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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미래 창조의 터전

전무후무한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차디찬 바다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귀한 침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 해양과학기술인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자성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의 책임있고 과학적인 사고원인의 규명, 구조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향후재발방지를위한정책수립에적극협력할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은 제 3의 경제 토인 바다를 넓게 또 깊게 확보하려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류에게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의보고입니다. 

그러나 보이고 예측이 가능한 육상과는 달리 바다는 보이지 않으며 예측이 어려운 환경이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 사고시에는 막대한 인명, 환경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다의 자원를 확보하고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해양 과학과 해양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인의 학술 연합

회로서 해양을 통한 미래 창조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하고자「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

회공동학술대회」를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2일간부산컨벤션센터(BEXCO)에서개최합니다.

국력이 마주하는 곳이 바다이며, 미래 창조와 사고 위협이 공존하는 곳도 바다입니다. 심해저의

오일과 가스, 남극 과학기지, 북극 항로, 방사능 오염 해류, 친환경 선박 개발 등의 도전과제 뿐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는 극한적인 바다 환경 극복이 우리의 도전과제입니다. 이에 본 협의

회의 2014년 공동학술대회에서는“바다! 미래 창조의 터전”이라는주제로공동심포지움을개최하

고 더불어“심해환경과 자원”, “해양원자력”, “해양환경 방사능”, “해양 토”, “셰일가스와 해양산

업”을다루는공동워크샵을함께진행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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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환경·에너지학회의 5개 학회에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약 800편의 학술논문들이 발표됩니다.

해양과학기술들의 의지를 모아 개최하는 금번 공동학술대회, 심포지움 및 워크샵 장을 통해 열띤

토론과 정보공유, 다양한 해양과학의 융복합 기술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해양인 가족

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 

2014. 5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신 종 계

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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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공동심포지움
개 요

주 제 바다, 미래창조의터전

일 시 2014년5월22일(목) 17:00-19:00

장 소 부산벡스코(BEXCO),  컨벤션홀205호

주 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안ㆍ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

후 원 해양수산부

참가인원 5개해양과학기술관련학술단체회원및관계자, 일반인등약2,000명

부대행사 공동워크샵, 특별세션(논문발표), 포스터발표, 관련업체부스운

프로그램

1부 개회식 17:00-17:30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신종계(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회장)

축 사 이주 (해양수산부장관)

환 사 허남식(부산광역시시장)

2부 주제발표회및토론회 17:30~19:00

사회 홍석원협의회사무총장

발 표 1 북극이사회옵서버진출1년의성과와의의
문해남(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발 표 2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해양과학국제프로그램
변상경(IOC의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명예연구위원)

발 표 3 Big Questions in the Eastsea Research
김경렬(광주과학기술원석좌교수)

발 표 4 북극해항로신성장동력의활용전략
남청도(한국해양대학교교수)



◈주 제: 심해환경과자원

개 요

일 시 :  2014년5월22일(목) 10:00~12:00

장 소 :  부산BEXCO 105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공학회

강 연

사회: 지상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개발의현황과미래

지상범(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채광기주행경로설계를위한망간단괴광상해석

고 탁, 주종민, 김원년, 지상범(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망간단괴개발을위한심해환경연구의방향과과제

김경홍, 주세종, 손주원, 김형직, 함동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일럿채광로봇미내로개발

홍섭, 김형우, 여태경, 최종수, 민천홍, 윤석민, 이민욱, 김진호, 성기 , 이창호, 김성순, 오재원, 김성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플랜트산업기술센터)

파일럿채광로봇미내로성능실증시험

여태경, 홍섭, 윤석민, 김형우, 최종수, 민천홍, 김진호, 이민욱, 성기 , 이창호, 김성순, 오재원, 김성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플랜트산업기술센터)

심해저광물자원생산주체의환경보호의무의한계

김정은, 박성욱(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워크샵Ⅰ



◈주 제: 셰일가스와조선해양산업

개 요

일 시 :  2014년5월22일(목) 13:00~15:00
장 소 :  부산BEXCO 105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강 연

사회: 배재류(대우조선해양㈜)

석유가스세계시장환경변화와전망
김대형(한국지질자원연구원)

비전통에너지개발동향
권순일(동아대학교)

미국셰일가스에의한수송선시장의변화
김경희(삼성중공업(주))

LNG Bunkering 사업과LNG Fuelled Ship (LFS) 개발
허 돈(대우조선해양(주))

FLNG FEED Study
김덕기, 김재신(현대중공업(주))

◈주 제: 해양환경방사능

개 요

일 시 :  2014년5월22일(목) 15:30~17:00
장 소 :  부산BEXCO 105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학회

강 연

사회: 송무석(홍익대학교)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의거동및해양생물에의 향
정경태, 김경옥, 김미경(한국해양과학기술원), Chang, Z, Qiao, F(중국제1해양연구소), 
Maderich, V, Brovchenko, I, Bezhenar, R(우크라이나 IMMSP)

후쿠시마원전인근항만으로부터국내선박평형수배출량추정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방사능모니터링및수산물안전대응현황
이준수, 한인성, 서 상, 황재동(국립수산과학원)

해양방사성물질모니터링시스템설립과활용방안
최민석, 김성수, 이용우, 선철인, 김성길(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 워크샵 Ⅱ·Ⅲ



◈주 제: 해양 토

개 요

일 시 :  2014년5월23일(금) 10:00~11:30
장 소 :  부산BEXCO 105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강 연

사회: 정신택(원광대학교)

해양에너지의미래와해양 토의효율적이용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한중일해양관할권중첩수역에서연안국의관할권행사범위와한계
양희철, 이창열(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반도주변국의해양 토관리정책동향비교및적용시사점
최지연, 장정인, 박성준, 최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 토에대한과학자의역할
정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 제: 원자력에너지의해양분야활용방안

개 요

일 시 :  2014년5월23일(금) 13:00~15:00
장 소 :  부산BEXCO 105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해양-원자력공동위원회
주 관 :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원자력학회

강 연

사회: 박성환(한국기계연구원)

국내외해양원자력시스템개발현황및전망
이필승(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추진선박의경제성분석및개념설계연구
신병철, 김동언, 정태석(STX조선해양(주)), 전종하(STX중공업(주)),최 순, 김지호(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형해양원자력시스템개발방향
이광원(한국전력기술(주))

해양적용을위한소형경수로개발현안및전망
최 순, 김지호, 김교윤(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토의
(한국과학기술원한순흥교수, 한국전력기술(주) 이광원상무)

공동 워크샵 Ⅳ·Ⅴ



전시 디렉토리

벡스코(BEXCO) 22FF 로로비비

※ 전시회 참여업체

❶ ㈜프로테크코리아

❷❸ 오션테크㈜

❹ ㈜에스티아이씨엔디

❺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❻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❼ 엠디시스템 주식회사

❽ ㈜오트로닉스

❾ 쎄딕 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84-3번지 광장빌딩 4층
◈대 표 자 : 이세인
◈담 당 자 : 김경완
◈전 화 : 02-444-7631, 010-7600-7635
◈팩 스 : 02-3436-6222
◈이메일 : pating123@protechkorea.co.kr
◈내 용 : 
▷ 출품자 소개 ( Introduction )
저희는 분석기기 전문 업체로 해양 지질 , 석유화학, 촉매 및 나노공학, 분체관련 장비의 공급과 더불어 기
술개발 및 연구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된 회사로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항상 최선을 대해 노력
하는 회사입니다.

▷ 출품 내용 ( Exhibit Profile )
입도분석기 , 도분석기 , 기공률측정기 , 비표면적측정기 , 화학흡착 (TPD, TPR, TPO) 전위차측정기,
Vapor(수분)흡착기, 가스유량측정기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214
◈대 표 자 : 홍성두
◈담 당 자 : 강성화
◈전 화 : 031-995-9011
◈팩 스 : 031-995-9099
◈이메일 : sales@oceantech.co.kr
◈내 용 : 
오션테크㈜는 1997년 해양관측 장비 및 기상관측 장비 공급, 설치 유지보수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국내 해
양관련 연구소와 기업체, 대학 등에 장비를 공급 하는 업체로서 성실한 A/S와 최고의 장비를 사용자에게 공
급하는 것을 회사의 이념으로 삼아, 국내 해양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기술지원 및 개발팀을 운 함으로써, 오션테크 만의 기술력과 Know-how를 기반으로 장비를 공급한 후
장비의 운용, 교육, 수리 및 유지보수까지 책임져 더욱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301호
◈대 표 자 : 홍기원
◈담 당 자 : 홍규선 부장
◈전 화 : 02-2026-0442
◈팩 스 : 02-2026-0460
◈이메일 : flow3d@stikorea.co.kr
◈내 용 : 
FLOW-3D : 전세계,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손쉬운 해석이 가능한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
1. FAVOR TM 방법을 이용한 손쉬운 Meshing 작업

- 형상의 복잡도와 관계없이 빠르고 쉽게 Meshing 가능
- 해석 역을 정의하고 격자 개수를 지정하는 것만으로Meshing완료

2. 자유표면(VOF) 해석의 정확성
- VOF 방법을 창시한 C.W.Hirt 박사가 만든 프로그램
- 3차원 자유표면 추적 방법인 Tru-VOFTM 방법을 사용
- 자유표면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해석 결과 제공

3. 응고, 증발, 상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모델 제공
4. GMO 기법으로 유체 유동과 고체의 움직임이 포함된 물리적인 현상 구현 가능

㈜에스티아이씨엔디

오션테크㈜

㈜프로테크코리아

전시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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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해안로 787(사동)
◈대 표 자 : 강정극
◈담 당 자 : 박보라
◈전 화 : 031-400-7615
◈팩 스 : 031-406-4250
◈이메일 : brpark@kiost.ac
◈내 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관측 품질 향상을 위해 해양관측 장비 교정
및 해양조사기관이 요구하는 표준물질 보급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전시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정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염분, 양염류 미량금속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개발된 표준물질에 대한 전시 및 홍보, 배포가 진행됩니다.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 표 자 : 김길
◈담 당 자 : 김용미
◈전 화 : 042-868-3408
◈팩 스 : 042-868-3923
◈이메일 : kym1221@kigam.re.kr
◈내 용 : 
K-IODP (Korea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와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IODP) 소개
한국 IODP는 1997년 ODP로 시작하여 2006년에 IODP에 공식 가입하고 2011년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2단계 사업을 시작하 다. 2014년 현재까지 총 68개의 협동 및 위탁 과제를 수행하 고 38명의 승선과학
자에 대한 승선연구 및 후속연구를 지원하 다. 2013년 7월 IODP 시추선인 JOIDES Resolution
(Expedition 346)을 이용한 동해지역의 시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추는 IODP 시추선을 이용한 한
국 해지역에서 수행된 첫 번째의 시추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해양지구과학 분야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K-
IODP Summer school 운 , 해양시추관련 과학잡지 기고, 도서 발간, 인터뷰 등을 통해 지구과학을 일반
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새로이 시작 된New IODP 연구주제 분야에 집중하여 시추선 승선 및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 및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추제안서 제출과 시추시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1019호 (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 2차)
◈대 표 자 : 윤지화수
◈담 당 자 : 홍상기
◈전 화 : 031-907-8567
◈팩 스 : 031-905-8568
◈이메일 : mds@chol.com
◈내 용 : 
엠디시스템㈜은 해양산업과 환경 연구를 위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
에는 해양 조사의 기본이 되는 유향, 유속, Wave 관련 장비와 CTD, SVP를 전시합니다.
또한 지질 및 수로 측량, 해저면 탐사 장비에 대한 제원, 설치 및 운용 기술 지원을 소개해드리며, 관련 장비에
대한 운 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합니다. 이 외에도 화학, 생태계 조사, 기상, 자동해양관측
시스템 등에 관한 장비 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엠디시스템주식회사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K-IODP)

한국해양과학기술원기기검교정·분석센터

전시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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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53 (원효빌딩 10층)
◈대 표 자 : 김기완
◈담 당 자 : 우성철
◈전 화 : 02-703-0440
◈팩 스 : 02-703-0433
◈이메일 : scwoo@otronix.com
◈내 용 : 
㈜오트로닉스는 해양관측장비 공급과 제반서비스 및 자체기술로 제작한 관련제품으로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 목표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Sea-Bird 사의 Temperature Logger,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CTD를 연결
하여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AquaBlue, TRDI 사의 신형 Sentinel V ADCP, Blueview 사의
Image Sonar 등을 전시합니다.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엔드3차 1202호
◈대 표 자 : 조장형
◈담 당 자 : 윤성욱
◈전 화 : 02-2624-0074
◈팩 스 : 02-2624-0081
◈이메일 : swyoon@cedic.biz
◈내 용 : 
CFD를 이용한 열유동 및 유동소음 해석 컨설팅 및 S/W 판매 업체로 조선분야를 비롯하여 모든 기계관련 산
업에 대하여 유동해석 및 유동소음에 대한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소음과 상을
동시에 관찰 할 수 있는 소음카메라를 판매함으로 실험과 전산해석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쎄딕주식회사 (CEDIC Co., Ltd.)

㈜오트로닉스

전시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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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표

5월 22일 (목)

5월 23일 (금)

* 만찬은진행되지않고, 대신저녁식사로제공되오니많은참석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안내

컨벤션홀 11F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안ㆍ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

3층
(제1전시장)

학회데스크
311~317

2층
(제1전시장) 211~212

학회데스크
214~218

2층
(컨벤션홀)

학회데스크
201~207

전시장/ 사무국/ 공동심포지움 (205호)

1층
(컨벤션홀)

학회데스크
101~103

학회데스크
106~109

등록데스크/ 공동워크샵(105호)



컨벤션홀 22F

제1전시장 22FF

행사장 안내



제1전시장 33FF

행사장 안내



기타 안내

등록

사전등록을완료하신분은행사장에서네임택및프로그램북을수령하시기바랍니다.

사전등록 l  ~5. 9(금), 홈페이지(www.kaosts.org) 통한온라인등록

현장등록 l  5.22(목)~23(금), 부산벡스코(BEXCO) 1층로비

일반: 120,000원 학생: 60,000원

숙박

사무국에서는참가자의편의를위해 특별히할인된가격으로호텔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www.kaosts.org)를참고바랍니다.

* 상기모든금액에는세금및봉사료가포함되어있습니다.

* 호텔별조기마감이후에는신청이불가합니다.

No. 숙소 룸타입 특별가(원) 위치(행사장↔숙소)

1 해운대센텀호텔 디럭스트윈/더블 132,000 도보5분

2
해운대그랜드호텔

City View 133,100
차량10분

Beach View 169,400

3 씨클라우드호텔 수페리어 110,000 차량10분



부산벡스코(BEXCO)

■항공
공항리무진(김해국제공항 벡스코)
김해국제공항출발 (05:10~19:50, 25분간격/ 약50분소요)
요금: 7,000원 (편도/성인)

택시 (김해국제공항 벡스코)
요금 :약25,000원
소요시간 : 약45분소요 (26.76km)

■ KTX
버스 (부산역 벡스코)
급행버스1001 : 요금1,800원 (약30분소요)
일반버스40 : 요금1,200원 (약40분소요)

택시 (부산역 벡스코)
요금 : 약 15,000원
소요시간 : 약 30분소요 (13.93km)

행사장 오시는길



주제 : 바다, 미래창조의 터전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17:00-19:00

장소 : 부산벡스코(BEXCO), 컨벤션홀 205호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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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 해양수산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부산광역시

2014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심포지움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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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

내빈소개

내빈소개

개 회 사 : 신종계(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환 사 : 허남식(부산광역시 시장)

축 사 : 이주 (해양수산부 장관)

제2부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 (17:30~19:00) 사회 : 홍석원 협의회 사무총장

발표 1 북극 이사회 옵서버 진출 1년의 성과와 의의

문해남(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발표 2 :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와 해양과학 국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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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현황과 미래

지상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바다에 부존된 막대한 광물자원은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개발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세기 첨단 기술혁명시대를 맞아 세계는 육상금속자원

의 감소와 고갈 등 심각한 자원고갈 문제에 직면하여,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해양에 부존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해저광물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구체화시키기에 이르렀다.

특히 육상광물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해외의 광물자원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공급

불안정으로 세계적인 자원위기 때마다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자원 공급

체제의 확립이 국가 경제활동의 안정적인 발전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해양의 유용광물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한다.

망간단괴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전략적 가치를 보유한 금속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주

요 자원이다. 망간단괴는 해수에 용해된 금속성분이 평균수심 5천 m인 해저면 퇴적물 위에

100만 년에 수 ㎜ 정도의 속도로 침전하여 지름 3~10 ㎝ 정도의 감자 크기 형태로 분포하는

검은색 광물 덩어리다.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1994년에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

(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에서 태평양 공해상의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 15만

㎢의 할당광구를 인준 받았으며, 2002년에는 7만 5천 ㎢의 우리나라 단독개발광구를 확정하였

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사업은 현재 2015년 상용화기반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채광도

면 작성을 위한 광구정밀탐사와 채광에 의한 인위적 환경변화 평가를 위한 환경 탐사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망간단괴를 효율적으로 채취하기 위한 파일럿규모(상업생산 1/5규모) 채광시

스템을 독자 개발하고 수심 2,200m 해역에서 통합성능시험을 준비 중이며, 유용 금속을 경제

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제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상용화기반 핵심기술(`10～`15): 연간 300만톤 상업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연구 

    ① 정밀탐사기술(채광도 제작) 및 환경영향평가, 

    ② 수심 5,000m급, 상용 1/5규모 파일럿 채광시스템 개발/실증시험, 

    ③ 2톤/일 규모 파일럿 제련시스템 개발/실증시험 및 제련플랜트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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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기 주행경로설계를 위한 망간단괴 광상 해석

주종민, 김원년, 지상범, 고영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발달에 따라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육상 광물자원의 고갈 및 공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원을 무기화하거나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원자재 공급의 불안정에 따른 환경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에 선행투자가등

록과 더불어 북동태평양 C-C 해역에 15만 ㎢의 광구를 확보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대

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GIS 기반의 최적채광지 선정 및 망간단괴 정밀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2002년 단독개발광구(7.5만 ㎢)선정과정을 거쳐 2006년 상업적 개발이 용이한 4만 ㎢를 우선채

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10년에는 망간단괴의 부존률 및 금속함량이 높고, 채광장비의 운용

이 가능한 지형․지질 조건을 만족하는 우선채광지역 중, 약 30년 간 300만톤/년의 망간단괴

상업생산이 가능한 1차 채광후보지역(2만 ㎢) 선정을 완료하였다. 2010 ～ 2014년 기간 동안

은 정밀지형/음향특성자료 획득을 위해 심해예인음향탐사시스템(Deep Towed Side Scan

Sonar system)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업 채광의 기초가 되는 고해상도 채광도 및

탐사메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망간단괴 부존 지역의 광상해석은 채광도 및 탐사 메뉴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또

한 채광기 주행경로설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1차 채광후보지역 중 대표구역(pilot area, 1,000

㎢)으로 선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수평해상도 25 × 25 m, 5 × 5 m)의 수심

(bathymetry) 및 경사도(slope gradient) 자료와 수평 해상도 5 × 5 m 및 1 × 1 m 의 후방산

란자료를 획득하여 채광기 이동에 장애요소인 함몰의심지역 및 급경사 구간에 대한 선별작업

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에 확보한 퇴적물 채집 자료와 망간단괴 부존량 자료를 통합하고

GIS 중첩분석을 실시하여 채광기 운행에 고려해야할 필수 요소인 자원의 채집 및 위험요소 제

거에 필요한 광상 분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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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심해환경연구의 방향과 과제

김경홍, 주세종, 손주원, 김형직, 함동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자원연구부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지역의 우리나라 망간단괴 단독개발광구 해역을 대상으로 심해환

경연구는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와의 15년 탐사계약을 근거로

ISA환경규칙 이행과 개발권 신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복원 방안을 수립하며, 채광시스템 운영에 환경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망간단괴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환경 문제는 해저에서 채광기를 이용해 광물을

캐내는 채광 공정, 해저에서 채집된 광물을 해상의 채광선으로 끌어올리는 양광 공정 그리고

채광선에서의 폐기물 처리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채광기는 퇴적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채광기로 인해 발생되는 퇴적물 풀룸은 주위 해저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양광은 수중펌프를 이용 양광관을 통해 채광선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층의 물질(광물+저층수)이 양광관을 통해 해상으로 올라오는 도중

누수로 인해 수층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채광선에서는 광물을 제외한 해수와 잔사를 현장

에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처리수가 생물이 많이 서식하는 표층에 누출되면 수층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인식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환경연구를

시작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광역적인 환경기초연구를 수행하여 동태평양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10년에는 광구지역에 대한 정밀 환경도를 작성하였으며, 장기적인 모니

터링을 통한 환경인자들의 자연변동량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환경문제발생시 기준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상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생태계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되는 수심으로 잔사배출수심을 선정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층 환경

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연구가 수행중에 있다. 저층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채광기와 유사한 장

치를 광구해역에 투입해 인위적인 충격을 준 후 저층환경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파악하는

저층충격시험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일정 규모의 유사한 개발 과정을 실해역에서 재현함으

로써 망간단괴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실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단독개발광구내 저층환경충격지역과 보존지역을 광구환경조사를 통해

2010년 선정하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정밀 지형조사, 저서생물의 분포, 망간단괴 분포 등의 정

밀환경조사가 수행중이다. 아울러 채광기 운용시 발생하는 저층플럼의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저층플룸 확산모델도 개발하였다. 현재 심해환경연구에서는 저층충격시험의 세부계획

을 마련하였고 이를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중이다. 하지만 국제해저기구는 2016년 개발 면허권

발급을 위한 개발규칙을 제정중이며 개발면허의 요구조건으로 실해역에서 실제 채광기를 이용

한 예비채광시험(Pilot Mining Test, PMT)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국제해저기구 동향변화에

따라 저층충격시험은 변경이 불가피하며 PMT 수행시 저층충격시험을 병행하는 방법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요구와 국익에 부합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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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채광로봇 미내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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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Pilot Mining Robot ‘MineRo’

Sup Hong*, Hyung-Woo Kim*, Tae-Kyeong Yeu*, Jong-Su Choi**, Cheon-Hong Min*, Suk-Min Yoon*, Min-Uk
Lee*, Jin-Ho Kim*, Ki-Young Sung*, Chang-Ho Lee*, Seong-Soon Kim*, Jae-Won Oh* and Sung-Dea Kim*

*Technology Center for Offshore Plant Industrie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Daej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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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anganese nodules(망간단괴), Pilot mining robot(파일럿 채광로봇), Unit-module(단위모듈), Mechanical systems(기계
부), Hydraulic system(유압시스템). Electric-electronic system(전기・전자시스템)

ABSTRACT: A pilot mining robot, named MineRo, has been developed by KRISO during 2011-2012. The pilot scale was defined as 1/5 of the
commercial mining capacity, 1.5 million dry-tons of nodules per year. The development purpose of MineRo is to use for the pilot mining test
planned in 2015. MineRo was designed to be self-propelled by electric-hydraulic power and remotely operated in real-time from aboard. The
main operational functions are crawling on seafloor, pick-up and crushing of nodules, discharging nodules out to buffer. MineRo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in unit-module wise. The robot consists of two unit-modules having an identical mechanical and hydraulic configuration. Each
unit-module has two tracks, two pick-up devices with attitude control devices, two crushers, one discharge pump, and one hydraulic system.
Two unit-modules are connected by one loading frame and integrated by electric-electronic system. Two thrusters for control of the robot
heading during launching and retrieval are located at the loading frame, at port and starboard, respectively. Two buoyancy modules are installed
at the top of loading frame. All actuators of MineRo are driven by hydraulic system and controlled by valves and controllers. The total power
of 550kW is required, in which 500kW is for hydraulic system and 50kW for measurement, monitoring and control.

교신저자 홍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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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야흐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에서는 ‘11년 심

해저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5년에 제

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16년부터 상업 채광권(개발 면허)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11년에는 나우루(추진주체:Nautilus

Minerals)와 통가(추진주체:Nautilus Minerals), ‘12년에는 영국

(추진주체:UK Seabed Resources), 키리바티(추진주체:Nautilus

Minerals)가 ISA유보광구에 대해 광구를 신청하였으며, ’13년에

는 벨기에(추진주체:G-Tec Sea Minerals)와 영국(추진주체:UK

Seabed Resources)이 미국광구에 대한 독점광구 신청을 하였으

며, 현재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피지 등도 민간주체를 통해서 

독점광구를 신청 중에 있다.

또한, 영국 총리는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으로 인해 영국이 

400억 파운드(68조2천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The

Guardian, 14 March 2013)고 언급하면서, 차후 30년간 영국 경

제에 400억 파운드 가량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심해저 채광 산

업에 영국이 투자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록히드 마틴의 자회

사인 UK Seabed Resource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태평양에 

58,000 ㎢ 의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를 확보, 계약을 체결하였

다.

망간단괴는 수심 5,000m의 연약퇴적지반이라는 부존 광구의 

자연 환경조건으로 인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

어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여 왔다. 하지만, 해저

석유/가스 개발 수심이 2,000m(시추 수심은 3,000m)에 달하면

서 심해 개발의 기술적 장애가 점차로 해소되어가고 있다.

심해저 망간단괴의 개발 기술은 석유/가스전 개발 기술과의 

유사성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

다.

￭ 심해저 퇴적표층에 산재된 망간단괴의 채집 작업을 위한 

해저면 sweeping 장치 기술

￭ 채광로봇장비의 경로 트래킹을 위한 항법 및 심해 주행

제어 기술

￭ 양광시스템의 동적거동 해석․제어기술

￭ 채광로봇과 양광시스템 연성거동의 제어 및 안전 운전을 

위한 채광선의 위치 및 경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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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사성에 있어서는 아래와 항목들을 들 수 있다.

￭ DP 시추선(문풀, 시추탑, 라이저)을 기반으로 하는 채광

선 운용

￭ 채광선의 경로제어를 위한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사용

￭ 라이저 개념의 양광(고-액 슬러리) 관로 및 고양정 펌프

￭양광관 안전을 위한 상대운동보상장치 및 VIV억제장치

(vortex-induced vibration suppressor) 사용

가장 대표적인 기술의 차이점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해저표층

에 감자 형태로 산재되어 부존하고 있는 망간단괴들을 효율적

으로 채집 수거하는 스위핑 기술이며, 이는 자주식 채광로봇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자주식 채광로봇 기술은 시험집광기(‘07

년)의 개발 및 근해역 채광장비 성능실증 시험을 통한 실용화 

기술기반 확보 단계를 거쳐서, 기술상용화 기반구축 단계에 접

어들었다.

채광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의 성과지표는 수심 2,000m 실해

역 통합채광시험(파일럿 채광시험, PMT: Pilot Mining Test)의 

성공적 수행에 있으며, 이를 위해 파일럿 채광로봇(상업생산의 

1/5 규모, 30만톤/년)이 개발되었다(‘12년).

근해역 실증시험(‘09년, ’10년)에 사용된 시험집광기는 채광로

봇의 기본기능인 주행(직진/선회), 채집, 송출 및 원격실시간제

어 성능확인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다. 시험집광기는 2개의 

무한궤도, 1개의 단괴채집장치, 수중유압시스템, 계측센서시스

템, 원격실시간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집광용량은 상업

생산의 1/20 규모이다.

반면, 파일럿 채광로봇은 로봇차량의 전방 전폭에 걸쳐서 장

착되는 채집시스템에 의해 차량 진행방향의 전폭에 걸쳐서 망

간단괴를 수거하는 개념을 설계에 구현함으로써, 수심 5,000m

심해저 광구에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 연구진은 2 개의 채광유닛을 기반으로 연간 300만톤을 

생산하는 상업채광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1/5 용량 규모(30

만톤/년)의 집광능력을 가지는 파일럿 채광로봇의 개념을 도

출함에 있어서 다음의 2가지 개발 원칙을 적용하였다.

￭ KISS(Keep It Simple and Stupid) 원칙 : 불확실성이 높

은 해상 및 심해 환경조건 하에서의 기능의 강건성 확보

를 위한 개발 원칙

￭ 3M 개념 : 채광로봇의 강건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3

가지 개념인  Maintenance(유지보수성), Modular(설계모

듈화), Multiple(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백업기능)

상기한 2가지 개발 원칙의 적용과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에 걸친 시험집광기의 실해역 성능시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수심 5,000m급 자주식 파일럿 채광로봇 독자모델

을 도출하였다(Fig. 1.1 참조).

심해역 환경에서의 성능실증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파일럿 

채광로봇의 주요 제원은 환경조건 및 설계 집광용량과 더불어 

사용이 가능한 시험선박 지원장비의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되

었다. 채광로봇의 전폭은 집광용량(30만톤/년)을 고려하여 선

정하였으며, 공기중 중량은 시험선박의 A-프레임, 케이블 및 

윈치트랙션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수중 중량과 주행장치 

설계는 심해저 연약지반에서의 효율적 주행에 필요한 적정수

준의 접지압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때, 소요되는 부력재 

사양은 600기압을 견디는 저밀도 재질로 선정하였다. 파일럿 

채광로봇의 전체 형상은 하나의 (무한궤도)주행장치 모듈과 전

방에 장착되는 단괴채집장치 모듈 및 파쇄․송출장치 모듈로 

구성되는 단위모듈 4개의 횡방향 병렬 결합과 유압구동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 얼개구조 및 부력재의 조합으로 설계되었

다.

