced. The proposed multiple docking aid system has ability to monitor a LNG Carrier (LNGC) and a 
LNG Bunkering Shuttle (LNGBS) simultaneously.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배출 가스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유럽 연

합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선박 연료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채택하여 2024년까지 20%, 2030년까

지 30%의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청정 연료인 LNG(Liquefied Natural Gas)를 사용하는 선

박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선박 연료로 주로 사용되던 

HFO(Heavy Fuel Oil)보다 LNG가 더 경제적이라 판단되어 선박

의 연료로 LNG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유럽에서 시작하여 미국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도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대비 추세에 발맞추어 LNG 추진 선박과 LNG 

벙커링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도입과 함께 관제 시스

템 효율적 연료 공급을 위한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FLBT) 도입 및 개발을 검토

하고 있다. 

FLBT, LNGC(LNG Carrier), LNGBS(LNG Bunkering Shuttle)과 

같은 대형 선박이 이접안하는 과정은 선박 운항에서 어려운 부

분 중 하나이다. 대형 선박은 도선사가 예인선을 사용하여 이접

안을 한다. 이때, 도선사에게는 주변 환경 정보, 선박 간 거리와 

이접안 예상 시간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FLBT에 

이접안 하려는 다중의 LNGC, LNGB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다중 이접안 시스템을 소개한다. 구현된 다중 이접

안 시스템은 FLBT에 이접안 하려는 LNGC, LNGBS와 같은 대형 

선박에 대한 이접안 예상 시간, 실시간 거리 및 선박 충돌 위험 

경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원과 도선사에게 안전한 

이접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SBAS와 VRS를 이용

한 GPS 위치 정확성 실험을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2. FLBT 다중 선박 이접안 시스템 

2.1 FLBT 다중 선박 이접안 시스템 구성

FLBT 다중 이접안 시스템은 FLBT에 이접안 하려는 다중의 

LNGC, LNGB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선원과 도선사에게 

이접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Fig. 1은 FLBT와 

LNGC/BS에 설치되는 통신(LTE 모뎀) 장비와 데이터 전송 방법

을 표현한 것이다. FLBT에는 다중 이접안 시스템 서버, GPS 수

신기, FLBT 주변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CCTV와 함께 GPS 정보 

및 CCTV 영상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장비가 설치된다. 

LNGC/BS에도 GPS 수신기와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선박의 위치 

정보를 FLBT 관제실과 도선사가 사용하는 PPU(Portable Pilot 

Unit)에 제공한다. Fig. 1의 서버는 각 선박의 GPS 수신기에서 

획득한 위치 정보를 취합하고, 각 선박에 모든 선박의 위치 정

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Fig. 2는 다중 이접안 시스템에서 

FLBT와 LNGC/BS 간 데이터 정보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다

Fig. 1 FLBT multiple docking aid system

Fig. 2 Data flow diagram of FLBT multiple docking aid system

중 이접안 시스템은 선박의 위치 정보, CCTV를 통해 얻은 영상 

정보를 FLBT 관제실과 PPU에 전달해주며 선박 간 충돌 위험시 

충돌 위험 알람 정보도 전달한다. LNGC/BS가 FLBT에 이접안 

할 때, 도선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도선사는 이접안 하기 전 

PPU와 함께 LNGC/BS에 탑승하여 예인선을 지시하고 기상, 조

류와 같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FLBT에 이접안하는 역할을 한

다. 이때, PPU는 도선사에게 선박 간 거리와 이접안 예상 시간

과 같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이접안에 도움을 

준다. 

2.2 FLBT 다중 이접안 시스템 UI 

다중 이접안 시스템은 GPS 통신 모듈을 통하여 각 선박의 

GPS 정보를 받는다. Fig. 3은 GPS 통신 설정 화면으로 GPS 통신 

설정을 통해 통신 방법과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중 이

접안 시스템은 Fig. 4와 같이 여섯 화면으로 구성된다. Fig. 4 (a)

와 (c)는 선박 이동 모니터링 화면이다. FLBT를 기준으로 LNGC

와 LNGBS를 나타내는 화면으로 FLBT, LNGC, LNGBS의 GPS 위

Fig. 3 Screen for setting GPS communication

(a) (b) (c) (d) (e) (f)

Fig. 4 Entire UI of FLBT multiple docking aid system

Fig. 5 Ship movement monitoring UI

Full Screen

2 Division Screen

4 Division Screen

Fig. 6 CCTV monitoring UI

치 정보와 함께 선박 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b)와 (d)는 

CCTV 영상 모니터링 화면이다. CCTV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으로 FLBT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주변 환경과 

이접안 하는 LNGC, LNGBS를 확인할 수 있다. Fig. (e)와 (f)는 

GPS 정보/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화면이다. FLBT에 접근하는 

다중의 LNGC, LNGBS의 GPS 정보와 함께 FLBT 간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다. 선박 이동 모니터링 화면은 Fig. 5와 같다. 선박 이

동 모니터링 화면은 FLBT를 기준으로 LNGC/BS를 화면 중앙에 

나타나며, FLBT와 LNGC/BS의 위도, 경도, 선수각과 같은 GPS 

정보와 함께 선박 간 거리를 화면 좌, 우측에 나타낸다. 이를 통

해 사용자는 각 선박의 위치와 거리 정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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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BT 다중 안전 이접안 시스템 개선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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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2012, the Baltic sea and some parts of American Sea have been set as Emission Control Areas(ECAs) b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ECAs are being spread rapidly as the result of tight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ccordingly, the demand for LNG powered ships has been increased. As a result of this, discussions on LNG bunkering have 
been opened in Singapore, China and Europ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itiated a research program for development of 
a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FLBT). In this paper, Improvement and experiment of The FLBT multiple docking aid 
system embodied is introduced. The proposed multiple docking aid system has ability to monitor a LNG Carrier (LNGC) and a 
LNG Bunkering Shuttle (LNGBS) simultaneously.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배출 가스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유럽 연

합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선박 연료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채택하여 2024년까지 20%, 2030년까

지 30%의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청정 연료인 LNG(Liquefied Natural Gas)를 사용하는 선

박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선박 연료로 주로 사용되던 

HFO(Heavy Fuel Oil)보다 LNG가 더 경제적이라 판단되어 선박

의 연료로 LNG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유럽에서 시작하여 미국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도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대비 추세에 발맞추어 LNG 추진 선박과 LNG 

벙커링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도입과 함께 관제 시스

템 효율적 연료 공급을 위한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 FLBT) 도입 및 개발을 검토

하고 있다. 

FLBT, LNGC(LNG Carrier), LNGBS(LNG Bunkering Shuttle)과 

같은 대형 선박이 이접안하는 과정은 선박 운항에서 어려운 부

분 중 하나이다. 대형 선박은 도선사가 예인선을 사용하여 이접

안을 한다. 이때, 도선사에게는 주변 환경 정보, 선박 간 거리와 

이접안 예상 시간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FLBT에 

이접안 하려는 다중의 LNGC, LNGB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다중 이접안 시스템을 소개한다. 구현된 다중 이접

안 시스템은 FLBT에 이접안 하려는 LNGC, LNGBS와 같은 대형 

선박에 대한 이접안 예상 시간, 실시간 거리 및 선박 충돌 위험 

경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원과 도선사에게 안전한 

이접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SBAS와 VRS를 이용

한 GPS 위치 정확성 실험을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2. FLBT 다중 선박 이접안 시스템 

2.1 FLBT 다중 선박 이접안 시스템 구성

FLBT 다중 이접안 시스템은 FLBT에 이접안 하려는 다중의 

LNGC, LNGB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선원과 도선사에게 

이접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Fig. 1은 FLBT와 

LNGC/BS에 설치되는 통신(LTE 모뎀) 장비와 데이터 전송 방법

을 표현한 것이다. FLBT에는 다중 이접안 시스템 서버, GPS 수

신기, FLBT 주변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CCTV와 함께 GPS 정보 

및 CCTV 영상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장비가 설치된다. 

LNGC/BS에도 GPS 수신기와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선박의 위치 

정보를 FLBT 관제실과 도선사가 사용하는 PPU(Portable Pilot 

Unit)에 제공한다. Fig. 1의 서버는 각 선박의 GPS 수신기에서 

획득한 위치 정보를 취합하고, 각 선박에 모든 선박의 위치 정

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Fig. 2는 다중 이접안 시스템에서 

FLBT와 LNGC/BS 간 데이터 정보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다

Fig. 1 FLBT multiple docking aid system

Fig. 2 Data flow diagram of FLBT multiple docking aid system

중 이접안 시스템은 선박의 위치 정보, CCTV를 통해 얻은 영상 

정보를 FLBT 관제실과 PPU에 전달해주며 선박 간 충돌 위험시 

충돌 위험 알람 정보도 전달한다. LNGC/BS가 FLBT에 이접안 

할 때, 도선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도선사는 이접안 하기 전 

PPU와 함께 LNGC/BS에 탑승하여 예인선을 지시하고 기상, 조

류와 같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FLBT에 이접안하는 역할을 한

다. 이때, PPU는 도선사에게 선박 간 거리와 이접안 예상 시간

과 같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이접안에 도움을 

준다. 

2.2 FLBT 다중 이접안 시스템 UI 

다중 이접안 시스템은 GPS 통신 모듈을 통하여 각 선박의 

GPS 정보를 받는다. Fig. 3은 GPS 통신 설정 화면으로 GPS 통신 

설정을 통해 통신 방법과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중 이

접안 시스템은 Fig. 4와 같이 여섯 화면으로 구성된다. Fig. 4 (a)

와 (c)는 선박 이동 모니터링 화면이다. FLBT를 기준으로 LNGC

와 LNGBS를 나타내는 화면으로 FLBT, LNGC, LNGBS의 GPS 위

Fig. 3 Screen for setting GPS communication

(a) (b) (c) (d) (e) (f)

Fig. 4 Entire UI of FLBT multiple docking aid system

Fig. 5 Ship movement monitoring UI

Full Screen

2 Division Screen

4 Division Screen

Fig. 6 CCTV monitoring UI

치 정보와 함께 선박 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b)와 (d)는 

CCTV 영상 모니터링 화면이다. CCTV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으로 FLBT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주변 환경과 

이접안 하는 LNGC, LNGBS를 확인할 수 있다. Fig. (e)와 (f)는 

GPS 정보/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화면이다. FLBT에 접근하는 

다중의 LNGC, LNGBS의 GPS 정보와 함께 FLBT 간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다. 선박 이동 모니터링 화면은 Fig. 5와 같다. 선박 이

동 모니터링 화면은 FLBT를 기준으로 LNGC/BS를 화면 중앙에 

나타나며, FLBT와 LNGC/BS의 위도, 경도, 선수각과 같은 GPS 

정보와 함께 선박 간 거리를 화면 좌, 우측에 나타낸다. 이를 통

해 사용자는 각 선박의 위치와 거리 정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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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I for confirmation of GPS information of FLBT, 

LNGC, and LNGBS, and for confirmation of detailed 

information on distance between ships

Fig. 8 Screen for generation of collision risk alarms

또한, 화면 하단에 있는 화면 이동, 줌 인/아웃(Zoom-in/out), 

자동 포커싱(Auto focusing)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위치로 화면을 이동하여 각 선박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CTV 영상 모니터링 화면은 Fig. 6과 같다. CCTV 영

상 모니터링 화면은 FLBT에 설치된 CCTV 영상 출력 화면으로 

화면 하단에는 영상 선택 및 녹화 기능이 있다. 사용자는 영상 

선택 기능을 통하여 전체 화면을 선택하여 하나의 CCTV 영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분할 화면을 선택하여 FLBT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GPS 정보/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화면은 Fig. 7과 같다. FLBT 주변의 최대 8대의 

LNGC와 LNGBS의 GPS 정보와 각 선박 간 거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해양 상태와 기상 조건 등의 환경 

요인과 기체 결함과 같은 선박의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접안

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대

처를 위해 이접안 모니터링 시스템은 경보를 발생해 줘야 한다. 

Fig. 8은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의 선박 이동 모니터링 화면과 

GPS 정보/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화면과 함께 경보음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준다. 

3. GPS 정확성 실험

3.1 SBAS와 VRS 

SBAS(Space-Based Augmentation System)는 넓은 지역에 분산

되어 설치된 기준국에서 수집한 GPS 데이터의 보정 정보와 항

Fig. 9 GPS accuracy experiment equipment

법 신호의 이상 유무를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정

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김혜인 등, 2008). 전 세계

적으로 미국의 WAAS(Wide-Area Augmentation System), 유럽의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ystem), 일

본의 MSAS(MTSAT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인도

의 GAGAN(GPS And Geo Augmented Navigation)등이 개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SBAS 중에서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MSA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SBAS는 기준국, 중앙 제어국, 지상 송신국을 포함한 지상 부

문과 위성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준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기준국에서는 GPS 신호를 수신하여 L1 C/A 코드와 

L2 P 코드를 이용한 의사 거리와 반송파 위상 데이터를 중앙 제

어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중앙 제어국은 GPS 위성궤도, 위성시

계 오차, 전리층 영향에 대한 보정 정보를 생성하고 GPS 위성의 

무결성 정보를 추정한다. 하지만, 측점의 환경과 수신기에 따른 

개별적인 오차는 SBAS 보정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 제어

국에서 생성된 보정 정보는 지상 송식국을 통하여 C-band 신호

를 이용하여 정지위성으로 송신된다. 그리고 정지 위성에서는 

해당 서비스 지역에 GPS L1 주파수(1575.42MHz)와 같은 주파수

로 보정 메시지가 실린 신호를 방송하여 사용자는 보정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BAS는 보정 정보를 넓은 지역에 발송할 

수 있으므로 보정 정보가 도달하지 않는 음영 지역이 크게 줄어

든다는 장점이 있다. 

VRS(Virtual Reference Station)는 여러 GSP 상시 관측소 자료

로부터 사용자 인근에 가상 기준점을 생성시키고, 가상 기준점 

자료와 상대 측위를 통해 사용자의 정밀한 위치를 결정하는 방

식이다 (한중의 등, 2010). 

VRS는 크게 중앙 제어국, GPS 상시 관측소, 이동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중앙 제어국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상시관측소 자료

를 통합한 후 정수 바이어스, 전리층과 대류권 지연에 의한 신

호 지연 등이 포함된 오차를 분리한다. 오차를 제거한 후, 선형 

보간법을 통해 가상 기준국의 가상 관측치를 생성하고, 분리된 

오차는 가상 기준점에서의 보정치를 생성하는데 이용된다. 위치

가 보정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RTCM(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 형식으로 전송된다. VRS 방식

은 기존의 RTK 측량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취득된 자료를 이

용하여 높은 위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 Location information viewer

(b) SBAS (c) VRS

Fig. 10 Information viewer screen according to SBAS and VRS 

method

3.2 SBAS와 VRS 방식에 따른 위치 정확성 실험

SBAS와 VRS 측정 방식에 따른 위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서울 보라매 공원에 위치한 통합 기준점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통합 기준점이란 평탄지에 설치⦁운용하여 측지, 지적, 중

력 등 다양한 측량 분야에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다차원⦁다기능 

기준점을 말한다. 경위도(수평 위치), 높이(수직 위치), 중력 등

을 통합 관리 및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실험은 Fig. 9와 Table 1과 같이 측정 방식에 따른 GPS 측정 

장치를 이용하였다. 통합 기준점에서 SBAS와 VRS 방식을 사용

하여 위치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였다. 위치 정보 분석을 위해

서 Fig. 10 (a)와 같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저장할  수 

있는 위치 정보 뷰어를 사용하였다. SBAS와 VRS 방식을 통해 

획득한 위치 정보는 Fig. 10 (b)와 (c)와 같이 나타났으며 그림에

서의 격자 간격은 50cm, 1cm이다. Table 2는 통합 기준점과 

SBAS와 VRS를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거리 오차를 나

타낸 것이다. 통합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거리 오차는 SBAS는 최대 127.5cm, VRS는 17.3cm로 확인되어 

SBAS 보다 VRS 방식이 위치 정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대형 선박의 이접안 과정은 숙련자인 도선사들에게도 어려운 

부분이다. 본 논문은 FLBT에 이접안 하려는 선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다중 이접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FLBT 다중 이접안 시스템은 여섯 화면으로 구성된다. 선박 간 

거리 정보를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선박 이동 모

Measurement 

Method
Utilized Equipment

SBAS

AscenKorea AKNB –T: 

Integrated receiver/antenna (GPS / GLONASS, 

SBAS Support Engine application, L1)

VRS

Receiver: 

AscenKorea AKT (Trimble BD982 GNSS Engine 

application) 

Position/Vector Antenna: 

220 channel Maxwell 6 chips application (L1/L2) 

Table 1 GPS Accuracy Testing Equipment Details 

Category
Unified  

ontrol point
SBAS VRS

Latitude(N) / 

Longitude(E)

37° 29′ 

39.6600″ / 

126° 55′ 

15.4900″

Maximum 
distance 
error: 

127.5cm 
(37°29′39.6

201″/ 
126°55′15.4

764″)

Maximum 
distance 
error: 

17.32cm
(37°29′39.6

562″/ 
126°55′15.4

935″)

Table 2 GPS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SBAS and 

VRS methods 

니터링, FLBT 주변 환경과 이접안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모니터링과 FLBT 주변 선박들의 위치와 거리 정보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GPS 정보/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화

면으로 구성된다. 이접안 과정 중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

보를 통해 사용자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SBAS와 VRS 측정 방식에 따른 GPS 위치 정확도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SBAS 보다 VRS가 더 효용성이 높게 판단되었

다. 향후, 이접안에 영향을 주는 해풍, 파고, 조류의 흐름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다중 이접안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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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상부유식 LNG벙커

링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과제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

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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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I for confirmation of GPS information of FLBT, 

LNGC, and LNGBS, and for confirmation of detailed 

information on distance between ships

Fig. 8 Screen for generation of collision risk alarms

또한, 화면 하단에 있는 화면 이동, 줌 인/아웃(Zoom-in/out), 

자동 포커싱(Auto focusing)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위치로 화면을 이동하여 각 선박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CTV 영상 모니터링 화면은 Fig. 6과 같다. CCTV 영

상 모니터링 화면은 FLBT에 설치된 CCTV 영상 출력 화면으로 

화면 하단에는 영상 선택 및 녹화 기능이 있다. 사용자는 영상 

선택 기능을 통하여 전체 화면을 선택하여 하나의 CCTV 영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분할 화면을 선택하여 FLBT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GPS 정보/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화면은 Fig. 7과 같다. FLBT 주변의 최대 8대의 

LNGC와 LNGBS의 GPS 정보와 각 선박 간 거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해양 상태와 기상 조건 등의 환경 

요인과 기체 결함과 같은 선박의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접안

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대

처를 위해 이접안 모니터링 시스템은 경보를 발생해 줘야 한다. 

Fig. 8은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의 선박 이동 모니터링 화면과 

GPS 정보/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화면과 함께 경보음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준다. 