Fig. 1 Pilot Mining Robot ‘MineRo’

심해 내압기능은 전자시스템들이 내장되는 내압용기(캐니스

터)와 내압커넥터 이외에는 압력보상유를 이용하여 해수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캐니스터는 내압구조설계

가 용이한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비용절감을 위하여 재질은 알

루미늄(AL 7075)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해수 염분에 의한 금속

의 부식방지는 도금 및 도장을 이용하는 기본 방안과 지속적

으로 마찰과 접촉이 일어나는 부재에 대한 스테인레스강(SUS

3176L) 사용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추가적 수단으로 희생양극

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유압구동시스템은 집광로봇의 무게중심

을 위하여 각각 좌우 2개의 단위모듈씩을 담당하는 2개의 유

압파워팩(HPU)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액추에이터에 유압동

력을 공급하는 HPU의 구동은 선상과 전력케이블로 연결된 내

압전기모터를 사용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심해저 광물자원 

통합채광시스템 개발연구” 사업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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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채광로봇(미내로) 성능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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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업기술센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2010년 시험용 집광로봇 실해역 성능시험 완료 이후, 2년(2011∼

2012) 동안, 파일럿 규모(상업채집용량 1/5)의 채광로봇, 미내로(MineRo)를 개발·완료하였다.

미내로는 동일한 기계적 구조와 유압시스템을 갖춘 2개의 단위 모듈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

다. 2012년 11월, 개발된 미내로의 기계적 성능, 운전성능 및 채집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동해

안 후포항 앞바다에서 약 20일간 1차 예비파일럿 채광실증시험(PPMT: Pre-Pilot Mining

Test)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내로 채집성능 확인과 함께 기계적 장치 및 전기·전자 장치

등의 개선사항이 파악되었다. 1차 시험 이 후, 약 6개월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013년 7월,

약 1개월간 2차 예비파일럿 채광실증시험을 실시하였다(Fig. 1).

Fig. 1 파일럿 채광실증시험 장면

 2차 PPMT의 주요 목적은 수정된 채집장치 성능확인과 더불어, 파일럿 집광로봇의 주행경로

제어시험이다. 특히, 주행경로 제어시험에서는 총 시험과정을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순차적

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 1단계 : 트랙 속도제어 시험

- 2단계 : 수중항법알고리듬 성능 시험

- 3단계 : 미내로 선회주행특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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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경로추종 제어기 파라메타 설계 시험

- 5단계 : 복잡경로 추종제어 시험

트랙속도제어는 지령한 트랙속도와 동일하게 트랙이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PI

게인 튜닝법(Gain tuning method)을 적용하여 PI 제어기와 트랙모터에 부착된 유량계를 통해

계측된 유량변화율을 통해 트랙속도제어가 실현되었다.

수중항법알고리듬은 미내로 내부센서(DVL, RLG 등) 정보 및 미내로 운동학 방정식으로부터

의 위치 예측값과 USBL(Ultra-short Baseline) 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된 위치값을 비간접 칼만

필터법(Indirect Kalman Filter)에 대입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위치값을 얻는 방법이 적용되었

다.

미내로 선회주행특성 시험에서는 다양한 선회비에 따른 트랙의 슬립, 선회 속도, 중심속도를

계측하고, 이것을 경로제어기 설계에 반영한다.

미내로 경로추종제어를 위해 우선 제어 파라미터 설정이 중요하다. ‘직선 경로’와 ‘Key-hole’

경로와 같은 단순 경로에 대한 추종제어시험을 통해, 적절한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순간순간 트랙에 발생하는 슬립까지 고려한다.

최종적으로 Fig. 2의 ‘COREA’와 같은 복잡경로를 추종하는 시험을 통해, 제안된 기본 알고리

듬과 경로추종제어 알고리듬의 성능이 입증되었다.

Fig. 2 복잡경로(‘COREA’) 추종제어 시험결과 - (붉은색 :

미내로가 실제 주행한 경로)



심해저 광물자원 생산주체의 환경보호 의무의 한계

김정은,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법상 의무의 범위는 의무의 위반이 성립되는 범주 이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이란 실제 발생한 행위와 특정한 조약상에 명시된 의무가

불일치하는 때에 발생한다.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란 관습법, 조약, 기구의 결정, 국제재판소

의 판결 등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한 법원상의 명시적 의무의 범위는 관련 조항 또는 결정

에 명시된 조건, 그러한 조건의 해석 및 목적으로 결정된다.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광물

자원 생산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이 활동과 관련한 관습법이 형성되어 있지 아

니하고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분쟁이 발생했을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심해저 광물자원 생산

과 관련한 환경보호는 유일한 국제협약인 해양법협약상 명시적 의무와 국제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의 결정에 따라 의무의 범위 전부가 결정된다고 보아

야 한다.

이 활동과 관련한 의무가 결과의 의무(obligations of result)라면 해양법협약상의 명시적

의무 및 기구적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결과와 실제 이행한 결과가 같지 아니할 때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이 발생할 것이며, 또는 부과된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위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환경보호 의무가 행위의 의무라면 준수행위가 명시적 의무에서 요구하는 조치가

아닌 경우에 결과와 상관없이 위반이 성립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국제법상 심해저 광물자원 생산시 주어지는 환경보호 의무의 성격과 생

산자에게 부과될 의무의 범위를 고찰할 목적으로 이 의무의 위반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게

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해양법협약 제11부 (심해저)와 제12부 (해양환

경 보호와 보전)에 명시된 포괄적 환경보호의무, 해저활동(seabed activities)시 부과되는 환

경보호의무, 초국경성 환경오염을 예방할 의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모니터링 의무, 국

제협력의 의무 등 생산자에 부과될 환경보호 의무와, 망간단괴 탐사규칙에 포함되었던 일반

적인 국제환경법상 원칙(예를 들면 예방적 접근법)을 근거로 보증국과 생산자가 부과받을

환경보호 의무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ISA 주재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심해저 활동과 관련해

부과되어야 할 환경보호 의무에 타협약상 대표적 환경보호의무(예를 들면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보존의 의무)를 생산자에 부과하는 것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엄격히 해양법협약

의 규정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될 의무는 아니므로 이 논문은 그러한 의무의 논의는 배

재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해양법협약과 그 부속서, 탐사규칙 등에 명시된 관련 의무

들의 특성과 그에 따른 생산자 및 보증국의 의무의 한계를 분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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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가스수급동향

• 세계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천



�

� 세계 1차에너지원 별 수요 점유비 전망

년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재생/

기타

1973 46.1% 16.0% 24.5% 0.9% 1.8% 10.7%

2010 32% 21% 28% 6% 2% 11(1)%

2020 29% 22% 28% 6% 3% 12(2)%

2035 27% 25% 24% 7% 3% 15(4)%

주) 신재생/기타의 경우 대부분 BioMass 에너지임 (10년 : 10%)

( )안은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순수 신재생에너지 점유비

자료 : Golden Rule for Golden Age of Gas, 2012, IEA 

• 2010~2035년 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년평균 1.65% 증가율을 보이며 수요 증가

- 석유는 년평균 증가율은 0.42%로 평균치를 하회, 2035년 까지 최대 에너지원 역할

수행 (천연가스 년평균 증가율 는 1.81%)

- 신재생/기타에너지는 년평균 증가율 2.5%로 가장 높은 증가율 예상

’35년 점유비는 15% (BioMass 제외시 4% 점유)

→ 중장기적으로도 화석연료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의 약 87%를 차지

구분 석탄 석유 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기타

2011 30.3% 38.1% 16.8% 0.6% 11.7% 2.4%

2025 28.3% 31.3% 18.3% 0.5% 16.8% 4.7%

2035 29.7% 26.9% 19.4% 0.5% 18.5% 5.0%

�

� 국내 1차에너지원 별 수요 점유비 전망

- 총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3% 증가(‘11-35년)

- 석유 점유비는 38.1% 에서 26.9% 로 가장 크게 하락

- 점유비 증가는 원자력, 가스,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

자료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14, 1월



세계 석유수급 및 초과공급 변동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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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석유가격 변동

- 공급과잉 감소에도 유가는 107$/bbl(브렌트유 기준)로 전년 대비 안정세

�

가격 상승 요인 가격 하락 요인

- 시리아 내전

* ’13년 8월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5$/bbl 이상 가격 급등

☞ 화학무기 포기 선언으로 불안 확산 위기 완화

* 시아파(이란, 레바논), 수니파(사우디, 카타르)    

등 종교 정파간 갈등구조로 분쟁확산 가능성

- OPEC 의 석유공급 감소

* 이란 100만b/d 감산

* 이라크 테러, 송유관 사고

* 리비아 파업 등

☞ 사우디 석유증산으로 공급감소 상쇄

- ’13년 OECD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

(Tapering 이후의 경기 불확실성?) 

* 유로존 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  50이상 지속

- 중국의 산업생산 위축

* GDP증가율 7.8%(12년) 이후 7% 대 유지

* 과잉 산업시설 구조 조정, 경기과열 억제 정책

지속

- 북미 비전통 석유증산

* 오일샌드, Shale Resource 증산 등

- 이란 핵개발 관련 합의안 도출 성공

* 우라늄 생산 포기 및 IAEA 핵사찰 허용

* 경제제재 완화로 자산회수 및 수출 재개

☞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 원유 40만b/d 공급과잉

* 과잉량은 지속 감소

• 14년 석유가격 변동

- 수요 : OECD 국가들 수요 안정 46백만b/d, 비OECD 국가 수요 다소 증가 46.5 백만b/d 

- 공급 : 북미 비전통 석유가스 증산 추세 지속, 중동, 아프리카원유공급 불확실성 지속

- 통화량 ; 미국 경기회복으로 Tapering 정책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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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투기 자금의 유입/유출

- 2006년 1월 :  LME 산하 런던 국제거래소(ICE future) 에서 미국 자원의

온라인 거래 허용

* 기존 : 미국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선물 거래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

� 2006년 이후 미국 정부 및 의회의 감독 및 규제 없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투기 가능

☞ 투기 수요 증가로 가격 폭등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 

’08년 2분기 선물/파생상품 수익 : 150억$

- 2008년 6월 25일 : 미국 FRB 기준금리 2% 동결로 미국달러화가 강세 기조로

� 원자재 가격 하락의 전환점

- 2008년 9월 : 미국 민주당 정부 등장, <투기거래규제법> 통과

* 모든 선물거래의 규모 제한, 감독기관의 강제조사 등 가능

☞ 투기 수요의 퇴조로 가격 폭락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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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투기 자금의 유입/유출

• 미국 <투기거래규제법>으로 인해 ’07-08년 상반기와 같은 투기자금 유입은

재 발생하기 어려움? 

- 오바마 정부 : 금융기업의 선물시장에서의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금지

규제법 제정 (10.6)

석유 선물거래 증거금 25% 인상 (11. 5)

트레이더별 선물계약건수 및 공급 물량 제한 입법안 재상정(13. 11)

• 대체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금융자금 들이 원자재 시장에 잠재, 동기 유발시

투기 수요 확대 가능 ?   

-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 투기수요는 유지 가능?

☞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규제 회피 거래수단 개발 가능

• 향후 투기자금은 ? 

- 원자재 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민주당)의 투기 규제 의지 지속

- 증가된 유동성이 ’13년 원유선물 시장 유입으로 공급과잉에도 불구, 유가 상승 유발

- Tapering 정책 시행 이후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변동성에 따른 투기자금 이동 가능

* 금/석유의 대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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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고갈과 공급 잠재력

• 석유/광물자원 : 고갈성 자원 (Stock Resources)

- 19세기 부터 자원고갈에 대한 경고 : Malthus, W, Javones etc.

- King Hubbert(1956) : 미국 Oil Production Peak 예측

* 2P 매장량 Data 활용, 매장량 50% 감소 이후 생산 감퇴 가정 ; 

현 기술로 채굴 시 10-20년 사이에 미국 석유생산 피크에 도달 예측

→ 70년 대 초 예상과 일치

- Rome Club, “Limit to Growth (1972)”

* 석유, 주석, 수은등 주요자원은 20년 내 고갈 ?  

- Petroconsultant (현IHS Energy) : Campbell & Laherrere (1995)     

* 2004 년 세계 Oil Peak 도래

- Campbell (2003) : 2015년 세계 Oil Peak 도래

• 20005년 이후 Peak Oil Psychology 유발, 자원가격 상승의 심

리적 원인으로 작용

��

2. 자원 고갈과 공급 잠재력

• 석유 가채년수(Reserves/ Production)변화

년도 확인매장량

(백만톤)

생산량

(백만톤)

가채년수

(년) 

1950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1

11,000

42,000

77,000

87,500

137,300

161,919

162,469

174,317

234,300

525

1,050

2,340

3,050

3,180

3,269

3,589

3,895

3,996

21.0

40.0

32.9

28.7

43.2

49.5

45.2

44.8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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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고갈과 공급 잠재력

• 부존/생산 시나리오별 Oil Peak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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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8)

��

� 석유가스 부존형태별 단위 생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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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전망

• 자원민족주의 (Resources Nationalism) 란 ?

① 시장원리를 기반으로한 경제적 원칙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자원개발의 권리, 생산과 공급을 결정

예) 1970년대 중동, 멕시코 등의 석유생산 국유화

2005년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등 석유시설 외국지분 강제양도

러시아 등의 외국기업에 대한 조광권 제한 등

② 자원을 상품이 아닌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예) 1973년 중동국가의 친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러시아의 CIS 국가에 대한 석유의 정치적 이용

��

※ 1962년 국제연합(UN) ; 

-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에 관한 결의” 채택

“천연자원은 그 보유국에 속하며, 자원보유국의

민족적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

→ 자원의 공공재적 특성을 반영

자원의 소유권이 본원적으로 <국가>에 귀속 됨을 인정

* 광업권/조광권 : 국가가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사업권리

를 대여

3.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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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전망

• 자원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 “자원” 은 생산의 3요소 중 하나

자본 → 이자(이윤)

노동 → 임금

자원 → 지대(Rent)

☞ 자원지대 (Mineral Rent) : 

- 광물자원의 채굴(생산)비용의 차이로부터 발생

* Quality, Positioning, Time etc

* 고품위광(경질원유) 등의 경우 정제련 시 비용 하락으로 높은 차액지대 유발

* 수송거리가 짧거나, 수송의 편의성이 있을 경우 높은 차액지대 유발

* 고가의 시장가격 시 상대적으로 높은 차액지대 유발

☞ 자원의 시장가격 상승 시 지대 상승: 

- Royalty, 법인세, 수출세 인상, PSA 계약 시 정부 지분 확대 등

3.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전망


�

2012 Top 10 Bussiness Risk for Mining & Metals (Ernst&Young, 2013) 




�

2013 Top 10 Bussiness Risk for Mining & Metals (Ernst&Young, 2014)

� Capital Allocation & Access 

- Major Com. : 기업의 장기적 투자계획과 주주의 단기적 투자수익 및 이익 환수간의 균형은? 

Capital Allocation 과제 발생

→  객관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사업의 중장기적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등

- junior Com. : Capital Access 에 구조적 어려움 발생, 기업 매각이 확대

→  단기 및 장기의 자본조달의 영향과 비용 고려, 자금 제공자와의 협력적 관계구축, 

비적대적 합병 도모….등

4. 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 동향

Source : Ernst & Young, 2014  





- 세계 경기불황속에서 Oil & Gas Industry 는 global M&A 시장의 중심적 sector

- 2012년 은 역대 최대 M&A 규모를 기록, 2013년은 전년대비 거래건수 및 금액 규모 축소

*  거래규모 : 337bil$ (21% 감소)

*  거래건수 : 1400건 (23% 감소)  



4. 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 동향

� 2013년 M&A 시장은 NOC가 중심적

역할 수행

- 1000억$ 이상의 투자를 2012년

이후부터 지속

- 특히 중국 석유기업의 투자 확대

지속

- 인도 ONGC 투자는 13년 중단

� IOC 의 경우 자원가격 약세 및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한 Capital Portfolio 

Optimization에 대한 주주 요구의

강화로 보수적 위치 견지

- 자산 매각 포지션 유지


	

4. 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 동향

� Unconventional Oil & Gas 투자는 감소

- 북미 지역 외의 shale gas 개발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 global LNG Market Restructuring에 대한 불확실성 등


�



� 북미 지역이 거래의 중심

- 거래건수는 미국 15%, 캐나다

30% 감소

- 거래금액 기준으로 미국, 카나다, 

호주 등 선진국 시장에서 930억$ 

감소

� Africa, CIS, 중동은 거래 증가

- 특히 CNPC의 ENI 모잠비크 광구

42억$ 인수가 규모 증가의 원인

� 미국시장의 경우 unconventional

자산 거래가 400억$로 거래의 중

심

- 거래금액은 ‘12년 대비 39% 감소

- Oil Rich한 Bakken, Eagle Ford 

자산거래가 160억$

- Gas Rich한 Marcellus, Utica 의

경우 47억$(12년 230억$)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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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 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 동력 복원이 지연

*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 및 실물경기 회복 지연 등 경제회복 지연

* 신흥국의 경우, 수출부진, 내수 중심의 경제자생력 회복력에 어려움

- ‘14년 글로벌 경제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 예상 (3.6% 성장율) 

* 미국의 경우 민간 부문 중심의 경제회복 예상 (14년 3.6-3.8% 성장율 전망)

* EU의 경우 경기침체에서 점차 회복, 고용부진 등으로 본격적 회복은 지연 (1.0% 성장율)

* 중국의 경우 수출부진, 내수 중심의 경제자생력 회복력에 어려움 지속

* 기타 신흥국 :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으로, 실물경제 하방위험성 상승

5.국제 자원시장 전망

26



� 향후 자원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

• 자원가격 상승 동력 상실 (Morgan Stanley) 

- 중국 및 신흥국 경제성장 추세 둔화

- 셰일가스 등 자원개발 기술혁신

→ “향후 20년간 자원가격 안정세 지속” 

• 자원가격 상승세 지속 (Roger-Holdings)

- 중국 등 신흥국의 도시화 지속

-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사회인프라 구축 재개

- 저금리 추세 지속, 과잉유동성으로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

→ “원자재가 유망한 투자 대상, 셰일가스 효과는 곧 종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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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자원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




�

� 요약

• 화석연료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세계 에너지 수요의 80% 내외를 점유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자원 시장은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

- 가격 변동은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였지만, 근본적 원인은 중국의 수요 증가

에 기인

- 유연탄, 광물자원의 경우 이미 세계 수요의 절반을 중국이 점유

- 석유, 천연가스등 사용편의성이 높은 에너지의 경우 향후 중국 소비 급증의

가능성이 상존

• 자원민족주의는 장기적으로 자원가격 상승에 맞추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자원외교, 자원협력, 해외자원확보를 통한 미래의 자원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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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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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이동으로 집적되어 생산이 가능한 기체, 액체, 고체상의 탄화수소

화합물로 이산화 탄소, 질소, 황화수소, 황과 같은 비탄화수소 불순물도 포함

일반적인 석유가스자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체 유동능력이 떨어지는 대량 부

존 석유가스자원, 유형에 따라 상업화 정도가 다양

: 가스하이드레이트, 석탄층가스(CBM), 셰일가스, 치밀가스, 오일샌드, 오일셰일

석유자원 (Conventional Petroleum Resources)

신(미래) 석유자원 (Unconventional Petroleum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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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부존량

� 높은 에너지 단가 & 회수기술의 난이도

Wood Mackenzie

과거

현재

미래

High

quality

Medium

quality

Coalbed

Methane

Tight gas

Gas

Hydrates

Gas

Shales

Low

quality

1,000md

10md

0.1md

0.001md

Small Volume:

easy to develop

Large Volume:

difficult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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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에너지 자원은 기존의 석유개발 기술로 생산 가능한 전통자원을 제외한 화석

연료를 말하며 국제석유공학회(SPE)에 의하면 비전통자원이란 대규모로 분포하며 유

체역학적(Hydrodynamic) 영향을 덜 받는 석유자원”

� 비전통 자원은 특별한 회수기법을 사용하여만 생산이 가능

� 오일샌드의 경우 생산 이후에도 상당한 처리공정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

• 기존 재래석유자원의 매장량 평가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전체 체적 계산을 위해 보다 많은 샘플링 밀도를 필요로함

• 파일롯 생산이 비전통자원의 매장량 계산에 중요

� Oil

• Oil Sand (오일샌드)

• Oil Shale (오일셰일)

� Gas

• Tight Gas (치밀가스)

• Shale Gas (셰일가스)

• Coalbed Methane (CBM, 석탄층 메탄가스)

• Gas Hydrate (가스하이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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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05, 4% of USA natural gas came from “shale gas rese

rvoirs” (Barnett, in Texas)

• In 2011, June, 23% came from “shale gas”!

• Haynesville, Barnett, Eagle Ford, Marcellus, and other shale

gas plays...

• This will likely rise to over 40% by 2020

• China is likely to follow the same path, but about 8-10 yea

rs later...

• Ordos, Gangsu, Xinxiang, Songliao Basin...

Shale Gas Growth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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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States is importing LESS gas

• LNG shipments must go elsewhere (China)

• Gas will replace oil in many applications

• Gas will partly replace coal for the generation of electrical

power (less CO
2
)

• The economic power of Russia, Venezuela, and Iran will di

minish

• The world energy game is changing, and...

• China has a great deal of shale gas as well!

Shale Ga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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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ventional Gas Growth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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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e Ga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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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eabilities are 0.01 – 0.00001 mD. This is 5 to 8 ORDERS of

MAGNITUDE less than a typical sandstone

• Porosities are low, 1-10% usually

• Total organic carbon 4% to 20%

• High stiffness, E > 60 GPa, ν ~ 0.25-0.3

• Different shale gas deposits in different basins have different p

roperties of course

Shale Gas – Rock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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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US Shale Gas Deposits

• Marcellus Shale is the largest Shale Gas Reso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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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higher T and P

• Oil and gas generation takes place

• The shale may be more fractured because of shrinkage

during diagenesis and catagenesis

• Reduction in swelling clay content with time

• Oil escaped through fractures…

• Is there a significant shale oil accumulation in the center of

the Central Sumatra basin?

• Coal bed means a lot of gas generation.

• Has all or much of the gas escaped?

What about at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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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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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Fr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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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샌드 (Oil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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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최소 1.5조 배럴이 매장

• 유가 상승과 생산공법의 발전으로 경제성이 확보됨

• 향후 석유나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석유자원으로 각광

• API gravity 18
o

이하의 비투멘(Bitumen)과 미고결(Unconsolidated)

사암 함량 50% 가량이 혼재되어 있는 비전통 석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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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 gravity 18
o

이하의 비투멘(Bitumen)과 미고결(Unconsolidated) 사

암 함량 50% 가량이 혼재되어 있는 비전통 석유자원

• 타르샌드와 구분하여 서부 캐나다 지역의 비투멘을 “오일샌드(Oil Sand)”

라 명명

• 캐나다 알버타주에 주로 분포

• 비투멘 함량 1~18%

• API gravity 8~14
o

• 최대 점성도 5,000,000 cp

� 비투멘이 가지는 높은 점도로

인해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비

유동 상태로 존재

� 생산시 열을 가하거나 채굴을

하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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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 Athabasca Oil Sands

• Large source of bitumen

• 캐나다 알버타주 오일샌드 원시부존량

: 1.7조~2.5조 배럴

• 생산 가능한 매장량 : 1,749억 배럴

(Alberta’s Energy and Utilities Board, 2007)

• 알버타주에 매장된 80%이상의 오일샌드

가 Athabasca지역에 집중

• 한국석유공사: 2.5억 배럴 규모의 블랙골

드 광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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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법

• 파쇄기에 넣어 분쇄한 뒤 추출기를 통해 중질유를 생산하는 기법

• 회수율이 부존량의 90%를 상회

• 심도 75m 이내의 오일샌드만 회수

• 수천 헥타르의 땅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환경에 막대한 영향

노천채굴 (Surface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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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수평정을 사용하여 오일샌드를 회수하는 기법

• 보통 주입정은 생산정의 5~7m 상부에 위치

• 주입된 증기에 의해 비투멘이 가열되고 이로 인해 낮아진 점성도의 비투멘은 중

력효과에 의해 생산정으로 이동

• 회수율: 50~70%

• However, 상이한 물성 층이 존재할 경우 회수율에 막대한 영향

SAGD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생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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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D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육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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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정 하나로 오일샌드의 비투멘을 회수하는 방식

• 하나의 수직정을 스팀주입정과 생산정으로 동시에 사용

• 보통 1~2개월 동안 스팀 주입

• 1~2주 동안 잠김과정을 거친 후

• 수개월 동안 생산하는 과정을 반복

• 보통 5~10m 이상의 저류층 두께와 1,000m 이상의 저류층 심도에서 적합

CSS(Cyclic Steam Stimulation)생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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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in-situ production method

CSS SAGD

Permeability (D) > 1 > 5

Net pay (m) 10 20

Oil Saturation (wt%) 9 12

Viscosity (cp) Bitumen (> 100,000) Bitumen (> 100,000)

Depth Moderate Shallow

GOR High Low

Thief Zone Tolerance < 5m Little

Production Rate 10 100

OSOR (cumulative steam oil ratio) 4 3 ~ 4

Recovery Factor 20 ~ 25% 40 ~ 50%

석탄층 메탄가스

(Coalbed 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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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층 메탄가스(CBM: Coalbed Methane)는 석탄화작용(Coalification)

시 석탄과 같이 생성되며 석탄층에 갇혀있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음

• 석탄층을 덮고 있는 대수층 지하수의 높은 압력에 의해 석탄층 내에 흡착

� 대수층의 지하수를 뽑아 석탄층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

� 석탄 속에 갇혀있던 메탄이 파이프를 따라 지상으로 분출

� CBM은 석탄의 채탄과정에서 폭발을 유발하는 유해한 요소로 인식

� 그러나 미국 가스연구소(GTI)가 석탄층에 존재하는 메탄가스가 경제성 있

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으로 실용화

� CBM 개발을 위한 최소 부존량은 석탄 1톤당 약 7 m
3

이상

� 전세게 60개국에 약 25조 톤이 부존(LNG 환산 약 800억~1,400억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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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동향

• 석탄 매장량: 4조 톤

• CBM 자원은 30~35조 m
3

• 1989년부터 CBM 탐사 및 개발을 위해 미국 기술 도입

• 1996년 China United CBM (CUCBM) 회사 설립

• 2005년 산서성 Qinshui 탄전에서 미국의 Sanjuan탄전보다

큰 대규모 CBM부존량 확인

• 2006년부터 외국자본의 합작개발 우대정책 실시

• 석탄 매장량: 1조 7,000억 톤

• CBM 자원은 약 8~14조 m
3

• 최근 10연 년간 호주의 동부 탄전지역에서 CBM 개발

• 석탄 매장량: 약 223억 톤

• 국가에너지 소비의 73%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자원

• 2005년 약 7.5 백만톤 생산

• 상업적 생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9년 한국가스공사는 울란바토르 근교의 날라흐

(Nalaikh)탄전 CBM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중국 몽골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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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Production Method

1. Produce Methane Gas Desorbed from Coal Surface by opening the 

Cleat

2. Opening Methods of Cleat

1. Hydraulic Fracturing of the coal deposit

2. Withdrawal of formation fluid

3.  Reach peak production in a few months, then gradually decrease 

over sever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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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Economic driver 

Volatile and increasing oil prices 

High fuel cost 

CO2 reduction (Carbon taxes) 

Environmental driver 
Air Pollution (SOx & NOx) 

EEDI (CO2)

Ballast Water 

Waste 

Source: DNV SouSouSourcrccceccccccrc :

Environmental driver
Air Pollution (Pollut SOx & NOx)

EEDI (COEEDI (CO22)

terterBallast WatBallast Wate

Waste

•

•

•



Source: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SOX Scrubber 

Low Sulfur Fuel Oil 

Available Sulphur Contents in Fuel (% in mass) 

LNG LSHFO LSMGO 

No SOx emission Abt. 1.0 % Abt. 0.1 % 

1. LSHFO (may) not be used from 2020. 
2. Liquid fuel (may) not be used in Global area from 2020 

without SOx scrubber.     



Exhaust Gas 

Recirculation (EG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NOx
Reduction 
(- 80%) 

Using ammonia or urea in exhaust gas at a suitable 

temperature on the surface of the catalyst 

Redirection a part of exhaust gas back into the 

combustion chamber  decreased peak 

temperatures reduces the formation of NOx 

equivalent
NOx reduction effect 

    by 4S-DFDE w/LNG …

Source: Maersk Line 

Grams of CO2 emitted by 

Transporting 1 ton of goods 1 km 



SRC: THE GEOGRAPHY OF TRANSPORT SYSTEMS 

20 000 TEU ULCS (2015~ )  : Design completed & promoting by 2014  

22 000 TEU ULCS (Future)  : Conceptual  Design  come out  b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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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E 3,100 TEU Containership (NASSCO under construction) 

General Dynamics NASSCO 

announced a historic contract of 3,100 

TEU LNG-powered containerships, the 

first such ships ever to be constructed 

in the world. 

Once completed, the containerships 

are expected to be the largest ships 

to be primarily powered by liquefied 

natural gas (LNG).  

The new ships will be designed by 

DSEC, a subsidiary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SME) in South Korea. The design will 

be based on proven containership-

design standards and will include 

DSME’s patented LNG fuel-gas

system and a MAN ME-GI dual fuel 

slow speed engine.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51 %

27 %



Independent  LNG Storage Tank 

• IMO type B Independent Tank 

• PUF (Poly-Urethane Foam) panel type insulation 

DSME ACTIB Tank 

IHI SPB 

MOSS DSME ACTIB – MockUp Test 

Foam) panel type insulation

Te

oa ) pa e ypypypypypypypypyyyy e su a o

esttttttttttttttttttt

IHI SPB

MOSSMOSS

IHI SPB



(For reference only) 



Section 3 

LNG Bunkering Scenarios 

• LNG bunkering vessels for LNG fueled ships 

• Existing LNG Import or Export Terminals 

• Launching local LNG Liquefaction Facilities and Power plant for bunkering business 

• Ship to Ship Transfer utilizing small LNG Bunkering Ships in 

Container terminals, or 

Open sea areas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Truck to Ship 

Onshore

terminal to Ship 

Ship to Ship 

for Large LFS 
LNG RV 

LNGC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Truck to ship

• cost of investment in 

•

•

29

Onshore terminal  to ship 

• High cost of investment in 

•

•

Ship to ship 

• Normal cost of investment in facilities 

•

•

*EXMAR ship to ship transfer system for LNG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Bunkering from Tank L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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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LNG Bunkering Vessel Concept 

• Pre-requisite for LNG fuelled large ships 

• Safe mooring 

• Manifold mating 

• High speed LNG pumping 

• Returned flash gas treatment 

• Safety monitoring and interface systems 

• Example of Ship to Ship Transfer 

33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LNG Fuel Forum, 21 Sep. 2011, Stockholm Sweden 

• Example of Ship to Ship Transfer 

35

• High Fuel Cost Saving (OPEX 

saving 25+%) 

• Environmentally Friendly 

• Meets the Industry Trend (Eco-

friendly & Socially 

Responsible Shipping)

• Lower EEDI (Future less 

Carbon Tax, if any) 

• LNG Bunkering Infrastructure 

• LNG experienced Crew members 

• Initial Investment (CAPEX)

• New Technology yet, but with a few 

As-built Records 





FLNG FEE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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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주) FLNG 설계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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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LNG (Liquefied Natural Gas) 천연액화가스, LNG-FPSO (LNG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LNG
부유식 해상 생산 저장설비,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기본설계공정.

ABSTRACT: A number of offshore gas fields have not been developed due to the lack of a feasible means to access the market. When gas
reserves are large enugh to justify a huge capital investment, liquefaction of natural gas has successfully been applied o develop remote gas
fields. For exploitation of offshore gas fields, FLNG system has emerged as a potentially feasible approach. The concept of FLNG is considered to
be advantageous, for distant offshore gas fields, without the necessity of permanent rigs nor under pipelines, and also feasible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or medium scale gas reserves, from the view point of flexible towing capability, compared with conventional onshore
liquefaction plants.
The technology of FLNG has been repeatedly studied, and many engineers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measures to be solved from both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pects. The recent progress technology, however, made it possible to apply a very simple and economical design for
the FLNG.

1. 서    론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는 금융위기에서 출발하여 실물경

제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조선산업은 2~3년 전 수주 받은 물량을 바탕으로 일정부

분 위기를 견디어 내고 있지만,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무

한 상황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후발 주자의 성장은 조선

산업으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선종 등으로 중심축의 변화

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형 조선소들

은 매출과 수익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선종인 Container선, 

유조선, LNG (Liquefied Natural Gas)선 등 일반선은 물론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Drillship, LNG-FPSO (LNG-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loating LNG, FLNG 이라고도 함)와 같은 

특수선종 또한 큰 시장을 형성하려고 한다(Fig. 1).

 

Fig.1 The market scale of shipbuilding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2000년대부터 들어서 

주도하고 있는 선종 중의 하나는, LNG선 이다.

LNG(Liquefied Natural Gas) 기술은 주성분이 메탄(CH4)인 

천연가스를 초저온(약 -162℃) 액화공정을 통하여 액체 연

료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액화되면 부피가 가스 상태의 약 

1/600로 감소하여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에 비해 에너지 밀

도가 높고, 운송이나 저장이 용이하다.

 천연가스는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성숙된 육상 및 천해지

역이 유전보다는 심해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서, 심해

유전의 개발과 부유식 구조물 Floater 의 수요를 증대시키

고, 새로운 LNG 운반선, FLNG 해상 천연가스 공급설비

(LNG-FSRU, SRV) 및 Pipe Line 등 천연가스와 관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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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을 필요로 하고, 최근에는 해양 가스전 개발의 경제

성이 재평가되어 해상에서 LNG를 생산하고 저장, 수송하

는 새로운 개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Fig. 2 Offshore Production Units

 

특히, FLNG는 해상 천연 가스전 근처에 위치하여 생산되

는 가스를 처리하여 LNG로 액화하는 시설과 저장하는 탱

크, 그리고 하역하는 설비를 탑재한 해상 구조물로 LNG의 

생산, 처리, 보관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Fig. 3). 따라서 해상에서 생산한 LNG를 육지까지 운

반할 필요 없이, 직접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FLNG 개발 이전 천연가스는 가스전에서 뽑

아 올린 후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 LNG Plant에 저

장해 두었다가 LNG선에 선적, 운송하여 왔으나 경제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해상공간에서의 생산, 저장, 하역이 새로

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Fig. 3 Floating LNG Production

2. Liquefaction Process

가스전 개발과 가스 생산 분야는 가스전으로부터 천연가

스를 추출하는 공정으로 공개된 기술이 많아 특허나 라인

센스(license)에 대한 구속이 낮은 편이며, 가스 생산을 위

한 기자재나 장비에 제작기술이 보다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리고 가스 전처리 분야는 생산된 가스의 수분을 

Dehydration 공정으로 없애고, CO2, H2S등의 불순물을 제

거하는 기술로서 역시 공개된 기술이 많다. 

또한, 냉동 및 액화공정은 LNG Plant 설계에서의 핵심부

분이며, 액화공정은 LNG Plant 비용의 30~40% 차지하며, 

대표적인 주요설비로는 압축기(Compressor), 열교환기(Heat 

Exchanger), 터빈 (Turbin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외에서는 FLNG를 위한 액화 공정에 대한 기술논

의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미비하며, 세계적인 

Engineering사에서 다수의 액화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APCI 사의 기술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액화 

공정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1) Propane/Mixed Refrigerant(C3/MR방식, APCI사); 

   현재 세계 시장 6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공칭      

   생산용량(Normal Production Capacity)으로는 연        

  4.7백만톤이다.

2) Dual Mixed Refrigerant Process (DMR방식, Shell사)     

 방식; 

   프로판 압축기는 4.2MTPA 로 용량이 제한적이나       

  5MTPA 까지 사용가능하며, 생산용량은 연간 4.8백      

 만톤이다. 

3) Parallel Mixed Refrigerant (PMR방식, Shell사); 

   1개의Pre-cooling 과 2개의 PMR 사이클로 구성되며,    

  8MTPA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4) Optimized Cascade Process 방식(Conocophillips사); 

   초기 LNG Plant에 적용되었고, 3개의 순수한 냉매를   

   이용한 Cascade 공정이다.

 

아래 Fig.4는 일례로 LNG Plant의 액화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rocess

 

3. Process and Utility System

FLNG는 Offshore Gas Well로부터 Feed Gas를 받아서 필

요한 Processing 을 통해 액화하여, 얻어지는 Cargo의 종

류에 따라 LNG, LPG, Condesnate 등으로 분류 저장할 수 

있는 해상 부유 구조물이다. 심해 가스전의 FLNG는 

Seabed에 Turret Mooring 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Well에서 

Subsea Riser를 통해 Feed Gas를 받는다. 생산 저장된 

LNG, LPG, Condensate는 Offloading System (Tandem 방식



이나 Side-by-side 방식)을 거쳐 Shuttle Tanker (LNG 

Carrier, LPG Carrier, Condensate Tanker)로 보내 준다.  

FLNG Process System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Feed 

Gas의 성분으로 필요 유추가 결정되는 Slug Catcher, 

Gas/Liquid Separator, Condensate Stabilizer 에 더하여 

LPG 생산여부에 따라 NGL Recovery Unit, Fractionation 

Unit, LPG Storage & Offloading System이 포함되며, 액화

장치에서 요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Pre-Treatment System (Acid Gas Removal System, 

Dehydrate System, Mercury Removal System) 과 

Liquefaction System, Cargo Containment Storage System 

등이 필요하다(Fig. 5). 

Fig. 5 Process Block Flow Diagram

 

그리고, Utility System으로 Power Generation 에는 Prime 

Mover에 따라 Gas Turbine, Boiler & Steam Turbine, 

DF-DE(Duel Fuel Diesel Electric) 등이 적용되고, Power 

Generating System에 연료를 공급해 주기 위한, Fuel Gas 

Unit, Main Air Compressor System, Fresh Water, 

Lubrication Oil System 등이 설비되어야 한다. 또한, 

Process Heating Medium 으로는 Steam or Hot Oil이 사용

되며, 그 열원은 Combustion Boiler나 Gas Turbine의 

Waste Heat Recovery System (WHRS)을 사용할 수 있다.

 

Fig. 6 Utility Block Flow Diagram

 CCS (Cargo Containment System) 는 Topside Process 에

서 생산된 Cargo를 분류 저장할 수 있도록 Hullside에 설

비된 Storage 용 Tank 이다. LNG tank 의 경우 재질과 형

상에 Approved type에 따라 Spherical (MOSS), Membrane 

(GTT Mark III, No.96), SPB (IHI Self-Supporting Prismatic 

Type B) 등이 있다. 

현재 당사에서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기

본설계공정) 수행하고 있는 FLNG에 적용한 SPB 방식은 

직육면체로 만들어 잉여공간을 최소화 했으며, 화물 탱크 

재료는 알루미늄합금이고 탱크 내부는 일반 탱크선의 내

부와 유사하게 내구재 Centerline Longitudinal Bulkhead 및 

Transverse Swash Bulkhead 로 보강이 되어 타 Tank type

보다는 Sloshing 에 대한 영향을 줄여준다(Fig. 7). 

 

Fig. 7 Design of SPB Tank

 

생산 저장된 LNG, LPG, Condensate 는 Tandem or 

Side-By-Side Offloading System을 이용하여 Shuttle Tank 

등으로 이송한다. Tandem offloading 같은 경우, Soft Yoke 

Mooring & offloading system 과 flexible hose를 사용하고, 

Side-By-Side 방식은 두 선체의 Midship manifold간의 상대

운동을 고려해서 설계된 loading arm을 사용한다. 해상상

태가 비교적 온화한 해역에서는 Side-By-Side 방식을 해상

상태가 가혹한 해역에서 유리한 Tandem 방식을 적용하였

다(Fig. 8).

  

Fig. 8 Tandem Offloading System

다음과 같이 FEED Study 중, 상기 Design basis바탕으로 

Model Test도 실시하였다(Fig. 9).

§ Sea-keeping test with 1YR & 100YR RP environments



§ Station keeping tests with the turret mooring      

arrangement

§ Offloading test with the tandem arrangement

Fig. 9 FLNG Model Test

3. Overall FLNG Design Concept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FLNG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Process 구조 (Topside)와 

Cargo (LNG/LPG/ Condensate)를 저장시킬 수 있는 하부구

조(Hullside)로 이루어진다. 

액화된 가스를 선적하고 Shuttle Tanker에 양하시키기 위

해서는 화물저장 설비, LNG pump, Offloading System, 

Mooring 등의 설비로 갖추어야 한다. Cargo Tank는 LNG, 

LPG, Oil/ Condensate등을 적재할 수 있어야 하며, LNG 

Tank는 LNG선박에 적용되어 왔던 화물탱크방식이 동일하

게 적용되나 Filling Ratio의 제한이 없어야 함으로 Motion

과 Sloshing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Fig. 10 Hyundai FLNG Model

           

 5. 결    론   

기존의 대규모 육상, 근해 가스전의 고갈로 인하여 육상 

LNG Plant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해상에서 상

당한 매장량을 갖고 있어 이를 개발하기 위한 해상구조물, 

FLNG와 같은 Offshore Project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자연적, 정치사회적, 환경적 요인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onshore plant를 대체할 유망한 LNG 생산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LNG선 및 특수선 

(FPSO, Drillship 등) 부분은 이미 건조능력이나 설계능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국내에서 가지고 있으나, FLNG

에 대한 액화 공정선정, CCS Sloshing 문제, 미흡한 설계 

능력, 시공 및 시운전 경험이 없어 각 종 난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술로 극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다. 무엇보다도 현재 글로벌 경제 침체 위기로 인한 세계 

Oil&Gas 메이저들의 해양 유전개발 투자비용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 이와 같은 부유식 생산 설비의 자본 투자가 있

어야 한다.

 

후 기

마지막으로 저자의 관점으로, 천연가스 경제시대에 해상 

설비 시설의 개발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신

개념의 천연가스 전환기술, 부유식 해상 생산설비인, 

FLNG와 같은 고부가가치 핵심 FEED 기본설계 기술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지식경제부 조선현황 (2009)

산업자원부 해상LNG터미널엔지니어링기술개발 (2007)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천연가스의 저온 액화공정 발표

자료(2009)

ABS,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fication Offshore LNG 

Terminal, 2004, April.

Liquefac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History, 

Proceedings of the 1st Annual Gas Processing 

Symposium (2009)



주제 : 해양환경방사능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15:30~17:00

장소 : 부산 BEXCO 105호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학회

2014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워크샵 [해양환경방사능] 세부일정●●●

강연 사회 : 송무석(홍익대학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거동 및 해양생물에의 향
정경태, 김경옥, 김미경(한국해양과학기술원), Chang, Z, Qiao, F(중국제1해양연구소), 
Maderich, V, Brovchenko, I, Bezhenar, R(우크라이나 IMMSP)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항만으로부터 국내 선박평형수 배출량 추정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방사능모니터링 및 수산물안전 대응 현황
이준수, 한인성, 서 상, 황재동(국립수산과학원)

해양방사성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립과 활용방안
최민석, 김성수, 이용우, 선철인, 김성길(해양환경관리공단)

5월 22일(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거동 및 해양생물에의 영향

정경태1, 김경옥1, 김미경1, Chang, Z2, Qiao, F2,

Maderich, V3, Brovchenko, I3, Bezhenar, R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중국제1해양연구소, 
3우크라이나 IMMSP(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 and System 

Problems)

본 발표에서는 Cs137을 중심으로 한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의 거동에 대해 요약

한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부근 국지 모델 및 전 지구 모델 결과, 그리고 북서태평양 해양

생물 영향 예측 모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후쿠시마 부근 국지 모델은 우크라이나 IMMSP (Institute of Mathematical Machine and 

System Problems)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3차원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에 근거

한 SELFE 모델에 방사능 모듈을 추가하여 개발되었다. 방사능 거동 모듈은 용존방사능과 부

유퇴적물간의 상호작용(흡착 및 탈착)이 고려되고 해저면으로의 침적이 고려된다. 모델 실험

은 해양 직접유출량 3.8Pbq를 입력하여 유출 초기 약 3개월에 대해 수행되었다. 전 지구 모

델은 중국 제1해양연구소(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와 공동으로 잘 알려진 POM 모

델에 Tsumune 등(2003)이 제안한 “유효 침적속도”를 포함하는 방사능 모듈을 추가하여 개

발되었다. 모델 실험은 기후적 조건의 해류장을 고려하여 2041년까지 수행되었다. 계산결과 

미국 및 캐나다 연안에 2016-2017년 경에 최대(약 2Bq/ton의 농도)로 영향을 주며 우리나

라 주변 해에의 영향은 2021년 경 최대에 이르나  그 값은 약 0.15Bq/ton으로 측정오차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서태평양 해양생물영향 모델은 우크라이나 IMMSP, 서울대, 네델란드 NRG, 스웨덴 

SMIH 등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되었다. 사용된 모델은 역학적 해양먹이망 모델에 기반한 

POSEIDON-R 박스모델 (Lepicard 등, 2004)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농도기반 환산 기법 

모델 (Concentration factor approach)과 차별화된다. 해양으로의 직접 유출에 대해서는 

2011년 사고 초기의 3.8PBq, 그리고 3.6TBq/year의 균일한 율로 추가적인 유출이 2015년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입력되었다. 대기를 통한 낙진은 Stohl 등(2012)의 산정 결과가 사용

되었다. 피폭선량 산정을 위한 각 박스별 연간평균수산물 포획량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어

업통계에 근거하여 입력되었다. 계산결과 후쿠시마 부근의 육식성 어류는 2016년 경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가별 집단피폭선량을 계산한 결과 중국과 한국의 

경우 특이한 변화 없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 2011년 전년보다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항만으로부터 국내 선박평형수 배출량 추정

오정환, 김은찬
†
, 이승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n Estimation of Ballast Water Discharge in Major Ports of Korea from the Ports

nea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s

Jeong-Hwan Oh, Eun-Chan Kim†, Seung-Guk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요 약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톤의 선박평형

수가 이송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평형수에 의한 해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04년 채택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선박평형수 협약이

발효되면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거나 외해에서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평형수 배

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미생물 개체수의 배출기준을 만족하

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이나 방사능과 같은 오염수 처리에 관한 규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능 유

출로 인하여 인근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사고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50마일 이내에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적재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선박의

안전상 불가피하게 적재한 경우에는 국내항 입항전에 공해상에서 완전히 교환할 것을 권고하였

다. 협약 발효전이라, 우리나라는 선박평형수 배출보고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므로 정확한 배출 정

보를 알 수가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화물량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배출량을 추정 하였다. 2012

년 일본 동부해역의 11개 주요항만에서 국내 주요 항만으로 배출된 선박평형수 양은 약 67만톤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가시마항에서 약 43만톤(65%)과 샌다이 약 14만톤(21%)로 전체의 86%를

차지하였다. 국내 주요항만에 배출된 양은 여천과 울산에 각각 약 23만톤과 21만톤으로 전체의

65%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선박평형수 배출량은 국내 입항하기 직전에 기항했던

항만에서 모두 취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측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BSTRACT

More than 90% of world container traffic is done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and

consequently billions tons of ballast water are being transferred.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BMW) Convention which has been adopted in 2004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s about to come into force and once the Convention takes effect, all

ships will be obliged to properly treat ballast water or exchange them in high seas. In

addition, submissions of ballast water discharge report will become compulsory and all ships

will be requested to discharge ballast water in accordance with the microorganism emission

standard.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 does not include contents of regulation on water

quality or contaminated waters by radioactivity. Due to the radiation leak of the Fukushima

nuclear plant which occurred on 11th March 2011 in Japan, the nearby sea has been

contaminated. After the incident, the Korean Government recommended the vessels travelling

within 50 miles of the Fukushima nuclear plant to try to restrain from loading ballast water

and if the loading becomes unavoidable for security reasons, to completely exchange the

ballast water in open waters before entering the domestic ports. Currently and prior to the

effectuation of the Convention, submission of ballast water discharge report is not

compulsory therefore the exact information on the ballast water discharge is unavailable. In

the absence of the exact data, the ballast water discharge quantity are being calculated

indirectly from the volume of the cargoes. It has been estimated that around 670 thousands

tons of ballast water have been transferred from the 11 main ports of the Eastern sea area

of Japan to the main domestic ports of Korea in 2012. 430 thousands tons (65 percent) of

ballast water were from Kashima port and 140 thousands tons (21 percent) from Sendai port

of Japan, accounting for 86 percent of all ballast water discharge. As for the discharged

ballast water in the domestic ports, it was estimated that 65 percent of the discharge took

place in Yeocheon and Ulsan port with around 230 and 210 thousands tons respectively.

These estimated amounts of the ballast water discharge have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abstracted at the port of call before entering the domestic port,

which in other words means that, the estimation can vary from the actual measurement.

Keywords :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IMO(국제해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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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립과 활용방안
최민석, 김성수, 이용우, 선철인, 김성길(해양환경관리공단)

Introduction of marine radioactive substances monitoring center
M.S.Choi, S.S.Kim, Y.W.Lee, C.I.Sun, S.G.Kim(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요 약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해양 방사성물질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에 직

면 하였으며 국내 해양환경 방사성물질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관련

기관에서 환경방사능에 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일본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물질

이 우리나라 해양 및 수산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3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해

양 방사성물질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

양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연근해의 인공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을 위해 2013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해양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주요 방사성핵종 분석을 위한 액채섬광계수기, 저준위알파

베타카운터, 알파스펙트로미터, HPGe-검출기, Neptune MC-ICP-MS 등 총 5종 8기의 방사성핵종 측정장

비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전문 방사성물질 감시센터의 추진배경, 구축장비, 주요

모니터링 업무 등을 소개하고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최신 분석장비의 활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North Korea's 3rd nuclear boom test in 2011, the

issues related to radioisotope in marine environment has drawn much interests.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started a nationwid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However, the interest

of artificial radioisotopes contamination has increased for marine environment and seafood in Korea.

Because, there is still a potential possibility that additional artificial radioisotopes will be released into

the sea. Notwithstanding, there is no specialized institute of radioisotope monitoring in the Korean

marine. In this reason, the marine radioactive substances monitoring center(MRM) is constituted in

2013 by th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introduce the major

tasks of MRM such as marin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nd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research fields.

Keywords : Radioisotope(방사성동위원소), Radiation monitoring(방사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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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의 미래와 해양 토의 효율적 이용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한중일 해양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와 한계
양희철, 이창열(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 토관리 정책동향 비교 및 적용 시사점
최지연, 장정인, 박성준, 최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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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지의 미래와 해양 토의 효율  이용
홍기용 (선박해양 랜트연구소), 범수 (한국해양 학교)

Future Perspective of Ocean Energy Development Secured by 
Efficient Utilization of Marine Territory
Keyyong Hong (KRISO) & Beom-Soo Hyun (KMOU)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양에 지 개발의 황과 기술 , 경제  제약을 살펴보고 이를 해양
토의 효율  이용 에서 검토하여 해양에 지의 미래를 망하고자 한다. 해양에는 
바람, 도, 조류, 조 , 수온 등 다양한 에 지원이 존재한다. 해양에 지는 청정하고 
재생 가능하며 연안역에서 규모 개발이 가능하여 기후변화에 응하는 체에 지 
기술로 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혹한 해양환경에 기인하는 기술 인 어
려움과 경제성이 불리하여 개발이 제한 이다. 이에 따라 상 으로 근이 용이한 연
안역에 개발이 집 되어 왔으나, 해양기술의 진보와 규모 단지화에 따르는 경제성의 
제고로 차 심해로 개발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에 지 개발의 심해 확장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는 수심과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이다. 해양에 지 개발은 수심에 따
라 용기술이 상이하며, 연안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송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성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해양에 지 개발이 가능한 해양 토는 
수심과 연안으로부터 거리가 일정 범  내인 해역으로 제한된다. 해양에 지 개발 잠재
량은 에 지 도와 함께 개발 가능한 해양공간의 크기에 좌우되므로, 서해와 같이 수
심이 낮고 국과의 해양경계까지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해양경계가 개발 가능한 자원
의 잠재량을 결정한다. 개발 가능 해양 토의 크기가 제한 이므로 규모 해양에 지 
단지화는 해양 토의 효율  리  이용과 연계한 추진이 필수 이다. 이에 따라 연
안해역 공간자원 활용의 경제성 제고 기술이 요해질 망이며, 단 면 당 에 지 생
산성이 높은 복합발 과 해양시설의 다목  복합이용 기술 등의 활발한 개발이 상된
다.      

Keywords : Ocean Energy(해양에 지), Offshore Wind Power(해상풍력), 
Marine Territory(해양 토), Energy Resource(에 지 자원), Ocean Space 

Utilization(해양공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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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해양 할권 첩수역에서 연안국의 할권 행사 범 와 한계 

Scope and Limitation of Exercising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in 

the Jurisdiction Overlapped Area 

양희철·이창열(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북아에서 한 일은 각각의 해양 할권 주장 원칙과 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 방식의 차이는 각국이 의도하는 할권 주장의 첩수역 역시 그 범 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유엔해양법 약에 따라 해양경계미획정 수역 혹은 할권 첩수역에서 최종  경계획정에 도달하지 

못한 연안국은 약이 규정한 ‘잠정약정’을 추진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잠정약정에 이르

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법 조치와 같이 자기 할권 행사의 범 를 일방 으로 설정, 그 범  내에서 제

삼국과 자국과의 계를 법 으로 정비하고 할권을 행사하는 것 한 필요하다. 이는 할권 주장 

첩수역에서의 연안국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는 양자  측면 뿐 아니라, 제3자 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 한 일 삼국의 해양 할권 주장은 각국이 선포한 해기  요소 외에, 할권에 한 명시

 표명이 없다는 에서, 일부 국가와는 사실상 연안국이 약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는 200해리의 

범 가 첩해역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해양과학조사에 한 합의규

범이 없는 상황에서 계국간 심각한 할권 충돌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

나라의 해양과학조사선이 주변해역에 한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과 일본의 해양과학

조사 진행에 한 항의는 부분 할권 주장에 한 충돌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당사국간 경계획정이 도출되기 , 각국의 할권 주장이 첩되는 해역에서 연안국의 

할권 행사 범 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한 국가가 국내  조치를 통해 수행하는 할권 행사

의 합리  범 , 즉 사실상의 일국에 의한 가상 간선의 설정이 타국과의 계에서 약이 지하는 경

계획정합의 해행 로 해석될 수 있는가 ? 연안국이 할권 주장 첩수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 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등의 문제를 살펴 으로서 동북아 삼국의 갈등구조를 이해하는 근 방법을 모색하

고자 한다. 결론으로 본 논문은 한 일 삼국간 해양 할권 주장의 첩수역에 한 객  해석작업과 

함께 해양연구를 한 조사와 결과의 확산  공유를 해서는 한 일 삼국간의 행 규범(code of 

conduct)이 도출될 필요성, 그리고 양자간 조사 항목에 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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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의 해양영토관리 정책동향 비교 및 적용 시사점

Comparative Research on  Ocean Policies of China, Japan, the U.S and Korea.