3. GPS 정확성 실험

3.1 SBAS와 VRS 

SBAS(Space-Based Augmentation System)는 넓은 지역에 분산

되어 설치된 기준국에서 수집한 GPS 데이터의 보정 정보와 항

Fig. 9 GPS accuracy experiment equipment

법 신호의 이상 유무를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정

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김혜인 등, 2008). 전 세계

적으로 미국의 WAAS(Wide-Area Augmentation System), 유럽의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ystem), 일

본의 MSAS(MTSAT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인도

의 GAGAN(GPS And Geo Augmented Navigation)등이 개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SBAS 중에서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MSA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SBAS는 기준국, 중앙 제어국, 지상 송신국을 포함한 지상 부

문과 위성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준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기준국에서는 GPS 신호를 수신하여 L1 C/A 코드와 

L2 P 코드를 이용한 의사 거리와 반송파 위상 데이터를 중앙 제

어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중앙 제어국은 GPS 위성궤도, 위성시

계 오차, 전리층 영향에 대한 보정 정보를 생성하고 GPS 위성의 

무결성 정보를 추정한다. 하지만, 측점의 환경과 수신기에 따른 

개별적인 오차는 SBAS 보정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 제어

국에서 생성된 보정 정보는 지상 송식국을 통하여 C-band 신호

를 이용하여 정지위성으로 송신된다. 그리고 정지 위성에서는 

해당 서비스 지역에 GPS L1 주파수(1575.42MHz)와 같은 주파수

로 보정 메시지가 실린 신호를 방송하여 사용자는 보정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BAS는 보정 정보를 넓은 지역에 발송할 

수 있으므로 보정 정보가 도달하지 않는 음영 지역이 크게 줄어

든다는 장점이 있다. 

VRS(Virtual Reference Station)는 여러 GSP 상시 관측소 자료

로부터 사용자 인근에 가상 기준점을 생성시키고, 가상 기준점 

자료와 상대 측위를 통해 사용자의 정밀한 위치를 결정하는 방

식이다 (한중의 등, 2010). 

VRS는 크게 중앙 제어국, GPS 상시 관측소, 이동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중앙 제어국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상시관측소 자료

를 통합한 후 정수 바이어스, 전리층과 대류권 지연에 의한 신

호 지연 등이 포함된 오차를 분리한다. 오차를 제거한 후, 선형 

보간법을 통해 가상 기준국의 가상 관측치를 생성하고, 분리된 

오차는 가상 기준점에서의 보정치를 생성하는데 이용된다. 위치

가 보정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RTCM(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 형식으로 전송된다. VRS 방식

은 기존의 RTK 측량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취득된 자료를 이

용하여 높은 위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 Location information viewer

(b) SBAS (c) VRS

Fig. 10 Information viewer screen according to SBAS and VRS 

method

3.2 SBAS와 VRS 방식에 따른 위치 정확성 실험

SBAS와 VRS 측정 방식에 따른 위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서울 보라매 공원에 위치한 통합 기준점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통합 기준점이란 평탄지에 설치⦁운용하여 측지, 지적, 중

력 등 다양한 측량 분야에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다차원⦁다기능 

기준점을 말한다. 경위도(수평 위치), 높이(수직 위치), 중력 등

을 통합 관리 및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실험은 Fig. 9와 Table 1과 같이 측정 방식에 따른 GPS 측정 

장치를 이용하였다. 통합 기준점에서 SBAS와 VRS 방식을 사용

하여 위치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였다. 위치 정보 분석을 위해

서 Fig. 10 (a)와 같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저장할  수 

있는 위치 정보 뷰어를 사용하였다. SBAS와 VRS 방식을 통해 

획득한 위치 정보는 Fig. 10 (b)와 (c)와 같이 나타났으며 그림에

서의 격자 간격은 50cm, 1cm이다. Table 2는 통합 기준점과 

SBAS와 VRS를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거리 오차를 나

타낸 것이다. 통합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거리 오차는 SBAS는 최대 127.5cm, VRS는 17.3cm로 확인되어 

SBAS 보다 VRS 방식이 위치 정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대형 선박의 이접안 과정은 숙련자인 도선사들에게도 어려운 

부분이다. 본 논문은 FLBT에 이접안 하려는 선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다중 이접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FLBT 다중 이접안 시스템은 여섯 화면으로 구성된다. 선박 간 

거리 정보를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선박 이동 모

Measurement 

Method
Utilized Equipment

SBAS

AscenKorea AKNB –T: 

Integrated receiver/antenna (GPS / GLONASS, 

SBAS Support Engine application, L1)

VRS

Receiver: 

AscenKorea AKT (Trimble BD982 GNSS Engine 

application) 

Position/Vector Antenna: 

220 channel Maxwell 6 chips application (L1/L2) 

Table 1 GPS Accuracy Testing Equipment Details 

Category
Unified  

ontrol point
SBAS VRS

Latitude(N) / 

Longitude(E)

37° 29′ 

39.6600″ / 

126° 55′ 

15.4900″

Maximum 
distance 
error: 

127.5cm 
(37°29′39.6

201″/ 
126°55′15.4

764″)

Maximum 
distance 
error: 

17.32cm
(37°29′39.6

562″/ 
126°55′15.4

935″)

Table 2 GPS location information according to SBAS and 

VRS methods 

니터링, FLBT 주변 환경과 이접안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모니터링과 FLBT 주변 선박들의 위치와 거리 정보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GPS 정보/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화

면으로 구성된다. 이접안 과정 중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

보를 통해 사용자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SBAS와 VRS 측정 방식에 따른 GPS 위치 정확도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SBAS 보다 VRS가 더 효용성이 높게 판단되었

다. 향후, 이접안에 영향을 주는 해풍, 파고, 조류의 흐름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다중 이접안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

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상부유식 LNG벙커

링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과제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

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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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해사기구 에서는 선박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저

감을 위한 선박연료에 대한 황함율량 기준 강화와 파리기후협약 

년 월부터 발효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의 환경규

제 시행이로 조선 및 해운분야에 전반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은 육상용 유류황 함유량 이하에 

비하여 배 높은 황함유량을 가진 연료유황 함유량 이

하를 적용하여서 연료 사용시 황산화물 발생양과 농도가 높아 

선박 척이 자동차 수백대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서 만 천대의 선박을 위성을 통해 배출가스를 분석

한 결과 아시아 국가 성장에 따라 선박 운항이 년에 비해 

현재 배이상 증가하여 선박으로 부터 매연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배출이 빠르게 증가되어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조

기사망자가 연간 백명 백명이 발생하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였다 등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선박배출

가스에 의한 국가별 조기사망자를 예측하였는데 한국은 연

명 중국은 명 일본은 명이 매년 선박에 의한 대기오

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선박배출가스에 의한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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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료추진선박의 장점으로 인해 유럽연합 에서

는 유럽연합 항만내 개 항만에 를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그 동안 벙커링은 항만에서 탱크로리 혹은 탱

크컨테이너를 장착한 트럭에서 선박으로 직접 벙커링을 하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벙

커링 선박을 통한 기술과 비즈니스가 전개되려 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추진선박 보급확대에 따라 해

외 주요국가와 사업자들이 진행하는 벙커링 비즈니스 모델

을 분석하여 국내 해상 부유식 벙커링 사업화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하는 분석 연구이다

2. 아시아지역의 LNG벙커링 비즈니스현황

2.1 일본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은 2016년 6월 “요꼬하마항 LNG벙

커링 거점 정비 방책 검토회”를 설치, 국네 컨테이너 전략항만

인 요꼬하마항을 모델 케이스로 LNG벙커링 거점 정비 방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 정비 방책에 관한 내용

이 정리되어 공표를 2016년 12월 20일에 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추진 배경은 2020년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로 인하여 LNG연료추진선 보급 확대를 많은 일본 회사에서

도 전망하고 있어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LNG벙커링 거점을 

일본 항만에 정비하여 벙커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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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게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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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급비용 저감이 가능

2. LNG연료선의 운항․LNG벙커링의 실시

 ㅇ 2015년 8월부터 LNG연료선「SAKIGAKE」를 운항하여, 

Truck to Ship 벙커링에 의한 노하우를 축적

3. 지리적 특성․국제 컨테이너 전력항만으로서의 자리매김

 ㅇ 태평양에 위치하여 북미 항로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 

또는 최후의 벙커링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

 ㅇ 국제 컨테이너 전력항만으로서 거점화를 추진, 컨테이너

선, 자동차선, 크루즈선 등의 기항(寄港)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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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본 정부 정책 발표를 위하여 위원회를 민관 합동으

로 구성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민관의 구성위원은 동경가스

(민간/에너지), 일본우선(민간/선사), 요꼬하마국제항만주식회사

(항만청), 요꼬하마시(지자체), 국토교통성(정부), 경제산업성 자

원에너지청(정부)이며, 총7회의 회의를 하면서 정부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특히 일본-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의

제로 LNG벙커링이 반영되었고, 싱가포르 정부 주최의 7개국 국

제LNG벙커링 항만당국간 양해각서(MOU)행사에도 적극 참여하

였다. 일본 정부에서의 LNG벙커링 비즈니스를 포함한 전체 로

드맵은 아래와 같다.

1. Phase Ⅰ(현재)

 ㅇ 「Truck to Ship」벙커링의 효율화

LNG탱크로리에서 LNG연료선으로의 벙커링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요코하마항 신항지구)

⇒ 2016년 11월부터 LNG탱크로리의 거리를 근접시켜 효율화

를 실현

2. Phase Ⅱ (2020년 ~ ) : 사업비 약 60억엔

 ㅇ 「Ship to Ship」벙커링의 도입

소데가우라(袖ヶ浦) 기지*를 거점으로 LNG벙커링선을 도입하

여 컨테이너선 및 크루즈선 등의 대형 LNG연료선으로의 벙커

링에 대응

* LNG벙커링선에 대응한 시설을 이미 보유

3. Phase Ⅲ (수요 확대 후 ~ ) : 사업비 약 100억엔

 ㅇ 「Ship to Ship」벙커링의 강화

요코하마항 내의 LNG 기지를 거점으로 벙커링 체제를 강화

<필요 인프라>

․ 잔교(桟橋) 등의 LNG 출하 시설의 정비

․ 벙커링선의 건조(2척째)

  2.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전 세계 유류 벙커링 1위를 하는 국가로 기존 유

류 산업 확대와 함께 선박 환경규제에 의하여 미래를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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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삼아서 미래 성장을 위해 6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① LNG연료추진선 도입을 위한 12백만불(싱가포르 달러) 지원

② LNG벙커링 면허 심사를 통해 2개 면허발행

 ▸ 2016년 1월, Pavilion Gas, Keppel/Shell 2개사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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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민관의 구성위원은 동경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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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맵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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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탱크로리에서 LNG연료선으로의 벙커링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요코하마항 신항지구)

⇒ 2016년 11월부터 LNG탱크로리의 거리를 근접시켜 효율화

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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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Ship to Ship」벙커링의 도입

소데가우라(袖ヶ浦) 기지*를 거점으로 LNG벙커링선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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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링선의 건조(2척째)

  2.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전 세계 유류 벙커링 1위를 하는 국가로 기존 유

류 산업 확대와 함께 선박 환경규제에 의하여 미래를 대비하

고자 LNG연료를 미래 선박연료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는 

중이다. 싱가포르는 LNG벙커링을 국가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주제로 삼아서 미래 성장을 위해 6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① LNG연료추진선 도입을 위한 12백만불(싱가포르 달러) 지원

② LNG벙커링 면허 심사를 통해 2개 면허발행

 ▸ 2016년 1월, Pavilion Gas, Keppel/Shell 2개사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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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국제 파너트쉽 구축 : 세계6대 항만과 MOU체결

 ▸ 유럽 항만 : 로테르담(네), 안트워프항(벨), 지브르게항(벨)

 ▸ 미국 항만 : 잭슨빌항

 ▸ 아시아 항만 : 싱가포르항(싱), 울산항(한), 요꼬하마항(일)

④ LNG벙커링 기술적 검토 : 표준화 등

 ▸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SCIC, SSC(싱가포르 표준위원회) 중

심으로 3개 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면서 LNG연료추진선

과 LNG벙커링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⑤ 항만 이용료 지원

 ▸ 2017년10월부터 2019년12월까지 새로 건조된 LNG연료추

진선에 대한 등록과 동 선박의 항만이용료 면제 [등록 후 

5년간]

 ▸ 대양 항해용 선박이 LNG연료추진선을 이용하는 경우 녹

색항만프로그램에 의하여 항만이용료 10% 감면

⑥ 항만설비가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행

 ▸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가능해상운송시스템 구축 위해 노력

Fig. 3 LNG Bunkering international MOU

  2.3 중국

중국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통제해역을 3곳 지정하였고, 선

박엔진에 대한 새로운 배출규제를 적용하여 LNG연료추진선박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내 LNG연료추진선박과 LNG

벙커링을 포함한 전체 LNG가치사슬 분야 중에서 교통(수송)과 이

용분야에서의 연료의 친환경성으로 2015년 말 중국 통계에 의하

며 1,600척의 LNG연료추진선이 운항, 건조 및 발주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운항 중인 LNG연료추진선박은 99척이고, 건조 중인 LNG연료

추진선박은 400척이고, 현재 주문 된 LNG연료추진선박은 약

1,100척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항 중인 LNG연료추진선박 중에서 디젤 선박을 LNG연료추

진선으로 개조한 선박은 37척이고, 나머지 62척은 LNG연료추진

선으로 신조를 추진한 상황이다. 한편, LNG연료추진선으로 신조 

선박 중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선박은 29척이며, 보조금 

안 받은 선박은 6척으로 주로 보조금을 받아서 LNG연료추진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중국내 LNG벙커링은 2016년 현재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3가지 LNG벙커링 타입은 1. 

LNG벙커링 pontoon형(4개소), 2. 육상 LNG벙커링 충전소(11개

소), 3. LNG벙커링 선박(1척)이며, 중국 내륙 운하라는 독특한 지

형으로 생긴 벙커링 타입이 pontoon형이다. LNG벙커링 인프라는 

현재까지는 주로 내륙 운하에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베이징-항저

우 내륙운하에 10개소가 있으며, 시지앙 내륙운하에 1개소, 양즈

강 내륙운하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LNG벙커링 함께 소규모LNG운반선이 향후 LNG

벙커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14척이 건

조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규모LNG운송 일환으로 LNG 

ISO tank container에 대하여 CCS(중국선급협회), SINOCHEM그

룹이 타당성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Shipyard Capacity

Wuzhou Shipbuilding 4×10,000

AVIC Dingheng 2×12,000,1×6,200

Jiangnan shipyard 1×30,000

COSCO Dalian shipyard 1×28,000

Ningbo Xinie 1×30,000

Waigaoqiao 3×17,000

Qidng fengshun 1×14,000

미국

미국은 선박배출가스규제 지정해역 영해 국가여서 선사를 중

심으로 선박배출가스규제에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으로 LNG벙

커링 비즈니스가 출발되었다. 미국내 LNG벙커링을 추진하는 선

사는 TOTE사, Crowley사 등의 LNG연료추진선박을 보유한 선사

이다. TOTE사는 선박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하여 3가지 솔루션

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솔루션 중에서 LNG연료를 가장 확실

한 솔루션으로 고려하고 있다.

① 저유황 선박유 : 선박 연료 황함유량이 0.1%이하의 유류

② 고유황 선박유와 후처리시스템(Srubber) 장착

   - 이 방법은 저렴하면서 현존선에 적용가능하나 단기 솔루

션 방법이다.

③ LNG연료 : 모든 경우의 선박배출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면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솔루션

TOTE사에서 LNG연료추진선박과 LNG벙커링 비즈니스는 다

음과 같다.

 ▸ LNG연료추진선를 우선 확보한다.

    - Marlin클래스급 LNG연료추진 컨테이너선박 신조

    - Orca급 컨테이너 현존선박을 LNG연료추진선으로 개조

 ▸ TOTE사가 확보한 LNG연료추진선박을 대상으로 LNG 

tank container(40ft) 25개를 이용한 Trcuk to Ship방식의 

LNG벙커링을 실시하고 있다.

    - 1회 벙커링시 4개 LNG tank container를 접속하여 공급

    - 2회 벙커링시 4개, 3회 벙커링시 4개

    - 제1차 벙커링 양 : LNG 378㎥ 벙커링 공급/차수

 ▸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2회 LNG벙커링을 실시함

TOTE사는 LNG벙커링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LNG연료구매를 장기계약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파트너사

와 공동으로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개발하여 LNG가격 인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LNG벙커링 기술 

적용하면서 TOTE사 보유한 LNG연료추진선박 선단과 LNG벙

커링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전략을 피고 있다. 다음은 TOTE

사에서 LNG벙커링 기술을 단기, 중기, 장기적 적용하는 전략

을 나타내었다.

① 다중이동식탱크트럭을 이용한 벙커링 : 단기적 적용

② LNG벙커 바지선을 이용한 벙커링 : 중기적 적용

③ LNG액화플랜트 혹은 LNG터미널에서 초저온배관을 이용한 

벙커링 : 장기적 적용

특히 TOTE사는 세계최초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한 LNG벙커링 

바지선박을 건조하여 운영하고자 하여 현재 건조 진행 중이다.

 ▸ 참여기관 : TOTE, GTT, CONARD, ABS 등

 ▸ 내용 : 공간활용성이 높은 멤브레인을 이용한 LNG벙커링

바지

 ▸ 일정 : 2015년 9월 – 블록절단, 2017년 – 건조 후 서비스

 ▸ 기술적 특징

    - 단일 멤브레인 Mark 3 Flex기술 적용한 화물창

      (0.38%/day)

    - REACH4 벙커 마스터 장착

    - 6 Stirling StirLNG-4 cryocooler 설비를 통한 차가운 

LNG이송

    - 가벼운 구조로 최대 시속 8노트

3. LNG벙커링 비즈니스 모델 분석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LNG벙커링 비즈니스 모델은 선사, 에너지사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유럽연합 등에서 선박배

출가스에 대한 환경규제로 인하여 선박의 친환경화가 연료

추진선박과 벙커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연료추진선박용 벙커링 비즈니스에 대한 전 세계 주요 

국가별 모델 분석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국가 위주의 벙커링 정책 수립 

후에 국가와 에너지회사가 제휴하여 연료추진선박용 

벙커링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일부와 미국은 순수한 민간 회사 위주의 벙커링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회사는 현재 선박유보다 저렴

한 연료 확보를 위하여 터미널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등의 중상류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를 확보하면서 자사 연료추진선박에 벙커링을 하는 비

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벙커링 비즈니스는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위주로 전 

세계가 진행되지만 벙커링 인프라 구축에 초기 비용이 들

어서 대부분 에너지 대기업 위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    사

[사사]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과제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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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국제 파너트쉽 구축 : 세계6대 항만과 MOU체결

 ▸ 유럽 항만 : 로테르담(네), 안트워프항(벨), 지브르게항(벨)

 ▸ 미국 항만 : 잭슨빌항

 ▸ 아시아 항만 : 싱가포르항(싱), 울산항(한), 요꼬하마항(일)

④ LNG벙커링 기술적 검토 : 표준화 등

 ▸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SCIC, SSC(싱가포르 표준위원회) 중

심으로 3개 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면서 LNG연료추진선

과 LNG벙커링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⑤ 항만 이용료 지원

 ▸ 2017년10월부터 2019년12월까지 새로 건조된 LNG연료추

진선에 대한 등록과 동 선박의 항만이용료 면제 [등록 후 

5년간]

 ▸ 대양 항해용 선박이 LNG연료추진선을 이용하는 경우 녹

색항만프로그램에 의하여 항만이용료 10% 감면

⑥ 항만설비가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행

 ▸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가능해상운송시스템 구축 위해 노력

Fig. 3 LNG Bunkering international MOU

  2.3 중국

중국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통제해역을 3곳 지정하였고, 선

박엔진에 대한 새로운 배출규제를 적용하여 LNG연료추진선박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내 LNG연료추진선박과 LNG

벙커링을 포함한 전체 LNG가치사슬 분야 중에서 교통(수송)과 이

용분야에서의 연료의 친환경성으로 2015년 말 중국 통계에 의하

며 1,600척의 LNG연료추진선이 운항, 건조 및 발주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운항 중인 LNG연료추진선박은 99척이고, 건조 중인 LNG연료

추진선박은 400척이고, 현재 주문 된 LNG연료추진선박은 약

1,100척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항 중인 LNG연료추진선박 중에서 디젤 선박을 LNG연료추

진선으로 개조한 선박은 37척이고, 나머지 62척은 LNG연료추진

선으로 신조를 추진한 상황이다. 한편, LNG연료추진선으로 신조 

선박 중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선박은 29척이며, 보조금 

안 받은 선박은 6척으로 주로 보조금을 받아서 LNG연료추진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중국내 LNG벙커링은 2016년 현재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3가지 LNG벙커링 타입은 1. 