 최지연, 장정인, 박성준,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를 확보하

기 위해 관할해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기본법(2007년) 제정과  제2차 해양기본계획

(2013) 수립을 통해 일본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자원 이용․개발, 해양안보 및 안전, 이도 등에 대한 해양관리체계를 구축

하였고, 중국은 국가해양위원회(2013) 설치를 통해 해양행정의 통합․조정 강화와 국가 해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

가해양산업발전 “12.5”계획을 발표하고 해역, 도서, 해양환경, 교통운송 등 해양의 통합관리역량 증진과 해양의 지속가

능한 발전, 연안수질 개선, 해양 공공서비스 향상, 해양순찰 강화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해양정책 

태스크포스 최종권고안(2010. 7)ʼ에서 연안․해양․오대호의 관리를 위한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효과적인 연안․해양공간

계획 수립 등 미국 해양통합정책의 기본방향 제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해양관할권의 관리수단을 마련 중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관할권 범위 설정 및 관리

수단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다양한 연안․해양의 이해상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활동을 도모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을 마련․적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에는 해운, 수산, 해양관광, 광물․골재채취, 보호구역, 연구․조사활동, 신․재생에너지 등 해양

이용․개발행위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선점식 부문별 관리방식’을 그대로 적용 하고 있

으며, 현재 우리나라 해양에 적용되는 법률은 37개, 국가계획은 29개이며, 해양에 지정가능한 지(구)역․지구는 79개에 

달하나, 생태적․사회경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입지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우선적

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할해역의 생태적․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수단의 부족, 해

양이용․개발행위의 조정수단의 부재 등으로 비효율적 해양 이용․개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관리와 권리행사 등에 관한 사항의 기본지침이 될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의 추진방

향 정립이 시급하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해양생물자원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법제도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의 이용․개발의 질서 확립, 생

태계 기능과 서비스 유지, 해양이용 갈등의 최소화 등을 위한 관할해역 통합관리계획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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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토에 한 과학자의 역할

정회수(KIOST)1)

   서로 마주보거나 인 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EEZ( 륙붕)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하여 국제사법재 소 규정 제38조에 언 된 국제법을 기 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엔해양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요한 문구는 " 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 이

다. 이 문구는 “한 국가가 해양경계획정에 하여 용할 수 있는 고려요소는 자국에 유리한 모든 요

소”로 해석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국 할권 확 를 해, 자국에 유리한 모든 과학  데이터를 

최 한 축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를 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계획정

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획정에 한 례에는 일정한 '추

세'가 형성되고 있다. 즉, 임시 간선을 획정하고, 그런 후 경계획정 상 해안선의 길이와 면 비례, 

도서의 역할, 지질  지형  특징, 당사국 행  등을 고려하여 최종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차가 국제 

례  국가간 정에서 다수 용되고 있다. 실제, 경계획정을 해 가장 요한 원칙은 간선(기선 

문제 포함) 원칙이고, 그 다음이 ( 물, 수산)자원, 기타 특별한 사정들(지형/지질 특성, 생태계 특성, 해

안선 길이, 인구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간선 문제의 핵심은 륙붕 연장설의 용 가능성 여부, 그리고 국측 기선 9, 10, 12번 (무인) 

섬에 한 성 여부(식생, 주거상황 등), 독도, 일본 규슈의 남녀군도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

없이 논의되었고, 이에 해 우리는 기존 해양과학+인문사회과학  지식을 융합하여 주변국에 히 

응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요한, 그 지만 실제 으로는 가장 요한, 요소는 자원이다. 특히 석유·

개스 매장(후보)지가 자원의 핵심 고려요소다. 우리나라 최남단 EEZ 근 지역에서는 국의 유 이 개

발-가동 이고, 일본+ 국의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한 EEZ 남측 경계선을 따라 많은 국 

석유 구가 설정되어 있다. 아울러 2028년 시효로 체결된 한일 륙붕공동개발 구(JDZ, 소  제7 구)

는 아직 탐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자, 료 등의 주장에 의해 우리나라 남해역에는 탄

화수소 자원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일부 기 에서 도출한 한정된 자료에 근거, 더 이상 이 해

역 인근에서는 탐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 일본 등이 우리 EEZ 근 지역에서 

펼치는 왕성한 석유탐사-개발 활동을 고려할 때, 우리만 이 지역에 자원이 없다고 단정하고 탐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정황상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재 추진 인 군산분지 탐사가 EEZ 토확보 략의 

일환이라면, 국측 군산분지에서 데본사 등이 시추를 하 지만 아직 석유를 발견했다는 정보가 없다

는 사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군산분지에서 운좋게 석유를 발견할 경우에 국도 당장 군산분지에서 

유 탐사를 하고 한 황해공동 구 설정을 서두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EEZ 남측과는 상황이  

다른 군산분지에서 탐사를 서두르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해안선 길이, 해안 

경제인구 압력, 해  지형·지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해 지질특성의 하나인 실트 경계선(Silt Line)이 

국측 과학자 등에 의해 고려요소로 제기되었고, 많은 련 연구와 논란이 있었다. 재까지의 잠정 

결론은 최근빙하기(LGM) 이후 황해로 유입된 퇴 물은 많지 않고, 황해 퇴 물은 한국과 국 퇴 물

이 섞인 것이며, 따라서 실트라인을 과학 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황해 앙의 냉·온

수 는 황해의 물리 상, 퇴 작용, 생태계 특성을 규정짓는 요한 환경이고, 따라서 황해 반의 환

경생태학  특성을 고려한 종합  의 경계 획정 연구가 타당하며, 이러한 과학  연구결과는 EEZ 

상에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정책화 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해양과학기술계는 1) 한  공동개발 구역 설정을 목표로, 시 히 EEZ 최남단 연구에 집

해야 하고, 2) 2028년 효력이 종료되는 JDZ에 해, 해양과학 탐사활동을 즉시 추진해야 하며, 3) 황해 

 북동 국해 반에 한 해양환경  수산생태계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4) 해양연구가 국가 해양정

책에 일치되도록 국가 R&D사업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책임연구원 / hsjung@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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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원자력에너지의 해양분야 활용 방안
일시 : 2014년 5월 23일(금) 13:00~15:00

장소 : 부산 BEXCO 105호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해양-원자력 공동위원회

주관 :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원자력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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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사회 : 박성환(한국기계연구원)

국내외 해양원자력 시스템 개발현황 및 전망
이필승(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추진선박의 경제성 분석 및 개념설계 연구
신병철, 김동언, 정태석(STX조선해양(주)), 전종하(STX중공업(주)), 최 순, 김지호(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형 해양 원자력 시스템 개발 방향
이광원(한국전력기술(주))

해양 적용을 위한 소형 경수로 개발 현안 및 전망
최 순, 김지호, 김교윤(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토의
(한국과학기술원 한순흥 교수, 한국전력기술(주) 이광원 상무)

5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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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양원자력 시스템

개발현황 및 전망

2014. 5. 23.

이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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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원자력 시스템

해양원자력 시스템

발전

• 쇄빙선

• 대형 상선

• 심해 탐사선

• 잠수함

추진동력

• 착저식

• 부유식

• 잠수식

고출력, 고효율, 지속성, CO
2

소형 소형, 중형, 대형



1. 해양원자력 시스템 (추진동력)

원자력 상선, Savannah (1962~1970) 원자력 쇄빙선, Yamal, 1992 

원자력 잠수함, Le Terrible, 2010원자력 항공모함, J.F. Kennedy, 2007

1. 해양원자력 시스템 (발전)

Sturgis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미국 잠수식 ONPP, FLEXBLUE, 프랑스

부유식, Akademik Lomonosov, Russia 착저식 ONPP, KAIST 



2. 국외 개발현황 (미국/상선)

• Savannah호 (1962~1970)

• 세계 최초 원자력 상선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 확인

• 가압경수로

• 우라늄 (4.4%) 

길이 181.66 m

폭 23.66 m

총톤수 22,000 톤

적재 14,040 톤

마력 20,300 마력

속도 21 노트

승선인 184 명

2. 국외 개발현황 (미국/부유식 원전)

• 2차 대전에 사용하던 선박 개조 (1967년)

• 발전 용량 10MW

• Panama 운하지역에 1976년까지 전력공급

• 40~50년 설계수명

• 이후, Florida Bounty Island에 1200MW 급

FNPP를 건설 중 중단

미국, Sturgis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FNPP)

FNPP: Floating Nuclear Power Plant



2. 국외 개발현황 (미국/부유식 원전)

• Atlantic Generating Station

• Offshore nuclear power 

plants (1971)

• Westinghouse

• Cancelled in 1978

• 부유식

2. 국외 개발현황 (러시아/쇄빙선)

Arktica-class icebreakers

길이 150 m

폭 30 m

배수량 ~25,000 톤

주기
OK-900A 

2 X 159MWt 

마력 ~75,000 마력

속도 20.8 노트

승선인 250 명

Taimyr-class icebreakers

길이 151.8 m

폭 29.2 m

배수량 ~20,000 톤

주기
KLT-40M

1 X 171 MWt

마력 ~52,000 마력

속도 20.8 노트

승선인 250 명

Nuclear lighter carrier ship 

Sevmorput

길이 260.1 m

폭 32.2 m

배수량 61,880 톤

주기
KLT-40X1

1 X 135MWt

마력 39,436 마력

속도 21 노트

적재량 1328 TEU



2. 국외 개발현황 (러시아/쇄빙선)

Ship Name In Service Type Class

NS Lenin 1959-1989 Icebreaker Lenin

NS Arktika 1975-2008 Icebreaker Arktika

NS Sibir 1977-1993 Icebreaker Arktika

NS Rossiya 1985- Icebreaker Arktika

NS Sevmorput 1988- Container ship Sevmorput

NS Yaimyr 1989- River Icebreaker Taimyr

NS Sovetskiy Soyuz 1989- Icebreaker Arktika

NS Vaigach 1990- River Icebreaker Taimyr

NS Yamal 1993- Icebreaker Arktika

NS 50 Let Pobedy 2007- Icebreaker Arktika

2. 국외 개발현황 (러시아/부유식 원전)

Akademik Lomonosov

길이 144.4 m

폭 30 m

높이 10 m

홀수 5.6 m

배수량 ~21,500 톤

주기

KLT-40S 

2 X 70 MWe

or 2 X 300 MWt

공급능력 200,000 people

건조예정 7 기

승선인 69 명

• 연구시작 : 2000년대 초반

• 건설시작 : 2007년

• 진수 : 2010년

• 발전시작 : 2013년 (예정)

• 부유식 해양원전



2. 국외 개발현황 (일본/상선)

MUTSU

길이 130 m

폭 19 m

높이 13.2 m

홀수 6.9 m

총톤수 8,242 톤

주기
Mitsubishi PWR

36 MWe

마력 10,000 마력

속도 17 노트

승선인 80 명

• 일본 최초 원자력선

• 진수 : 1970년

• 건조완료 : 1972년 (연료장전)

• 해체 : 1992년

2. 국외 개발현황 (프랑스/잠수식 원전)

FLEXBLUE, DCNS, French

출력 50 ~ 250 MWe

설치수심 60 ~ 100 m

길이 100 m

직경 12 ~ 15 m

총톤수 ~ 12,000 톤

• 잠수식 해양원전

• Small Modular Reactors (SMRs)

• Ballasting tank

• 이동설치 가능



2. 국외 개발현황 (독일/상선)

Otto Hahn, Cargo carrier

• Cargo vessel

• 진수 : 1964 년

• 연구, 수송

• Decommissioned : 1983 년

( Cargo ship)

길이 172 m

폭 23.4 m

홀수 5.3 m

적재용량 14,040 톤

속도 15.7 노트

주기 38 MWe

승선인 90 명

3. 국내 개발현황 (선박용 원자로)

• Critical heat flux under 

roll motion 

• 서울대 원자력열수력 연

구실

• 원자력 쇄빙선 추진계통

• 서울대 원자력열수력 연구실



3. 국내 개발현황 (착저식 원전)

• 착저식 해양원전, 2011~ 

270m(L) X 330m(W) X 53m(H) 

• APR1400 ( 1400 MWe X 2EA )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해양

시스템공학 전공, POSCO

• 착저식 해양원전, 2011~

168m(L) X 168m(W) X 53m(H)

• SMART (SMR) :  100 MWe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해양시

스템공학 전공, DSME

3. 국내외 개발현황 (해양 원자력 시스템)

추진동력 발전

군사용 민간용

민간용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함 쇄빙선 상선

미국 11 70~80 150~160 1 부유식 (1기)

러시아 248 5 10 부유식 (1기)

영국 ~20

중국 1

프랑스 ~20 잠수식 (개념)

일본 1 부유식 (개념)

독일 1 -

한국 착저식 (개념)

** More than 12,000 reactor years of marine operation accumulated



4. 요약

• 해양원자력 시스템은 미국/러시아를 중심으로 군사용 목적의 선박추진동력

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민간용은 전세계적으로 기술개

발이 중단된 상태임.

• 러시아는 부유식 해양원자력 발전선을 시작으로 SMR을 이용한 해양원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고 있음. (최근 중국과 협력 시작)

• 프랑스는 잠수식 해양원자력 시스템을 사용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서울대와 KAIST 등에서 산발적으로 기초연구를 해왔으며, 본격

적인 연구개발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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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선박의 경제성 분석 및

개념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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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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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1. 국제 정세에 민감한 국제유가

• 화석연료는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 변동이 민감

•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에 따라 박용 엔진 대마력화 � 연료비 과다 � 새로운 추진체계 요구

1. 국제 정세에 민감한 국제유가

• 화석연료는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 변동이 민감

•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에 따라 박용 엔진 대마력화 � 연료비 과다 � 새로운 추진체계 요구

< 선박 및 박용 엔진의 대형화 추세 > < 선박 동력원으로서의 원자력 특징 및 활용 >

연료비 저렴 연료 용적 작음

열 발생 과정에

산소 필요 없음

대형선

고속선

(고출력 동력원)

해양관측선

발전선

(장기연속동력원)

잠수선

잠수조사선

심해작업선

(수중동력원)

쇄빙선

초고속선

초고속

잠수선

심해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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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2.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수송선 개발 필요

• 기후변화 협약 및 온실 가스, 배기배출물 규제 강화

•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선박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시급

2.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수송선 개발 필요

• 기후변화 협약 및 온실 가스, 배기배출물 규제 강화

•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선박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시급

< Oasis of the Seas 태양광패널 적용 사례 >< 전기모터를 이용한 POD형 추진기 > < NYK의 Super Eco Ship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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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 문제의 이해와 Goal에 대한 최적의 Option 결정

• 의사 결정의 전 과정을 계층구조로 구성 � 이를 단계별로 분석 � 최적의 대안 선택 (최종 의사 결정)

•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 부여

원자력 추진체계 개발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선박의 선종 선정의 타당성 확보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 문제의 이해와 Goal에 대한 최적의 Option 결정

• 의사 결정의 전 과정을 계층구조로 구성 � 이를 단계별로 분석 � 최적의 대안 선택 (최종 의사 결정)

•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 부여

원자력 추진체계 개발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선박의 선종 선정의 타당성 확보

문제 정의 & 

목표 설정

계층 구조 작성

( Criteria & 

Alternative )

비교 행렬 작성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부여

대안 선택

◈ AHP 분석 단계◈ AHP 분석 단계

◈ AHP 적용 #1(원자력 추진체계의 타당성)

• 문제 정의 : 기존 디젤 추진 선박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선박용 신추진체계 개발

• 계층 구조

- Criteria : 안전성, 환경오염, 연료비, 설치공간, 설치비용

- Alternative : Diesel, LNG, Nuclear Propulsion System

◈ AHP 적용 #1(원자력 추진체계의 타당성)

• 문제 정의 : 기존 디젤 추진 선박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선박용 신추진체계 개발

• 계층 구조

- Criteria : 안전성, 환경오염, 연료비, 설치공간, 설치비용

- Alternative : Diesel, LNG, Nuclear Propulsion System

Ⅱ. 원자력 추진체계의 타당성



8STX조선해양㈜ 기술연구소

2014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 05. 22 ~ 23

부산컨벤션센터

◈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원자력 추진체계의 타당성)◈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원자력 추진체계의 타당성)

Objective

Criteria

Alternatives

Alternatives

Criteria

Diesel LNG Nuclear

안전성 (0.21) 0.59 0.35 0.06

환경오염 (0.12) 0.08 0.33 0.59

연료비 (0.38) 0.09 0.17 0.74

설치공간(0.07) 0.40 0.20 0.40

설치비용(0.21) 0.67 0.27 0.06

◈ 가중치 산정◈ 가중치 산정 ◈ AHP 분석 결과◈ AHP 분석 결과

Nuclear

(40%)

Diesel

(25%)

LNG

(26%)

Ⅱ. 원자력 추진체계의 타당성

신추진 체계 개발

C1 C2 C3 C4 C5

안전성 환경오염 연료비 설치공간 설치비용

Diesel LNG Nuclear Diesel LNG Nuclear Diesel LNG Nuclear Diesel LNG Nuclear Diesel LNG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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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 적용 #2(최적 선종 선정)

• 문제 정의 : 원자력 추진체계를 적용 시킬 최적 선종 선정.

• 계층 구조

- Criteria : 연료비, 운항일수, Port 접근성, 시장수요, 운영비 역전시점

- Alternative :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Arctic LNG, FPSO

◈ AHP 적용 #2(최적 선종 선정)

• 문제 정의 : 원자력 추진체계를 적용 시킬 최적 선종 선정.

• 계층 구조

- Criteria : 연료비, 운항일수, Port 접근성, 시장수요, 운영비 역전시점

- Alternative :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Arctic LNG, FPSO

◈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최적 선종 선정)◈ 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최적 선종 선정)

Objective 최적 선종 선정

Criteria

` C1 C2 C3 C4 C5

연료비 운항일수 Port 접근성 시장수요
운영비

역전시점

Alternatives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Arctic

LNG
FPSO

Arctic

LNG
FPSO

Arctic

LNG
FPSO

Arctic

LNG
FPSO

Arctic

LNG
FPSO

Ⅲ. 최적 선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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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26%)

Icebreaker

(21%)

Drillship

(22%)

Arctic LNG

(14%)

FPSO

(18%)

Alternatives

Criteria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Arctic LNG FPSO

연료비 (0.40) 0.29 0.16 0.25 0.18 0.12

운항일수 (0.24) 0.17 0.28 0.17 0.10 0.28

Port 

접근성 (0.07)

0.09 0.30 0.16 0.16 0.30

시장수요(0.15) 0.37 0.21 0.11 0.11 0.21

운영비

역전시점(0.15)

0.26 0.26 0.26 0.14 0.08

◈ 가중치 산정◈ 가중치 산정 ◈ AHP 분석 결과◈ AHP 분석 결과

◈ AHP 분석 결론◈ AHP 분석 결론

Nuclear

Diesel

LNG

Container

Icebreaker

Drillship

Arctic LNG

FPSO

Ⅲ. 최적 선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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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 LCC 분석을 통한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 LCC(Life Cycle Cost) 분석

• 초기 투자 단계를 거쳐, 유지관리, 철거 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Life Cycle이라 함.

• Life Cycle 동안에 필요한 비용을 합친 것을 LCC라 하며, LCC기법은 종합적인 관리 차원의 Total Cost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임.

• 현금의 가치할인율,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평가.

• 초기 투자 단계를 거쳐, 유지관리, 철거 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Life Cycle이라 함.

• Life Cycle 동안에 필요한 비용을 합친 것을 LCC라 하며, LCC기법은 종합적인 관리 차원의 Total Cost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임.

• 현금의 가치할인율,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평가.

� LCC 분석 단계

비용 항목 정의 실질비용 분석

명목비용 분석

(물가변동률 고려)

현가가치 환산

(현금할인율 고려)

경제성

비교/분석

• 실질비용 :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Life Cycle 동안 필요한 비용.

• 명목비용 : 실질비용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비용.

• 현재가치 환산 : 미래의 비용을 현금 할인율을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비용.

• 실질비용 :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Life Cycle 동안 필요한 비용.

• 명목비용 : 실질비용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비용.

• 현재가치 환산 : 미래의 비용을 현금 할인율을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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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기 건조비용

B : 연간운용비용

C : 폐선 처리비용(원자력 추진체계)

r : 물가 변동률

i  : 현금 할인율

n : 미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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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선박 Engine spec.

• CAPACITY : 16,000 TEU Container

• MAIN ENGINE : STX-MAN 11S90ME-C9.2(59,780kW)

• DIESEL GENERATOR  : 4,500kW * 4set

• Total POWER : 78 MWe (MCR)

� 58MWe ( 75% of total power )

◈ 운항 Route

�

Asia ~ Europe Route.

�

Total : 25,700NM

ECA : 13.7days, Non-ECA : 33days

�

No. of Voyage : 7 (� 320 days)

*SCR : STX Internal Report

연료유 가격 : http://www.bunkerworld.com/prices/port/sg/sin/

LNG : 유진투자증권, LNG 벙커링 Report

Nuclear Fuel Cost : KAERI Internal Report

출처 : http://www.hmm21.com/

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15STX조선해양㈜ 기술연구소

◈ LCC 분석을 위한 가정

�

현금 할인률 : 2, 3, 4, 5%

�

물가변동률 : 3, 5, 7, 10%

�

연료비 - Reference 자료 활용.(*World Energy Outlook, IEA, (2011))

- 정책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 적용

�

운항연수: 25년

�

현금 할인률 : 2, 3, 4, 5%

�

물가변동률 : 3, 5, 7, 10%

�

연료비 - Reference 자료 활용.(*World Energy Outlook, IEA, (2011))

- 정책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 적용

�

운항연수: 25년

◈ LCC 분석의 비용 항목

구분 비용 항목

Cost

Nuclear Diesel LNG

CAPEX

초기설계비 - - -

건조비 6,680 1,400 1,820

폐로처리비 517 - -

SCR - 23 23

합계 7,197 1,423 1,843

OPEX

승조원비 15.0 11.0 11.0

선체보험료 65.8 32.8 32.8

수리유지비 16.1 16.1 16.1

선용품 및 소모품 5.2 5.2 5.2

일반관리비 2.0 2.0 2.0

항비 41.1 41.1 41.1

연료비 70 583.3 504.9

Container loss - - 63.2

합계 215.2 691.4 676.2

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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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컨벤션센터

◈ CAPEX 분석◈ CAPEX 분석

�

Nuclear - 120MWt(≒40MWe) 일체형 원자로, 열효율 30% 가정.

- 예상 제작 비용 : 66 억원/MWe (*’SMART 건설비용 및 경제성 추정’, 한국원자력연구원(2009))

� 2,640 억원/기, 2기 사용.

- 폐로처리비용 : $ 45 million(*‘specific design and technological features of dismantlement of the big 

nuclear ship"Ural"’, V.Anitropov(2005))

�

Diesel - 신조선가 기준 약 1,400억원.

- SCR 비용 : 23억원 (*STX O&S Internal Report)

�

LNG - 신조선가 기준 약 1,820억원.(Diesel 선박의 선가대비 20~30% 증가)

�

Nuclear - 120MWt(≒40MWe) 일체형 원자로, 열효율 30% 가정.

- 예상 제작 비용 : 66 억원/MWe (*’SMART 건설비용 및 경제성 추정’, 한국원자력연구원(2009))

� 2,640 억원/기, 2기 사용.

- 폐로처리비용 : $ 45 million(*‘specific design and technological features of dismantlement of the big 

nuclear ship"Ural"’, V.Anitropov(2005))

�

Diesel - 신조선가 기준 약 1,400억원.

- SCR 비용 : 23억원 (*STX O&S Internal Report)

�

LNG - 신조선가 기준 약 1,820억원.(Diesel 선박의 선가대비 20~30% 증가)

(단위: 억원)

구분 비용 항목

Cost

Nuclear Diesel LNG

CAPEX

초기설계비 - - -

건조비 6,680 1,400 1,820

폐로처리비 517 - -

SCR - 23 23

합계 7,197 1,423 1,843

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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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 05. 22 ~ 23

부산컨벤션센터

◈ OPEX 분석◈ OPEX 분석

�

승조원비, 선체보험료, 수리유지비, 선용품 및 소모품, 일반관리비, 항비

� 참고문헌 DB활용, 비용 추정

(*‘컨테이너선 대형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2))

�

연료비 : Reference 활용

� 정책에 따른 3가지 유가변동 시나리오 반영 (*‘World Energy Outlook’, IEA(2011))

� 평균 출력: 58MWe (75% of total power)

�

Container loss : Fuel Tank 용적 증가로 인한 Cargo loss(500TEU) 발생

� Asia ~ Europe Route. 운임 : $1,376/TEU (10.01~12.06평균)

(*‘컨테이너 시황 변동 배경과 전망’, KMI 해운시장분석센터(2012))

�

승조원비, 선체보험료, 수리유지비, 선용품 및 소모품, 일반관리비, 항비

� 참고문헌 DB활용, 비용 추정

(*‘컨테이너선 대형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2))

�

연료비 : Reference 활용

� 정책에 따른 3가지 유가변동 시나리오 반영 (*‘World Energy Outlook’, IEA(2011))

� 평균 출력: 58MWe (75% of total power)

�

Container loss : Fuel Tank 용적 증가로 인한 Cargo loss(500TEU) 발생

� Asia ~ Europe Route. 운임 : $1,376/TEU (10.01~12.06평균)

(*‘컨테이너 시황 변동 배경과 전망’, KMI 해운시장분석센터(2012))

구분 비용 항목

Cost

Nuclear Diesel LNG

OPEX

승조원비 15.0 11.0 11.0

선체보험료 65.8 32.8 32.8

수리유지비 16.1 16.1 16.1

선용품 및 소모품 5.2 5.2 5.2

일반관리비 2.0 2.0 2.0

항비 41.1 41.1 41.1

연료비 70 583.3 504.9

Container loss - - 63.2

합계 215.2 691.4 676.2

(단위: 억원/년)

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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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컨벤션센터

◈ 추진 TYPE에 따른 경제성 비교

�

현금 할인율 : 4%

�

물가 변동률 : 3%

◈ 추진 TYPE에 따른 경제성 비교

�

현금 할인율 : 4%

�

물가 변동률 : 3%

Nuclear-Diesel Nuclear-LNG

운용비

역전시점 (년)
11.8 11.8

25년간 누계

운용비 차액 (억원)
7,038 6,084

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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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 05. 22 ~ 23

부산컨벤션센터

Current 

Policies

New 

Policies

450 

Senario

운용비

역전시점 (년)
11.8 12.2 13.0

25년간 누계

운용비 차액

(억원)

7,038 6,156 4,727

◈ 유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현금 할인율 : 4%

�

물가 변동률 : 3%

�

정책에 따른 유가변동률 반영(3-Scenario)

◈ 유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현금 할인율 : 4%

�

물가 변동률 : 3%

�

정책에 따른 유가변동률 반영(3-Scenario)

• Current Policies Scenario : 원전 완전 폐쇄

• New Policies Scenario : 원자력과 화력의 적절한 조화

• 450 Scenario: 세계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

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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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현금 할인율 : 4%

�

물가 변동률 : 3, 5, 7, 10%

�

현금 할인율 : 4%

�

물가 변동률 : 3, 5, 7, 10%

< 물가변동률에 따른 민감도 >

< 물가변동률_3% > < 물가변동률_5% >

< 물가변동률_7% > < 물가변동률_10% >

물가변동률 3% 5% 7% 10%

운용비

역전시점 (년)
11.8 10.5 9.6 9.7

25년간 누계

운용비 차액

(억원)

7,038 11,006 16,460 14,489

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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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현금 할인율 : 2, 3, 4, 5%

�

물가 변동률 : 3%

�

현금 할인율 : 2, 3, 4, 5%

�

물가 변동률 : 3%

< 현금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

< 현금할인율_2% > < 현금할인율 _3% >

< 현금할인율 _4% > < 현금할인율 _5% >

현금할인율 2% 3% 4% 5%

운용비

역전시점 (년)
10.5 11.1 11.8 12.6

25년간 누계

운용비 차액

(억원)

11,052 8,867 7,038 5,499

Ⅳ.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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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

◈ 설계로 크기 및 중량 추정

계통 구분 ITEM

무게

(ton/기)

1차

원자로 260

내부의 물 20

1차 계통기기 400

1차 계통 배관 60

1~4차 차폐체 3,024

Total 3,764

2차

2차 계통기기 600

2차 계통 배관 140

Total 740

16.5m

8.5m

4m

9m

Reactor(Mid-Ship)Reacto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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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선체 중앙부 배치)

◈ 기본계산 및 개념설계

< Engine Room >

< Mid-ship Section > < Reactor Room>

25STX조선해양㈜ 기술연구소

◈ 충돌해석

<ISO View of All Part><ISO View of All Part> <Effective Stress of Elastic Part><Effective Stress of Elastic Part>

<Acceleration Check Point><Acceleration Check Point><After Rebounding><After Rebounding>

Ⅴ.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선체 중앙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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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해석

구분 0 kt rule 평가 5kt rule 평가 10 kt rule 평가 12.5kt rule 평가 16.67kt rule 평가

Acc for x 

direction

(m/s
2

)

1.68

< 0.5g

Satisfied

1.74

< 0.5g

Satisfied

1.81

< 0.5g

Satisfied

1.83

< 0.5g

Satisfied

1.86

< 0.5g

Satisfied

Acc for y 

direction

(m/s
2

)

2.71

< 0.5g

Satisfied

2.69

< 0.5g

Satisfied

2.62

< 0.5g

Satisfied

2.61

< 0.5g

Satisfied

2.61

< 0.5g

Satisfied

Acc for z 

direction

(m/s
2

)

4.34

< 0.5g

Satisfied

4.29

< 0.5g

Satisfied

4.23

< 0.5g

Satisfied

4.19

< 0.5g

Satisfied

4.23

< 0.5g

Satisfied

Roll angle

(deg.)

24.32

< 30 deg.

Satisfied

25.10

< 30 deg.

Satisfied

24.20

< 30 deg.

Satisfied

24.20

< 30 deg.

Satisfied

23.51

< 30 deg.

Satisfied

Pitch angle

(deg.)

6.86

< 30 deg.

Satisfied

7.04

< 30 deg.

Satisfied

7.15

< 30 deg.

Satisfied

7.15

< 30 deg.

Satisfied

7.28

< 30 deg.

Satisfied

Ⅴ.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선체 중앙부 배치)

(*‘선박용 원자력 추진체계 개념연구’, 서울대학교 기초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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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선미부 배치)

◈ 기본계산 및 개념설계

< Engine Room >

< Mid-ship Section > < Reacto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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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해석

<ISO View of All Part><ISO View of All Part> <Effective Stress of Elastic Part><Effective Stress of Elastic Part>

<Acceleration Check Point><Acceleration Check Point><After Rebounding><After Rebounding>

Ⅴ.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선미부 배치)

29STX조선해양㈜ 기술연구소

◈ 운동해석

구분 0 kt rule 평가 5kt rule 평가 10 kt rule 평가 12.5kt rule 평가 16.67kt rule 평가

Acc for x 

direction

(m/s
2

)

1.80

< 0.5g

Satisfied

1.71

< 0.5g

Satisfied

1.78

< 0.5g

Satisfied

1.80

< 0.5g

Satisfied

1.82

< 0.5g

Satisfied

Acc for y 

direction

(m/s
2

)

3.07

< 0.5g

Satisfied

2.92

< 0.5g

Satisfied

3.01

< 0.5g

Satisfied

3.19

< 0.5g

Satisfied

3.76

< 0.5g

Satisfied

Acc for z 

direction

(m/s
2

)

4.54

< 0.5g

Satisfied

4.31

< 0.5g

Satisfied

4.39

< 0.5g

Satisfied

4.44

< 0.5g

Satisfied

4.52

< 0.5g

Satisfied

Roll angle

(deg.)

23.77

< 30 deg.

Satisfied

25.42

< 30 deg.

Satisfied

24.41

< 30 deg.

Satisfied

23.88

< 30 deg.

Satisfied

23.60

< 30 deg.

Satisfied

Pitch angle

(deg.)

7.25

< 30 deg.

Satisfied

7.06

< 30 deg.