LNG벙커링 pontoon형(4개소), 2. 육상 LNG벙커링 충전소(11개

소), 3. LNG벙커링 선박(1척)이며, 중국 내륙 운하라는 독특한 지

형으로 생긴 벙커링 타입이 pontoon형이다. LNG벙커링 인프라는 

현재까지는 주로 내륙 운하에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베이징-항저

우 내륙운하에 10개소가 있으며, 시지앙 내륙운하에 1개소, 양즈

강 내륙운하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LNG벙커링 함께 소규모LNG운반선이 향후 LNG

벙커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14척이 건

조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규모LNG운송 일환으로 LNG 

ISO tank container에 대하여 CCS(중국선급협회), SINOCHEM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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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yard Capacity

Wuzhou Shipbuilding 4×10,000

AVIC Dingheng 2×12,000,1×6,200

Jiangnan shipyard 1×30,000

COSCO Dalian shipyard 1×28,000

Ningbo Xinie 1×30,000

Waigaoqiao 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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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선박배출가스규제 지정해역 영해 국가여서 선사를 중

심으로 선박배출가스규제에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으로 LNG벙

커링 비즈니스가 출발되었다. 미국내 LNG벙커링을 추진하는 선

사는 TOTE사, Crowley사 등의 LNG연료추진선박을 보유한 선사

이다. TOTE사는 선박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하여 3가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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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방법은 저렴하면서 현존선에 적용가능하나 단기 솔루

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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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E사에서 LNG연료추진선박과 LNG벙커링 비즈니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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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연료추진선를 우선 확보한다.

    - Marlin클래스급 LNG연료추진 컨테이너선박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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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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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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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대부분 에너지 대기업 위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    사

[사사]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과제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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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상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장 및 적 하역 중 외부의 열유입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증발

가스 를 적절히 처리하여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장탱크의 압력상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처리를 위한 재액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우선시 된다

이러한 재액화장치의 액화공정은 의 제한된 설치공간을 고려하였

을 때 장치의 효율 및 설치공간을 기준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정에 대해 

비교 검토한 결과와 선정된 공정에 대한 파일럿 시험설비 설계 등 

연구현황에 대하여 소개한다

증발가스 재액화 공정 선정

재액화공정 비교 분석

에 적합한 재액화공정을 선택하기 위하여 육상 및 해상 

액화플랜트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정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액화공정을 선택하였다

비교 대상 공정은 육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프로판

혼합냉매공정 과 해양

플랜트에서 적용 가능한 공정으로 가장 많이 비교 분석되고 있는 

질소팽창공정 단일

혼합냉매공정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결과는 에 명시된 것과 같다 공정효율 측면에서는 

공정이 가장 효율이 높았고 공정이 그 다음으로 효율이 

높았다 공정과 공정은 공정 대비 

압축기의 최후단 압력이 낮아서 압축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공정효율 뿐만 아니라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개수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와 같다 은 당 액화를 위해 소요

되는 동력에 대한 효율이 가장 높지만 액화공정에 투입되는

장비의 개수가 다른 공정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결과에서 분석했듯이 

공정은 압축기의 단수가 단으로 나머지 두 공정에 

비해서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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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액화 공정 선택

공정은 효율이 가장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폭발위험이 

매우 높은 프로판 을 냉매로 사용하고 많은 양의 냉매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정과 공정은 공정에 비해 비교적 

효율은 낮지만 장비개수 측면에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은 냉매가 단일 냉매이므로 공정 운용이 간단

하고 운반선에 적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을 기준으로 파일럿 장치 설계

결과 파일럿 규모의 장치에는 의 제작이 불가하여 재액화 

파일럿 장치는 공정을 적용하였다

재액화 파일럿 장치 공정설계

재액화 파일럿 장치 설계기준

본 연구에서는 설계용량 소요동력 을 

만족하는 재액화 장치 설계를 목표로 한다

재액화 파일럿 장치의 의 조건은 국내에서 수급 가능한 

천연가스의 조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급장치 이후의 

재액화 공정 입구단의 압력은 온도는 로 

정하였다 의 조성은 과 같다

재액화 장치를 통해서 액화된 천연가스의 발열량 기준은 재액화된 

천연가스가 다시 저장탱크로 회수되기 때문에 의 발열량 

기준과 유사한 범위에서 약 으로 정하였다 압축기 후단의 

냉각기 설계 시 고려되는 냉각수와 대기온도는 를 기준으로 하였다

재액화 파일럿 장치 공정 최적화  

공정은 최초로 액화플랜트에 적용된 공정으로 최초에 

제안된 공정에 대한 특허는 현재 만료된 상태이다 기존 공정과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하여 효율향상과 설치공간의 제약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또한 는 수송선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급하므로 의 

성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통한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와 유사한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예비냉각 온도인 

약 를 맞출 수 있었다

공정최적화를 위하여 를 수행하였다 는 

시스템이 주어진 상태로부터 기준 환경조건과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변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론 최대 유효일로 이를 극대화

함으로써 공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이러한 최적화를 통하여 도출된 공정의 는 약 

로 연구목표인 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재액화 파일럿 장치 설계

재액화 파일럿 장치는 저장탱크 및 공급을 위한 유닛

냉매 사이클 유닛 냉매 압축기 기액분리기 등 초저온 열교환기 유닛 

초저온열교환기 각종 제어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저장탱크 및 공급장치는 기존 연구에서 설계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냉매 사이클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기는 냉매의 유량 및 운용 압력을 

고려하여 왕복동 압축기를 선정하고 공정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최후단 

압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으로 설계하였다 압축기 후단의 고온의 

가스를 냉각시켜주기 위한 냉각기는 을 적용하고 상세

설계 결과 공간배치의 효율성을 위해 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액화 시스템 개발을 고려한 급 

파일럿 장치의 개발현황을 소개하였다

액화플랜트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액화공정을 

비교 분석하여 에 적합한 공정을 대상공정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최적화를 통하여 소모동력이 약 로 연구

목표를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재액화 파일럿 장치는 저장 및 공급장치 냉매 사이클 초저온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상세설계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해상부유식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 과제의 결과입니다

참 고 문 헌  

김준영 이원두 김학은 재액화 파일럿 장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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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개발 현황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324



재액화 공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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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관측 및 단기예측 자료 중심 북극항로 

빙상정보제공시스템 소개 

성    명(양찬수, 김선화, 김경옥, 홍단비)

소    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문 : 

북극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극지역 선박 운항을 위한 북극해 항행환경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박의 안전과 극지역 환경 보호를 요하는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의 강제

화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4년부터 북극해뿐만 아니라 부산 – 베링해, 북극 – 네덜란드해의 

위성기반 빙상정보(경계, 빙집적도)와 19종의 해양, 기상, 빙상 예측정보를 수집, 생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AMSR2 위성에서 관측한 빙집적도자료(L2)에 동적 합성기법을 이용한 일평균 빙집적도 자료와 

MODIS 위성관측 빙경계자료와 AMSR2 위성 빙집적도자료(L3)를 융합한 고해상도 빙집적도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한 Sentinel-1 위성의 이중편파(HH/HV)로 관측

된 자료에서 빙경계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빙상정보의 단기예측 정밀도 향상을 위해 위

성기반 빙상정보를 연계하였으며, 빙상수치모델 오차를 반영한 빙상 예측을 위하 Bi-variate 자료 변환

을 검토하여 보정된 빙상예측 결과를 생산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빙상정보제공시스템

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각각의 빙상정보 생산 결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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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 of sea ice conditions and changes in Arctic 

Ocean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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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빙상정보 중기 예측기술 개발

임학수*, 김민우**, 김철호**, 김경옥***, 양찬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용해양예보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안전연구센터

 본 문 :

지구온난화로 대기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북극해 빙상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에 

대한 사용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북극항로 중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는 해빙이 본격화 되

면 우리나라 선사들이 여름철에 부산항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최적항로이다. 해수부는 국

가 R&D인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 지원시스

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고정밀도 북극항로(북방항로) 빙상정

보 수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IOST는 다종위성(광학위성, SAR위성) 센서기반으로 유빙탐지 알

고리즘 개발과 빙상정보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에서 운용중인 북극해빙 단

기(일주일)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위성영상과 수치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고해상도 북극항로 빙상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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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극항로 항해안전지원시스템의 중기 예측기술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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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t and thickness have been rapidly decreasing in recent decades especially in summer. 
Because of the reduced surface albedo, the Arctic Ocean has been absorbing about 30% more 
solar energy since the early 2000s. The increased upper-ocean heat content in summer 
changes upper ocean stratification and vertical velocity, until the wintertime sensible heat 
flux pushes the summer heat anomaly back to the atmosphere by the end of spring.  

Using CMIP5 RCP4.5 scenario simulations (GFDL CM3, NCAR CCSM4, MPI-ESM-MR), 
this study examines the Arctic Ocean warming processes. In particular, and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summer heat inflow increases upper Ocean stratification and decreases 
downward mixing of cold upper water. Although the wintertime sensible heat flux 
immediately compensates the summer heat inflow anomaly, the changes upper Ocean 
stratification affects the downward mixing throughout the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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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해양레이더로 관측된 황해 중동부역 서한연안류

이상호1 김창수1, 김문진1, 최병주2, 이재철3

1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2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3부경대 해양학과 

황해순환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한연안해류(West Korea Coastal Current, WKCC)는 

동계에는 남쪽으로, 하계에 북쪽으로 흘러 계절적 변화를 보이고 동계에는 주로 북서풍, 하계

에는 조석전선(조류혼합), 바람 및 밀도류 등에 의해 발생/변동되는 해류로 알려져 왔다. 이 

연안해류의 세기와 범위를 포함한 월변화와 변동을 규명하기 위해 군산대는 2016년 8월부터 

13Mhz 고주파 해양레이더를 어청도와 안흥에 추가 설치하여 연안에서 외해로 70 km, 연안을 

따라 100 km 까지 모니터링 영역을 확장하고, 공간적으로 2 km 격자간격, 시간적으로 1 시

간간격으로 표층 유속장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관측된 유동

자료를 이용하여 서한연안류의 월별 분포특성을 알아보고 말도와 격렬비열도에서 관측된 바람

과 해류와의 상관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월평균 바람이 2-2.6 m/s의 북풍이었던 8월에 평균유속 8 cm/s 미만의 표층해류가 수심 

30 m 미만인 연안역에서 남쪽으로 흐르지만, 외해에서는 평균유속 5-12 cm/s의 표층해류가 

수심 40-60 m 해역을 중심으로 10-30 km 폭에 걸쳐 북쪽으로 흘렀다. 연안 남향류는 새만

금 외해 위도 북측에서 시계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외해 북향류가 되어 태안반도 외해의 북향

류와 연결된다. 이러한 해류체계로 인해 어청도와 외연열도 사이에 중규모 와동(eddy)이 형성

한다. 9월에도 연안쪽 남향류는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외해 표층 북향류 해류체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표층 북향류는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하계 서한연안류인 것으로 판단되며, 북

풍인 평균바람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10월에는 월평균 바람이 2.8-3.3 m/s의 북동풍이었으

며, 관측해역의 북부지역에서 표층류는 서쪽으로, 남부지역에서는 남서쪽으로 향하여 표층류 

발생이 주로 바람응력인 것으로 보인다. 11월과 12월에는 월평균 바람이 1.7-3.5 m/s의 북

풍이었으며, 외해역의 북향류는 거의 사라지고 전 관측해역에서 평균유속이 5-12 cm/s 정도

인 남향류가 나타나 바람응력이 표층해류 발생의 주요인자임을 제시한다. 

해류와 바람에 대한 월별 복합 상관분석과 경험직교함수 분석결과는 월별로 바람이 표층해

류의 변동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월과 9월에 외해 평균북향류 

발생지역에서는 바람과 해류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월평균 북향류는 바람응역 외의 

물리적 과정과 외력과에 의해 주로 발생됨을 제시한다. 이 물리적 과정과 외력들은 기존연구들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류혼합에 의해 발생되는 조석전선역의 지형류, 조류와 해저지형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잔차류, 그리고 담수유입 등에 의한 연안과 외해역의 수평적 밀도차이

에 의한 지형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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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을 이용한 제주난류의 계절변화 원인 규명

                         승영호1), 박철규1), 최영진1),이정신2)

                1) 지오시스템리서치, 2)광운대학교

    제주도 서쪽을 돌아서 동해로 유입하는 대마난류의 서측 일부를 일컬어 
제주난류라 한다. 이 제주난류는 겨울철에 서쪽으로 확장되고 황해난류에 해수
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람의 영향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과 제주난류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
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황·동중국해를 모델 영역으로 하여 간단한 수치실험
을 수행하였다. 모델은 선형 순압 방정식을 기반으로 남쪽 개방 경계중 수심 
75m 지점부터 150m 지점 간에 대마난류 유입조건을 부여하였다. 수심 75m 
이심의 남쪽 개방경계와 북동쪽 개방경계인 대한해협 유출구에는 모두 방사조
건 (radiation condition)을 부여하였으며, 제주도 주변에는 순환이 없다는 도
서조건 (island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적절한 마찰계수와 바람을 사용하여 얻은 모델의 결과는 기존에 알려져 
온 사실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북풍이 강해질수록 대마난류의 축이 동
쪽 혹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대마난류의 서쪽에는 황해난류에 연결되는 
북향류가 나타나고 이는 또 남향하는 중국연안류와 연결되는 대규모 반시계방
향성 흐름이 형성되었다. 여름에는 이와 반대로 남풍에 의해 북상하는 중국연
안류가 형성되고 이는 황해를 돌아나오는 형태의 시계방향성 흐름이 형성되었
으며 이 흐름이 대마난류에 합류되어 전체적으로 대마난류의 분포를 넓히는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대마난류의 축이 겨울철에 서쪽으
로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동쪽 (혹은 남쪽)으로 이동된다면 어떠한 기작에 의
해서 제주도 서쪽에 고온고염수(제주난류수 ?)가 출현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황해난류수까지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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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을 이용한 제주난류의 계절변화 원인 규명

                         승영호1), 박철규1), 최영진1),이정신2)

                1) 지오시스템리서치, 2)광운대학교

    제주도 서쪽을 돌아서 동해로 유입하는 대마난류의 서측 일부를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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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람의 영향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과 제주난류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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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의 남쪽 개방경계와 북동쪽 개방경계인 대한해협 유출구에는 모두 방사조
건 (radiation condition)을 부여하였으며, 제주도 주변에는 순환이 없다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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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류가 나타나고 이는 또 남향하는 중국연안류와 연결되는 대규모 반시계방
향성 흐름이 형성되었다. 여름에는 이와 반대로 남풍에 의해 북상하는 중국연
안류가 형성되고 이는 황해를 돌아나오는 형태의 시계방향성 흐름이 형성되었
으며 이 흐름이 대마난류에 합류되어 전체적으로 대마난류의 분포를 넓히는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대마난류의 축이 겨울철에 서쪽으
로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동쪽 (혹은 남쪽)으로 이동된다면 어떠한 기작에 의
해서 제주도 서쪽에 고온고염수(제주난류수 ?)가 출현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황해난류수까지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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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연근해 해수면온도와 북태평양 장주기 대기순환 관계 변화

이동원, 예상욱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한반도 연근해는 최근 급증한 전 지구 해수면온도와 더불어 가장 큰 수온 상승을 보이는 

지역이다. 하지만, 북태평양의 주요한 대기 순환(North Pacific Oscillation, 이후 NPO)과의 

관련성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연근해 해수면 온도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Kuroshio transport 의 변동성과 과 북태평양 장주기 대기 순환의 변동성 관계 변화

에 대해 분석했다. 전체 1980년부터 2015년의 겨울철을 대상으로, NCEP/NCAR에서 제공

하는 해면기압 자료를 이용하여 북태평양(20-60˚N, 120˚E-120˚W)에서 경험적 직교 함수

(EOF)를 계산하여 그 중 두 번째 모드를 NPO로 정의하였으며 sea surface height 자료를 

이용하여 Kuroshio transport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1990년 후반 이전 이후를 

경계로 한반도 연근해 해수면 온도 변동성 및 Kuroshio transport 와 NPO의 관계가 변화

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과거 북서태평양에 위치했던 NPO 중심이 90년대 후반에 북태평

양 동쪽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중심의 변화와 Kuroshio transport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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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usual sea surface temperature (SST) warming occurred over the Yellow Sea 

(YS) in December 2004.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abnormal SST warming, we 

conduct an analysis on atmospheric circulation anomalies induced by tropical 

cyclones (TCs) using multiple datasets. In addition, we investigate a new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C activity and SST. The results show a possible link 

between TC activity over the Northwestern Pacific (NWP) and the YS. The 

integrated effect of TC activity induces a cyclonic circulation anomaly over the 

NWP and consequently anomalous easterly winds over the YS. The mechanism of 

the unusually warm SST in the YS can be explained by considering TCs acting as 

an important source of Ekman heat transport that results in substantial intrusion 

of relatively warm surface water into the YS interior. Furthermore, TC-related 

circulation anomalies contribute to retaining the resulting warm SST anomalies in 

the entire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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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해안의 고파랑에 의한 해빈류 분석

임학수*, 김무종*, 이희준**, 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용해양예보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본 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침식연구단(Coastal Midas)은 2013년 5월부터 해양수산부 R&D 과제인 ‘연

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남해안과 동해안 표본해안에서 수리환경 및 지형변화를 집중관