Satisfied

7.17

< 30 deg.

Satisfied

7.28

< 30 deg.

Satisfied

7.63

< 30 deg.

Satisfied

Ⅴ.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선미부 배치)

(*‘선박용 원자력 추진체계 개념연구’, 서울대학교 기초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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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

◈ General Arrangement

31STX조선해양㈜ 기술연구소

2014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 05. 22 ~ 23

부산컨벤션센터

I. 검토 배경

II. 원자력 추진체계의 타당성

III. 최적 선종 선정

IV. 원자력 추진선박 경제성 평가

V. 원자력 추진선박 개념설계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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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 05. 22 ~ 23

부산컨벤션센터

Ⅰ. 유가, 물가 및 현금 할인율 등 여러 인자를 고려 � 경제성 평가의 정밀도 제고

Ⅱ. 추진체계별 경제성 평가:  원자력 >> LNG > Diesel

Ⅲ. Nuclear – Diesel 선박 간의 운용비 역전시점 비교 결과

� Max. : 12.6년, Min. : 9.7년

Ⅳ. Container의 대형화 및 환경오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자력 추진선박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Ⅴ. 원자로의 설치 위치에 따른 안전성 및 운전성능 확인을 위해 선박 충돌 및 운동 해석

� 설치 위치에 따른 안전성 및 운전성능 문제 �

� 선중앙부 및 선미부 배치 모두 가능

Ⅵ . 선박 충돌 및 운동성능 해석 수행 결과 반영 � 초대형 컨테이너선 개념 설계 완료

Ⅵ. 결론

33STX조선해양㈜ 기술연구소

감사합니다.



1

한국형 해양 원자력 시스템 개발 방향

이 광 원

한국전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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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KAOSTS)

2014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워크샵,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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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해양 원자력 시스템

개발 방향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KAOSTS)

2014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워크샵

� � �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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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원자력 융복합 산업의 필요성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 변화 필요성

- -

주) ** 과거 보유경험 : 

①군용 원자력 선박, 

② 민간 원자력 상선

� 세계 5위의 발전량 및 자체 원자로 설계기술 보유

� 세계 다섯번 째 원전 수출국 : 성공적인 Fast Follower

� First Mover로 변화 필요 : 국내 수요둔화, 수출 경쟁 치열, 혁신적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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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원자력 융복합 산업의 필요성

국내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변화 필요성

- -

� 세계 1위의 조선 발주량 및 조선수 보유 : 가장 성공적인 Fast Follower

� First Mover로 변화 필요 : 핵심 설계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차별성 확보 필요

주) 세계 총 발주량 : 

2357만 CGT (2011년)

6

원자력산업과 조선해양산업의 융복합 전략

2. 해양-원자력 융복합 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

• Fast Follower

• Red Ocean

• Segmented  

Supply Chain

• First Mover

• Blue Ocean

• Integrated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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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미래산업을 선도할 융복합 산업 정부지원 필요성

2. 해양-원자력 융복합 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융복합 혁신기술로 고부가 가치산업화,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목표시장 창출

풍부한 제조 인프라와 Supply Chain을 결합

한 한국형 해양 원자력 시스템 전문기업 육성

융복합 기술 특성

단위산업으로는 정체, Fast-Follower로서

위기, 융복합을 통한 First-Mover로 도약

거대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은 투자규모가

크고 시장 창출이 어려워 정부 지원 필요

산업영역 분석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제품 분야

개발 리스크가 커서 민간 R&D 투자가 어려운

분야

8

해양원자력시스템 개발 유형 및 특징

3. 한국형 해양 원자력시스템 개발 방향

- -

� 국내 기술적 준비와 사회•경제적 필요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착저식

또는 부유식 해양플랜트에 원자로를 도입하는 해양원전산업을 육성

� 장기적으로는 해양원전산업의 경험을 토대로 원자력 추진 선박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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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자력 공동위원회 분과기획을 통한 개발방향 선정

3. 한국형 해양 원자력시스템 개발 방향

- -

분과선정

• 착저식, 부유식, 동력선 분과 구성

• 설문조사 및 산학연 안배원칙에 따른 구성비 조율

분과기획

• 시장분석 및 전망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

• 필요기술 대비 부족기술 도출을 위한 Gap 분석

• 규제 및 인허가성 검토, 개발 추진체계 및 일정, 소요예산 등

집중기획

• 분과기획안을 대상으로 운영위원 투표로 집중기획안 선정

• 역할분담에 따른 집중기획안 작성 및 의견수렴

• 한국형 해양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융복합 대형 국책과제로 제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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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형 해양 원자력 시스템 개발 과제

�해양원전산업 및 원자력추진선박산업용 표준 원자로개발

� 표준 원자로는 소형이면서 단순하고 조밀한 배치가 가능해야 함

� 표준 원자로는 고유/피동 안전성 강화로 운전원 개입이 최소화되는 자율 운전 필요

� 표준 원자로는 모듈식 제작과 건설로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 필요

� 표준 원자로는 방사선 피폭 최소화 및 이를 위한 차폐 수단 제공 필요

� 표준 원자로는 해양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적절한 사고 대책 수립이 필요

� 표준 원자로는 원자로시설 관련 규정과 해양법 관련 규정 동시 준수 필요

�표준 원자로설계목표 수립

� 표준 원자로의 설계목표는 현재 개발중인 경수형 SMR 설계목표 활용 가능

� 경수형 SMR 설계목표 중 육상용에만 해당하는 것을 제외

� 해양 환경을 고려한 설계기준과 해양 적용에 대한 국민수용성(PA) 보완

� IMO의 Nuclear Ship Code(1981)와 SOLAS Att. III (1974) 설계기준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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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형 해양 원자력 시스템 개발 과제

�신성장 동력으로 시장 선도적인 고부가 가치산업 아이템 창출

� 주문/제조 중심의 Fast-Follower에서 시장/기술 선도적인 First-Mover로 도약

� 시장 경쟁력 저하와 정체 요인을 극복할 대안으로 산업간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잘 갖추어진 기존 제조 인프라와 Supply Chain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해양-원자력 융복합 산업 특성 이해와 사회•경제적 장애 극복

� 원자력 이용으로 연료비 부담, 온실가스 배출 및 연료저장 공간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원자력 이용으로 선박크기, 속도, 항로(북극,남극항로, 장거리 등) 제한 극복방안 도출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사회•환경적 비용부담에 대한 이해와 극복방안 모색

� 원자력의 해양 적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에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해양 개발 및 상선 운영에 관한 해양법과 원자력 안전규제의 조화, 항만 이용, 

해상 방사선재해 대응방안, 방사선폐기물 처리방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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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Simple and Safe is Charming !!!

Sustainable Technology Tried-and-true solution

Small and Simple is Attractive !!

Advanced Technology Economically Appealing Solution

Small is Beautiful !

E.F. Schumacher(1973), 

Appropriate Technology

Aesthetic Solution(Environmentalist)

5. 맺음말

원자력을 조선해양산업에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상용 원자로 기술을

보다 작고, 단순하고, 안전한 혁신적인 원자로 기술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내 양대 거대산업인 조선해양 및 원자력 산업간의 융복합 사업으로 한국형 해양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 경제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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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KEPCO E&C, are trying to integrate values of

“humanity, environment and engineering.”

Total customer satisfaction is our utmost goal.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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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원자로 소개

� 해양 원자로의 요건

� 해양 원자로의 현황

� 해양 원자력기술의 동향

� 해양 원자로 개발 현안 (@ 대한민국)

� 기술적 현안

� 정책적 현안

� 산업적 현안

� 해양 원자력기술의 전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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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장점

�환경친화적 에너지-기후온난화 방지

�고밀도에너지-수송, 저장 용이

�기술집약적 에너지- 수입대체, 에너지 안보

�SMR(Small & Medium Reactor)의 장점

�획기적 안전성 제고

•고유 및 피동 안전성 확보

�소규모 전력생산 　

•내륙/도서/해양 원격지 독립 전원

•소규모 전력망 : 개도국 및 노후대체 전력망

�초기투자비 경감 　

•설비 단순화/소형화/모듈화 : 기존 인프라 활용

•건설기간 획기적 단축 → 금융비용 최소화

�다양한 용도 　

•전기, 공정열, 지역난방, 담수화, 해양원자력 활용, 등

•노후 화력발전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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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경수로형

SMART, mPower, 

NuScale, WH SMR, 

Hi-SMUR 140

� 고온가스로형

PBMR, GT-MHR

� 소듐냉각로형

PRISM, 4S, LSPR, 

SVB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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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국(30), 원자력 수출국(~6); 2012 WMA 자료

� 원자력추진선

� 미국(1), 독일(1), 일본(1+2), 러시아(10+)

• NS Savannah, Otto Hahn, Mutsu, Lenin 등

� 군용선

� 미국(232), 러시아(230), 영국(25), 프랑스(15), 중국(6), 인도(3?)

�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원

� 미국(MH-1A), 러시아(KLT-40S), 프랑스(Flex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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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 원자력의 해상 동력원으로의 역할 주목, 선박수요의

7~83%; 원자력 추진 기관을 사용 예측(2002)

� IMO : 원자력 추진선의 운항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지침 마련, 

최근 이의 개정 활동이 Lloyd Register(영)에 의해 시작

� DNV : 2010년 원자력추진선 타당성 연구; 정치/사회적

문제보다 경제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부흥 결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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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원자력 쇄빙선 운용 중, 북극해 주변 개발을 위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건조

� 영국의 Rolls Royce Nuclear와 프랑스의 AREVA : 원자력

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 수행중

� 중국 : 2009년 COSCO 해운의 Wei 사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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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현안

� 연료개발

� 재료문제

� 긴 개발기간, 검증기간

� 사용후 핵연료 처리

� 제염, 차폐 및 해체: 경량화

� 운전원 및 필요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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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기술

해양원자력시스템기술

해양구조물기술

.해양구조물설계기술

.위치유지시스템기술

.정온화장치설계기술

.이동및설치기술

플랜트-구조물연계기술

.구조,진동해석기술

.플랜트-구조물연계설계기술

원자력선박기술

.선박자동화기술

.소형,경량화기술(배치)

.추진기관설계/제작기술

원자력기술

.해양형중소형원자로설계기술

.운반및취급계통설계기술

.원자로지지및안정화기술

.방사선방호,차폐기술

.원자로운전자동화기술

.핵연료설계및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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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현안

� 인허가방안: 법령 미비 / 실증로(개발)에 대한 인허가

• 원자력선의 입출항규제 > 원자력선의 가동, 운전

• 원자력선 검사에 관한 규정

• 선체 운동 및 사고에 대한 규정/ 안전규정

� 핵비확산성: 국제적 공조 및 신뢰

� 사고에 대한 배상

� 보안 문제 (테러 등)

� 전문 인력의 부족

�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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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현안

� 경제성: 목표 가격 및 financing

� 시장성: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을 듯

� supply chain/ 산업적 기반 조성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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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기술의 확산은 필연적

� 해양적용은 육상보다 미래지향적

� 지구온난화 대비: CO2 감축

� 에너지 안보, 전략적 접근

� 에너지원, 자원 전쟁 대비

� 경제성 확보가 관건

� 시장성은 경제성에 종속

� 국제적인 공조 및 협력 등이 필요

� 테러 등 보안, 사고 등에 대한 보상 등 해결방안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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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초대형부유식 해양구조물의 실용화 혁신기술
제6발표장 [314호]  15:00~16:40

선박/해양플랜트의 의장수 계산식 검증 및 최적화
제6발표장 [314호]  13:00~14:40

5월 22일(목) 

해양플랜트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현황(2)-산학 협력 현황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공동 [2층 218호]  14:50-16:50

해양플랜트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현황(1)-교육 연구 활동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공동 [2층 218호]  13:00-14:40

5월 22일(목) 

분류 해당분야 상선 해양
구조물

특수선/
기타

설계
및
법규
(A)

Key Plan (Size, G/A 등), 선실,
배치, 기장, 전장, 배관 설계

신개념 선박 및 해양구조물 설계

설계방법론 (최적설계, 시스템엔지
니어링 기법, FSA 기법 등)

국제법규, 선급규칙, 표준화

해사정책, 해운물류, 인력개발 등

A1 A2 A3

유체성능
(B)

유체성능 (선형, 추진, 운동, 조종성능)
관련 설계 및 해석

유체기인 극한하중 (슬로싱, 슬래밍,
폭발, 빙 등) 해석

유체성능 관련 시험평가 (모형 시험
및 실선 시운전)

B1 B2 B3

구조성능
및 재료
(C)

구조성능 (구조, 진동, 소음, 안전성
등) 관련 설계 및 해석

극한하중 (슬로싱, 슬래밍, 폭발, 빙
등)에 대한 구조성능

구조성능 관련 시험평가 (모형 시험
및 실선 시운전)

신재료 (극저온, 극후판, 초강도, 
비철재료 등)

C1 C2 C3

생산 및
장비
시스템
(D)

용접, 절단, 가공, 도장, 코팅

생산/건조 방법 및 공법

운항 및 하역 등 관련 장비시스템
개발

IT기술 등 융합기술 활용 장비시스템
개발

D1 D2 D3



운 자 : 이순섭(경상대학교)

Fault Diagnosis of Compressor Installed in Offshore Plant Using
Wavelet Transformation
Burak Ozturk, Jang Hyun Lee, Kwang Sik Kim, Yoo Il Kim
(Inha University)

LNG FPSO Compressor 장비의 예지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조상제, 전홍배, 신종호(홍익대학교), 최상덕(㈜석 )

해양플랜트 기자재 보전시스템 설계
이순섭, 김종왕(경상대학교)

해양플랜트 단일설비에 대한 성능평가 시스템 구현
진광자, 이좌형, 최유희, 장병태(ETRI)

해양플랜트 형상관리 체계 연구
안경익, 황진상(부품디비),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 자 :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KRISO 빙해수조의 표준 빙 모형시험 및 해석법
이춘주, 정성엽, 강국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ack ice 상태에서 공기 분사 시스템에 의한 쇄빙선의 저항 저감 연구
이서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우인경, 류재문(충남대학교)

평탄 빙의 두께 변화에 따른 모형선의 쇄빙 저항 전산해석
김 민(큐버솔루션), 이승수(충북대학교), 
이춘주, 강국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모형빙 도 계측 기법 개선 연구
하정석, 강국진, 정성엽, 이춘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빙해수조의 Brash ice 모형시험 및 해석법에 관한 연구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정성엽, 이춘주, 염종길, 강국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 자 : 이탁기(경상대학교)

FSI를 고려한 아라온호의 평탄빙과의 충돌해석에 대한 연구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노인식(충남대학교), 이탁기(경상대학교),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LS-DYNA를 사용한 빙-선체 충돌 해석법에 대한 연구
노인식, 박만제, 오 택(충남대학교), 윤 민(삼성중공업㈜),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극지선박의 구조안정성 평가를 위한 규정분석
손무성, 김경태, 전기 , 김대헌((사)한국선급)

해빙과 모형빙의 강성특성과 모형선의 쇄빙저항 해석
이재환, 최봉균(충남대학교), 이춘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분석 및 향후 개발방향
서대원, 김대헌, 하태범((사)한국선급)

아라온호를 이용한 아문젠해에서의 국부 빙압력 계측 연구
권용현, 이탁기(경상대학교),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운 자 : 김상현(인하대학교)

교수법이 바뀌면 강의가 바뀐다.
민혜리(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졸업 설계 안 소개
권순홍(부산대학교)

토론회: 조선해양공학교육의 발전 방향
사회: 이 길(인하대학교)

주제 1: 교수법과 강의
민혜리(서울대학교)

주제 2: 공학교육인증제도(ABEEK)
김도 (홍익대학교)

주제 3: 공통 강의교재 개발
김국현(동명대학교)

주제 4: 산업별 직무표준
황태근(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운 자 :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해양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중일정 결과 개선 분석 사례
이필립, 최양열(㈜지노스)

정적 해석을 이용한 블록 리프팅 설계 및 해석
하솔, 이규열, 노명일(서울대학교),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구남국(동의대학교)

GIS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후행 중일정 최적화
이상엽(인포겟시스템㈜), 유원선(충남대학교),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소 트랜스포터 최적 운송 계획 및 모바일 기반 블록 물류 관제 시스
템 적용 사례 분석
차주환, 김상균, 김미선(목포대학교),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의 최적화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황인혁, 남승훈, 신종계(서울대학교)

운 자 : 송하철(목포대학교)

조선해양 분야 국제기구 대응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연구
제6발표장 [314호]  10:50~12:30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응용시스템
제6발표장 [314호]  09:00~10:40

5월 23일(금) 

미래지향적 조선해양공학 교육 (교육위원회)
제9발표장 [317호]  13:00~14:40

극한지 공학 (2)
제8발표장 [316호]  15:00~16:40

극한지 공학 (1)
제8발표장 [316호]  13:00~14:40

해양플랜트 통합 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豫知保全) 
시스템 개발 2

제7발표장 [315호]  15:00~16:40



운 자 : 나양섭(한국과학기술원)

폭발강화격벽 설계 및 기술 개발
한순흥, 신 식, 이필승, 정현, 나양섭, 최걸기(한국과학기술원), 
조상래(울산대학교), 노인식(충남대학교), 이상갑(한국해양대학교), 
안병찬(국방과학연구소)

간이해석법을 이용한 폭발강화격벽의 초기 설계법에 관한 연구
노인식, 박만재, 오 택(충남대학교)

발포알루미늄 폭발강화격벽의 함정 내부 폭발 응답해석
김성호, 고 빈, 이필승(한국과학기술원)

충격압력하중을 받는 비보강판에 대한 재료물성치의 향
조상래, 손승경, 최성일(울산대학교)

부분모형실험을 통한 폭발강화격벽의 성능 검증
최걸기, 김용욱, 신 식, 한순흥, 나양섭, 김 수(한국과학기술원), 
김민준(한화)

부분모형 체임버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
이상갑, 이환수(한국해양대학교), 
김용욱, 신 식, 최걸기(한국과학기술원)

운 자 : 김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플랫폼 설계 및 선형 개발
김선 , 김동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성환(㈜극동선박설계)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시스템 개발
손남선,김선형(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무인선 개선선형의 유체성능과 부가물 효과 검증을 위한 고속예인시험
서정화, 박성택, 이신형(서울대학교), 김동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진공성형법에 의한 FRP 선체 구조강도 개선
정태윤, 김태완, 장현식(㈜강남), 김동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무인선용 주통신장비 제작
노봉근(기가알에프㈜), 윤근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HLA/RTI 연동 기법을 활용한 무인선 3차원 정보 전시
박찬민, 최동수, 박 배(㈜케이씨이아이),박세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 자:김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무인선의 다중선박 충돌회피에 관한 연구
손남선, 윤근항, 박병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무인선의 표적기동분석을 위한 상기반 추적필터 설계
박정홍, 김태윤, 김진환(한국과학기술원), 
손남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무인선의 삼차원 라이다를 이용한 장애물 자율 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
한정욱, 김진환(한국과학기술원), 손남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무인선의 장애물 탐지를 위한 라이다를 이용한 해상 표적의 추적
황태현, 손남선,김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정욱, 김진환(한국과학기술원)

상용레이더를 이용한 무인선 감시시스템 개발
변승우, 송 내, 김호성, 홍 기(삼성탈레스),황태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무인선 열화상 감시장비의 3축 자세안정화
정유철, 조재현, 배일용(도담시스템스), 
오상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 자 : 김봉주(부산대학교)

극지역 환경을 고려한 충격하중을 받는 보강판 구조물의 내충돌성에
관한 연구
김기종, 박대겸, 이종환,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폭발 하중을 받는 유공 방폭벽의 구조거동 특성
리춘보, 김상진, 이종찬, 뢰함인,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해양플랜트용 방폭벽의 비용변익분석
뢰함인, 김상진, 이종찬, 리춘보,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Flare system 수분무 설비의 열저감 효과에 대한 실험과 CFD 비교
이동훈, 김정환, 박정범, 안세희,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허태욱(세보테크㈜)

파열압력을 받는 부식된 원유 파이프라인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및 예측
최옥석, 하이릴, 김양섭,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운 자 : 진송한(중소조선연구원)

운항비 10%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핵심 기술 개발
진송한, 백 수(중소조선연구원)

에너지 절감형 근해채낚기어선의 개발 연구
오상숙, 배동균(한국종합설계)

30톤급 근해채낚기 어선의 선형설계 및 저항성능 평가
하윤진, 이 길, 이승희, 김상현, 유진원, 임근남(인하대학교)

근해채낚기어선용 추진기 최적설계 연구
김 민, 서정천, 이준혁(서울대학교)

어선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경량화 기술 연구
문동현, 김명현(부산대학교)

에너지 절감형 원양참치연승 어선의 개발 연구
김성환, 조성진(㈜극동선박설계)

참치 연승 어구 거동 해석 및 조업 방법 개선안
이춘우(부경대학교), 이지훈(전남대학교)

운 자 : 백 수(중소조선연구원)

중소형-대형조선 상생협력 추진 현황
권오윤(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4년 동반성장 정책 방향
강성욱(동반성장위원회)

선박건조의 용접기술
배상득(현대중공업㈜)

용접기술
조한진(대우조선해양㈜)

용접/절단 로봇기술
강성원(대우조선해양㈜)

공법/측정기술
문을석(대우조선해양㈜)

도장 설비 운 현황 및 도장 결함 원인/대책
박성원, 황향안(삼성중공업㈜)

중소형조선산업 동향 및 발전 방안 - 중소조선소 생산성향상 관련 세미나 -
제8발표장 [316호]  10:50~15:10

운항비 절감을 위한 어선 설계 방안 연구
제8발표장 [316호]  09:00~10:40

한계상태 기반 비선형 구조해석 및 설계
제7발표장 [315호]  13:30~15:10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개발 II - 자율운항/감시장비
제7발표장 [315호]  10:50~12:30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개발 I - 플랫폼/통신관제
제7발표장 [315호]  09:00~10:40

폭발강화격벽 개발
제6발표장 [314호]  13:30~15:10



운 자 : 김성환((주)극동선박설계)

Worldwide용 PSV 설계 개발
인정강, 김성환, 조성진, 옥군도, 김미 , 배상권, 민정기, 
이창희(㈜극동선박설계)

Worldwide용 PSV표준선 안전성 검토 및 성능 추정
옥군도, 인정강, 김성환, 조성진(㈜극동선박설계)

Platform Supply Vessel의 전선구조해석을 통한 구조안전성 검토
허승균, 손무성, 김대헌((사)한국선급)

극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기술 개발
- PSV 화물창 강도해석 -
김성찬, 홍기섭(인하공업전문대학), 손무성((사)한국선급), 
김미 (㈜극동선박설계)

PSV 설계검증을 위한 M&S 기술 적용
김원돈, 김승태, 임언수(MTI)

PSV 개선선형에 대한 저항추진성능 분석 연구
염종길, 이춘주, 강국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latform Supply Vessel 개념설계안에 대한 위험도 기반 초기안전성
평가 연구
기민석, 박범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성환, 조성진(㈜극동선박설계), 김승찬(COENS Energy)

저온용 자재의 기계적 특성 및 피로강도 측정을 위한 모재 시험 연구
조제형, 진송한, 강민수(중소조선연구원)

Platform Supply Vessel의 파랑중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조시험 연구
장호윤, 진송한, 김정휘(중소조선연구원)

운 자 :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기획 배경 목적/추진 경과
이공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극한해양환경 특성 분석 및 관리 기술 개발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성능검증 기술 개발
윤호병(삼성중공업㈜)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공정 모듈 설계 및 성능검증 기술 개발
박성건(대우조선해양㈜)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소재, 부품, 기자재 개발 및 인증시스템 구축
하태범((사)한국선급)

운 자 :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선체의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한 설계초기단계의 블록조립단가 산정
알고리즘 개발
남종호, 황윤석(한국해양대학교)

조선소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선박생산 시뮬레이션
적용 전략 수립
이광국(경남대학교), 김호경, 김상환 (STX조선해양㈜)

6 Factor 기반의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체계 연구
김 민, 남승훈, 백명기, 신종계(서울대학교), 이동건(목포해양대학교),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교)

조선해양업종 PLM 적용을 위한 진단체계 연구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패널 토의

좌장 : 이재욱(인하대학교)

유체력에 의한 에너지절감장치의 피로파괴에 관한 연구
이동범, 장범선(서울대학교)

Slurry I ron Sand Carr ier의 피로 강도 향상에 관한 연구
장철민, 김대훈, 이규호, 이상복(STX조선해양㈜)

Lewis form 방법에 의한 컨테이너 선체 거더의 진동 해석
허경욱, 박인규, 구원철, 유정수(울산대학교)

LNG 화물창의 슬로싱 강도평가를 위한 다상유동모델을 적용한 FSI 해석
황세윤, 이장현, 장호상(인하대학교),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슬로싱 충격 압력의 분포 형상에 따른 LNG CCS의 구조응답연구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황세윤, 이장현(인하대학교), 노인식(충남대학교),
김용환(서울대학교)

좌장 : 김기성(인하대학교)

평탄 빙과 충돌한 일반 상선의 강도 해석에 대한 연구
조박, 배동명, 치다룽, 곽위(부경대학교)

선체 구조 연결 부분의 강도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
과웨이, 배동명, 조박, 치다롱(부경대학교)

CSR법에 의한 파형 격벽 구조 변형 특성에 대한 연구
치다롱, 배동명, 조박, 과웨이(부경대학교)

손상 박스거더 모델의 최종종강도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조상래, 윤상훈, 신현경(울산대학교)

좌장 : 정준모(인하대학교)

고속 활주선형을 가진 삼동선의 수중충격 응답해석
이명훈(충남대학교), 권정일, 정정훈, 신윤호(한국기계연구원),
신 식(한국과학기술원)

T형 리프팅 러그의 강도평가와 설계
이주성, 김민술(울산대학교), 허남학(티에스엠텍)

피로강도 해석에 의한 선박 국부구조물의 진동기준 검토
허 철, 정병창, 정태 , 문석준(한국기계연구원)

중변형률 속도 고속인장실험기 시편 및 장비 설계
윤성원, 정준모, 박성주, 남웅식(인하대학교)

저응력 삼축비 역에서의 파단 변형률 포락선
박성주, 정준모, 윤성원, 남웅식(인하대학교)

C3
제2발표장 [212호]  13:00-14:40

C1
제1발표장 [211호]  15:00-16:40

C1
제1발표장 [211호]  13:00-14:40

5월 22일(목) 

IT 기반의 조선해양 생산성 강화 연구 동향
제9발표장 [317호]  13:30~15:10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제9발표장 [317호]  10:50~12:30

극지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기술 개발
제9발표장 [317호]  09:30~10:40



좌장 : 서용석(삼성중공업㈜)

헬리콥터 소음의 거주구 향성 평가
박진형, 황도진, 박노준, 권혁, 서용석(삼성중공업㈜)

충격 하중을 받는 LNG 방열시스템에 대한 1차원 응력파 해석
권병철, 이제명(부산대학교), 전민성, 방창선(삼성중공업㈜)

해양 시추선 HP Mud Pump의 Deck구조 진동특성 및 방진설계 연구
이성주, 박노준, 권혁, 서용석(삼성중공업㈜)

열-구조 연성 해석을 통한 LNG 연료 추진 선박용 초저온 진공단열 이중
배관의 두께에 따른 구조 건전성 평가
심명지, 박성보, 이제명(부산대학교)

함정 피격성 연결고리를 고려한 신호 요구조건 개발에 관한 연구
신윤호, 정정훈, 권정일(한국기계연구원), 백승우(대우조선해양㈜)

좌장 : 김정제(울산대학교)

선박 가용도 향상을 고려한 NGHP 수송선 개발 전략 연구
강희진, 이동곤, 최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FMEA를 활용한 전기추진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연구
김경화, 이동준, 김기평(㈔한국선급)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HVAC 덕트 시스템 최적 설계 기법 연구
조치훈, 김범석, 김성훈, 주원호(현대중공업㈜)

LNG 연료 추진 선박의 동향, 분석 및 지침(안)
김형수, 김대헌, 하태범((사)한국선급)

살물선의 구획배치 최적화 시스템 개발
나승수, 송하철, 정솔, 박찬임(목포대학교), 
이정렬, 이홍구, 박호균(㈔한국선급)

좌장 : 신성철(부산대학교)

해양플랜트 수명주기 가시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이용길,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공기 동역학 하중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의 운동 응답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김형준, 정준모, 한승오(인하대학교)

해양플랜트의 비상차단시스템(ESD, Emergency ShutDown system)
설계를 위한 신뢰도 분석
배정훈, 신성철, 김수 (부산대학교)

유체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해양구조물 부유체 초기 설계
정보 , 최문관, 문중수, 심우승(현대중공업㈜)

FEA를 이용한 부식 파이프라인의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한 연구
최광호, 유동만, 이치승, 이제명(부산대학교), 
구본용, 송준규(미국선급협회)

좌장 : 김효철(서울대학교)

수치해석을 이용한 선체 단독 조종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성 재, 박상훈, 정석호, 정민규(현대대중공업㈜), 전제형(CD-Adapco Korea)

선박의 운항특성을 고려한 선수 벌브 형상 최적화 연구
최낙용, 김희택, 최순호, 송윤 , 김정중(삼성중공업㈜)

모선정보를 고려한 초기속도추정 프로그램 개발
오상진, 손재우, 정 준, 윤지현(성동조선해양㈜), 
김수 , 이동명(부산대학교)

예인수조용 스테레오스코픽 입자 상유속계 시스템의 불확실성 해석
서정화, 박성택, 이신형(서울대학교), 한범우(현대중공업㈜), 
임태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로프구동 고속예인전차의 가속특성이 전차의 속도 특성에 미치는 향
김 민, 서정천, 김효철(서울대학교), 원문철(충남대학교), 
함연재(㈜동현시스텍), 김인호(㈜프로컴)

좌장 : 최항순(서울대학교)

선수파 중 손상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크리스토발산티아고, 임태구, 서정화, 이신형(서울대학교)

선속 시운전 해석법을 이용한 실선 운항 성능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
이태일, 안봉석, 박도 (현대중공업㈜), 배한경,하선종(한진해운)

규칙파 중 컨테이너선 선수갑판의 Breakwater에 작용하는 충격하중
계산
이서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류재문(충남대학교)

준해석적 방법을 통한 파라메트릭 횡동요 해석
이재훈, 김용환(서울대학교), 송강현(㈔한국선급)

Third-order Volterra 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선박 구조응답의 장기예측에
대한 연구
김유일(인하대학교), 김정현, 김용환(서울대학교)

좌장 : 장석(윙쉽테크놀로지㈜)

Back Propagation 기법과 SOM을 활용한 연료 소모율 예측 연구
김종민, 박개명, 김형수, 김대헌, 하태범(㈔한국선급)

선체 블럭 제작용 Shell Jig 최적화 시스템 개발
김재철, 임형균, 권오욱, 우태주, 서호원(㈜현대미포조선)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연구
이현진, 박광필, 조아라, 조유경(대우조선해양㈜), 조성남, 손세훈(㈜에이드)

항로최적화기술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
유윤자, 이정렬(㈔한국선급)

D1
제5발표장 [313호]  13:00-14:40

B1
제4발표장 [312호]  15:00-16:40

B1
제4발표장 [312호]  13:00-14:40

A2, D2
제3발표장 [311호]  15:00-16:40

A1
제3발표장 [311호]  13:00-14:40

C3
제2발표장 [212호]  15:00-16:40



좌장 : 정현(한국과학기술원)

해저 시추 및 유정 생산 준비
이규열,하솔(서울대학교),박광필(대우조선해양㈜)

3차원 설계 모델을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 빠른 정합성 검토 시스템
이정민, 이경호, 김대석(인하대학교)

ZigBee와 Cybrid Model을 활용한 해양 구조물 유지 보수 개념 설계
김대석, 이경호, 이정민(인하대학교)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한 맞대기 용접 고유변형도 역 추정에 관한 연구
김민규, 최우 , 강민석, 서정연, 정현(한국과학기술원)

해양플랜트 기자재 벤더등록 요구사항의 추적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
한은정, 이정렬(㈔한국선급 )

좌장 : 조상래(울산대학교)

멤브레인형 LNG선 단열시스템의 복합재 충격 손상 해석 기법 연구
박천진, 최병기(현대중공업㈜), 오성하(맥소프트㈜)

용접 보강판의 최종강도 수치해석
조상래, 김홍직(울산대학교)

충돌하중을 받는 비보강판의 크기효과(Scale effect)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 연구
조상래, 최성일(울산대학교)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선박 침수 시뮬레이션
이상갑, 이환수(한국해양대학교), 신 균(STX조선해양㈜), 
우희규(한국과학기술원)

좌장 : 장범선(서울대학교)

폭발하중에 대한 구조응답 해석시 하중적용 기법에 관한 연구
정재민, 곽묘정, 권승민, 황윤식(대우조선해양㈜)

세라믹 백킹재를 이용한 일면 맞대기 용접부의 2G, 3G 용접자세에
따른 피로수명 비교
박용만, 장범선, 강성욱(서울대학교), 전유철, 김성민(대우조선해양㈜)

후육 강관의 후열처리에 의한 의한 용접잔류응력 이완에 관한 연구
천광산, 전유철(대우조선해양㈜)

파랑하중에 의한 Steel Catenary Riser 피로손상 평가 방법의 비교검토
이정대, 이성제, 장창환, 전석희, 오 태(대우조선해양㈜)

좌장 : 강규홍(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함정 탑재장비의 내충격 설계기준 적용 방안에 따른 충격 응답 비교 연구
권정일, 정정훈, 신윤호(한국기계연구원)

이중선체 유조선의 선측 충돌 손상의 해석적 추정
조상래, 김경륜, 신현경(울산대학교)

전기추진선박용 200kW급 전동기의 구조진동 및 방사소음 해석
조양욱, 강규홍(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해양플랜트 전력계통 사고에 의한 전력부하 Arc-Flash 해석 및 시험적 검증
최 호, 강규홍(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좌장 : 김유일(인하대학교)

반 잠수식 시추선 드릴 플로어 구조 검토
윤동환, 이도형(현대중공업㈜)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광대역 과정의 피로 손상 모델 개발
김호성, 안인규, 강봉호, 김유일(인하대학교)

해양구조물의 충돌하중에 대한 수치해석에서의 변형률 속도 경화 효과
정의
부락잔체릭,신현경,조상래(울산대학교)

유리·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파손 발생·진전의 전산해석 기법
이치승, 이제명(부산대학교)

위험도 해석 기반 헬리데크 구조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박두환, 김정현, 이제명(부산대학교), 박용준(현대중공업㈜), 
박주신(삼성중공업㈜)

좌장 : 이제명(부산대학교)

폭발파의 부압구간이 구조물의 동적응답에 미치는 향
강기엽, 최광호, 김명구, 이제명(부산대학교), 
최재웅, 류흉희(삼성중공업㈜)

시그마 상 향을 고려한 슈퍼듀플렉스 강의 저온 기계적 거동 평가
김명수, 정원도, 박성보, 이제명(부산대학교)

에너지 기법을 이용한 선실 소음 예측
김종도, 박노준, 권혁, 서용석, 서종수(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용 Heave Compensator 동작 성능에 관한 연구
윤희성, 유병준, 전성동, 하현철(㈜칸)

좌장 : 김명현(부산대학교)

Drillship Drill floor & Sub Structure, New DNV OS Rule 적용에 따른
구조 Impact 비교/검토
반은지, 이성수, 유창화, 김기재, 이경석(대우조선해양㈜)

Heat Flow Method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Heat Flux Sensor의 실험적
검증에 대한 연구
김경수, 김유일, 이진성, 변승호, 이경민(인하대학교)

Locked in stress에 의한 평균응력 증감에 따른 피로균열진전 향
평가
최유, 이경석, 김명현(부산대학교)

데이터베이스 기반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초기 예측
정석현, 김희원, 김성훈(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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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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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장 [211호]  10:50-12:30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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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특수선의 성능기반 손상안전성 검증 시스템 개발
김원돈, 김승태, 강태원, 장미정(㈜엠티아이), 최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치 설계를 위한 전문가 지식의 효과적인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김기수, 하솔, 홍정우, 노명일(서울대학교),구남국(동의대학교),
김성용(국방과학연구소)

레저선박의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 가능성 평가 프로세스
정용국, 남승훈, 신종계(서울대학교), 이동건,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함정의 생존성과 격실관계를 고려한 구획배치 최적화
김 민, 정용국, 주수헌, 정진욱, 신종계(서울대학교)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의 개념연구
길 미, 유성진, 김연태, 오준, 변윤철, 우일국(대우조선해양㈜),
김지호, 최순(한국원자력연구원)

좌장 : 이승희(인하대학교)

수중몰수체의 난류유동소음해석
최원석, 홍석윤, 권현웅(서울대학교), 송지훈(전남대학교),
정 래(국방과학연구소)

고효율 Deoiling Hydrocyclone Liner 개발을 위한 수치적 연구
최성윤, 이원두(삼성중공업㈜), 김동관, 임재호(선보공업㈜),
우경진(플로우플러스㈜)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밸러스트 응용 태양 추적기술의 개발
김승섭, 박희수(㈜위닝비지네스), 류재문(충남대학교), 김효철(서울대학교)

모형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슬로싱 충격 현상에 대한 연구: PIV vs. CFD
양경규, 김지응, 김용환(서울대학교)

해양구조물 설치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모션 캡쳐 기반의 해상크레인
모형시험
조로만, 차주환(목포대학교)

좌장 : 신현경(울산대학교)

선박용 폴리우레탄 바닥재에 관한 연구
김성윤, 김민, 윤정인(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무인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양희성, 김종수, 송승욱, 박상현, 김 일, 김동주, 신현경(울산대학교)

추력기 상호작용을 고려한 DP Vessel의 추력기 배치 최적화 연구
최진우, 김세환, 박제준(대우조선해양㈜)

예인수조 능동습도제어 시스템 구축
장 진, 이 호, 이길종, 서흥원(현대중공업㈜)

다물체계 동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연체 블록 리프팅 해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정다운, 차주환, 송창용(목포대학교), 김진성(V-ENG Co., Ltd.), 
박남수, 임정대, 정창환, 이충형, 고민성(현대삼호중공업㈜)

좌장 : 김세은(대우조선해양(주))

모형선 탑재형 SPIV 시스템 구축 및 공칭반류 계측
권종오, 최순호, 최윤위, 김세훈, 안성목(삼성중공업㈜)

부가저항 절감형 선형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재훈, 박동민, 서민국, 김용환(서울대학교), 
이상현, 김성표, 김용수(대우조선해양㈜)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후류 특성에 대한 실험 및 수치 연구
백광준, 정재권, 이태구(삼성중공업㈜), 
황승현, 이 연, 안해성(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좌장 : 이창섭(충남대학교)

팁레이크 프로펠러에 대한 단독성능 연구
이원준, 김문찬, 이준형, 송형진, 김범준(부산대학교)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국내 여객선의 저항성능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유진원, 이 길(인하대학교)

RANS 방법을 이용한 파랑 중 부가저항 저감 선수 선형의 성능 해석
김유철, 김광수, 황승현, 안해성, 김진, 김윤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일룡(동의대학교)

실험적 방법을 통한 파랑 중 부가저항 저감 선수 선형의 성능 해석
황승현, 안해성, 이 연, 김철희, 김광수, 반석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컨테이너선 상부구조물 형상설계 및 성능평가
김윤식, 김광수, 반석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성욱, 정승규, 최 달(STX조선해양㈜))

좌장 : 백부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복합소재 프로펠러 성능해석을 위한 정상 및 비정상 유탄성 해석
이형석, 송민철, 장봉준(현대중공업㈜), 서정천(서울대학교),
김 진(다쏘시스템코리아)

상하동요하는 2차원 주상체의 고유진동수; 주파수 역 해석
송제하(한진중티엠에스), 이승준(충남대학교)

5.5MW급 아지무스 추진기(azimuth thruster)에 대한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모형시험
백부근, 박 하, 김기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주인,나윤철(삼우중공업㈜)

다중 격자계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보오텍스 방법
이준혁,이승재,서정천(서울대학교)

2차원 날개의 와도흘림에 관한 수치연구
이승재, 이준혁, 서정천(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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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발표장 [312호]  13:30-15:10

B1
제4발표장 [312호]  10:50-12:30

B1
제4발표장 [312호]  09:00-10:40

B2, B3, D2, D3
제3발표장 [311호]  13:30-15:10

A2, B1, B2, B3
제3발표장 [311호]  10:50-12:30

A3
제3발표장 [311호]  09:00-10:40



좌장 : 이장현(인하대학교)

손상확률함수(Damage Function) 기반의 함정 취약성 분석 기법 연구
김광식, 이장현(인하대학교)

다중 가열선 적용 시 변형 예측에 관한 연구
이주성, 송윤정(울산대학교), 이상훈(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블라스팅 호퍼 내의 그리트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윤원준, 배한진, 최민규, 도병훈(현대중공업㈜)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난연성 평가
이호규, 김대원, 마 길(㈜아해), 김민(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어선에 사용되는 수평-냉각판 냉동장치의 냉동 효율 개선을 위한 냉각판
형상 비교
김병목, 이재철, 신성철, 김수 (부산대학교), 정보 (NPRT)

좌장 : 안당(삼성중공업㈜)

선회식 추진장치 프로펠러와 덕트 설계 및 성능평가
김주인, 나윤철(삼우중공업㈜), 송인행(한국해양대학교), 
김기섭, 안종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수 형상을 고려한 쇄빙저항의 추정
안당, 김경희, 김상효(삼성중공업㈜), 김수 (부산대학교)

드릴쉽의 문풀 내부 스플래쉬 현상에 대한 수치 모사
유선오, 이희동, 홍춘범, 김부기(삼성중공업㈜)

크기와 속도 스케일에 따른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공동 수의 실험적
검증 방법에 대한 연구
박지수, 김동호, 성우제(서울대학교), 박철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재형 드릴쉽의 폭발 위험 평가
이희성, 윤호병, 최재웅(삼성중공업㈜)

좌장 : 이인원(부산대학교)

고 레이놀즈수 유동에서의 유연벽면 마찰저항 저감효과 고찰
송정환, 이성훈, 이인원(부산대학교), 
안드레이보이코, 빅토르쿨릭(러시아과학원)

개스터빈 흡기장치용 관성분리기 성능해석
우인경, 이서현, 윤경원, 이답연, 류재문(충남대학교)

원판 캐비테이터의 환기 초공동 관측
김병진, 정소원, 안병권, 김형태(충남대학교)

2차원 초공동 유동의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에 대한 수치해석
김형태, 이현배, 최정규(충남대학교)

유체유동해석에 있어서 Lagrangian 입자법의 적용성 연구
채희제, 윤범상, 신현경(울산대학교), 박종천(부산대학교)

B3
제5발표장 [313호]  13:30-15:10

A3, B3
제5발표장 [313호]  10:50-12:30

D3
제5발표장 [313호]  09:0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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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양플란트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해양플란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과거 지난 10년간 

해양플란트에 대한 노력이 여러 결실로 모아져 학교에서는 이미 석사과정이 만들어져 운영도 되

고 있고, 연구과제도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기획

사업이 해양플란트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련된 많은 관심과 이슈를 한 자리에 모여 고민하며 논의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이번 해양과학기술협의회의 기획세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내용은 아래 

발표순서와 제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만, 주로 두 개의 세션에서, 첫 번

째는 교육 및 연구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산학 활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세션

마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함께 구성 하였사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참가를 부탁 드립니다. 

 

해양플란트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현황 <기획 세션: 해양공학회> 

  

기획 세션 I:  해양플란트 교육 연구 활동: 좌장 양영순 교수 

1. Floater 이종현 교수 경상대학교 Oil & Gas 기반 Floater 컨셉 기초설계 

2 Topside 임영섭 교수 서울대학교 해양플랜트 탑사이드 설계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3. Subsea 장광필 수석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Topside-Subsea Interface 설계방안 

4. EDRC 유 준 교수 부경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소개 

5. 패널 참가자: 

 

기획 세션 II: 해양플란트 산학 협력 현황: 좌장 김용환 교수 

1. 조선협회 황태근 팀장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방안(사례중심) 

2. KAIST 장대준 교수 해양시스템 공학과의 해양플랜트 산학협력 연구 및 활동 

3. 부경대 김동준 교수 해양플랜트 Topside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 방안 

4. KRISO 성홍근 부장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을 위한 미래과제: KRISO 의 역할을 

중심으로 

5. 패널 참가자: 



(Oil & Gas based Floater Concep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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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Capabilit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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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asis Sizing

Stability

Motions

Scantlings

Basic Check

- Payload & Function
- Water Depth
- Environment
- Constraints

Weight = buoyancy

Improved Weight estimate

- Air Gap 
- Mooring loads
- Risers 

- Centre of Gravity
- Compartmentation
- Stability Rules
- Hydrostatic Stiffness

Local Strength
Global Strength

Stability
Analysis

Hydrodynamics
Mooring

& ris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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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

3.5

*Source: , Douglas-Westwood, Marine Industries Global Analysis, , , , , BP, 

Offshore Oil & Gas



5

6S. Kopits, Global Oil Market Forecasting, Feb 2014, http://energypolicy.columbia.edu/events-calendar/global-oil-market-forecasting-main-
approaches-key-drivers



7

Statoil Chief Executive H. Lund: cut costs $1.3 billion a year starting in 2016
Chevron: 5% decrease in 2014 Capex from $42 billion in 2013. 
Hess: capex down 30% over two years 
Shell: capex down 20% for 2014. 
BG: 2015-2016 Capex to fall to $8-10 bn from $12 bn(BG est.) in 2013.

S. Kopits, Global Oil Market Forecasting, Feb 2014, http://energypolicy.columbia.edu/events-calendar/global-oil-market-forecasting-main-
approaches-key-drivers

8S. Kopits, Global Oil Market Forecasting, Feb 2014, http://energypolicy.columbia.edu/events-calendar/global-oil-market-forecasting-main-
approaches-key-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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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Image from http://www.shtokman.ru/en/project/about/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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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om http://imgur.com/lYcnN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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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ea Field Modeling (OLGA)

Predicted Slug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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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Subsea
Tree HIPPS Riser

Valve
ESDV

(Platform)

HIPPS Logic Solver

Surge Protector

Pressure Transmitter

Hydraulic Oil

Supply

Hydraulic Oil

Supply

HIPPS Valve

DHV

MV

WV



Scenario & Initiat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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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Initiating Event Topside process
Shutdown (PSD) 10 (1/year)

Enabling Condition Normal operation 1

IPL 1 WHT Occupancy 0.02

IPL 2 Signal PSD 
Close Wing Valves 0.1

IPL 3 Operator Shift Pattern 0.5

IPL 4 Probability of Ignition 1

IPL 5 PSHH WV/MV Closure 0.0417

PFD



•

= 10 1 0.02 0.1 0.5 0.0417 = 4.17E-4 [1/year]

Frequency for consequence C 
for initiating event i

Initiating event frequency 
for initiating event i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of the jth IPL

•

3.3E-3 [1/year]

•

= 4.17E-4 + 3.3 E-3 = 3.72E-3 [1/year]

•

Unmitigated Event Frequency/Tolerable Risk Frequency

= 3.72E-3/5.0E-6 = 743 (1.35E-3, SI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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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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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P STYLE !!!
(Shipbuilder To Young Leaders of offshore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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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4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KAIST 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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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2

Future Area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Ocean plant engineering 

Underwater technology 

Ocean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Port and coastal engineering 

Ocean systems modeling and simulation 

Ocean systems management

6 Areas of Focu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4

Faculty members in Tenure Track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Invited Professor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Research Professor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KOTC (KAIST Ocean Technolog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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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9Ocean Systems Engineerin9ngng

Background of Student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KAIST OSE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KAIST OSE 

 2-3
,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2011-2014) 

: 39
: 45

: 17
,
/

/
/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KAIST 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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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Daejun CHANG 1

   Transportable Nuclear Power Plant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 Turbine Height = 85.1 m  
- Max. Diameter = 76m  
- Wind Speed = 7.5 m/s  
- Straight or helical blades 
- COE = 0.069 USD/kWh Monopile Jacket ? Tripod 

   Wind Power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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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Daejun CHANG 

   LNG-Fuelled Shipping: Prismatic LNG Storage Tank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LNG-Fuelled Shipping: Prismatic LNG Storage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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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Daejun CHANG 

DFDE Engine

BOG Return Line

Vaporizer Fuel Gas Heater

BOG Bleeding Line
Generator Engine

BOG Heater

Mini-
Vaporizer 2

Booster 1 Booster 2Mini-
Vaporizer 1

Fuel LNG Storage Tank

Heater and Valves without pumps 
More Reliable, Economic, Simple 
Repairable onboard 

   LNG-Fuelled Shipping: Pump-free booster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LNG Carrier                            LNG-BT                          LNG-BS 
                                          (Bunkering Terminal)   (Bunkering Shuttle) 

   LNG-Fuelled Shipping: LNG Bunkering Terminal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Large-scale seabed storage and subsea system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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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Developments in the Upstream 
Petroleum Sector

Session  - Introduction 

• Upstream development drivers
• Technology Drivers
• Innovation
• Subsurface and drilling innovations
• Subsea processing
• Floating Production and Liquefied Natural Gas systems



Upstream Development Drivers

• The majority of oil companies today are focusing on maximizing the 
recovery factor (RF) from their oilfields as well as maintaining an 
economic oil rate. This is becaus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discover new oilfields. 

• Most of the sedimentary basins that might contain oil have already been 
explored and new discoveries tend to be small. 

• Those basins that remain unexplored are in remote and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of the world (e.g. the Arctic and the Antarctic). 

• There are significant volumes to be exploited of unconventional 
hydrocarbons, heavy oils, oil shales, shale gas and gas hydrates, many 
of the technologies for exploiting these resources are either very energy 
intensive, politically or environmentally sensitive 

Technology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successful technology requires the 
confluence of three areas of expertise: 

•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likely to be 
solv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 Expertise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details behind the 
new technology, as well as the infrastructure for moving 
from scientific principles to practical application 

• The business acumen required to secure funding, develop 
products and services, and create markets.” 



Upstream Technology Development Drivers

• Access to new reserves and reservoirs
• Increase recoverable reserves
• Advanced technology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resources

in remote and environmentally sensitive locations such as the
Arctic

• Digital oilfields having better information real time and control 
over production and reservoir drainage

• Reduced drilling costs, improved efficiency of operations, 
minimising hole damage & better pressure management

• Develop deepwater fields more cost effectively especially in 
deep and Ultra-deep waters

• Higher equipment reliability.

Technology Innovation

What Drives Innovation?

•In general, innovation relates to the 
application of new ideas, products, or 
techniques. In oil fields, it pertains to 
anything that extends our ability to 
access resources that are harder to 
reach, or to do so more efficiently, 
effectively, cleanly, and safely. [INTEK]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the
hallmark of the petroleum industry from
its earliest days.



Investments in Technology, R & D

• “Investments in R&D can:             
(i) foment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technological industry;    
(ii) enable the increase of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in 
the global market;                      
(iii) indirectly or directly result in 
improved technical and upper-level 
education; and          
(iv) enable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entities and private investor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Petrobras]

Source image: Total’s Dalia field Angola

© JMCE

Advances in seismic methods

• North Sea exploration initially 

depended on 2D seismic 

• 3D seismic has revolutionized 

exploration

• 4D seismic is used for ongoing 

reservoir management

Other advances in:

Data Collection (onboard ship)

Data Processing 

Interpretation (workstation)



Well Control Innovations – 20,000 psi BOP, 15000 psi 
XMT and all-electric subsea XMT

© JMCE

© JMCE

Role of Technology is to …

• Allow industry to go forward
• Improve performance
• Overcome technical limits
• Be an accelerator
• Enable innovation.



© JMCE

Proven versus Novel Technology 
Proven Technology…

implies substantiation by test, trial, 
modelling, Field evaluation and work 

experience.

It also implies that TIME is 
needed, but for how long?

The trade-off is…
How to reduce time for introduc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while keeping 
risks low?

.

Technology stages

• Incremental performance improvements

• Step change  technologies

• Enabling Technologies

• Game changer technologies

© JMCE



© JMCE

Game Changers – 4D Seismic/Visualization Technology

© JMCE

Performance improvers & cost reducers

• Intelligent pipeline pigs
• Intelligent drill bits
• Intelligent completions
• Electric submersible pumps
• Improved hydrocyclones 
• Subsea pigging
• Downhole drilling motors



© JMCE

Underbalanced Drilling

Images: Leading Edge Advantage & Kip Pratt ,Shell

Innovative SPAR and TLP Designs

© JMCE
Source: Sea Star TLP© Atlantia Corp.



Longer subsea Tie backs- aiming for 200 kms

© JMCE

© JMCE

Enabling Technologies …

• Top Drive System
• Rotary Steerable Motors
• Pressure Measurements 
while Drilling (PWD)

• 3D & 4D seismic 
• Managed Pressure Drilling
• Casing while drilling (CWD) 
• 6th generation drilling rig 

Image: ConocoPhillips

The sixth-generation semi-submersible CNOOC 981 is seen in the South China Sea, 320 
kilometers southeast of Hong Kong. This is the first deep-water drilling rig developed in 
China. It will begin operations tomorrow in a sea area at a water depth of 1,500 meters,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CNOOC) said Monday. Photo: Xinhua



© JMCE

Riserless Drilling

Conventional riser drilling Subsea mudlift drilling

Images: SMD- Hydril

© JMCE

Subsea well fluid processing



© JMCE

Why consider subsea fluid processing?

Subsea separation and gas compression

© JMCESource: Aker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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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Changers – Continuous Circulation System

Image: Maris International

© JMCE

The Deepwater Future - Seabed Located Drilling?

Maris’ Seabed Drilling Rig (SDR)Saipem’s CTD Rig

Images: Saipem & Maris International



© JMCE

Game-Changers – multi-phase seabed located pumps 
and subsea separation

Multi-phase pump Subsea separation system

Images: Petrobras

Floating LNG production systems

© JMCE

• Floating Regas units [FSRU]

• Floating GTL vessels [FGTL]

• Floating CNG vessels [FCNG]

• Floating LNG vessels [FLNG]

Source: Shell Prelude FLNG



Offshore Oil&Gas Research Center

Projects Introduction

Model Test of Main Component of DPV 
Research of semi-physical simulation System 

Based On Deep water Emergency Maintenance 



Model Test of Main Component of DPV 



Model Test Program of J-lay SystemModel Test Program of J-lay System

Main programs:
1.Simulation of pipe-
laying procedure
2.Simulation of pipeline
A&R procedure
3.Simulation of PLET
installation procedure
4.Mechanical analysis of
pipe-laying process

Model Test Program of J-lay SystemModel Test Program of J-lay System

Simulation of pipe-laying procedures Simulation of PLET installation procedure

Simulation of pipeline A&R procedures Mechanical analysis of pipe-laying process



Research of semi-physical simulation 
System Based On Deep water 

Emergency Maintenance 

Deep water emergency maintenance 

method

Simulation of Marine structure motion 

based on the hydrodynamic 

Typical case rehearsal and training 

simulation

Training evaluation 



Contents
suction assisted installation (Figure1)
Bearing capacity of embedded suction 
anchors in clay and sand (figure2)
comparison of the penetration 
behaviour of spudcans and Suction 
Anchors (Figure3 Figure4)
Design procedures for installation of 
suction anchors in clay and other soils

Figure1

Figure4 Figure3 Figure2



12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Major Project
Major Equipment and Related Technology of Deepwater

Engineering
The Manufacturing & Test Equipment and Technology 

Research of Subsea Production Facilities 

1.1.3  

2.1.1  

2.2     



1. Production  fluid crude oil
2. Type horizontal tree
3. Guide way guidelineless
4. Oil extraction method electric
submersible pump
5. Design life 20 years
6. design water depth 1500m
7. Pressure rating 10000psi(69MPa)
8. Control pressure high pressure10000psi

control SCSSV ,
low pressure 5000psi

9. Production channel aperture 4-1/16“
10. Temperature rating U -18~121
11. Material rating HH

Design  reference standards API ISO and GB

Subsea Horizontal tree



Main structure parts tree
cap

plug

tubing

hanger

Isolation
sleeve

connector

SCM

tree framework

Control system of subsea tree 
Subsea tree control system is the core of the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 is
the core of subsea tree operation.

Subsea tree control installation part depends on the operating, function and underwate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s. Typical subsea tree equipment include: underwater control module
(SCM or control box), pressure and temperature sensors, nozzle position indicator, sand, erosion
tester, downhole measurement scale interface, connecting plate and stop position of hydraulic and
electric cross dock .



Due to the impurities of oil and gas(such as wax, sand, etc) after submarine pipelines 
are in operation for a period of time , the sediment caused by impurities will attach to the 
pipe wall. These deposits either increase  fluid resistance in the transmission process, or can 
reduce the effective area ,resulting in inefficient transportation. So it is important to clean 
the pipelines.

Pipeline cleaning technology consists of surface pig launching, round-trip pigging, 
subsea pig launching.

Surface pig launching Round-trip pigging Subsea pig launching



Subsea Manifolds Connector

important  connection  equipment for
subsea production facilities .
used for interconnection such as x-mas
tree and subsea manifolds Pipeline
End Terminal (PLET) and Pipeline 
End Manifold (PLEM) subsea
pipelines and PLET.
supported by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Major Project 
(2011ZX05026-003-02).
researched and developed by CNOOC 
Research institution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 (Beijing) and RG PETRO
-MACHINERY (GROUP) CO. LTD. 
used in 1500m water depth , working 
pressure Pout=15MPa Pin=34.5MPa.

6’’  Collet Vertical Connector(CVC) 



Pipeline Design

• Route Selection
• Hydraulic Analysis
• Pipeline Mechanical Design
• Pipeline Stability Design
• Pipeline Expansion Analysis

• Upheaval Buckling Analysis
• Pipeline Span Analysis
• Cathodic Protection Design
• Shore Approach Design
•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

Mechanical Analysis

A suitable mechanical model of subsea pipeline for theoretical analysis will be built. Then a 
set of algorithm will be compiled with the model for analyzing the stress of pipeline in the 
process of laying. 