측하고 분석하여 연안수리 퇴적환경의 거동특성을 규명하고 있으며, 해빈침식의 주요 원인인 고파랑에 

의한 해안선 변형 및 토사이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지형변화 예측모델 연구를 통하여 연안침식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안목해안에서 2015년 2월 7일부터 2016년 9월 23일까지 해안선에 약 

800m 떨어진 수심 약 18m 해저면에 계류한 W1 지점에서 음파식 파랑유속계(AWAC)를 이용하여 약 

20개월간 관측한 장기 파랑자료와 층별 흐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안목해안 호형사주와 잠제 인근에

서 관측한 동·하계 1, 2, 3차 수리·파랑·부유사 집중관측 자료, 집중관측 전후의 지형측량 자료, 연안침식

연구단에서 개발한 표류부이 실험자료 등을 비교하여 안목해안 쇄파대에서 고파랑에 의한 해빈류의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안목해안 외해에서 장기 파랑자료 및 층별 흐름자료와 쇄파대에서 동·하계 집중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

과 너울성 고파랑은 주로 해안선과 연직방향인 NE 계열로 약 45° 방향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관측되었고, 

연안에서의 흐름은 외해 고파랑의 파향에 따라 해안선 방향으로 Longshore Current와 외해 방향으로 

Cross-shore Current가 발달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고파랑은 대체로 45° 보

다 북쪽에서 입사하여 쇄파대에서 남동향의 해빈류를 발달시키고, 태풍을 포함한 여름철 고파랑은 대체로 

45° 보다 남쪽에서 입사하여 쇄파대에서 북서향의 해빈류를 발달시켰다. 유의파고가 약 2~3m인 너울성 

고파랑 발생시 안목해안의 토사이동 거통특성은 쇄파대에 위치한 호형사주의 각부로 유입하고 만부로 유출

되는 해빈류 흐름특성과 유사하게 호형사주의 만부 인근 해안선에서 침식된 모래가 이안류처럼 유출되는 

Cross-shore current에 의해 외해로 빠져 나가면서 호형사주를 외해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입사하는 고파

랑의 파향에 의해 해안선 방향의 Longshore current를 따라서 호형사주를 해안선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강릉방파제 주변 해빈이 겨울철 퇴적되고, 여름철 침식되는 지형변화를 보여주고 원

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안목해안의 호형사주는 겨울철 NE보다 북쪽에서 입사하는 고파랑에 의한 해

빈류에 의해 남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여름철 NE보다 남쪽에서 입사하는 고파랑에 의한 해빈류에 의해 북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특히, 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해안선의 비치커습(Beach cusp) 사

이에 호형사주의 만부가 발달하는 형태는 해빈의 전진·후퇴 즉 침·퇴적이 호형사주의 거동특성과 유사한 패

턴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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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Azadinium species and a new azaspiracid from Azadinium poporum in Puget Sound, 
Washington State, USA 
 
Joo-Hwan Kim1, Urban Tillmann2, Nicolaus G. Adams3, Bernd Krock2, Whitney L. Stutts4, Jonathan R. 
Deeds4, Vera L. Trainer3, Myung-Soo Han1 
 
1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South Korea 
2Alfred Wegener Institute, Helmholtz Center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Germany 
3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or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 USA 
4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USA 
 
Some species of the genus Azadinium produce a suite of lipophilic toxins called azaspiracids. This toxin 
as the cause of human illnesses after the consumption of shellfish from the Irish west coast in 1995, 
resulted in intense global interest including Korea in understanding the global distribution of these toxins 
and Azadinium. While no shellfish toxicity events due to azaspiracids have been described from the 
northeastern Pacific, researchers found evidence of Azadinium spp. in Puget Sound based on molecular 
probe studies using filtered seawater in 2014 and 2015. Here we characterize four species of Azadinium, A. 
poporum, A. cuneatum, A. obesum, and A. dalianense, which were isolated from sediment samples 
collected from Puget Sound, Washington State in 2016. The identity of these Azadinium species was 
positively confirmed based on their molecular phylogeny and morphology. A new azaspiracid toxin, 
named AZA-59, was identified from A. poporum cultures and its presence was confirmed at low levels in 
situ using a solid phase resin deployed at several sites along the coastlines of Puget Sound. The confirmed 
presence of the genus Azadinium and AZA-59 in Puget Sound underlines the potential risk to shellfish 
safety in the Northeast Pacific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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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vilucifera infectans/sinerae species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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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flagellates are a highly diverse group of marine organisms in terms of species 

richness, morphology, and biochemistry. Also, dinoflagellates provide habitat as host 

for a variety of eukaryotic parasites (e.g. fungi, perkinsozoa, amoebae, 

dinoflagellates, euglenoids, kinetoplastids and other heterotrophic flagellates). Among 

perkinsozoa, the parasitoid genus Parvilucifera has been described to contain five 

species, i.e. P. infectans, P. sinerae, P. prorocentri, P. rostrata and P. corolla. Based 

o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data, P. prorocentri, P. rostrata and P. corolla can be 

distinctly distinguishable from other two Parvilucifera species, P. infectans and P. 

sinerae, which have a strong similarity in morphology and phylogeny. During 

sampling in Masan bay, Korea during the spring season of 2015, the dinoflagellate 

Akashiwo sanguinea cells infected by the parasite Parvilucifera were observed and 

this host-parasite system was established in cultu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Korean isolate of the Parvilucifera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P. infectans and P. sinerae based o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P. infectans and P. sinerae have the same morphological 

features, including the structure and ornamentation pattern of the sporangium wall, as 

well as are genetically same in rDNA regions and β-tubulin genes, suggesting that 

the two species complex may be the sam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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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ly confirmed based on their molecular phylogeny and morphology. A new azaspiracid toxin, 
named AZA-59, was identified from A. poporum cultures and its presence was confirmed at low levels in 
situ using a solid phase resin deployed at several sites along the coastlines of Puget Sound. The confirmed 
presence of the genus Azadinium and AZA-59 in Puget Sound underlines the potential risk to shellfish 
safety in the Northeast Pacific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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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ysal cyst formation of the dinoflagellate 

Fragilidium duplocampanaeforme against 

parasitic flagellate Parvilucifera infectans
 

이보라, 박명길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Some marine dinoflagellates form ecdysal cyst (=temporary cysts) as part of their 

life cycle or under unfavorable growth conditions. Whether the dinoflagellates form 

ecdysal cysts or not may influence susceptibility to parasitism. In this study, we 

examined parasite prevalence relative to inoculum size of the parasitoid Parvilucifera 

infectans zoospores for two dinoflagellate hosts (i.e., Fragilidium duplocampanaeforme 

and Dinophysis acuminata), which have different cyst formation patterns. Further, we 

explored susceptibility of cysts to parasitism, encystment signal, duration of 

encystments, and effects of induced encystment on diel periodicity, using ecdysal 

cyst-forming F. duplocampanaeforme. The percent hosts infected by P. infectans 

plotted as a function of inoculum size showed a sharp increase to a maximum in D. 

acuminata, but a gradual linear rise in F. duplocampanaeforme: while the parasite 

prevalence in D. acuminata increased to a maximum of 78.8 (±2.4%) by a 

zoospore:host ratio of 20:1, it in F. duplocampanaeforme only reached 8.9 (±0.3%), 

even at a zoospore:host ratio of 120:1. In F. duplocampanaeforme, infections were 

observed only in the vegetative cells and not observed in ecdysal cysts. When 

exposed to live, frozen, and sonicated zoospores and zoospore filtrate, F. 

duplocampanaeforme formed ecdysal cysts only when exposed to live zoospores, 

suggesting that temporary cyst formation in the dinoflagellate was resulted from 

direct contact with zoospores. When the Parvilucifera zoospores attacked and 

struggled to penetrate F. duplocampanaeforme through its flagellar pore, the 

Fragilidium cell shed all thecal plates, forming a‘thecal cloud layer’, in which the 

zoospores were caught and immobilized and thus could not penetrate anymore. The 

duration (35±1.8 h) of ecdysal cysts induced with addition of zoospores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at (15±0.8 h) of normally formed cysts (i.e., without 

addition of zoospores), thereby resulting in delayed growth as well as influencing the 

pattern of diel periodicity. Our results suggest that in addition to the classical 

predator-prey interaction and allelopathic interaction, parasitism and its 

accompanying defense can strongly affect the food web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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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of scientific data and governance shown in 

environmental issues around EEZ sand mining in the South 

Sea of Korea 

원남일, 김영성

K-water융합연구원 물순환연구소

 

 The planet boundary system was suggested to understand the planetary 

resilience in the global view. Increased coastal anthropogenic impacts have been an 

important challenging issue in global community to secure environmental resilience.  

Ocean sand mining has been conducted to meet sand demands for various human 

community needs such as construction and coastal prevention in many countries. In 

Korea, sand mining sites have been moved from nearshore to EEZ areas to mitigate 

possible impacts of marine ecosystems. However, the EEZ sand mining has also 

raised severe and controversy conflicts on ecosystem impacts, especially fisheries 

production under a complex governance structure. This paper is intended to describ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recent governance structure to understand the roles of 

scientific data and research activities. The preliminary data interpretation indicated 

that many raised questions can be solved by using the existing data. The careful 

data handling and obvious communication efforts are needed to make a successful 

governance around EEZ sand mining issue. Both socio-economic analysis among 

related industry sectors and long-term monitoring program are suggested to be 

included into further research design and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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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ing and Expression of Exocyclic DNA Methyltransferases from 

Marine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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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DNA methylation is involved in a diversity of processes in bacteria, including 

maintenance of genome integrity and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CcrM, the 

DNA methyltransferase conserved in Alphaproteobacterial species, has N6-

Adenine or N4-cytosine methyltransferase activities using S-adenosyl methionine 

as a co-substrate. Using PacBioRSII genomic data, methylation patterns were 

observed and summarized for a exocyclic DNA methylases of potential CpG and 

GpC methylation. 

Objectives 

Single molecule real-time sequencing method (SMRT) is a tool for genomic 

analysis as well as a methods to monitor bacterial DNA methylome. Here we 

report two distinct exocyclic DNA methyltransferase genes from two 

alphaproteobacteria strain from marine environments. 

Methods 

Using PacBioRS II sequencing, methylation patterns of Celeribacter marinus 

IMCC12053 and Novosphingobium pentaromativorans US6-1 were compared 

using Gibbs motif sampler program. Both strains have been observed to change 

adenosine of 5’-GANTC-3’ as N6-methyladenosine, and N4-cytosine of 5’-CpG-3’ 

(IMCC12053) and 5’-GpC-3’ (US6-1) as N4-methylcytosine. Using phylogenetic 

analysis exocylic DNA methyltransferases from both of the species were chosen 

for cloning. 

Conclusions 

In this study cloned exocyclic DNA methylases are presented, and the potential 

use of novel type of CpG and GpC methylases in molecular biology and 

epigenetics. 

  

Keywords : Cytosine Methylase, Exocyclic DNA methyltransferase, Marine 

Alphabacteria, CpG, G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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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two distinct exocyclic DNA methyltransferase genes from two 

alphaproteobacteria strain from marine environments. 

Methods 

Using PacBioRS II sequencing, methylation patterns of Celeribacter marinus 

IMCC12053 and Novosphingobium pentaromativorans US6-1 were compared 

using Gibbs motif sampler program. Both strains have been observed to change 

adenosine of 5’-GANTC-3’ as N6-methyladenosine, and N4-cytosine of 5’-CpG-3’ 

(IMCC12053) and 5’-GpC-3’ (US6-1) as N4-methylcytosine. Using phylogenetic 

analysis exocylic DNA methyltransferases from both of the species were chosen 

for cloning. 

Conclusions 

In this study cloned exocyclic DNA methylases are presented, and the potential 

use of novel type of CpG and GpC methylases in molecular biology and 

epigenetics. 

  

Keywords : Cytosine Methylase, Exocyclic DNA methyltransferase, Marine 

Alphabacteria, CpG, G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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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nhancement of biological carbon pump in a high CO2 ocean 

Ja-Myung Kim and Kitack Lee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hang 37673, Republic of Korea 
 

A greater organic matter production and subsequent transport into ocean interior in a 

future high CO2 ocean, termed as enhanced biological carbon pump, projected an expansion of 

the oxygen-deficient zone in the ocean interior and would thus result in a greater production of 

ozone-depleting nitrogen oxide (N2O). Here we re-evaluate elemental stoichiometry (C: N) of 

organic matter, both in dissolved and particulate forms, produced under ample nutrient 

conditions using data obtained from a series of CO2 perturbation mesocosm studies 

experimenting with a natural phytoplankton assemblage. The mean C:N ratio in a particulate 

form was found to be 6.62  0.05, approximately a theoretical value and the ratio in a dissolved 

form did not differ from this value. Our analysis unequivocally showed no sign of excess organic 

C production relative to organic N, which sharply contrast with the previous finding. Our 

contrasting results further indicate that enhanced biological C pump will be highly unlikely and 

thus the negative feedback on atmospheric CO2 and the positive feedback on ozone depletion are 

not viable in a futur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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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er organic matter production and subsequent transport into ocean interior in a 

future high CO2 ocean, termed as enhanced biological carbon pump, projected an expansion of 

the oxygen-deficient zone in the ocean interior and would thus result in a greater production of 

ozone-depleting nitrogen oxide (N2O). Here we re-evaluate elemental stoichiometry (C: N) of 

organic matter, both in dissolved and particulate forms, produced under ample nutrient 

conditions using data obtained from a series of CO2 perturbation mesocosm studies 

experimenting with a natural phytoplankton assemblage. The mean C:N ratio in a particulate 

form was found to be 6.62  0.05, approximately a theoretical value and the ratio in a dissolved 

form did not differ from this value. Our analysis unequivocally showed no sign of excess organic 

C production relative to organic N, which sharply contrast with the previous finding. Our 

contrasting results further indicate that enhanced biological C pump will be highly unlikely and 

thus the negative feedback on atmospheric CO2 and the positive feedback on ozone depletion are 

not viable in a futur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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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perfluoroalkyl substances (PFASs) in 
water, sediment and biota sample from several rivers, 

channels and estuary areas in Korea

M.D.Hung, K.H.Lee, H.H.Jeong, H.J.Jeong, N.H.Lam, H.S.Cho*
College of Fisheries and Ocean Scien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eosu, Republic of Korea, 061-659-7146
*e-mail: hscho@jnu.ac.kr

ABSTRACT

Perfluoroalkyl substances (PFASs) are heat stable, stain/water resistant and their 

resistant properties widely used as industrial surfactants and consumer products. 

PFOS and its related compounds had been listed in Annex B in Stockholm 

Convention in May 2009. PFAS are widely distributed in wildlife and human. The 

concentration of PFASs in some particularly polluted areas in Korea has seemed 

higher than among the Asian countries and the other regions around the world. 

Besides, some previous studies reported the presence of PFASs in the environment 

and its effects, but 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this are still limited. In 

this study, water, sediment, and biota were collected from 38 sampling sites in 

several rivers, channels, and estuary areas were analyzed for PFOS, PFOA and other 

selected PFASs. Among them, water and sediment from rivers and estuary areas are 

collected in dry and wet seasons to compare PFASs concentration in these seasonal 

periods. Concentration of target PFASs which were extracted by solid phase 

extraction with OASISⓇ  HLB cartridge and ion pairing extraction (IPE) were 

determined by a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PFAS 

concentration (ng/L) in water samples were in the range of 0.35~192 (mean = 

7.31) for total PFASs, ND ~ 11.1 (mean = 2.07) for PFOS, and 0.11 ~ 112 (mean 

= 7.61) for PFOA. In sediment samples, concentration (ng/g dry weight) of total 

PFASs, PFOS and PFOA were 0.19~1.30 (mean = 0.66), 0.07 ~ 0.51 (mean = 

0.27), and ND ~ 0.15 (mean = 0.02), respectively. Relatively low PFASs 

concentration ranging from 0.06-0.50 ng/g wet wt. are found in fish muscle tissues. 

Keywords: PFOS, PFOA, Korea, water, sediment, b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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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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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effects, but 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this are still limited. In 

this study, water, sediment, and biota were collected from 38 sampling sites in 

several rivers, channels, and estuary areas were analyzed for PFOS, PFOA and other 

selected PFASs. Among them, water and sediment from rivers and estuary areas are 

collected in dry and wet seasons to compare PFASs concentration in these seasonal 

periods. Concentration of target PFASs which were extracted by solid phase 

extraction with OASISⓇ  HLB cartridge and ion pairing extraction (IPE) were 

determined by a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PFAS 

concentration (ng/L) in water samples were in the range of 0.35~192 (mean = 

7.31) for total PFASs, ND ~ 11.1 (mean = 2.07) for PFOS, and 0.11 ~ 112 (mean 

= 7.61) for PFOA. In sediment samples, concentration (ng/g dry weight) of total 

PFASs, PFOS and PFOA were 0.19~1.30 (mean = 0.66), 0.07 ~ 0.51 (mean = 

0.27), and ND ~ 0.15 (mean = 0.02), respectively. Relatively low PFASs 

concentration ranging from 0.06-0.50 ng/g wet wt. are found in fish muscle tissues. 

Keywords: PFOS, PFOA, Korea, water, sediment, b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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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onses of phytoplankton and bacterial communities along 

the salinity gradients in the Seomjin River estuary

이민지1, 백승호1, 문창호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2부경대학교 해양학과

 본 문 : To assess changes in abiotic and biotic factors between flood and ebb tides we 

investigated the seasonal phytoplankton and bacterial dynamic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long a salinity gradient at 14 stations in the Seomjin River 

estuary(SRE), Korea. We performed bioassays to identify the effect of additional 

nutrients (+N, +P, and +NP) on phytoplankton growth and performed 

high-resolution 16S rRNA tag pyrosequencing to obtain snapshots of the bacterial 

diversity and community structure along the salinity gradients. Nitrate+nitrite and 

silicate loading increased as a result of freshwater input, and that phosphates 

loading may primarily have involved leaching from bottom sediments of the shallow 

inner bay. Bioassays confirmed that relative phytoplankton growth in the saltwater 

zone near Gwangyang Bay was higher for +N and +NP treatments than for +P 

treatments, whereas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reshwater zone for +P 

treatments than for +N treatments. Base on the algal bioassays and the field 

surveys, we suggested that nitrate+nitrite and phosphates could be limiting factors 

in the saltwater and freshwater zones, respectively.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biotic factors between flood and ebb tides play important roles in controlling the 

biotic factors, including the occurrence of aquatic organisms including microalgae. In 

particular, bacterial diversity was significant at station 9, where freshwater and 

saltwater species had coexisted. Our results demonstrated dynamic changes of 

abiotic factors such as salinity and nutrient had influenced with the response of 

phytoplankton as well as bacterial communities, which is depended on the tidal 

levels and salinity conditions. In addition, we suggested that sufficient N and Si are 

supplied by river discharges to favor suitable habitat conditions for diatoms, and 

are a main bottom-up factor affecting phytoplankton blooms during all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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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tended ecosystem-based fisheries assessment 

approach for assessing inshore ecosystems

강희중, 임정현, 장창익*

부경대학교 수산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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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stimation of the potential yield (PY) in the Korean water of the East China Sea, two 
approaches were employed. One approach is the ecosystem dynamics analysis which includes the 
ecosystem modeling method (EMM), and the other approach, production-based analysis includes 
the holistic production method (HPM), the population production method (PPM) and the fishery 
production method (FPM). The EMM used ecosystem model, Ecopath with Ecosim, utilizing catch 
and a variety of ecological data for each species group categorized by a self-organizing mapping 
(SOM). In this analysis, we assumed that the converged value during the Ecosim simulation 
setting the fishing mortality (F) as zero is exploitable carrying capacity (ECC) of each group and 
then PY was estimated using the Gulland's formula (1971). The HPM utilized time-series catch 
and fishing effort data (1966-2014) for all the species combined and employed surplus production 
model to estimate PY in the Korean water of the East China Sea. The PPM used stock 
assessment results such as 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for each species group. The FPM 
utilized time-series catch and fishing effort data for each fishery type. Accordingly, PY of the 
Korean water of the East China Sea was estimated to range from 0.9 million mt by the PPM to 
1.3 million mt by the FPM. The estimate of PY as 1.0 million mt by the HPM is regarded as the 
most reasonable one, since the HPM uses relatively fewer assumptions and long time-series data. 
However, this PY estimate should be considered as a preliminary one. It was recognized that 
uncertainty due to the lack of confidence in input data should be improved, and also fishing 
efficiency and the extended fishing area of Korean fishery should be reexamined. In the future 
study, it is expected to estimate more reliable potential yield by resolving these problems.