Bottom-tow Installation Guide

Base on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the Abu Dhabi Crude Oil Pipeline installation, 
summarize and compile a set of gudie of bottom-tow installation method.



1.The theoretical analysis 1 The empirical formulation calculation and FEA for 
dropped ship anchor depth 2 The impact energy of dropped ship anchor and the 
energy absorptive capacity of soil protection layer . 3 The stress state and 
deformation of submarine cables under the residual energy.
2.The model test : 1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opped ship anchor
depth and parameters like the depth of water, soil conditions, anchor shape, anchor 
weight 2 The stress state and deformation of submarine cables under the action 
of impact energy  in different burial dep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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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 SITI NORFAIZAH RAZALI, MOHD ZAIDI JAAFAR 

Semester : 2 2012/2013 

Synopsis
The course presents fundamental principle of safety and risk assessment in petroleum engineering. In particular, 
it emphasizes on safety legislations, inherent safety design concept, methods of hazard identification, chemical 
health risk assessment and various methods of risk assessments. The course also covers health and 
environment issues related to petroleum engineering. At the end of this cours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appreciat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petroleum 
engineering. Students should also be able to use the techniques of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etroleum engineering projects.

This work, SKM 4353 SAFETY IN PETROLUEM ENGINEERING by SITI 
NORFAIZAH RAZALI and MOHD ZAIDI JAAFAR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3.0 Unported License. Based 
on a work at ocw.utm.my.

1 INTRODUCTION 
Introduction to Oil Field Safety  
Case Study of Piper Alpha Accident 
Safety and Human Error 
 
 

 Introduction to Oil Field Safety

 Safety and Human Error

 Piper Alpha Case Study

2 SAFETY LEGISLATION IN MALAYSIA 
OSHA 1994 and other relevant Acts 

 Chapter 2 - Safety Legislation in Malaysia

3 HAZARD IDENTIFICATION

Hazards in petroleum engineering activities using Job Safety Analysis (JSA) and HAZOP •
Site preparation, drilling, well completion•
Servicing, workover, maintenance, plug & abandonment•

 Chapter 3 - Hazard Identification

4 RISK ASSESSMENT

<!--[if !supportLists]-->Overview of Risk Assessment Methods•
Event Tree Analysis (ETA) <!--[if !supportLists]-->•
Fault Tree Analysis (FTA) •

HIRARC•
 Chapter 4 - Risk Assessment

5 HAZARD ABATEMENT 
 Chapter 5 - Hazard Abatement

6 OCCUPATIONAL HEALTH & DISEASES 

Effect of Chemical•
Radiation•
Noise•
Ergonomics (back and spinal, hand, wrist, shoulder) •

Global Search

Search Moodl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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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6 - Occupational Health and Diseases

7 ENVIRONMENT SUSTAINABILITY 
 

GreenHouse Gases•
Air Pollution•
Produced Water•
Wastewater Management •
Solid Management•
Oil spill •

 Chapter 7-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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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 NORZITA BINTI NGADI 
MOHAMMAD FADIL BIN ABDUL WAHAB 

Semester : Semester 1 2011/12 

Synopsis : 

This work, SKF4163 Safety in Process Plant Design by Norzita Binti Ngadi and Mohammad Fadil bin Abdul 
Wahab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3.0 Unported 
License 

1
INTRODUCTION TO SAFETY AND HEALTH AT WORKPLACE 

- Putting safety into perspective 

- Case History: Flixborough, Bhopal, Seveso, Chernobyl 

- Concept of Risk and Risk Ranking 

- Risk Acceptance and ALARP Concept 

- Safety and Human Factor 

- Inherent Safety

Layers of Protection in Process Plant•
Introduction to safety relief system •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demonstrate clear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t terms and the current issues on process safety.•

 INTRODUCTION TO SAFETY & HEALTH AT WORKPLACE

 INHERENT SAFETY

2
SAFETY LEGISTRATION IN MALAYSIA 

-Safety Legislation in Malaysia such as FMA, OSHA and all their regulations 

-OSH management system.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n safety legislations in Malaysia •

Develop understanding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crease awar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ssue in Malaysia•
Understand important item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INTRODUCTION TO SAFETY LEGISLATIONS IN MALAYSIA

3
HAZARD IDENTIFICATION 

- Overview of hazard Identification Methods 

-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HAZOP) 

- Fires, Explosion and Toxic Releas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Identify variety of hazard identification methods •

1 / 2Course: SKF4163 KESELAMATAN REKABENTUK LOJI (SAFETY IN PRO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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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hese methods in identifying hazards such as fires, explosion and toxic release in chemical plant. •

 FIRE, EXPLOSION AND TOXIC RELEASE

 HAZARD IDENTIFICATION & HAZOP

4
INDUSTRIAL HYGIENE

- Toxicology 

- MSDS 

- Evaluation of Exposure (Dust, Noise, Toxic Vapours) 

- Chemical Health Risk Assessment (CHRA)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oxicology •

Understand the content of MSDS •

Evaluate exposure to hazards•
Perform CHRA for hazardous chemical•

 TOXICOLOGY

 INDUSTRIAL HYGIENE

 INTRODUCTION TO Chemical Health Risk Assessment

5 RISK ASSESSMENT 

- Overview of Risk Assessment Methods 

- Qualitative Risk Assessment 

- Frequency analysis: ETA and FTA 

- Consequence Analysis: Dispersion, Fire and Explosion 

- Individual and Societal Risk 

- Risk Tolerability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sk assessment •

Identify methods available in conducting risk assessment •

Perform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Layers of protection analysis (L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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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의장수 계산 관련 근거 및 적용 사례 
김양현*, 안성근, 한나래 (대우조선해양㈜) 

 

A Basis and Application of Equipment Number Calculation 

for Commercial Vessel and Offshore Plant 

Yang-Hyun Kim*, Sung-Keun Ahn, Na-Rae Han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요 약 

 

본 고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계선 및 계류를 위해 요구되는 설비능력을 결정하는 의장수 계산의 관련 근거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명확한 이론 분석과 새로운 기준정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추후 실적선에

적용된 의장수 계산 결과가 각 선종 및 크기에 따라 적합한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및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의장수 산식 도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Keywords: Equipment Number(의장수), Mooring(계선), Anchoring(계류), Commercial vessel(선박),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1. 서 론 

 

선박 및 해양플랜트는 정박 시 계선 및 계류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장수(Equipment Number)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선(Water Line) 상부에 작용하는 

바람(Wind)과 수선 하부에 작용하는 조류(Current)의 

영향으로부터 일정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앵커(Anchor)의 중량 및 수량, 앵커체인(Anchor 

Chain)의 길이와 지름, 계류삭(Mooring Rope) 및 

예인삭(Towing Line)의 절단하중, 길이 및 수량을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최근 조선시장의 추세는 Eco-Ship을 중심으로 

연료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전개되고 있고, 

또한 해상환경의 변화(최대풍속),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을 비롯한 다양한 선종의 출현, 

선박의 운동성능 극대화를 위한 Bow Thruster 및 

DP(Dynamic Positioning)등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요소(Factor)를 선박 및 해양 플랜트의 계류 및 계선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산식 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의장수 

계산 관련 근거 및 적용사례를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해 명확한 이론 정립과 새로운 기술 

도출을 위한 기준정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의장수 계산 

 

IACS UR A1 및 각 선급 Rule에 정의된 의장수의 계산식 

및 기준은 수식 (1)과 같다. 

 

ABhE 1.00.23

2

++∆=  (1) 

 

여기서, 3

2

∆ 은 수면하부의 조력(Current Force)를 받은 면적 

즉, 침수표면적(Wetted Surface Area)를 의미한다. ∆ 은 

하기만재흘수선에서의 형 배수량(tonnes)이다. (1) 항은 

배수량을 3분의 2승을 함으로써 면적의 차원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Bh0.2 의 경우 선체 횡 방향 Wind Force를 받는 면적 즉, 

수면상부에 드러난 정면 면적을 의미한다. 여기서 h 의 경우 

수식 (2)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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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h +=  (2) 

 

여기서, f 는 Fig. 1과 같이 선체 중앙의 선측에서 

만재흘수선으로부터 최상층 전통 갑판보 상면까지의 

수직거리(m)를 의미하고 'h 의 경우 최상층 전통갑판으로부터 

너비가 B/4를 넘는 선루(Superstructure) 또는 갑판실(Deck 

House) 중 갑판의 Center Line 기준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구조물의 최 상단까지의 높이(m)를 의미한다. 

 

Fig. 1 횡 방향 풍압면적 계산기준 

 
 

A1.0 는 선체 종 방향 Wind Force를 받는 면적 즉, 

수면상부에 드러난 측면면적을 의미한다. 여기서 A 의 경우 

수식 (3)에 의해 결정된다. 

 

lhfLA "Σ+=  (3) 

 

여기서 f 의 경우 Fig. 2와 같이 선체 중앙의 선측에서 

만재흘수선으로부터 최상층 전통 갑판보 상면까지의 

수직거리(m)를 의미한다. 

 

Fig. 2 종 방향 풍압면적 계산기준 

 

 

의장수 계산 시 만재흘수선(Full Loaded Condition) 

기준으로 각종 계수가 적용되는 이유는 가장 Severe한 

조건을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계류 및 계선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는 Table 1 선종 별 의장수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선급(Classification)은 IACS UR A1에 따라 의장수 계산 

기준을 Table 2와 같이 정의해 놓았고 프로젝트 진행 시 각 

선급 Rule에 따라 의장수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각 선급 별 

의장수 계산 상세비교는 Table 3(미첨부, 별도 특별세션 진행 시 

소개)에 설명되어 있다. 

 

Table 1 선종 별 의장수 비교분석 

선종 Tanker Containership Drillship 

Condition Ballast Scant. Ballast Scant. Ballast Scant.

3

2

∆  2,789 5,091 2,438 4,051 1,803 2,212

Bh0.2  4,405 2,880 5,863 4,980 3,696 3,444

A1.0  693 291 851 570 421 355

의장수 7,888 8,262 9,157 9,600 5,920 6,011

 

Table 2 선급 별 의장수 계산 규정 

선급 Rule 

ABS Part 3, Ch. 5, Sec. 1 

BV Part B, Ch. 10, Sec. 4 

DNV Part 3, Ch. 3, Sec. 3 

GL Part 1, Ch. 1, Sec.18 

KR Part 3, Ch. 8, Sec.2 

LR Part 3, Ch. 1, Sec. 7 

NK Part C, Ch. 27 

RINA Part B, Ch. 10, Sec.  

 

선급 별 Rule에 정의된 의장수 계산 기준은 약간씩 상이하나 

모든 계산에서 시어(Sheer), 캠버(Camber), 트림(Trim)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Folding Type Bulwark나 Wind Screen은 

고려하지 않는다. 

특이선종에 대해서 BV 선급의 경우 Dredger, Barge, Yacht, 

Fishing Boat, Tug 및 Launch에 관하여, LR 선급은 Tug에 

관하여, RINA 선급은 여객선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의 전면이 

경사진 선박에 대한 의장수 계산법이 정의되어 있다. 

DNV 선급의 경우 Offshore Structure의 Position Mooring에 

관련된 기준을 DNV-OS-E301에 기술하고 있다. 

DNV-OS-E301 Ch. 3, Sec. 2에는 해양플랜트의 Emergency & 

Habour Anchoring을 위한 Temporary Mooring 장비 결정을 

위한 의장수 계산 기준이 수식 (4)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AE +∆= 3

2

 (4) 

 



수식 (4)는 기본적으로 Ship Shaped Unit의 의장수 계산식과 

개념상으로는 동일하며 다만, 형상 차이에 따른 Transit Draught 

수선면 상부에 대한 면적 A  계산 기준에 차이가 있다. Deck 

상부의 Truss 구조물의 면적 계산 기준은 MODU Ch. 3, Sec. 2, 

3.2.5에 따라 전체 Projected Area의 60%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3. 적용 사례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Anchoring을 위한 의장수는 2절에서 

제시된 수식 기준으로 산정되어 Anchor 및 Anchor chain 

선정의 기준이 된다. 이와는 별도로 Towing and Mooring을 

위한 의장수 계산도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상층 전통 갑판보 상부에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나 Con-Ro 선박의 경우 SOLAS Ch. II-1 Reg. 3-8 

기준으로 만재상태에서 화물의 종 방향 풍압면적을 고려하여 

Towing 및 Mooring 장비 Capacity 결정을 위한 의장수를 

계산하게 된다. SOLAS Ch. II-1 Reg. 3-8은 2007년 1월 1일 

이후 K/L 선박 기준으로 시행되었고, IACS UR A2에서 

계산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당사에서 건조하는 Container 선박의 경우 내부 설계기준에 

때라 일반적으로 IACS UR A2에 따른 의장수 보다 큰 Mooring 

Capacity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장비가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의장수 계산 결과는 Rule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참고 수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잠수식 시추선의 Mooring 장비의 경우 Positioning을 위한 

본선 시스템에 따라 Capacity가 다른 기준으로 결정된다. 

자동 원격 추진제어 시스템에 의지하는 계류 시스템 즉, 

DP(Dynamic Positioning)의 지원을 받은 추진체와 함께 

위치조정 계류시스템을 갖춘 반잠수식 시추선의 Mooring 

장비의 경우 운용해역의 자연조건(Environmental Condition)을 

고려하여 Mooring Analysis를 통해 그 Capacity가 결정된다. 

이는 의장수 계산 기준에 따른 Anchor Chain Size가 Mooring 

Analysis를 통해 결정된 Size보다 일반적으로 크게 계산되어 

이를 적용할 경우 Mooring 장비 추가로 인해 비 대칭적인 

Windlass System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현재 이를 

Handling 할 수 있는 AHV(Anchor Handling Vessel)이 없어 

Mooring Analysis를 통한 운용조건에 최적화된 Mooring 장비의 

Capacity가 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Positioning을 위해 자동 원격 추진제어 시스템만 적용된 

반잠수식 시추선의 경우 Emergency & Habour Anchoring을 

위한 Mooring 장비 Capacity 결정을 위해 의장수 계산이 

필요하다. (이때 설비되는 Mooring 장비는 본선의 Positioning 

목적이 아니다.) 보통 Anchor Chain이 아닌 Steel Wire로 대체 

적용되며 이에 따른 Mooring 장비가 적용된다. 

 

Fig. 3 컨테이너선 의장수 계산 결과 비교 

 
 

 

4. 결 론 

 

현재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계선 및 계류 설비능력 

결정을 위해 수행되는 의장수 계산의 선급 별 표준산식 및 

적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의장수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 

도출을 위한 기준정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IACS 및 각 선급에서 정의하는 의장수 산식은 수 차례 

세부적으로 보완되고 개정되었으나 기본적인 계산식 구조는 

변화가 없었고 또한, 다양화되는 선종 및 크기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의장수 계산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한 이론 정립과 최적화된 기술의 도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실적선에 적용된 의장수가 각 

선종 및 크기에 따라 적합한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및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계산식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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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 의장수 계산식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의장수 계산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의장수 계산식은

wind와 current에 의한 x, y방향 힘의 계산 결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는 tanker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장수로 결정되는 앵커 및

앵커체인의 파지력과 선체가 받는 wind and current force를 비교해 보면 container ship과 같은 다른 선종에 대하여 의장수 계산식이

수정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선종 별로 wind와 current로부터 받는 힘을 계산하여 각 항의 계수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displacement나 직사각형면적 대신 접수표면적과 실제 projected area를 이용하여 계산식을 수정할 수도 있고, appendage의 저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항을 추가 할 수도 있다. 수정된 계산식을 적용하면 일부 선종의 경우 의장수 테이블에서의 단계가 2~3단계 낮춰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Keywords: Equipment Number, wind and current force, mooring force calculation. 

 

 

 

1. 서 론 

 

 선박을 해상에 이동 없이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앵커와 

앵커체인, 로프 등의 의장품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의장품의 

파지력과 절단하중은 해류로부터 작용하는 수압과 

바람으로부터 작용하는 풍압 등의 유체 저항력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의장수(equipment number)는 유체 저항력이 작용하는 

선체의 총 겉면적 넓이를 의미하는 값이다. 계선 및 계류 시에 

필요한 앵커의 중량, 앵커체인의 길이와 지름, 예인삭(tow 

line)과 계류삭(mooring line)의 개수, 길이 및 절단하중 등이 

의장수로 결정된다. 

현재의 의장수 계산식은 수 십 년 전에 개발된 것이다. 그 

동안 세부적인 보완과 개정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기본적인 

계산식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해상환경의 변화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C, 드릴쉽 등의 다양한 선종 개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해 지금의 의장수 

계산식이 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의장수 계산식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의장수 계산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의장수 계산식의 분석  

 

2.1 의장수 계산식의 의미 

 

의장수 계산식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anchoring시 선박이 받는 저항력에 대하여 살펴 보자. 

OCIMF(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에서는 

wind and current force를 계산하는 식과 Tanker에 대한 drag 

force coefficient 값을 제공하고 있다. Wind force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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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종방향 wind force에 대한 식이고, 식 (I 2)는 

횡방향 wind force에 대한 식이다. 한편, current force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2

c,x c,x,q c c BP

1
F = C r v L T

2
⋅ ⋅ ⋅ ⋅   (3) 

2

c,y c,y,q c c BP

1
F = C r v L T

2
⋅ ⋅ ⋅ ⋅   (4) 

 

식 (3)은 종방향 current force에 대한 식이고, 식 (4)는 

횡방향 current force에 대한 식이다. 

의장수 계산식은 wind와 current가 선체의 정면으로 

작용할 때를 가정하고 있다. Anchoring 시 선체가 

자연스럽게 current의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wind force의 경우 유체가 정확히 선체의 정면으로 작용한다 

해도, vortex shedding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 때문에 5° 

만큼의 횡방향력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 때 Tanker가 full 

loaded 상태에서 25m/s의 wind와 2.5m/s의 current로부터 

받는 저항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

3

T L
F =182 +384 A +18 AD ⋅ ⋅   (5) 

 

식 (5)를 182로 묶어내면 다음과 같다. 

 

2

3

T L
F =182 1 +2.1 A +0.1 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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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편, 본 과제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장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

3E= D +2.0 Bh+0.1 A⋅ ⋅   (7) 

 

식 (7) 첫 번째 항의 

2

3∆ 은 수면하부의 current force를 

받는 면적, 즉 wetted surface area에 비례하는 값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항의 Bh는 수면상부의 선체 종방향 wind 

force를 받는 면적, 즉 longitudinal projected area에 

비례하는 값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의 A는 

수면상부의 선체 횡방향 wind force를 받는 면적, 즉 lateral 

projected area에 비례하는 값을 의미한다. 이를 식 (6)과 

비교하여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의 계수가 의장수 

계산식의 계수인 1, 2.0, 0.1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현재의 의장수 계산식은 wind와 current가 

tanker의 정면으로 작용할 때 선체가 받는 힘 F를 182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의장수 계산식의 적합성 검증 

현재의 의장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장수로 

결정되는 앵커 및 앵커체인의 파지력과 선체가 받는 wind 

and current force를 비교해 보았다. 

앵커 및 앵커체인의 파지력 계산은 한국선급(KR)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a a c c c
P= K W +K LW   (8) 

 

식 (8)의 첫 번째 항은 앵커에 의한 파지력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항은 앵커체인에 의한 파지력을 의미한다. 각 

선박에 대해 의장수를 계산하고, 그 의장수로 앵커와 

앵커체인을 결정한 후 식 (8)로 파지력을 계산하였다. tanker 

3척, LNG carrier 2척, container ship 3척에 대하여 파지력과 

wind and current force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앵커 및 앵커체인의 파지력(P)과 wind and current 

force(F)의 비교 

 의장수 파지력 

P(kN) 
Drag 

Force 

F(kN) 

P / F

Tanker AFRAMAX 4,771 1,123 836 1.35

SUEZMAX 5,444 1,291 870 1.48

VLCC 7,368 1,780 1,385 1.29

LNGC 150K 5,790 1,375 981 1.40

210K 7,101 1,809 1,259 1.44

Container 

Ship 
9,200TEU 7,076 

(7,643) 
1,806 

(1,914) 
975 

(1,104)

1.85 

(1.73) 

13,050TEU 8,165 

(8,867) 
2,059 

(2,212) 
1,110 

(1,266)

1.85 

(1.75) 

14,000TEU 8,772 

(9,671) 
2,212 

(2,421) 
1,142 

(1,377)

1.94 

(1.76) 

※ 괄호( ) 안의 숫자는 side projected area 계산 시 cargo의 

면적을 고려한 경우 

 

위의 표에서 container ship의 P / F값이 tanker와 

LNGC에서의 값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ontainer ship의 의장수가 다른 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현재의 의장수 계산식이 tanker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tanker가 아닌 다른 선종에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의장수 계산식 수정 제안 

 

3.1 의장수 계산식 수정 제안 1 – 계수 수정 

 

현재의 의장수 계산식은 wind와 current가 tanker의 

정면으로 작용할 때 선체가 받는 힘 F를 182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각 선종별로 wind force coefficient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의장수 계산식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Tanker가 정면으로 작용하는 wind와 current로부터 받는 

힘 F를 계산하면 식 (5)와 같았고, 그 결과를 182로 

묶어내면 식 (6)과 같다. 식 (6)의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의 

계수는 1, 2.1, 0.1이다. 따라서 tanker에 대한 의장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2

3E=1 D +2.1 Bh+0.1 A⋅ ⋅ ⋅   (9) 

 

한편, LNGC가 정면으로 작용하는 wind와 current로부터 

받는 힘 F를 계산하여 182로 묶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3

T L
F =182 1 D +2.2 A +0.1 A

⎛ ⎞
⋅ ⋅ ⋅ ⋅⎜ ⎟
⎝ ⎠

  (10) 

 

식 (10)의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의 계수는 1, 2.2, 0.1이다. 

따라서 LNGC에 대한 의장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2

3E=1 D +2.2 Bh+0.1 A⋅ ⋅ ⋅   (11) 

 

마지막으로, container ship이 정면으로 작용하는 wind와 

current로부터 받는 힘 F를 계산하여 182로 묶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3

T L
F =182 1.1 D +1.0 A +0.1 A

⎛ ⎞
⋅ ⋅ ⋅ ⋅⎜ ⎟
⎝ ⎠

  (12) 

 

식 (12)의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의 계수는 1.1, 1.0, 

0.1이다. 따라서 container ship에 대한 의장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2

3E=1.1 D +1.0 Bh+0.1 A⋅ ⋅ ⋅   (13) 

 

결론적으로 본 과제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면 새로운 

선종에 대한 drag force 계산식과 그 계수를 알고 있다면, 

해당 선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장수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의장수 계산식의 수정 제안 2 – 접수표면적과 

projected area 이용 

 

현재의 의장수는 wind force와 current force가 작용하는 

실제 면적이 아닌 그에 대응되는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예들 들면, 첫 번째 항의 

2

3∆ 은 current force가 

실제로 작용하는 면적인 접수표면적에 대응하는 값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의 Bh와 A역시 wind force가 실제 작용하는 

면적인 projected area에 대응하는 값이다. 만약 

접수표면적과 projected area를 이용한다면 보다 상세하게 

의장수의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Tanker가 정면으로 작용하는 wind와 current로부터 받는 

힘 F를 접수표면적 S와 longitudinal projected area 
T

A , 

lateral projected area 
T

A 로 나타낸 후 182로 묶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T L
F =182 0.17 S+2.11 A +0.10 A⋅ ⋅ ⋅ ⋅ (14) 

 

따라서 tanker에 대한 의장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T L
E=0.17 S +2.11 A +0.10 A⋅ ⋅ ⋅   (15) 

 

한편, LNGC가 정면으로 작용하는 wind와 current로부터 

받는 힘 F를 접수표면적 S와 longitudinal projected area 

T
A , lateral projected area 

T
A 로 나타낸 후 182로 묶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T L
F =182 0.17 S+2.11 A +0.10 A⋅ ⋅ ⋅ ⋅ (16) 

 

따라서 LNGC에 대한 의장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T L
E=0.15 S+2.24 A +0.12 A⋅ ⋅ ⋅   (17) 

 

마지막으로, container ship이 정면으로 작용하는 wind와 

current로부터 받는 힘 F를 접수표면적 S와 longitudinal 



projected area 
T

A , lateral projected area 
T

A 로 나타낸 후 

182로 묶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T L
F = 182 0.17 S+2.11 A +0.10 A⋅ ⋅ ⋅ ⋅ (18) 

 

따라서 container ship에 대한 의장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T L
E=0.17 S+1.01 A +0.13 A⋅ ⋅ ⋅   (19) 

 

이처럼 접수표면적과 projected area로 표현된 의장수 

계산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정된 의장수로 

결정되는 앵커 및 앵커체인의 파지력과 선체가 받는 힘 F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접수표면적과 projected area로 표현된 의장수 

계산식에 대한 앵커 및 앵커체인의 파지력(P)과 wind and 

current force(F)의 비교 

선종구분 
기존의 

의장수 

계수 

수정 

의장수 

면적 

수정 

의장수 

파지력 

P(kN) 

Drag 

Force

F(kN)

P / F

Tanker 

AFRAMAX 4,771 4,872 4,647 1,217 836 1.46

SUEZMAX 5,444 5,545 4,853 1,365 870 1.57

VLCC 7,368 7,528 7,410 1,888 1,385 1.36

LNGC 
150K 5,790 6,067 5,675 1,437 981 1.46

210K 7,101 7,444 6,964 1,917 1,259 1.52

Container 

Ship 

9,200TEU 
7,076 

(7,643) 
5,327 

(5,894) 

5,309 

(5,876) 

1,297 

(1,433) 
975 

(1,104)

1.33

(1.30)

13,050TEU 
8,165 

(8,867) 
6,374 

(7,076) 

6,012 

(6,714) 

1,546 

(1,801) 
1,110

(1,266)

1.39

(1.42)

14,000TEU 
8,772 

(9,671) 
6,771 

(7,670) 

6,341 

(7,240) 

1,694 

(1,909) 
1,142

(1,377)

1.48

(1.39)

※ 괄호( ) 안의 숫자는 side projected area 계산 시 cargo의 

면적을 고려한 경우 

 

위의 표에서 접수표면적과 projected area를 이용해 

수정된 의장수 값이 기존의 의장수와 각 항의 계수만 수정된 

의장수 값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14,000TEU container 

ship의 경우 면적이 수정된 의장수 값이 기존의 의장수 

값보다 2,431만큼 작다. 이를 의장수 테이블에 적용하면 

2~3단계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접수표면적과 projected area로 수정한 경우에도 각 

선종 별로 힘을 계산한 후 의장수 계산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P / F값이 선종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의장수 계산식은 wind와 current에 의한 x, y방향 힘의 

계산 결과로부터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존 의장수 계산식은 저속비대선인 tanker를 기준으로 

작성된 식이므로, 고속선인 container ship 같은 다른 선종에 

대하여 의장수 계산식의 계수가 수정될 수 있다. 

3. Displacement나 직사각형면적 대신 접수표면적과 실제 

projected area를 이용하여 의장수 계산식을 수정할 경우 

보다 정확한 의장수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appendage의 

저항을 고려한 새로운 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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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고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의장수 최적화를 위한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적합한 의장수 계산 방법

및 계산된 의장수를 이용한 계류 사이즈 결정 방법에 관한 활동에 앞서 의장수와 관련된 계산식, 양묘 장치, 계류 및 계선

장치, 배치 및 선형 등에 관한 선행 특허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총 2,800여 건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장수 계산 방법과 관련한 특허는 없었으나, 양묘장치, 계류 및 계선 장치 등에 관한 20여 건에 대해 상세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종전 계산식의 개선 및 선박설계의 최적화가 기대되는 특허발굴에 활용하였고, 특히 도출된 최적화된

의장수 계산식을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계산식(수학 공식)에 대해 발명의 성립성을

부여하고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Keywords: Patent(특허), Equipment number(의장수), Anchoring(계류), Mooring(계선), Formula(계산식),  

 

 

 

1. 서 론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의장수(Equipment 

number)와  관련된 선박의장품은  계류 및 계선 장치가 

대표적이며, 이들의 배치는 선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허분석을 통해 선행기술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계류 및 계선 장치에 대한 것들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앵커의 수납에 관련된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계류/계선에 관한 방법이나 배치, 선형의 개선에 

대한 기술들도 소수 있었다.  

본 활동은 해수와 바람의 압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종래의 의장수 계산식을 개선한 적합한 의장수 계산 

방법을 제공하기에 앞서, 종래의 의장수 계산식 및 관련 

계류 및 계선 장치에 관한 선행특허 2,800여 건 중 주요 

20여 건에 대해 상세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수학식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특허분석 대상 기술 

 

2.1 의장수 계산식 

 

의장수는 선박의 정박시 선박 상부에 작용하는 바람과 

선박 하부에 작용하는 해류의 영향으로부터 일정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앵커의 중량과 수량, 

앵커용 체인의 길이와 지름, 계류삭 및 예인삭의 절단 

하중과 길이, 수량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수로서 수면 

상부에 드러난 선박의 형상에 작용하는 풍압 면적 및 수면 

하부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을 배수량의 함수로써 수치로 

정의한 것이다. 한국 선급(KR)은 의장수 계산식을 98년 

전면 개정했고, 2002년 의장수 세부 계산 방법을 대폭 

추가하고 국제 기준과 통일화하였다. 