The East Sea (ES) are known as habitat ground of walleye Pollock stock in south Korea, but 
after 1990 year, total catch of walleye Pollock was dramatically decreased with sea water 
temperature. The oceanic and atmospheric conditions in the East Sea were affected by both 
of continental and oceanic air mass simultaneously. Especially, long term changes in pressure 
gradient between Siberian and Kuroshio region has highly correlated with fluctuations in 
atmospheric condition around ES such as wind speed and air temperature. The intensity of 
Siberia high pressure (SH) was affected by Arctic oscillation, but sea level pressure around 
Kuroshio region was affected by latitudinal shift of Aleutian low pressure (AL). These 
relationship between SH and latitudinal shift of AL has related with oceanic and atmospheric 
condition around ES. The pressure gradient between Siberia and Kuroshio region was weaker 
than normal after 1990 with positive phase of AO, weak SH and south shift of AL. As a 
result, water temperature in the ES was higher than normal with weak wind speed and high 
air temperature. These variations in oceanic and atmospheric condition were related with 
walleye Pollock stock indicating decreased pattern after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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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st Sea (ES) are known as habitat ground of walleye Pollock stock in south Korea, but 
after 1990 year, total catch of walleye Pollock was dramatically decreased with sea water 
temperature. The oceanic and atmospheric conditions in the East Sea were affected by both 
of continental and oceanic air mass simultaneously. Especially, long term changes in pressure 
gradient between Siberian and Kuroshio region has highly correlated with fluctuations in 
atmospheric condition around ES such as wind speed and air temperature. The intensity of 
Siberia high pressure (SH) was affected by Arctic oscillation, but sea level pressure around 
Kuroshio region was affected by latitudinal shift of Aleutian low pressure (AL). These 
relationship between SH and latitudinal shift of AL has related with oceanic and atmospheric 
condition around ES. The pressure gradient between Siberia and Kuroshio region was weaker 
than normal after 1990 with positive phase of AO, weak SH and south shift of AL. As a 
result, water temperature in the ES was higher than normal with weak wind speed and high 
air temperature. These variations in oceanic and atmospheric condition were related with 
walleye Pollock stock indicating decreased pattern after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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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outbreak/ extinction mechanisms of marine harmful microalga 
Cochlodinium polykrikoides in Korean coastal waters

 본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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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A 방법을 이용한 해양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 분석

민승식1, 임규창2

1해군사관학교 이학과, 2한돌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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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근해 소나 탐지거리 필드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imulating Detection Range of SONAR(HMS) in the sea around Korea peninsula

천민기, 이호준, 임세한

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

 

 

 
협력 무인해양체계의 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Test and Evaluation Method of Collaborative Unmanned Maritime System 
 

김현식 
Hyun-Sik Kim 

 
동명대학교 해양로봇교육기술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Marine Robot Education Technology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으로서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만 하면 비교 우위의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에너지원 탐사, 해양사고 수습, 위협세력 대응, 항만시설 관리, 해양 

감시/정찰/방어 등의 분야에서 수중, 수상, 공중 로봇과 같은 무인해양체계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및 인력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의 국내 협력 무인해양체계 연구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험평가 기법의 절대 부족으로 기술성숙의 속도가 매우 느림을 알 수 

있다. 초소형 해양로봇(MICRO MARINE ROBOT, MMR) 및 가상 해양로봇(VIRTUAL 

MARINE ROBOT, VMR)은 협력 무인해양체계 연구개발과 관련한 시험평가 기법들 

중의 하나로서 협력 무인해양체계의 성능예측 및 검증을 통한 기술성숙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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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해무 유입과 소산 특징 연구
              

김영남1, 이희서1, 한인성2, 김영택3, 윤지혜1, 최우예1

1부산지방기상청, 2국립수산과학원, 3국립해양조사원

  최근 해양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양 위험기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

에서 발생하는 해무(Sea fog)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2007.05.12.)와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2015.02.11.)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무의 

발생과 유입, 소산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해난사고와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해무 예측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1998년 ~ 2014년까지의 거제

지점(N 340 7602”, E 1280 54’00”), 울산지점(N 350 2043”, E 1290 50’29”) 해수온(Sea 

water temperature)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해수온 변화를 추세분석 식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해수온의 변화는 최근 16년간 1월 ~ 3월, 7월, 12월에 0.05℃ 하강하였고, 4월 

~ 6월은 0.12℃ 상승하는 추세였다. 분석기간 중 전체적으로 해수온은 0.52℃ 상승하였다. 

  해무 원인의 저시정 해난사고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저시정 원인의 해난사고는 

5월부터 증가하여 7월에 가장 많았고 8월부터 감소하였다. 발생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5월부터 

이류무, 6월 ~ 8월에는 전선무와 전선 전면 동반 난기 유입 이류무가 원인이며 장마전선 북상

이후로는 해무의 출현 빈도와 해난사고가 모두 감소하였다.

  해무의 발생학적 분류는 일기도 기압계와 강수 유무를 기준으로 전선무(Frontal fog)를 분류

하였으며, 해기차(Air-sea temperature difference) 판별식(판별상수 R = T(지상) - SST(해수면))을 

적용하여 이류무(Advection fog)와 증기무(Steam fog)를 구분하였다. 판별결과 전체 해무 발생 중 

전선무 54%, 이류무 17%, 증기무 11%였으며, 판별이 불가능한 복합무가 38%였다.

  해무 발생 상관인자(Correlation factor)를 분석하였다. 해무 상관인자1)는 해기차, 풍향, 풍속, 

강수유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류무와 증기무의 상관인자는 해기차, 풍향, 풍속이며, 전선무는 

상관인자의 영향이 없었다. 해무 유입은 지형에 따른 풍향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다. 

소산은 풍향, 풍속에 영향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해무 상관인자를 활용한 해무 예측 

트리를 개발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장마전선에 동반된 복합적 원인의 해무 분석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2016년 7월 공동관측을 실시하였다. 관측결과 장마전선 전면 난기 

이류에 따른 이류무, 후면 한기 남하에 따른 증기무, 바람에 의한 물 밀림의 수온하강에 대한 

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향후 기상청의 해무 예측기술,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수온(냉수대 

연구),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무 관측망 구축이 완료되면 해무의 발생단계부터 유입과 소산까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기상청, 1997: 한반도 연안 해무 특성집.

  2. 국립해양조사원, 2009, 국지성 해무 감시 및 예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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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질소(N)와 인(P)은 식물플랑크톤의 중요한 영양염으로서 일차 생산의 주요 
제한요소이다. 해수 중 N:P 비율은 식물플랑크톤의 C:N:P 비율(106:16:1, Redfield 
ratio)과 비슷하지만 해양순환, 담수의 유입, 식물플랑크톤의 번성과 같은 복합적인 
해양생태계 환경 요소 변화에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해양순환(POLCOMS)-생태계(ERSEM) 결합 모형을 이용하여 황해 및 동중국해
의 하위생태계를 재현하고 N:P 비율의 시공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모형에서 계산된 
수온, 염분, 용존산소,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농도를 국립해양수산과학원 정선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였고, 계절별 N:P 비율의 분포 특성을 고찰
하였다.
특히 높은 질산염 농도를 보이는 여름철 장강희석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N:P 비
율을 나타냈으며, 패치형태로 동쪽으로 이동하며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유입되는 
양상이 모형에서 잘 나타났다. 이러한 장강희석수 패치의 이동 양상은 매년 다른 특
성을 보였으며, 대기강제력 및 쿠로시오의 변동성과 연관되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N:P 비율의 변화와 생태계 변수들간의 상관성 그리고 물리적 특성 변화와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관측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한계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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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해무 유입과 소산 특징 연구
              

김영남1, 이희서1, 한인성2, 김영택3, 윤지혜1, 최우예1

1부산지방기상청, 2국립수산과학원, 3국립해양조사원

  최근 해양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양 위험기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

에서 발생하는 해무(Sea fog)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2007.05.12.)와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2015.02.11.)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무의 

발생과 유입, 소산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해난사고와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해무 예측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1998년 ~ 2014년까지의 거제

지점(N 340 7602”, E 1280 54’00”), 울산지점(N 350 2043”, E 1290 50’29”) 해수온(Sea 

water temperature)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해수온 변화를 추세분석 식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해수온의 변화는 최근 16년간 1월 ~ 3월, 7월, 12월에 0.05℃ 하강하였고, 4월 

~ 6월은 0.12℃ 상승하는 추세였다. 분석기간 중 전체적으로 해수온은 0.52℃ 상승하였다. 

  해무 원인의 저시정 해난사고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저시정 원인의 해난사고는 

5월부터 증가하여 7월에 가장 많았고 8월부터 감소하였다. 발생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5월부터 

이류무, 6월 ~ 8월에는 전선무와 전선 전면 동반 난기 유입 이류무가 원인이며 장마전선 북상

이후로는 해무의 출현 빈도와 해난사고가 모두 감소하였다.

  해무의 발생학적 분류는 일기도 기압계와 강수 유무를 기준으로 전선무(Frontal fog)를 분류

하였으며, 해기차(Air-sea temperature difference) 판별식(판별상수 R = T(지상) - SST(해수면))을 

적용하여 이류무(Advection fog)와 증기무(Steam fog)를 구분하였다. 판별결과 전체 해무 발생 중 

전선무 54%, 이류무 17%, 증기무 11%였으며, 판별이 불가능한 복합무가 38%였다.

  해무 발생 상관인자(Correlation factor)를 분석하였다. 해무 상관인자1)는 해기차, 풍향, 풍속, 

강수유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류무와 증기무의 상관인자는 해기차, 풍향, 풍속이며, 전선무는 

상관인자의 영향이 없었다. 해무 유입은 지형에 따른 풍향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다. 

소산은 풍향, 풍속에 영향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해무 상관인자를 활용한 해무 예측 

트리를 개발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장마전선에 동반된 복합적 원인의 해무 분석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2016년 7월 공동관측을 실시하였다. 관측결과 장마전선 전면 난기 

이류에 따른 이류무, 후면 한기 남하에 따른 증기무, 바람에 의한 물 밀림의 수온하강에 대한 

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향후 기상청의 해무 예측기술,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수온(냉수대 

연구),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무 관측망 구축이 완료되면 해무의 발생단계부터 유입과 소산까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기상청, 1997: 한반도 연안 해무 특성집.

  2. 국립해양조사원, 2009, 국지성 해무 감시 및 예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3. 허기영, 2004, 한반도 주변 해무 발생의 기상학적 특성과 예측 가능성 연구

1) 해무 상관인자 : 해기차, 풍향, 풍속, 일기상태, 해면기압, 강수, 이슬점 온도 등 해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

부산·울산·경남 해무 유입과 소산 특징 연구
              

김영남1, 이희서1, 한인성2, 김영택3, 윤지혜1, 최우예1

1부산지방기상청, 2국립수산과학원, 3국립해양조사원

  최근 해양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양 위험기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

에서 발생하는 해무(Sea fog)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2007.05.12.)와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2015.02.11.)와 같이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무의 

발생과 유입, 소산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해난사고와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해무 예측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1998년 ~ 2014년까지의 거제

지점(N 340 7602”, E 1280 54’00”), 울산지점(N 350 2043”, E 1290 50’29”) 해수온(Sea 

water temperature)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해수온 변화를 추세분석 식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해수온의 변화는 최근 16년간 1월 ~ 3월, 7월, 12월에 0.05℃ 하강하였고, 4월 

~ 6월은 0.12℃ 상승하는 추세였다. 분석기간 중 전체적으로 해수온은 0.52℃ 상승하였다. 

  해무 원인의 저시정 해난사고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저시정 원인의 해난사고는 

5월부터 증가하여 7월에 가장 많았고 8월부터 감소하였다. 발생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5월부터 

이류무, 6월 ~ 8월에는 전선무와 전선 전면 동반 난기 유입 이류무가 원인이며 장마전선 북상

이후로는 해무의 출현 빈도와 해난사고가 모두 감소하였다.

  해무의 발생학적 분류는 일기도 기압계와 강수 유무를 기준으로 전선무(Frontal fog)를 분류

하였으며, 해기차(Air-sea temperature difference) 판별식(판별상수 R = T(지상) - SST(해수면))을 

적용하여 이류무(Advection fog)와 증기무(Steam fog)를 구분하였다. 판별결과 전체 해무 발생 중 

전선무 54%, 이류무 17%, 증기무 11%였으며, 판별이 불가능한 복합무가 38%였다.

  해무 발생 상관인자(Correlation factor)를 분석하였다. 해무 상관인자1)는 해기차, 풍향, 풍속, 

강수유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류무와 증기무의 상관인자는 해기차, 풍향, 풍속이며, 전선무는 

상관인자의 영향이 없었다. 해무 유입은 지형에 따른 풍향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다. 

소산은 풍향, 풍속에 영향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해무 상관인자를 활용한 해무 예측 

트리를 개발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장마전선에 동반된 복합적 원인의 해무 분석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2016년 7월 공동관측을 실시하였다. 관측결과 장마전선 전면 난기 

이류에 따른 이류무, 후면 한기 남하에 따른 증기무, 바람에 의한 물 밀림의 수온하강에 대한 

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향후 기상청의 해무 예측기술,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수온(냉수대 

연구),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무 관측망 구축이 완료되면 해무의 발생단계부터 유입과 소산까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기상청, 1997: 한반도 연안 해무 특성집.

  2. 국립해양조사원, 2009, 국지성 해무 감시 및 예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3. 허기영, 2004, 한반도 주변 해무 발생의 기상학적 특성과 예측 가능성 연구

1) 해무 상관인자 : 해기차, 풍향, 풍속, 일기상태, 해면기압, 강수, 이슬점 온도 등 해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

해양에서 질소(N)와 인(P)은 식물플랑크톤의 중요한 영양염으로서 일차 생산의 주요 
제한요소이다. 해수 중 N:P 비율은 식물플랑크톤의 C:N:P 비율(106:16:1, Redfield 
ratio)과 비슷하지만 해양순환, 담수의 유입, 식물플랑크톤의 번성과 같은 복합적인 
해양생태계 환경 요소 변화에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해양순환(POLCOMS)-생태계(ERSEM) 결합 모형을 이용하여 황해 및 동중국해
의 하위생태계를 재현하고 N:P 비율의 시공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모형에서 계산된 
수온, 염분, 용존산소,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농도를 국립해양수산과학원 정선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였고, 계절별 N:P 비율의 분포 특성을 고찰
하였다.
특히 높은 질산염 농도를 보이는 여름철 장강희석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N:P 비
율을 나타냈으며, 패치형태로 동쪽으로 이동하며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유입되는 
양상이 모형에서 잘 나타났다. 이러한 장강희석수 패치의 이동 양상은 매년 다른 특
성을 보였으며, 대기강제력 및 쿠로시오의 변동성과 연관되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N:P 비율의 변화와 생태계 변수들간의 상관성 그리고 물리적 특성 변화와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관측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한계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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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하는 남반구 서풍에 대한 전구해양순환의 반응

1)전우근, 1)조창봉, 2)Anold L. Gordon
1)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 1부

2) 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 Columbia University

  

문 단 모 양 여 백 주 기 

왼쪽여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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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아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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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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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수리환경 및 토사이동 변동특성

김무종*, 임학수*, 이희준**, 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용해양예보연구센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본 문 :

해운대는 남해안에 위치한 해안으로 총 길이 1.6km, 해변폭 70m인 포켓형 해안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은 지속적으로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저감하기 위해 620,000m의 토사를 양빈하고, 해수욕장 양 

끝단에 잠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태풍의 영향과, 겨울 계절풍에 의해 발생

하는 고파로 인해 침식이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침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자료도 뿐

만아니라 저면에서의 흐름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R&D 과제인 ‘연안

침식 대응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장기관측과 여름철과 겨울철에 집중관측을 실시하여 연안의 흐름 및 

토사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안 저면의 자료획득을 관측을 위해 연안을 따라 Aquadopp Profiler를 배치

하여 흐름을 관측하였고, 연안을 따라 계류된 SPHINX의 ADCP와 VECTOR를 각각 상∙하방으로 배치하여 

지점별 유속 프로파일과 저면의 흐름 및 파랑을 관측을 관측하였다. 장기관측으로 수심 22m 지점에 

AWAC를 계류하여 2013년 7월부터 유속 프로파일과 파랑자료를 관측하고 있다. 잠제 설치 후 연안의 흐

름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Aquadrifter를 해안선 가까이에 띄워 표층흐름을 확인하였다.

해운대 외해에서 장기 파랑, 흐름 및 전수심 프로파일 자료와 동∙하계 집중관측 자료를 분석 한 결과  

겨울철 너울성 고파랑은 겨울 계절풍으로 인해 E, ESE 계열로 입사하였고, 조류의 영향으로 해안선과 나

란한 방향으로 층별유속이 진동하였다. 동쪽에서 입사된 파랑은 해안선에 가까워질수록 회절되어 해안선에 

수직하게 입사되었고, 파고가 감쇄되는 현상을 보였다. 쇄파대에서의 흐름은 외해에서 입사된 파랑의 영향

으로 해운대 왼편 동백섬에서는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주로 관측되었고, 미포항 부근의 흐름은 진동

하나 다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패턴을 보였다. 여름철 외해파랑은 SSW, S 계열로 입사하였고, 해

안선에 가까워질수록 해운대 전면 암초로 인해 파고의 감쇄가 크게 보였다. 쇄파대에서의 흐름은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동백섬 부근에서 주로 왼편으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보였다. 포켓비치의 특성으로 토사가 해변

의 좌우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강하나, 해운대 해안의 경우 특히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동백섬에서 

주로 빠져나가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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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서부 지역에서 연안 용승의 세기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크기 구조 변동

신정욱, 조영헌 박진구, 최장근, 강재중, 이상헌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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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Retrieval Algorithms using Geostationary 

Satelli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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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116



Comparison of Hybrid and Multi-band Sea Surface 

Temperature Retrieval Algorithms using Geostationary 

Satellite Data

Hye-Jin Woo1, 2,*, Sung-Rae Chung3, Chu-Yong Chung3, 

Won Chan Jung4

 

117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본 문 :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2017년 2월에 관측된 반시계 

방향의 중규모 소용돌이 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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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ynthetic performance and growth of Caulerpa 

okamurae under varied temperature conditions

김주형1, 이숙연1, 문한비1, 전혜림1, 김광용2

1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Members of the genus Caulerpa normally distributed in sub-tropic region, and only two 

species in this genus are reported in Korean coastal ocean. Recently, seawater warming 

is important factor for introducing sub-tropical invasive seaweeds, and Caulerpa species 

already reported as world worst invasive seaweed as killer algae. Thus ecophysiology in 

Caulerpa genus is quite important to understand invasive mechanisms along the global 

warming. In this study, we evaluate growth and photosynthesis of Caulerpa okamurae 

under five levels of temperature (5, 10, 15, 20 and 25℃) for 2 weeks. Growth and gross 

photosynthesi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under higher temperature condition. 

Significantly, C. okamurae could not grow under low temperature condition (＜15℃). Also, 

maximum quantum yield of PSII was significantly decreased under low temperature 

conditions (＜0.1 under 5℃). These result indicate that ecophysiology of C. okamurae is 

well adapted to higher temperature condition. If winter temperature of Korean coastal 

waters is increase, sub-tropical Caulerpa species could easily extend their distribution, 

and could result in it becoming a more dominant species in the macroalgal habitat as 

ocean temperatures continue to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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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tolerance of Sargassum horneri at the embryo 

and adult stages

김주형1, 이숙연1, 민주희2, 김광용2

1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Numerous Sargassum specie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golden tides around the 

worlds’ coastal ocean. Ecological and economic disturbance may be generated by floating 

Sargassum horneri at the Korean coastal ocean, and disturbance intensity and frequency 

are more accelerated by global warming. S. horneri could extend their population size 

under high temperature conditions, thus physiological mechanisms of adaptation needed to 

be identified under various temperature in order to predict dynamics of the future scale 

of floating S. horneri. Photosynthetic performance was measured using chlorophyll a 

fluorometry (Diving PAM) after 10 days acclimation to five temperature conditions (5, 10, 

15, 20 and 25℃). Effective quantum yield of PSII and rapid light curves (RLCs) was 

measured at the two stages of S. horneri (embryo and adult thallus). Embryo stage 

showed higher effective quantum yield of PSII under high temperature conditions (20 and 

25℃). Otherwise, electron transport rate (ETR) was relatively higher under cold 

conditions. Similarly, highest effective quantum yield of PSII was identified under 25℃ at 

adult thallus, but highest ETR was represented under 10℃ condition. This results indicate 

that S. horneri have similar adaptation mechanisms to various temperature at two different 

life stages. The recruitment of S. horneri at the embryo stage could be accelerated under 

warming conditions. Also adult thallus of S. horneri could maintain their population size 

during floating phase under warming conditions if adult thallus are well adapted to the 

high irradiance, and potentially long-distance dispersal of S. horneri can be predicted with 

the ecological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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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limate change on photosynthesis and growth of 

Sargassum horneri: a mesocosm study

김주형1, 이숙연1, 민주희2, 김광용2

1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Canopy forming alga Sargassum horneri is more receiving the global spotlight as an 

invasive seaweed at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described with “Devil 

weed”. Also coastal area of South Korean and Japan could be negatively impacted by 

floating S. horneri in aspect to fisheries and tourist industries. This species could maintain 

high productivity during floating condition with ecophysiological tolerance to wide range of 

temperature and light intensity. Ecophysiological characteristic of floating S. horneri 

representing that economic and ecological loss may extend to following ocean climate 

condition. Indoor mesocosm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photosynthetic physiology of 

S. horneri at the two life stages (embryo and adult thallus) under various future ocean 

conditions (control: ambient CO2 + ambient temp., acidification: high CO2 + ambient temp., 

warming: ambient CO2 + high temp., and greenhouse: high CO2 + high temp.). We 

measure the chlorophyll a fluorescence using PAM fluorometry (Diving PAM) after 7 days 

acclimation. Photochemical properties of embryo was not largely influenced by elevated 

CO2, otherwise was obviously increased under high temperature conditions. Also, higher 

maximum electron transport rate was identified under warming condition. Similar tendency 

of photosynthetic properties of adult thallus was represented under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 Based on this results, seawater warming create positive ocean conditions for 

photosynthetic performance of S. horneri at embryo and adult stages, but elevated CO2 

influence to counteract the positive physiological effects of seawater warming under 

greenhous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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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e Analysis of Flavobacteriales Bacterium Strain UJ101 Isolated from a 

Xanthid Crab 

 

Hyun-Myung Oh1, Jhung-Ahn Yang1, Junghee Kim1, and Kae Kyoung Kwon2  

1. Departments of Marine-Bio Convergence Science and LED Convergence Engineering, Specialized 

Graduate School Science & Technology Convergen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365 Sinseon-ro, Nam-gu, 

Busan, 48547, Republic of Korea 

2.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PO Box 

29, Ansan, 15627, Republic of Korea 

 

Backgrounds  

Flavobacteriales bacterium strain UJ101 was isolated from a xanthid crab shell collected from East 

Sea of Korea. Here we report the complete genome sequence of strain UJ101 for the study of 

metabolic interaction between UJ101 and its host organism. 

Objectives 

Completed genome of strain UJ101 was compaired to other Flavobacteriales genomes for further 

analysis. 

Methods 

Single molecule real-time technology (PacBio RSII) was used for the single circular chromosome 

that is 3,074,209 base pairs in length and the GC content was 30.74%. The genome of UJ101 

contains 2,698 ORFs with 46 tRNAs and 9 rRNAs genes.  Genomic data were processed by the 

EzCG comparative genomic pipeline by www.chunlab.com with some customizations.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annotated list of genes Embden–Meyerhof and pentose phosphate pathway is 

well conserved, but key enzymes of Entner-Douddoroff pathway were impared. TCA and glyoxylate 

cycle were conserved while carbon fixation and one carbon metabolism were mostly lacking 

except formaldehyde dehydrogenase. UJ101 encodes degradation enzyme including 8 glycosyl 

transferases, 3 amylases, and 8 peptidases. Biosynthetic enzymes for canonical amino acids were 

all conserved. Alcohol and/or organic acid fermentation could not be expected. Genom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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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bacteriales and related groups were chosen for comparative genomic analysis. Strain UJ101 

was compared with bacterial genomes isolated from other marine animals (3 strains from 

invertebrate and 5 strains from fishes). Other related genomes from the same genera were 

included although they were isolated from seawater and marine sediments. UJ101 is deficient in 

biotin metabolism, which was also observed between marine fish dwelling isolates and seawater 

genomes in this study. 

Keywords : Flavobacteria, xanthid crab, nitrogen metabolism, biotin bio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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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of benthic dinoflagellates in Jeju Island, 

Korea 

 

이준백, 김규범, 강수민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A study on the presence of benthic dinoflagellates in the intertidal and 

subtidal zone along the coast of Jeju Island Korea was conducted from 2011 to 

2016. Samples were collected from sand sediments and surface of macroalgae at 

sand beach and subtidal stations. Samples were isolated by shaking method of 

plastic bag or by picking method, and then fixed with 1% formaldehyde or 1% 

Lugol solution. Species identification was done by light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e identified more than 50 benthic dinoflagellates, which are newly 

recorded to Korean waters, belonging to 23 genera such as Amphidiniella, 

Amphidiniopsis, Amphidinium, Bispinodinium, Bysmatrum, Cabra, Coolia, 

Dinothrix, Durinskia, Galeidinium, Gambierdiscus, Gymnodinium, Herdmania, 

Heterocapsa, Katodinium, Ostreopsis, Planodinium, Polykrikos, 

Prorocentrum, Roscoffia, Testudodinium, Thecadinium, and Togula. The 

commonly occurring genera were Amphidinium, Coolia, Ostreopsis, 

Prorocentrum, and Thecadinium. The detailed nomenclature, distribution, 

and illustrations are present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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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results on trophic structures of aquatic 

ecosystems around Nakdong Estuary revealed by stable 

isotope analyses

원남일, 권보민, 허영택, 김동섭

K-water융합연구원 물순환연구소

 

Water management has been an urgent and critical issue since the global 

concerns as water security and water crisis. Korea is one of OECD countries 

suffering from water scarcity. Many water management efforts have been giving 

impacts on water resources condition through both water circulation and 

connectivity. Estuary is the transitionary but final area showing accumulated impacts 

from upstream water managements at the end of the riverine environment. The 

complex and transitionary environment, however, has been left less studied in terms 

of the water connectivity regarding water management efforts. This study describes 

the preliminary results of ecological studies preformed in both Nakdong River and 

Estuary (NRE) in 2016. The NRE biological communities and potential organic 

sources were examined to interpret their trophic structures and inter-ecosystems 

trophic connectivity. Stable isotope analyses were applied for various organisms 

from both riverine and estuarine ecosystems. Stable isotope values of POMs and 

various organisms showed temporal and spatial differences among sampling sites, 

implying that there are variable organic sources and relatively resident ecosystem 

structures. Further long-time studies are needed to elucidate the ecological 

connectivities across the dynamic NR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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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서에 출현한 국내 미기록속 Simonsenia sp.의 

신종가능성

 

성    명(김병석1, 박종규2)

소    속 (1군산대학교 해양학과,2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

Simonsenia속은 형태학적으로 Nitzschia(Hassall)와 Surirella(Turpin)의 중간생물로  S.delognei 

(Lange-Bertalot, 1979)가 처음 분류되면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에 의하면 현재까

지 3종 1아종이 보고되었다(algaebase). 국내에서는 본 연구를 처음으로 보고하며 출현한 2종은 

모두 신종이었다.

시료채집을 위하여 2016년 6월에 신안 양식장 벽면에서 시료를 채집하였고, 12월에 태안군 파도

리에서 모래를 채집하여 Petridish에 담아 왔다. 실험실로 가져와 단일분리 및 배양을 실시하였

고, Hasle and Fryxell(1970) 방법에 따라 규각 세척 후 주사전자현미경(S-4800, Horiba: 

EX-250)으로 관찰하였다. 

신안 양식장에서 발견한 Simonsenia속은 현장시료에서 발견 하였으며 길이 11-12mm, 폭 

1.9-2.1mm이며 transpical ribs/10mm은 26개, stria는 발견되지 않았다. fibulae & fenes- 

trae/10mm는 14개였다. 태안 파도리에서 발견한 Simonsenia는 길이와 폭이 12.8mm, 1.9mm였고 

transpical ribs & fenestrae/10mm는 10개, fibula는 25개다.

Simonsenia는 전자현미경의 출현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해역에서 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 종

이다(Lange-Bertalot 1979, Belcher & Swale 1981, Mikhailow & Makarova 1983). 국내에서 

발견한 S. sp.1과 S. sp.2는 모두 해양종으로 염분 32psu 이상의 환경에서 발견되었다. S. sp.1

은 stira가 관찰되지 않는 특이한 형태를 보였고 S. sp.2는 학계에 알려진 다른 종보다 

transpical ribs와 fenestrae의 개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 sp.1은 양식장 현장시료에서 

발견된 종이라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S. sp.2는 단일 분리 및 배양에 성공하여 

유전자 염기서열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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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서에 출현한 국내 미기록속 Cymbellonitzschia sp.의 

신종가능성

 

성    명(김병석1, 김소연1, 박종규2)

소    속 (1군산대학교 해양학과,2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

Cymbellonitzschia 속은 형태학적으로 Cymbella(C.Agardh)와 Nitzschia(Hassall)의 중간생물로  

C. minima (Hustedt, 1924)가 처음 분류되면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6종이 보고되

었다(algaebase). 국내에서는 본 연구를 처음으로 보고하며 출현한 2종은 모두 신종이었다.

시료채집을 위하여 2016년 2월에 태안군 파도리 모래에서 시료를 채집하였고, 6월에 신안군 엘

도라도리조트 앞에서 모래를 채집하여 Petridish에 담아 왔다. 실험실로 가져와 단일분리 및 배양

을 실시하였고, Hasle and Fryxell(1970) 방법에 따라 규각 세척 후 주사전자현미경(S-4800, 

Horiba: EX-250)으로 관찰하였다.

태안 파도리에서 발견한 Cymbellonitzschia(C. sp.1) 속은 길이 23-24mm, 폭 3.6-4.0mm이며 

stria/10mm는 41-42개, fibulae/10mm는 9-10개였다. 신안에서 발견한 Cymbellonitzschia(C. 

sp2)는 길이와 폭이 47-48mm, 4.0-4.4mm였고 stria/10mm는 40-41개, fibula는 9-10개다.

국내에서 발견한 C. sp.1과 C. sp.2는 모두 해양종으로 염분 32psu 이상의 환경에서 발견되었다. 

C. sp.1은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종들과는 다르게 Central interspace가 존재하였고 C. sp.2는 

길이 47-48mm로 다른 종들(C. diluviana, 5-42mm)보다 더 크고 stria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 sp.1과 C. sp.2는 단일 분리 및 배양에 성공하여 유전자 염기서열을 시행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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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lea 속은 1974년 Simonsen에 의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Haslea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 양 끝에 푸른 색소(Blue pigment)인 Marennine이 존재한다. Haslea는 현재 

algaebase에 37종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분류학적으로 27종이 등록되어 있다(algaebase). 

우리나라의 경우 2종(H. ostrearia, H. spicula)만 보고되어 있다. Haslea 의 형태 특징을 알

아보기 위해 2016년 5월 백사장에서 모래 시료 채집, 2016년 6월 신안, 위미에서 각각 저서 

시료, 해조류를 채집, 2016년 12월 백사장에서 해조류 채집, 2017년 1월에 부안 줄포 지역에

서 저서 시료를 채집하였다. 각각의 시료에서 Haslea 형태를 띈 돌말류를 분리, 배양하여 

SEM으로 세부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총 5종을 관찰하였다. 16년 5월 백사장에서는 

raphe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Amphroid 형 haslea가 출현하였다. 길이는 40.8-42㎛, 폭 

5.2㎛, 10㎛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33-35개, 세로축 방향으로 45개 이다. 반면 

2016년 12월에 관찰된 Haslea sp.2도 Amphroid haslea 형태 이고 길이는 61.2-65.2㎛, 폭 

8.5-11㎛,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24-26, 세로축 방향으로 22-24개 이다. 

이번에 관찰된 Haslea sp.1와 다른 점은 H. sp.2 가 H. sp.1보다 약 2배 정도 길이가 길며 

10㎛ 이내 circa 개수도 다르다. 무엇보다 H. sp.2는 세포 중간에 pseudo-stauros가 있는 반

면 관찰한 종은 pseudo-stauros가 없고 대신 규각이 약간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몇

몇 특징들을 보다 H. sp.2가 Haslea feriarum 이며 H. sp.1은 신종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6년 6월 신안, 위미에서는 방추형 형태를 띄는 Halsea가 관찰되었다. 신안에서 출현한 

Haslea sp.3의 길이는 76.1㎛, 폭 8.2㎛,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30-31개, 

세로축 방향으로 45개이다. 외부 central raphe ending 에 뚜렷한 ridge가 있다, 위미에서 출

현한 Haslea sp.4의 길이는 33.2㎛, 폭 4.7㎛,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42-43개, 세로축 방향으로 40개이다. 2017년 1월 부안 줄포에서 발견된 Haslea sp.5는 

sigmoid 형태이다. 길이는 187.5-188.3㎛, 폭은 22.9-23.2㎛,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

축 방향으로 20-23개, 세로축 방향을 27-28개 이다. 외부 central raphe ending 뚜렷한 

ridge가 있고 외부 raphe ending 이 두 갈래로 나뉘는 전형적인 Haslea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H. sp.5은 Haslea nipkowii 일 가능성이 높다. 추후 정확한 종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sequence를 해야 하며 많은 종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Rhoicosphenia 는 현재 algaebase에 55종이 등록되어 있지만 분류학적으로는 28종

만이 인정되었다 (algaebase). 이 속은 담수, 해양에서 흔히 관찰되는 종이다. Rhoicosphenia

는 heteropolar, isopolar 타입으로 나뉘어지는데 다수의 종들의 Valve는 비대칭(heteropolar)

이이고 isopolar 타입은 오직 R. adolfii, R. genuflexa, R. kloseri, R. pullus 뿐이다(Levkov 

et al, 2010). Gomphonemopsis는 1986년 Gomphonemoid diatom 주제로 처음 학계에 알려

지게 되었고(Medlin, L.K. & Round, F.E.) 현재 6종 중 5종만이 분류학적으로 인정되었다. 

Rhoicospheniaceae에 속하는 생물의 형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12월 파도리에서 해

조류를 채집하였다. 분석 방법은 해조류를 털어서 붙어있는 생물을 단일 분리하였고 규각 세척 

과정을 통해 SEM으로 형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Rhoicosphenia 2종, Gomphonemopsis 1

종을 관찰할 수 있었다. Rhoicosphenia 는 외부 구조의 R-valve, 내부 구조의 D-valve가 존

재한다. Heteropolar 타입인 Rhoicosphenia sp.1의 형태는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 방망이 

모양이다. Raphe가 긴 R-valve 길이는 28.7-32㎛, 폭 2.3-6.2㎛, 10㎛ 이내 stria 개수는 

18-22개이다. Raphe가 짧은 D-valve 길이는 30.1-31.8㎛, 폭 3.0-6.7㎛, 10㎛ 이내 stria 

개수는 18-21개 이다. Raphe가 짧은 D-valve의 길이는 30.1-31.8㎛, 폭 3-6.7㎛, 10㎛이내 

stria 개수는 18-21개 이다. R-valve, D-valve의 stria 구조는 약간 둥근 모양이며 끝으로 갈

수록 stria 배열이 밀집되어 있다. Isopolar 타입인 Rhoicosphenia sp.2 의 형태는 긴 원형이

다. R-valve의 길이는 15.3㎛, 폭 2.6㎛, 10㎛ 이내 stria 개수는 15-24개 이다. D-valve의 

길이는 15.5-16.2㎛, 폭은 3.1-3.4㎛, 10㎛ 이내 stria 개수는 18-23개 이다. Isopolar 타입 

종들의 문헌들을 비교해였을 때 담수에서 발견되었던 R. pullus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자료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R-valve, D-valve의 10㎛ 이내 stria 개수가 R. sp.2가 더 많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종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유전자 분석을 하여 좀 더 분석할 필요성

이 있다. Gomphonemopsis sp.1은 heteropolar 타입으로 길이 20.3-21.2㎛, 폭 2.8-4.3㎛, 

10㎛ 이내 stria 개수는 20-24개 이다. stria 배열 구조는 위로 갈수록 긴 타원형 형태이다. 

외부 구조에서 central raphe ending 중심으로 stria가 있고 central area가 없다. 형태적으로

는 G. exigua와 비슷하지만 유전자 분석을 하여 정확한 종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2017년 4월 19일(수)~20일(목) / 부산 BEXCO 

174



 Haslea 속은 1974년 Simonsen에 의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Haslea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 양 끝에 푸른 색소(Blue pigment)인 Marennine이 존재한다. Haslea는 현재 

algaebase에 37종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분류학적으로 27종이 등록되어 있다(algaebase). 

우리나라의 경우 2종(H. ostrearia, H. spicula)만 보고되어 있다. Haslea 의 형태 특징을 알

아보기 위해 2016년 5월 백사장에서 모래 시료 채집, 2016년 6월 신안, 위미에서 각각 저서 

시료, 해조류를 채집, 2016년 12월 백사장에서 해조류 채집, 2017년 1월에 부안 줄포 지역에

서 저서 시료를 채집하였다. 각각의 시료에서 Haslea 형태를 띈 돌말류를 분리, 배양하여 

SEM으로 세부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총 5종을 관찰하였다. 16년 5월 백사장에서는 

raphe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Amphroid 형 haslea가 출현하였다. 길이는 40.8-42㎛, 폭 

5.2㎛, 10㎛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33-35개, 세로축 방향으로 45개 이다. 반면 

2016년 12월에 관찰된 Haslea sp.2도 Amphroid haslea 형태 이고 길이는 61.2-65.2㎛, 폭 

8.5-11㎛,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24-26, 세로축 방향으로 22-24개 이다. 

이번에 관찰된 Haslea sp.1와 다른 점은 H. sp.2 가 H. sp.1보다 약 2배 정도 길이가 길며 

10㎛ 이내 circa 개수도 다르다. 무엇보다 H. sp.2는 세포 중간에 pseudo-stauros가 있는 반

면 관찰한 종은 pseudo-stauros가 없고 대신 규각이 약간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몇

몇 특징들을 보다 H. sp.2가 Haslea feriarum 이며 H. sp.1은 신종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6년 6월 신안, 위미에서는 방추형 형태를 띄는 Halsea가 관찰되었다. 신안에서 출현한 

Haslea sp.3의 길이는 76.1㎛, 폭 8.2㎛,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30-31개, 

세로축 방향으로 45개이다. 외부 central raphe ending 에 뚜렷한 ridge가 있다, 위미에서 출

현한 Haslea sp.4의 길이는 33.2㎛, 폭 4.7㎛,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42-43개, 세로축 방향으로 40개이다. 2017년 1월 부안 줄포에서 발견된 Haslea sp.5는 

sigmoid 형태이다. 길이는 187.5-188.3㎛, 폭은 22.9-23.2㎛,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

축 방향으로 20-23개, 세로축 방향을 27-28개 이다. 외부 central raphe ending 뚜렷한 

ridge가 있고 외부 raphe ending 이 두 갈래로 나뉘는 전형적인 Haslea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H. sp.5은 Haslea nipkowii 일 가능성이 높다. 추후 정확한 종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sequence를 해야 하며 많은 종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Rhoicosphenia 는 현재 algaebase에 55종이 등록되어 있지만 분류학적으로는 28종

만이 인정되었다 (algaebase). 이 속은 담수, 해양에서 흔히 관찰되는 종이다. Rhoicosphenia

는 heteropolar, isopolar 타입으로 나뉘어지는데 다수의 종들의 Valve는 비대칭(heteropolar)

이이고 isopolar 타입은 오직 R. adolfii, R. genuflexa, R. kloseri, R. pullus 뿐이다(Levkov 

et al, 2010). Gomphonemopsis는 1986년 Gomphonemoid diatom 주제로 처음 학계에 알려

지게 되었고(Medlin, L.K. & Round, F.E.) 현재 6종 중 5종만이 분류학적으로 인정되었다. 

Rhoicospheniaceae에 속하는 생물의 형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12월 파도리에서 해

조류를 채집하였다. 분석 방법은 해조류를 털어서 붙어있는 생물을 단일 분리하였고 규각 세척 

과정을 통해 SEM으로 형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Rhoicosphenia 2종, Gomphonemopsis 1

종을 관찰할 수 있었다. Rhoicosphenia 는 외부 구조의 R-valve, 내부 구조의 D-valve가 존

재한다. Heteropolar 타입인 Rhoicosphenia sp.1의 형태는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 방망이 

모양이다. Raphe가 긴 R-valve 길이는 28.7-32㎛, 폭 2.3-6.2㎛, 10㎛ 이내 stria 개수는 

18-22개이다. Raphe가 짧은 D-valve 길이는 30.1-31.8㎛, 폭 3.0-6.7㎛, 10㎛ 이내 stria 

개수는 18-21개 이다. Raphe가 짧은 D-valve의 길이는 30.1-31.8㎛, 폭 3-6.7㎛, 10㎛이내 

stria 개수는 18-21개 이다. R-valve, D-valve의 stria 구조는 약간 둥근 모양이며 끝으로 갈

수록 stria 배열이 밀집되어 있다. Isopolar 타입인 Rhoicosphenia sp.2 의 형태는 긴 원형이

다. R-valve의 길이는 15.3㎛, 폭 2.6㎛, 10㎛ 이내 stria 개수는 15-24개 이다. D-valve의 

길이는 15.5-16.2㎛, 폭은 3.1-3.4㎛, 10㎛ 이내 stria 개수는 18-23개 이다. Isopolar 타입 

종들의 문헌들을 비교해였을 때 담수에서 발견되었던 R. pullus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자료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R-valve, D-valve의 10㎛ 이내 stria 개수가 R. sp.2가 더 많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종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유전자 분석을 하여 좀 더 분석할 필요성

이 있다. Gomphonemopsis sp.1은 heteropolar 타입으로 길이 20.3-21.2㎛, 폭 2.8-4.3㎛, 

10㎛ 이내 stria 개수는 20-24개 이다. stria 배열 구조는 위로 갈수록 긴 타원형 형태이다. 

외부 구조에서 central raphe ending 중심으로 stria가 있고 central area가 없다. 형태적으로

는 G. exigua와 비슷하지만 유전자 분석을 하여 정확한 종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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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lea 속은 1974년 Simonsen에 의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Haslea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 양 끝에 푸른 색소(Blue pigment)인 Marennine이 존재한다. Haslea는 현재 

algaebase에 37종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분류학적으로 27종이 등록되어 있다(algaebase). 

우리나라의 경우 2종(H. ostrearia, H. spicula)만 보고되어 있다. Haslea 의 형태 특징을 알

아보기 위해 2016년 5월 백사장에서 모래 시료 채집, 2016년 6월 신안, 위미에서 각각 저서 

시료, 해조류를 채집, 2016년 12월 백사장에서 해조류 채집, 2017년 1월에 부안 줄포 지역에

서 저서 시료를 채집하였다. 각각의 시료에서 Haslea 형태를 띈 돌말류를 분리, 배양하여 

SEM으로 세부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총 5종을 관찰하였다. 16년 5월 백사장에서는 

raphe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Amphroid 형 haslea가 출현하였다. 길이는 40.8-42㎛, 폭 

5.2㎛, 10㎛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33-35개, 세로축 방향으로 45개 이다. 반면 

2016년 12월에 관찰된 Haslea sp.2도 Amphroid haslea 형태 이고 길이는 61.2-65.2㎛, 폭 

8.5-11㎛,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24-26, 세로축 방향으로 22-24개 이다. 

이번에 관찰된 Haslea sp.1와 다른 점은 H. sp.2 가 H. sp.1보다 약 2배 정도 길이가 길며 

10㎛ 이내 circa 개수도 다르다. 무엇보다 H. sp.2는 세포 중간에 pseudo-stauros가 있는 반

면 관찰한 종은 pseudo-stauros가 없고 대신 규각이 약간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몇

몇 특징들을 보다 H. sp.2가 Haslea feriarum 이며 H. sp.1은 신종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6년 6월 신안, 위미에서는 방추형 형태를 띄는 Halsea가 관찰되었다. 신안에서 출현한 

Haslea sp.3의 길이는 76.1㎛, 폭 8.2㎛,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30-31개, 

세로축 방향으로 45개이다. 외부 central raphe ending 에 뚜렷한 ridge가 있다, 위미에서 출

현한 Haslea sp.4의 길이는 33.2㎛, 폭 4.7㎛,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42-43개, 세로축 방향으로 40개이다. 2017년 1월 부안 줄포에서 발견된 Haslea sp.5는 

sigmoid 형태이다. 길이는 187.5-188.3㎛, 폭은 22.9-23.2㎛,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

축 방향으로 20-23개, 세로축 방향을 27-28개 이다. 외부 central raphe ending 뚜렷한 

ridge가 있고 외부 raphe ending 이 두 갈래로 나뉘는 전형적인 Haslea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H. sp.5은 Haslea nipkowii 일 가능성이 높다. 추후 정확한 종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sequence를 해야 하며 많은 종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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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lea 속은 1974년 Simonsen에 의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Haslea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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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축 방향으로 24-26, 세로축 방향으로 22-24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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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개, 세로축 방향으로 40개이다. 2017년 1월 부안 줄포에서 발견된 Haslea sp.5는 

sigmoid 형태이다. 길이는 187.5-188.3㎛, 폭은 22.9-23.2㎛, 10㎛ 이내 circa 개수는 가로

축 방향으로 20-23개, 세로축 방향을 27-28개 이다. 외부 central raphe ending 뚜렷한 

ridge가 있고 외부 raphe ending 이 두 갈래로 나뉘는 전형적인 Haslea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H. sp.5은 Haslea nipkowii 일 가능성이 높다. 추후 정확한 종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sequence를 해야 하며 많은 종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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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genetic evidence for resource partitioning of calanoid 

copepods

임동훈, 서해립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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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pecies of the genus Thalassironus was found from Southeast coast of Korea during a 
survey of the offshore marine ecosystem. The genus Thalassironus was first established by De 
Man in 1889 with type species Thalassironus britannicus. The genus Thalassironus shares 
most morphological traits with the genus Parironus Micolestzky, 1930 but its key 
differentiating trait is that caudal glands are present in Thalassironus while absent in 
Parironus. Some key characteristics of Thalassironus include smooth or annulated cutical, 
buccal cavity with three teeth, 10 cephalic setae, short conical tail with caudal glands present. 
Eight species of Thalassironus have been described to this date,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e 
species have been recorded in Korea. The new species is the most similar to T. bipartitus 
from Gulf of Ancud, Chile, however it differs from the new species in that it does not 
mention or depict a supplementary organ, which a very distinct character in T. sp. 1. Unlike 
T. britannicus from St. Mary’s, England and T. jungi from South Africa, the new species does 
not have cervical setae. Gubernaculum is also comparatively more robust in the new species 
than it is in T. americanus from Grand Lagoon, Florida, T. bisetosus from Gulf of Lion, 
France and T. thalalassinus from St. Andrew Bay, Florida. Additionally, T. lynnae from St. 
Andrew Bay, Florida has a long narrow tail, whereas the new species has short and filiform 
tail. Emended diagnosis of the genus as well as pictorial key to the genus Thalassironus 
species identification ar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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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 Emended diagnosis of the genus as well as pictorial key to the genus Thalassir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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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및 남해 전선역에서의 중형저서동물 군집분포 

특성

오제혁, 강태욱, 신아영, 김동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기반연구센터

동중국해 장강저염수 확장 및 남해안에 형성되는 전선역과 관련하여 이들 해양과정이 영향

을 미치는 해당해역에서의 중형저서생물 군집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에 위치한 남해역과 동중국해에서 2016년 4월과 8월에 총 17개 정점

에서 퇴적물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분석결과, 여름철 장강이 확장되는 부근에 근접하는 

정점과 쿠로시오 난류가 북상하는 정점에서 중형저서생물은 높은 서식밀도 분포를 나타내

었다. 특히 전체 서식밀도를 좌우하는 최대 주요 분류군인 선충류는 남해 전선역과 제주근

해, 쿠로시오 난류가 북상하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우점하는 분류군인 저서

성요각류는 남해 전선역에서는 낮은 서식밀도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장강유입 지역과 쿠로

시오 난류 북상 지역에서는 뚜렷하게 높은 서식밀도 분포양상을 보여주었다. 남해역과 동중

국해에서의 중형저서생물의 분류군 다양도는 외해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남해 전

선역과 제주 북쪽 연안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중형저서생물의 종 다양도는 조사된 대

부분의 정점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초기 연구진입 단계로서 향후 해당지역

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조사 및 분석에 따라 여러수괴가 공존하는 우리나라 남해역에서의 

해양과정 및 환경의 변화가 저서동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파악

하고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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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future climate conditions on photosynthetic 
use of inorganic carbon by geniculate coralline alga 

Corallina sp.

민주희¹, 이숙연², 김주형², 김광용¹ 

¹전남대학교 해양학과
²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μ μ

⁻ 
⁻ 

⁻
⁻ 

2015년 발생한 갈조는 평년과 달리 한반도에 대량 유입되었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

는 COMS/GOCI NDVI 영상을 이용하여 2015년 발생한 갈조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갈조는 2월 7일 

Zhejiang 앞 동중국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갈조는 주로 북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로 흘러갔으며 4월 

25일 최대로 관측되었다. 이것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동·서·남해에 모두 유입되고, 시간이 지날수

록 황해로 많은 양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5월 25일에 마지막으로 관측되었다. NOAA/AVHRR 수온영상

에서 쿠로시해류와 갈조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쿠로시오의 변동이 갈조의 이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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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lin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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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생한 갈조는 평년과 달리 한반도에 대량 유입되었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

는 COMS/GOCI NDVI 영상을 이용하여 2015년 발생한 갈조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갈조는 2월 7일 

Zhejiang 앞 동중국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갈조는 주로 북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로 흘러갔으며 4월 

25일 최대로 관측되었다. 이것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동·서·남해에 모두 유입되고, 시간이 지날수

록 황해로 많은 양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5월 25일에 마지막으로 관측되었다. NOAA/AVHRR 수온영상

에서 쿠로시해류와 갈조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쿠로시오의 변동이 갈조의 이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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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il-suspended particulate matter aggregations (OSAs) could be applied for fast and effective 
response to oil spill accidents because OSAs were not as adhesive to the seashore as crude oil and 
the oil-water contact area is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the formation. Although oil dispersion 
and biodegradation would be greatly enhanced by the OSAs formation, its possible adverse effects 
on benthic organisms were little known. In the present study, we evaluated acute bioaccumulation 
and depura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to soft tissue of two bivalves (soft 
tissue of manila clam and oyster) with three oil derived elements; water accommodated fraction 
(WAF), oil-spiked diet, and OSAs. Additionally, we also evaluated the PAHs bioaccumulation to 
soft tissue of sulf clam by long-term feeding of OSAs (3-day intervals) for 60 days. The result of 
the acute experiment showed that OSAs were the most critical element for bioaccumulation of 
PAHs in comparison with WAF and oil-spiked diet. Meanwhile, the long-term experiment showed 
that the total PAHs rapidly increased at first week, peaked at day 7, and then gradually decreased 
in the following days until day 60. The PAHs concentration in the soft tissue of sulf clam were 
observed in different tendencies between low (2-3 rings) and high (4-6 rings) molecular weight 
PAHs. These results could imply that 1) PAHs bioaccumulation by a diet-borne rather than 
water-borne (OSAs > WAF) could be the most critical pathway to bivalves, 2) molecular weight 
could be a key factor controlling the depuration time of PAHs, and 3) in the long-term OSAs 
exposure, an existence of PAHs reduction mechanism in the experiment. In this stud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SAs feeding experiment was the first lab-experiment to evaluate its adverse effect, 
thus more careful application of OSAs technique for oil spill clean-up could be considered in the 
benthic ecosystem.

Both authors parallel work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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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and temporal dynamics of microphytobenthos 
in intertidal fl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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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ABSTRACT
 Microphytobenthos (MPB) as the primary producer in intertidal ecosystems, is very variable in 
space and time. To understand the spatio-temporal dynamics of intertidal MPB, benthic chlorophyll 
a, pheopigments, and sediment properties were evaluated in Sunjae (sandy), Daebu (muddy), and 
Yeocha-Ri (muddy) tidal flats from 2009 to 2015 at 220 stations. The chl a concentr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altitude in the tidal channel in Daebu mudflat meanwhile in Sunjae sandflat, 
it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decreased following coast to outer sea. Although, similar gradients 
were observed in Yeoch-Ri mudflat during spring, diminished in summer. In addition, correlations 
between chl a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distinct in spring (Pheopigment: R2=0.939, Loss of 
ignition (LOI): R2=0.837, Mud Contents (MC): R2=0.899, Medidan Grain size (MG): R2=0.636, 
p<0.05) but not in summer. Within-day variations of chl a showed increasing and decreasing 
patterns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respectively. Although, seasonal variations of chl a were 
irregular in the sandflat, a constant patterns increasing in spring were observed in mudflats. While 
annual average chl a concentrations were similar among study areas regardless of sedimentary 
environment (SD=3.25 mg m-2). It was noted that this study implied spatial dynamics of MPB in 
intertidal falt were related to variation of altitude on tidal channel, LOI, MC and MG and the 
correlations also were depended on seasonal variation. Insolation and temperature as prime factors 
for MPB temporal dynamics, were associated with seasonal variation and exposure time.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ocean@snu.ac.kr (J.S. K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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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uspended sediment on oxygen consumption rate 
of marine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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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uspended sediment (SS) on aquatic organisms have been frequently studied 
worldwide over the several decades.  SS originating from various human activities such as dredging, 
reclamation, construction, mining could lead to water quality deterioration.  Moreover, great 
concentrations of SS could (in)directly influence adverse effects on various aquatic organisms 
including plankton, invertebrates, aquatic plants, and fish.  Although the effects of SS on fish have 
been previously reported in many studies, standardization of endemic of local species seemed to be 
of great challenge due to the variations in ecologic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many 
environmental aspects including concentrationm varying life-stages of fish and species would be all 
important (a)biotic parameters being tested.  Of note, several standardized endpoints including 
foraging rate, growth rate, mortality, gill biopsy, and cortisol measurement have been suggested, 
while oxygen consumption rate was lesser studied.  In the present study we aimed to address the 
adverse biological effects of SS using four commercial fishes(Paralichthys olivaceus, Oplegnathus 
fasciatus, Sebastes schlegelii, Acanthopagrus schlegelii) in Korea, commercial fishery resources in 
Korea.  The 12 h of exposure was implemented at 0, 125, 250, 500, 1000, 2000, 4000 mg L-1 and 
dose-response relationships between SS.  Not surprisingly, the oxygen consumption rate gradually 
decreased as SS concentration increased, showing the clear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note, the 
oxygen consumption rate rapidly increased immediately after input SS, which indicated that fish got 
stressed by exceeded SS.  Then oxygen consumption rate turned to decrease below that in control 
treatment till the end of 12 hours of exposure, possibly due to the gill clogging.  Further study 
planned to measure other endpoints including histopathological tissue analysis which help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oxygen consumption behavior of fish against elevated SS exposure in 
aquatic system.  

Both authors parallel work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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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의 근구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와 

기수식용해파리(Rhopilema esculentum)의 지역별 개체군의 

유전적 구조에 관한 연구

장수정1, 윤원득2, 채진호2, 허승1, 최광호1, 김수암3

1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2해양환경연구소, 3부경대학교 해양생물학과

   해파리강 근구해파리목에 속하는 해파리는 우산이 크고, 부속지의 구멍으로 플랑크톤을 흡수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가공되어 수출입 되는 해파리가 대부분 근구해파리에 속한다. 한국 연근해에

는 두 종의 근구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 와 기수식용해파리(Rhopilema 

esculentum)가 서식하고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우산크기가 2m에 달하는 대형종으로 동중국해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고, 황해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여, 대한 해협과 동해를 지나서 일본해역까지 천 km 이상을 이동하여 분포하

는 근해종이다. 기수식용해파리는 발해만, 요동반도, 산둥반도, 한국의 강화지역과 무안지역에서도 출

현하고 남중국해와 일본에서도 출현하고 있는 종으로 강하구에서 발생하여 서식하는 연안종으로 알려

져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동중국해북부, 제주, 황해중앙부, 인천, 서해중부(군산, 흑산도), 남해, 동해에서 

2007-2010년 채집하였고, 기수식용해파리는 2015년 강화와 무안탄도만에서 지역별로 20-40개체를 

채집하여, 지역별 개체군들의 유전적 구조를 확인하기위해 미토콘드리아 COI 과 16S를 증폭하여 염

기서열을 확인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채집한 해파리 집단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해중부연안과 한국의 남해, 동해, 황해북부, 인천 순으로 다양성이 낮았다. 동중국해의 노무라입깃해

파리의 유전적 구조는 매년 큰 변화가 없었지만, 황해중앙부의 유전적 조성은 매년 큰 차이가 있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중국해 북부지역에 유전자 풀이 거대한 발생지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수식

용해파리는 강화지역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고, 무안 탄도만 지역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이 

낮았다. 유전자형 관계도만으로는 탄도만 지역 기수식용해파리 개체군이 강화지역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강화지역은 기수식용해파리의 출현량이 매년 일정하고, 무안 탄도만은 출현량의 변동이   

큰데, 강화지역 개체군의 높은 유전적 다양성이 안정적인 개체군 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

다.  

문 단 모 양 여 백 주 기 

왼쪽여백 0

오른여백 0

들여쓰기 0

줄 간 격 160

문단  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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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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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variations of mangrove primary productivity in Australia 
and Cambodia: Variations between local and reg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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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primary productivity (PP) of mangrove was investigated on local and regional scale in the Gold 
Coast, Australia and Kampong Smach, Cambodia. Mangrove is the only known woody halophyte 
and has been studied world-widely due to its ecological significance in coastal ecosystem. 
Nevertheless, mangrove PP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and there is few case study in these region. 
This study estimated mangrove PP with following; 1) light intensity variations (outer and inner 
canopy), 2) species differences in each location, and 3) regional PP variation with same species. 
Measurements of the PP were performed using pulse amplitude-modulated fluorometer (Junior-PAM, 
Walz, Germany). The result showed that maximum electron transport rate (ETRm) in the outer 
canopy was approximately 2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inner canopy (ETRm in sandy 
Tallebudgera Creek, muddy Tallebudgera Creek, and Currumbin Creek was 2.3, 1.8, 2.3 times 
greater, respectively). Also, ETRm was 1.5 times increased after rain (rain: 141 μmol e- m-2 s-1; 
after rain: 226 μmol e- m-2 s-1). These difference that PP was low in covered area might be 
explained by light attenuation as mangrove canopy and/or cloud. However, effective quantum yield 
at the same trees showed reverse state against ETRm results. Variations of PP among mangrove 
species were not distinguished in Tallebudgera Creek, but the difference was shown in Phil Hill 
Park and Kampong Smach multiple-use zone. Areal variations were not different in Gold Coast, but 
the variations were appeared in Kampong Smach multiple-use zone. This study could suggest the 
range of the PP and provide baseline data for PP of mangrove in Australia and Cambodi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ocean@snu.ac.kr (J.S. K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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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척치분지(Chukchi Basin)에서 발견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마운드(gas hydrate mound)와 그 성인에 대한 예비연구결과

김영균1, 김형준2, 김수관2,3, 이임교2, 김지훈4, 이동헌5, 강승구2, 진영근2

1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2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3UST 극지과학전공, 
4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부, 5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δ

2. 이동헌 외, 2017. 북극해 척치분지(Chuckchi basin) 코어퇴적물에서의 메탄 관련 지질생체지표

(methane-related lipid biomarkers) 분포 연구. 한국해양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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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모바일라이다를 이용한 

강릉시 안목-송정해변 해안선 변화 측량

김창환, 김현욱, 김원혁, 도종대, 이태경, 이명훈, 최순영, 박찬홍, 박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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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척치분지(Chukchi basin) 코어퇴적물에서의 메탄 관련 

지질생체지표(methane-related lipid biomarkers) 분포 연구 

이동헌1, 진영근2, 김정현3, 김영균4, 강승구2, 신경훈1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3극지연구소 

극지고해양연구부, 4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2016년 아라온호를 이용한 북극해 탐사(ARA07C)를 통해 척치분지 동쪽(75.6800N, 169.7365W, 수

심 610 m)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231 – 235 cm)가 내포된 중력코어(ARA07C_GC_ST13; 길이 235 

cm)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해 척치분지 내 메탄 순환과 관계된 생지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코어 ARA07C_GC_ST13의 퇴적물을 약 10-15 cm 간격으로 채집하였다. 또한 같은 코어에 분

포하고 있는 5개의 탄산염 광물(46-50 cm, 52-57 cm, 80-88 cm, 127-133 cm, 183 cm)도 채집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특정 코어깊이(0 cm, 42 cm, 47 cm, 77 cm, 110 cm, 118 cm, 172 

cm)의 퇴적물(n=7)과 탄산염 광물(n=5)에서 메탄관련 미생물이 생산하는 특정 지질생체지표들

(crocetane, PMI, archaeol, OH-archaeol, GDGTs)을 GC, GC-MS, LC-MS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또

한 GC-IRMS를 사용하여 메탄관련 지질생체지표들의 δ13C 값을 얻었다. 이들의 농도는 특정 코어퇴적구

간(118 cm) 및 탄산염 광물(183 cm)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가벼운 δ13C 값(–93.2‰ ~ 

–85.5‰)을 보였다. 이러한 유기지화학적 결과는 이 구간에서 메탄관련 미생물에 의해 산화된 메탄의 기

원이 심부기원(thermogenic source) 임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극해 

척치분지에서 채집한 코어퇴적물과 탄산염 광물 분석을 통해 메탄관련 지질생체지표 분포 및 산화된 메

탄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좀 더 자세한 지질학적, 지화학적, 미생물 군집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미생물이 메탄의 산화기작에 기여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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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수역의 수질개선기술 개발

: 준설펌프를 이용한 강제순환 기술 

양재삼, 이동기, 조민균, 최현수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지난 50년간 공업, 농업용수 확보 및 물류를 위해 200여개의 방조제와 항만, 항로가 건설되

었으며 최근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인공수역 조성되었다. 하지만, 조성된 수역 중 항

만, 항로 등을 제외한 중/소형 수역은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중/소형 수역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층에 유기물을 포함한 퇴적물이 쌓였고 이로 인해 수역의 수질이 악화되

었으며 계절에 따라 빈산소층, 녹/적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초음파를 이용하여 녹/적조를 제거하거나 표층과 저층의 물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통하여 

수역의 수질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술 적용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순환방식으로 오염의 원인이 되는 저층의 오염된 퇴적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

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중/소형에 적용이 가능한 수질개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소형 준

설펌프를 이용한 조립식/부류식 준설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본 기술은 부류식 푼툰에 포함된 

준설펌프를 이용하여 수질 오염의 원인인 저층의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고 푼툰 위에 설치된 

모래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역의 표층

과 저층을 순환시켜 저층에 산소를 공급하며 작업 중 발생한 SS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류의 발

생을 억제한다. 본 기술의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25 ㎥ 규모의 양식장에서 8일간 

수질개선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질개선 실험 결과 양식장의 DO는 0.58 mg/L에서 4.15 mg/L로 인산염은 14.18 ㎍/L에서 

9.35 ㎍/L로, 공극수 중 암모니아가 44.18 mg/L에서 12.68 mg/L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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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펌프를 이용한 조립식/부류식 준설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본 기술은 부류식 푼툰에 포함된 

준설펌프를 이용하여 수질 오염의 원인인 저층의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고 푼툰 위에 설치된 

모래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역의 표층

과 저층을 순환시켜 저층에 산소를 공급하며 작업 중 발생한 SS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류의 발

생을 억제한다. 본 기술의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25 ㎥ 규모의 양식장에서 8일간 

수질개선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질개선 실험 결과 양식장의 DO는 0.58 mg/L에서 4.15 mg/L로 인산염은 14.18 ㎍/L에서 

9.35 ㎍/L로, 공극수 중 암모니아가 44.18 mg/L에서 12.68 mg/L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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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해안의 사광산 희토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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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전자 등 최첨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희토류라는 희귀 금속 물질들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고효율 에너지

원으로 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오

랜 시간 연구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토류들은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따른 문제와 같이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게도 닥친다면 국내 관련 산

업에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암석권을 토대로 조사한 과거의 보고서 및 논문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의 지리

적 조건을 선정하였다. 석산, 하천이 강으로 유입되는 혼류지점, 큰 강이 굽어지는 

지점, 강이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지점 등을 찾아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120여 

곳 150여 개 시료를 채취하고 ICP-MS로 분석(Ce, Nd, Dy, Th, U)하였다.

      농도 분포는 Ce(5~100ppm), Nd(5~80ppm), Dy(1~8ppm), Th(2~30ppm), 

U(1~8ppm)으로 조사되었으며, 서해안 지역 희토류 분포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희토류의 유입경로 및 기원 등을 파악하여 희토류 매장량의 

추정이 가능 할 것이며 국내 희토류 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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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ates of sunken ships were analyzed through diverse imagery data 
processing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multi beam echo sounder. Analyzed the changes in 
the state of the sinking ship and the surrounding terrain by comparing with previous survey 
data. The raw data obtained from multi beam echo sounder were subjected to various image 
analysis after tidal correction and removing errors. 3D, hillshade, slop, cross-sectional analysis 
were able to infer the elevation of the sunken ship, the surrounding depth and the seafloor 
topography. Through the survey of submarine environment data(tidal current, sediment, water 
temperature) around the hull, it was possible to deduce submarine erosion and sedimentation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unken ships. 
  Analysis of the states of sunken ships is basic data such as analysis of structural safety 
of sunken ships and analysis of residual fuel outflow and possibility of marine pollution 
around the ship,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accurate and various precision image 
analysi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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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RELAXATION-TIME LATTICE BOLTZMANN SIMULATION FLOW OVER 

A CIRCULAR CYLINDER 

 

Rho-Taek Jung, Thel Su Su Nyein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ABSTRACT 

In this paper, the Single Relaxation Time Lattice Boltzmann Method (SRT-LBM) is applied to study. Two-

Dimensional viscous flow past a circular cylinder confined in a channel has been used for simulation. Computations are carried 

out for different Reynolds numbers. Lattice Boltzmann equations using single relaxation times are intended to be unstable at low 

viscosities. 

Keywords: Lattice Boltzmann Method, Single-Relaxation-Time, 2D circular cylinder  

 

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Lattice Boltzmann method (LBM) has emerged as a powerful competitor for convent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ethods [1]. The lattice Bhatnagar–Gross–Krook (BGK) model [2], based on a single-

relaxation-time approximation, is the simplest and the most widely known model because of its simplicity. 

Flow past a circular cylinder confined in a channel has been used to study. Because it is a very interesting problem 

which has been studied by several researchers experimentally and numerically.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presents the Single-Relaxation-Time (SRT) BKG lattice 

Boltzmann method. Results and discussions are presented in Section 3. 

 

2. Lattice Boltzmann Method 

The Single-Relaxation-Time Bhatnagar-Gross-Krook (BKG) model which is the most popular LBM, is given as 

follows [3-5]: 

𝑓𝑓𝑖𝑖(�⃗�𝑥 + 𝑒𝑒∆𝑡𝑡, 𝑡𝑡 + ∆𝑡𝑡) − 𝑓𝑓𝑖𝑖(�⃗�𝑥, 𝑡𝑡) =  − 1
𝜏𝜏  [ 𝑓𝑓𝑖𝑖(�⃗�𝑥, 𝑡𝑡) − 𝑓𝑓𝑖𝑖

𝑒𝑒𝑒𝑒(�⃗�𝑥, 𝑡𝑡)]   (1) 

where 𝑓𝑓𝑖𝑖(�⃗�𝑥, 𝑡𝑡) and 𝑓𝑓𝑖𝑖
𝑒𝑒𝑒𝑒(�⃗�𝑥, 𝑡𝑡) are the particle distribution function and equilibrium particle distribution function along the ith 

direction respectively. ∆𝑡𝑡 is the advancing time step. 𝜏𝜏 is the collision relaxation time parameter. And 𝑒𝑒  is a discrete velocity 

vector. For 2D problem considered in this work, the two-dimensional nine-velocity (D2Q9) lattice is employed. The D2Q9 model 

has nine discrete velocities (Fig.1). One zero rest velocity in the center, four velocities pointing towards the neighbouring cel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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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 and another four velocities towards the diagonal neighbours. These velocities are therefore 

defined as: 

ei =

{
 

 (0,0),                                                𝑖𝑖 = 0,
(cos [(𝑖𝑖−1)𝜋𝜋2 ] , sin [(𝑖𝑖−1)𝜋𝜋2 ])𝑐𝑐,              𝑖𝑖 = 1~4,

(cos [(2𝑖𝑖−9)𝜋𝜋4 ] , sin [(2𝑖𝑖−9)𝜋𝜋4 ])√2𝑐𝑐,      𝑖𝑖 = 5~8,
 

where c=δx/δt is the lattice speed with δt and δx being the discrete time step and lattice spacing, respectively. The lattice speed c is 

set to be 1 (δx=δt) in this work. The key steps in LBM are the collision step and streaming step. 

collision step: 𝑓𝑓𝑖𝑖∗(�⃗�𝑥, 𝑡𝑡 + ∆𝑡𝑡) = 𝑓𝑓𝑖𝑖(�⃗�𝑥, 𝑡𝑡) −
1
𝜏𝜏  [ 𝑓𝑓𝑖𝑖(�⃗�𝑥, 𝑡𝑡) − 𝑓𝑓𝑖𝑖

𝑒𝑒𝑒𝑒(�⃗�𝑥, 𝑡𝑡)] 

streaming step: 𝑓𝑓𝑖𝑖(�⃗�𝑥 + 𝑒𝑒∆𝑡𝑡, 𝑡𝑡 + ∆𝑡𝑡) = 𝑓𝑓𝑖𝑖∗(�⃗�𝑥, 𝑡𝑡 + ∆𝑡𝑡) 

* denotes the post-collision values. 

 

Fig.1. The discrete velocities for D2Q9 model 

 

Fig.2.  shows how the streaming step takes place for the interior nodes. 

The equilibrium distribution functions are given by 

𝑓𝑓𝑖𝑖
𝑒𝑒𝑒𝑒(�⃗�𝑥, 𝑡𝑡) =  𝜌𝜌𝑤𝑤𝑖𝑖 [1 +

3
𝑐𝑐2 𝑒𝑒𝑖𝑖. �⃗⃗�𝑢 +

9
2𝑐𝑐4 (𝑒𝑒𝑖𝑖. �⃗⃗�𝑢)

2 − 3
2𝑐𝑐2 �⃗⃗�𝑢. �⃗⃗�𝑢]   (2) 

where �⃗⃗�𝑢 is the fluid velocity. wi are weighting factors for different directions and define as 

𝑤𝑤𝑖𝑖 =  

{
 
 

 
 4
9 ,                  𝑖𝑖 = 0
1
9 , 𝑖𝑖 = 1,2,3,4
1
36 , 𝑖𝑖 = 5,6,7,8

 

The density ρ of the fluid inside a cell is defined by  

ρ = ∑  8
𝑖𝑖=0  fi       (3) 

And velocity can be computed simply by moment integration as 

ρu = ∑  8
𝑖𝑖=0 𝑒𝑒𝑖𝑖  fi       (4) 

The relaxation time is related to the kinematics viscosity by 

𝜏𝜏 =  6 ѵ+12       (5) 

 

3. Results and Discussions 

A two-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 analysis code is developed for SRT Lattice Boltzmann Method. For this 

simulation, a channel having domain size of 563×104 is used. A geometry sketch of the flow past a circular cylinder confined in a 

channel is shown in fig. 3. The present problem has a circular cylinder with diameter 25.6 lattice unit. The blockage ratio is B = 

H/D = 4. The channel length, L is fixed at L/D = 22. An upstream length, ℓ = 2D = 51.2 has been chosen. [6] [7] 

In this problem, the inlet boundary conditions are given by a uniform velocity profile. On the top and bottom walls, we 

use no-slip bounce-back boundary condition. At the outlet of the computational domain, boundary condition proposed by Zou & 

He is used [8] [9]. On the surface of the cylinder, we use boundary condition proposed by Bouzidi et al. [10]. 

Computations are carried out for different values of Reynolds number, 𝑅𝑅𝑒𝑒 =  𝑈𝑈 𝐷𝐷ѵ   where , U is the velocity at the 

channel entry and D is the cylinder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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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 and another four velocities towards the diagonal neighbours. These velocities are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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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1000 

Fig.4 Pressure contour at Re=3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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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1000 

Fig.5 Vorticity contour at Re=300,800,1000 

We simulated the flow around a circular cylinder at different Reynolds numbers Re = 100 to 1000. The contour plot for 

pressure and vorticity are shown in Fig. 4 and Fig.5. LBM discretization is relatively simple such as combining the collision and 

stream step. The numerical treatment for the open boundary condition by Zou and He in case of unsteady flow is trustful except a 

corner point where there is unknown density function more than one. When Reynolds number greater than 1000, the simulation 

doesn’t work well. SRT type becomes unstable when it reaches high velocity (low viscosity). In order to obtain relatively stable 

simulation for high velocity, it seems to have MRT (Multiple relaxation Time) type simulation mentioned by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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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ggested recovery model and discharge procedure and method on used EPS buoys of oyster 
aqu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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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Value

Surface seawater temperature (℃) 29
Deep seawater temperature (℃) 5

Surface seawater flow rate (kg/s) 1,949.5
Deep seawater flow rate (kg/s) 1,805.0

Gross power (kW) 1,000
Pump efficiency (%) 75

Turbine efficiency (%) 80

　 Evaporator Condenser
R32 Sea water R32 Sea water

Pressure dropkPa) 14.6 18 3.6 26
LMTD(℃) 5.6 2.74

Pinch point (℃) 1.5 1.5
heat load(kW) 25,268.89 24,336.37

U*A(W/℃) 16,244,238.83 32,035,090.81
Number of plates 653.46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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