한국선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수는 아래 식과 같다. 

 

                                  (1)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여기서, Δ는 하기만재흘수선에 대한 형배수량을 나타내고, 

B는 선폭을 나타내며, Δ
2/3

는 해수로부터 압력을 받는 면적 

(Wetted surface area), Bh는 정면에서 풍압을 받는 면적, 

A는 선측에서 풍압을 받는 면적을 의미한다. 식 (1)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Fig 1에 해수로부터 압력을 받는 면적, 

정면 풍압 면적, 선측 풍압 면적을 빗금친 부분으로 

표시하여 나타낸다.  

 

 

 
Fig. 1 Representation for Equipment Number’s formula 

 

이러한 종래 계산 방식은 압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적합한 의장수 계산 방법 및 계산된 의장수를 

이용한 계류 장치의 사이즈 결정 방법이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의장수 계산식에 관한 선행특허조사 분석을 통해 

개선된 최적화 의장수 계산 방법에 참고하고 이를 

특허출원하여 안정된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장수와 관련된 선박 의장품, 배치 및 선형 등에 

대한 특허조사분석을 통해 보다 개선된 계류 장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창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특허조사 방법과 분석 결과 

 

3.1 특허조사 방법 

 

3.1.1 기술 분류 

 

의장수(Equipment number) 계산과 관련된 기술은 

계산식, 양묘장치, 계류/계선 장치, 배치 및 선형, 상부 

갑판물의 형상과 배치라 보고 표 1과 같이 기술분류를 

하고 이에 따른 키워드를 만들어 특허조사를 수행하였다. 

 

Table 1 Technology tree for patent analysis 

대상기술 대분류 주요 구성 

선박 

의장수 

관련 

기술

의장수
 

계산식
 

 

양묘장치 
Anchor, Chain, Stopper, Chain 

locker, Bell mouse etc. 

계류/계선장치
Windlass, Winch, Bollard, 

Chock, Faired, etc. 

배치 및 선형
선수미 선형, 문풀, Bow thruster 

& dynamic positioning & mooring 

갑판 상부구조물
Deck house, Wing bridge, 

Funnel, Engine casing, etc. 

 

3.1.2 키워드 및 조사 건수 

 

KIPRIS 및 WIPS를 통해 실시한 특허조사를 위한  

키워드(key word) 및 히팅(Hitting) 건 수는 총 2,821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노이즈 제거 후 20여 건을 주요 

특허로 분류하였다. 

 

Table 2 Keywords and quantity of hitting 

분석대상 키워드 셋 조사결과 조사범위

한국 

공개특허

, 실용 

(선박*(앵커+체인+(벨*마우

스)+(페어리드+fairlead)+(계

류+계선+mooring)+(초크+쵸

크+chock)+(볼라드+bollard)

+(윈치+winch)+(로커+라커+l

ocker)+(호즈*파이프)+(haws

e*pipe)))+정박+계선+의장수 

1,323건 전체 

일본 

공개특허

, 실용 

(베슬 or 선박 or 유조선 or 

컨테이너 or 콘테이너 or ) 

and (앵커 or 체인 or (벨 and 

마우스) or (페어리드 or 

fairlead) or (계류 or 계선 or 

mooring) or (초크 or 쵸크 or 

chock) or (볼라드 or bollard) 

or (윈치 or winch) or (로커 or 

라커 or locker) or (호즈 and 

파이프) or (hawse and pipe) 

or 양묘 or 의장수 or 

(equipment and number)) 

497건 전체 

PCT 

공개특허

, 실용 

(ship or vessel) and (anchor 

or chain or (bell and mouse) 

or fairlead or mooring or 

chock or bollard or winch or 

locker or (hawser and pipe)) 

or (equipment and number) 

1,445건 전체 

총 건 수 2,821 건 

비 고 
* Database: KIPRIS(한국특허정보원), WIPS(윕스) 

* 검색항목: 서지+요약+청구항 

Wetted surface area 



3.2 주요 선행 특허 도출 

 

의장수(Equipment number) 계산식 혹은 계산 방법과 

관련한 선행특허는 조사되지 않았고, 양묘장치를 포함한 

계선 및 계류 장치에 대한 주요 특허는 아래와 같다. 

 

Table 3 List of main patents of prior arts 

No 특허명칭 출원/등록번호 권리자 

1 
일체형 체인스토퍼를 갖는 
페어리드 

한국특허등록 
제1127299호 

하이드라리프트
암클라이드인크

2 체인 컴프레서용 롤러 
한국특허등록 
제858221호 

현대중공업 

3 계선 위치 설치용 구조물 
한국특허등록 
제984058호 

STX조선해양 

4 체인스토퍼 
한국특허등록 
제918662호 

미래산업기계 

5 선박용 페어리드 
한국특허등록 
제1185399호 

삼성중공업 

6 
선박 앵커체인 
길이측정장치 및 방법 

한국특허출원 
제2010-57455호 

대우조선해양 

7 
선체의 외판 내측에 계류 
윈치가 설치된 선박 

한국특허출원 
제[2010-63305호 

삼성중공업 

8 앵커 고정 장치 
한국특허출원 
제2011-15548호 

삼성중공업 

9 
전자석을 이용한 선박의 
계류 장치 

한국특허출원 
재2011-17291호 

삼성중공업 

10 
선박용 앵커링시스템의 
체인록커에 구비되는... 

한국특허출원 
제2011-43327호 

현대중공업 

11 선박의 앵커 회수 장치 
한국특허등록 
제1229226호 

대우조선해양 

12 선박용 앵커링 장치 
한국특허등록 
제1291133호 

삼성중공업 

13 
선박의 앵커 포켓 구조물 
및 그 조립 방법 

한국특허등록 
제1314275호 

대우조선해양 

14 
선박 계선을 위한 포켓 
타입 앵커링의 체인 가이드 

한국특허등록 
제309036호 

현대중공업 

15 앵커체인 세척용 노즐 
한국특허등록 
제321731호 

대우조선해양 

16 
앵커의 결빙방지시스템 및 
이를 갖춘 선박 

한국특허출원 
제2010-10910호 

대우조선해양 

 

3.3 수정 의장수 계산식의 특허보호 방안 

 

수학 공식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즉, 수학 공식, 과학적 

이론 그 자체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화된 수정 의장수 계산식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단순히 계산식을 나열해서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 예외로 미국 판례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의 특허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1981, Diamond v. 

Diehr사건, 연방대법원).  

이러한 이유로 의장수 계산식에 관한 선행특허가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 의장수 계산 방법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와 풍력의 압력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하는 

‘자연법칙’과, 이를 통해 계류 장치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기술적 사상’을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특허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한 수학적 결과의 수식화가 아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경량화 배치설계의 편의도모의 이용효과의 발생을 

전제로한 방법에 관한 특허로 청구항을 구성함으로써 

심사요건에 기재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학술대회 발표 과정에서 

다루기로 한다. 

 

 

4. 결 론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의장수(Equipment 

Number)와 관련된 선박의장품인 앵커를 포함한 계류 장치 

및 계선 장치, 배치 및 선형 설계 관점에서 선행기술들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수정된 의장수 계산 방법 및 종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특허발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종래 특허들의 주요기술구성요소 및 특이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의장수 계산식에 관한 선행특허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수정된 의장수 계산 방법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여 특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장수 관련한 선박 의장품 관련 기술로서, 주요 

계류 및 계선 장치인 앵커체인, 체인 라커, 앵커 고정 장치, 

계류 윈치, 체인 스토퍼, 페어리드, 앵커 회수 장치, 체인 

가이드 등 다양한 특허들이 선행특허로 출원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특허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의장수 계산식을 특허로 권리화하는데 있어서 

특허요건 구비를 위해 효과발생을 전제로한 엔지니어링의 

실행 또는 구현 방법에 관한 특허로 고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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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수 및 계선, 계류장치에 관한 특허발굴 활동 소개
이수호*, 문상원, 진민종 (대우조선해양㈜)

Patent Study on the Equipment Number, Equipment for Anchoring 

and Mooring  
Soo-Ho Lee*, Sang-Won Moon, Min-Jong Jin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요 약

본 고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의장수의 최적화를 위한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3개월 동안 TFT를 통해 진행된 특허

발굴 활동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활동기간 중 총 28건의 새로운 특허기술이 발굴되었으며 계산식, 계류장치, 계선장치, 배

치 및 선형 등으로 분류된 기술군에 있어 계류 및 계선 장치에 관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허발굴 활동 가운데 의장수에 직접 관련된 종전 계산식의 개선을 통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선박설계의 최적화가 기대되는 

방법특허 6건 출원된 것과 배치 및 선형 관점에서 5건의 새로운 특허를 도출한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하지만 의

장수 및 계선/계류 장치에 관한 설계기술의 최적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선형 및 배치에 관한 핵심기술들을 새롭게 정

립하는 활동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eywords : Patent(특허), Equipment number(의장수), Anchoring(계류), Mooring(계선), Ship(선박),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1. 서 론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의장수(Equipment number)와 

관련된 선박의장품은 계류 및 계선 장치가 대표적이며, 이들의 

배치는 선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허분석을 통해 선행기술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계류 및 계선 장치에 대한 것들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앵커의 

수납에 관련된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계류/계선에 관한 

방법이나 배치, 선형의 개선에 대한 기술들도 소수 있었다.

본 활동은 대우조선해양(주) TFT 멤버들에 의해 3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8건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로 정

리되어 출원되었으며 기술별로는 계산식 6건, 계류장치 11건, 계

선장치 6건, 배치 및 선형 5건이었다.

2. 특허기술 세부 내용

본 특허 발굴활동의 내용은 의장수에 관한 수정계산식을 활용

하여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최적설계에 기여하는 방법과 배치설

계를 포함하여 계선 및 계류 장치에 관한 개선으로 구분된다.

2.1 수정계산식에 대한 특허 발굴

 ○ 적용 대상

    - 상선 :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C

    - 해양 :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LNG FSRU 등

 ○ 기술 구분

    - 계류장치의 기준에 관한 의장수

    - 계선장치의 기준에 관한 의장수

      * 필요시 통합하거나, 또는 계류장치만 대상으로 한정

 ○ 적용 방법

    - 기존 산식의 부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산식의 개념화

      : 계류와 계선의 분리 검토 등

    - 최적화된 신개념 개선 산식의 개념화

      : 선박형(드릴십 포함)과 기타형으로 구분 시도

2.2 계류 및 계선 장치 관련 특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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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특허  기술구성요소의 특이사항 기대효과

계
산
식 

선박의 폭/길이 비 반영 및 형상/마찰 저항 고려 의장수 감소
계선장치의 의장수에서 해류, 풍압면적 축소 의장수 감소 
반잠수식 시추선 의장수 계산시 경하 흘수 적용 의장수 감소 

계 
류
장 
치 

하나의 체인 라커를 가진 앵커링 시스템 공간사용효율 개선 
1개 체인에서 분기된 앵커를 가진 반잠수식시추선 장비 간소화 
높이가 다른 앵커 수납구조의 반잠수식시추선 앵커체인의 꼬임 방지　
고리 외부에 돌기를 가지는 앵커체인 앵커체인 구조강도 보강 
앵커 고정 장치 선체와 앵커 보호 
레일상에 이동 가능한 윈치 등 탑재 계류 장치 안벽 자유 계류
중간부에 수중 부이를 가진 앵커체인 순간적인 충격력 흡수 

계 
선 
장 
치 

초전도체와 전자석을 이용한 계류 및 계선   장치 신개념 방식 계류/개선
극지 운항선박의 초크 또는 페어리드의 커버 결빙, 찬공기 유입 방지
FPSO와 수송선의 병렬계선 방법 자유 계류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계선주 자동 높이 조절 기능

배 
치
선 
형 

문풀구조가 생략된 드릴십(돌출형 플랫폼에 설치) 유체 저항 저감 
선미 돌출 플랫폼에 앵커가 배치된 드릴십 배치 최적화
상부데크 하부에 거주구가 설치된 반잠수식시추선 풍압감소, CG 축소 등

   ○ 선박에 설치되는 양묘 장치

      : Anchor, Chain, Stopper, Locker, Bell mouse, etc.

   ○ 선박에 설치되는 계선 및 계류 장치

      : Windlass, Winch, Bollard, Chock, Fairead, etc.

   ○ 갑판 상부 구조물

     : Deck house, Wing bridge, Bulwark, etc.

   ○ 선수 및 선미의 특이 형상

   ○ Bow Thruster 및 DPS와 Mooring의 상관성

     : 동시 사용 개념에서 하중경감 Factor 적용 가능성 탐색

   ○ 상기 대상 부품 또는 구조물의 위치, 단면/평면 배치

3. 발굴특허 현황 및 기술 특성

3.1 발굴특허 현황

  본 활동을 통해 발굴된 특허는 크게 계산식, 계류장치, 계선장

치, 배치 및 선형으로 구분하여 기술적 특성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계류장치 39%, 계선장치 22%로 배치 및 선형에 비

해 양적 측면에서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선박의 성능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배치 및 선형에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 List of new patents with TFT

Fig. 1 Ration of technical issue from new patents

3.2 주요 발굴특허에 관한 기술 특성

3.2.1 선미부에 앵커를 가지는 드릴십 구조

출원번호 KR 10-2013-0150890(Lee, et al., 2013)은 선미부

에 앵커시스템을 가지는 드릴십 등 선박형 구조물의 배치에 관한 

기술구성을 주요 요지로 한다. Azimuth thruster를 사용하는 드릴

십 등 선박형 구조물은 계류시 앵커체인과 추진기 사이에 간섭이 

생기지 않아 선미부 배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선수부 배치의 최적화 및 불용공간 최소화

  : Heli-deck 하부를 거주구 공간으로 전진 배치 가능

- 선미부 Peak tank 불용공간을 Chain locker로 활용함으로

써 공간활용도 향상

- 앵커를 내리거나 수납하는 작업이 용이한 구조(수직하강)

- 선수부에서 바람에 의한 저항을 최소화

Fig. 2 Korea patent No. KR 10-2013-0150890

3.2.2 병렬계선시스템

  출원번호 KR 10-2013-0159924(Lee, et al., 2013)은 해양

플랜트와 수송선 사이의 해상 계선을 위한 Fairlead, Chock 등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기술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수송선박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소의 비트만

으로 효율적인 계류가 가능하고,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계선주 

개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구조 보강작업이 줄어들고 경량화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계선을 통해 해상플랜트에 저장된 화물의 하역

작업이 중단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Fig. 3 Korea patent No. KR 10-2013-0159924



3.2.3 초천도와 자석을 이용한 계선 및 계류

  출원번호 KR 10-2013-0163986(Jin, et al., 2013)은 선박 

측에는 전자석을, 안벽 측에는 초전도 자석이 용이하게 부착될 

수 있는 금속판을 설치하여 선박 계류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안벽 측에는 돌출 금속판을 설치하고, 금속판은 선박과 접촉

시 선체손상을 막기 위해 고무재질로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은 안벽이 아닌 계류용 부이에도 초전도자석을 설치할 

경우 해상계류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Fig. 4 Korea patent No. KR 10-2013-0163986

3.2.4 통합된 하나의 체인라커를 가지는 선박

  출원번호 KR 10-2013-0150510(Lee, et al., 2013)은 두 개

의 앵커체인이 연동된 구조로써 통합된 하나의 체인 라커를 사용

하여 운용되는 형태의 선박 계류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균형받침축을 통해 양단 앵커의 길이를 연동하여 상호 조절하

는 기능을 가지며, 앵커체인을 선체로부터 비상 상황 발생시 강

제로 분리하는 장치를 갑판상의 앵커와 체인스토퍼 사이에 구비

하게 된다.

  앵커체인을 수납하는 라커는 내부에 체인의 꼬임을 방지하고 

적치밀도를 높이기 위해 라커 내부에 다수의 분리격벽을 추가 설

치할 수 있다.

 

Fig. 5 Korea patent No. KR 10-2013-0150510

3.2.5 그 외의 특허기술들

  이상에서 소개된 특허들 외에 수정된 의장수 계산식을 이용한 

계선 및 계류 시스템에 관한 엔지니어링 최적화 방법(Lee, et 

al., 2013)에 관한 다수의 특허들이 출원되었다.

  그 외 배치 및 선형의 개선에 관한 특허기술들도 새로 창출되

었다.

4. 결 론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의장수(Equipment Number)

와 관련된 선박의장품인 앵커를 포함한 계류장치 및 계선장치, 

배치 및 선형 설계 관점에서 선행기술들을 분석하고 개선을 방안

을 찾은 결과 총 28건의 새로운 특허를 발굴할 수 있었으며, 다

음과 같이 활동의 의미를 정리하고 한다.

첫째, 특허발굴 활동 가운데 의장수에 직접 관련된 종전 계산

식의 개선을 통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선박설계의 최적화를 달

성할 수 있는 6건의 아이디어가 방법으로 정리되어 특허로 출원

된 것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배치 및 선형 설계 관점에서 5건의 새로운 특허를 도출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종전의 선행기술을 비롯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계기술의 

최적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핵심기

술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활동이 더 필요할 것이다.

셋째, 드릴쉽, 반잠수식시추선 등 해양플랜트에 대한 의장수 

계산 방식의 새로운 접근, 계선 및 계류 관련 의장품의 추가 개

선 등 많은 부분에서 최적화 활동이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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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geing Infrastructure Trend & Condition Based 

Maintenance System Development for Offshore Platform 

1HWANSEOK GIM(PartDB Co., Ltd.), 2JONGJIN PARK(Argonet Co, Ltd.), 3JINSANG HWANG(PartDB Co., Ltd.) 

 

요 약 

 

Since 2005, Offshore Platforms operated in more than 25 years are started to determine whether life extension or 

decommission over the computing remained life by Oil majors. Classification companies like DNV-GL, ABS are strengthening 

both Engineering service and software with the expecta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market. In order to respond to the issue

of the life time management for Offshore Platforms used for each life is different and the degradation or deterioration load 

speed is different depending on your environment. This paper elucidates the trend of life time management in Offshore 

Industry, introducing Condition based maintenance system to integrate information related to diagnosis, assessment, 

prognosis and maintenance for the offshore platform’s state on the basis of ICT convergence technology. 

 

Key Words: CBMS (Condition Based Maintenance System), EAM (Enterprise Asset Management), IMS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f-Shore Plant IT, PQ (Pre-Qualification) 

 

1. 서 론 

 

1970년 중반부터 탐사 및 발굴을 통해 1980년도부터 

설치되어 현재는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또는 중단을 계획한 

해양플랜트들에 대해, 2008년 이후부터 오일메이저들이 

가동 중단된 해양플랜트의 수명연장을 결정하거나 관련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노르웨이의 Statoil사는 북해의 Statfjord 유전에 1979년도 

설치되어 30년 동안 석유를 생산한 플랫폼을 2010년도에 

가동중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7년에 최종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3년 11월에 파트너사(Centrica, 

ExxonMobil)가 2020년까지 생산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영국에서는 해양플랜트의 노화와 수명연장에 

대하여 2010년 1월28일에 KP4
1
 프로그램을 발표, 2013년 

                                          

1  KP4 프로그램 위험관리 주요 항목: 부식(Corrosion), 화재/폭발(Fire & 

Explosion),  해양플랜트 구조물 통합(Structural and Marine integrity), 공정 안전(Process 

Safety), 파이프라인(Pipelines), 기계 장치류(Mechanical), 전기/제어 장치류(Electrical, 

Control & Instrumentation), 작업자(Human Factors) 

12월까지 운영하며 업계에 위험관리와 인식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관련 시장의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Fig. 1 멕시코만 플랫폼 수, 3900여개 

미국의 ABS는 Fig. 1과 같이 멕시코만에 설치된 해양플랜

트(NOAA, 2006)의 수명연장 컨설팅을 착수하였고 특히 

FPU, FSO, FPSO 그리고 Semi-Submergible 플랜트의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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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멕시코 만의 다른 형태

의 해양플랜트, SPAR와 TLP의 설계 초기의 수명에 도달하

고 있어 자산들에 대한 수명 연장 전략 연구 및 컨설팅 수행 

중이며, 멕시코만에 해양플랜트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회

사(Williams 외)들에서는 최근에 초기와 달라진 기후로 인해 

설계 수명에 도달하는 해양플랜트의 잔여수명평가를 준비하

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IT시스템의 도입도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양플랜트 수명관리 시장에 대한 분

석을 통해서 해양플랜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최적화함으로

써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익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예지보전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국내 기술은 외산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국산화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특히, 해양플랜트 

선주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안정된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석유공사 두성호의 모니터링 중심의 

선박용 설비관리스템(CMMS
2
) 구축되었으며 아직 예지보전 

시스템의 운용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2.2 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2.2.1 유럽 동향 

 

DNV가 2008년부터 연구해온 해양구조물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ISDS(Integrated Software Dependent 

Systems)인증은 해양구조물 건조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품질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확립, 소프트웨어로 인해 

건조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해양구조물의 소프트웨어 체계를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플랜트 자산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Galiom(Asset 

Integrity Management)은 위험도평가/통합관리 계획, 검사/ 

관찰/평가, 통합성 평가, 변경관리 등에 활용되며, 주요 기능

은 자산 정보 관리(Asset Information Management), 검사 데

                                          

2
 CMMS(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oftware): 설비관리정보시스템 

이터 관리(Inspection Data Management), 위험 기반 검사

(Risk Based Inspection), 위험 기반 보전(Risk Based 

Maintenance), SIL(Safety Integrity Level)검사, 위험-통합 현

황 리포팅(Risk and Integrity Status Reporting)기능을 제공한

다. DNV와 GL은 2013년 9월에 합병된 후 양사의 경험과 기

술을 통합,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해양 선급 및 

석유/가스 산업 기술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소프트웨

어도 에너지, 공정, 해양 산업에서의 위험성 관리 및 설비 

성능 향상에 활용 가능한 고급 CBM단계의 소프트웨어를 전

문화된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Technip에서는 AVEVA의 제품을 활용

하여 자산통합관리(Asset Integrity Management)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부서(Asset 

Integrity Management Services)를 준비하여 Ageing 

Infrastructure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

다. 

노르웨이의 Arker solutions에서는 예지보전 관점의 제품군

은 없으나 자산통합관리 개념에서 자산 통합관리, 검사 그리

고 부식을 관리하는 COABIS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COABIS가 관리하는 자산들은 압력시스템/파이프/용기, 구

조물, 서브씨 구조물과 장비, 파이프라인, 해상풍력, 선체와 

탱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 Arker solutions의 Maintenance, 

Modifications and Operations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함께 

자산통합관리 시스템이 납품되는 형태이므로 고급 CBM단계

를 갖추고 있으나 자산관리영역에 특화되어 있다. 

 

2.2.2 미국 동향 

 

GE는 인텔리전트 플랫폼이라는 브랜드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예지보전 관련 제품으로는 Data 

Management & Data Analytics Software, Industrial 

Automation (HMI/SCADA), Manufacturing Software / MES, 

Operational Intelligence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GE의 

SmartSignal은 산업용 빅데이터 관리, 표준 인터넷 연결기반

의 자산관리, 시계열 공정 데이터 분석, 자산 모니터링을 지

원하고 있어 고급 CBM단계의 예지보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GE는 2013년 10월 23일에 GE의 조선해양사업 총

괄본부를 공식 개소하고 한국 시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ABS선급의 자회사인 ABS Consulting은 해양플랜트 수명

연장(GIBBS&GRAF, 2014)을 위한 자산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서 위험분석(Risk analysis), 위험기반검사(Risk-based 

inspection studies and programs), 엔지니어링검증

(Engineering verification services), 프로젝트 품질 관리



(Project Quality Management), 자산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과 통합, 기계 통합 프로그램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2.2.3 아시아 태평양 동향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PETRONAS의 Technology 

& Engineering Division소속 Group Technical Solutions 주도

로 고정식 해양플랜트에 OLM(On-Line Monitoring)시스템을 

직접 설치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

양에서 건조되고 있는 FLNG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16

년부터는 부유식 해양플랜트에 OLM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

스템을 개발하려는 계획에 있다. 

 

호주의 EPCI 전문기업인 WorleyParsons에서도 자산통합

관리(Asset Management)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Offshore Floating Structures, Subsea and 

Offshore Pipelines, Offshore Fixed Structures)와 육상플랜

트(Onshore Facilities, Onshore Pipelines)로 구분하여 수명

연장 및 자산통합관리 서비스(Nezamian & Clarke, 2014)를 제

공하고 있다.  

 

3.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방향 

 

전 세계적으로 플랜트 노화 및 열화를 극복하고 

1980년대와 많이 달라진 기후환경을 대응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기술에 대한 선진회사들의 준비사항을 확인해 

보면 오일메이저 내부에 하나의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Asset Integrity Management(자산 통합 관리)라는 

Concept으로 밸류체인의 FEED단계 정보를 O&M단계의 

기준정보로 활용하고 3D데이터를 활용한 검사를 연구하고 

있다.  

 
Fig. 2 Offshore Plant Value Chain by STONE Oil & Gas Inc. 

지구온난화에 의해 점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는 

해상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플랜트들에 대한 

안전법규도 Fig. 3과 같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회사들은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다가오는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 3 NTL No. 2011-G01 by BSEE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용 실시간 정보수집 및 예지보전 시스템(GIM,AN 

& HWANG, 2014)은 해양플랜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해양플랜트 설비 및 장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지보전을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해양플랜트 SCADA시스템으로 획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이 지능형 보전활동을 실현하며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에서 이를 검증하는 체계이다. 

향후 아래 Fig. 4와 같이 해양플랜트 전용의 유지보수 

분야와 운영 훈련 분야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 

 

 
Fig. 4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 구조 



  

3.1 해양플랜트 SCADA시스템  

다중분산제어시스템을 통해 해양플랜트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성능평가 시스템(JIN,CHOI,LEE & JANG, 

2014)을 통해 분석 후 가상 해양플랜트 시스템으로부터의 

입출력신호를 처리한다. 다중 분산제어시스템은 실제 

해양플랜트의 구성요소인 분산제어시스템(DCS)을 가용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구축 및 개선한다.  

 

3.2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고 열화를 측정함으로써 

잔여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여 고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으로 정의하며 Fig. 5와 같이 해양플랜트 

SCADA시스템,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과 연동된다. 

이 솔루션은 지능형 진단/예지/보전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예지보전 플랫폼(HWANG & PARK, 

2014)과 해양플랜트 설비 및 장비의 형상(Configuration)을 

항상 유지시키는 형상관리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해양플랜트 

통합 자산 관리(Asset Integrity Management)를 지원한다. 

 

3.3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 

실제 플랜트의 장비와 작동 원리를 컴퓨터상에 구현한 

것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플랜트의 운전 상황을 모사할 수 

있다. 가상 해양플랜트는 실제 플랜트 운영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교육 

훈련용이나 신규 개발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분산제어시스템(DCS)을 검증하는 HIL(Hardware-In-the-Loop) 

테스트 구현이 가능하다. 가상 해양플랜트 시뮬레이터 상에 

시나리오 기반 운영 훈련 시스템(GONG,ANN & YI, 2014)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입출력 가상화 시스템을 통해 다중 

분산제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개발한다. 

 

 
Fig. 5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 다이어그램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유지보수에 대한 현황과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최신 동향인 자산 통합 관리(Asset Integrity 

Management) 개념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및 

통합운영을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당 

예지보전 시스템은 학습적 고장유형 관리 기반 예지보전 

신뢰성 자동 향상 기술, 분산제어시스템 기반 해양플랜트 

SCADA체계 기술, 해양플랜트 관련 시스템 검증용 가상 

해양 플랜트 체계 기술을 정립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나아가 

육상플랜트에 확대 적용하고 산업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과 더불어, 다양한 기업의 시스템에 맞출 수 

있는 제품화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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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은 해양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적용되는

분산제어시스템(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해양플랜트용 제어(Control) 및 감시(Monitoring) 

시스템이다. 분산제어시스템은 해양플랜트의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해양플랜트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로직은 분산제어시스템의 프로세싱 모듈에 구현한다. 수집된 운전 데이터는 실시간 운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분석된다. 성능평가시스템은 운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통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평가를 구현한다.  

 

Keywords: SCADA System(스카다 시스템), 분산제어시스템, DCS,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예지보전시스템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부터 운영된 해양플랜트들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으므로 오일메이저들은 해당 

해양플랜트의 수명 연장 또는 신규 발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한상철, et al., 2014). 해양플랜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기존의 예방보전 이상의 예측보전을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해양플랜트에 설치된 많은 기자재 및 설비의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통합/분석하는 예지보전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김환석, et al., 2014). 해양플랜트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 예지보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양플랜트 산업 100대 전략품목에 

지정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해양플랜트의 

공정(Process)을 구성하는 기자재 및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SCADA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박준희, et al., 

2013). 해양플랜트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들의 수집 및 

분석을 하기 위한 시스템과 해양플랜트의 운영을 위한 제어 

시스템을 통합한 SCADA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 구성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플랜트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운전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랜트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분산제어시스템과 실시간 운전 

DB(Database)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운전/성능 

모니터링 시스템과 성능평가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분산제어시스템의 내장 제어로직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EWS(Engineering Work Station) 컴퓨터와 해양플랜트 

운전관리자 (Operator)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HMI (Human-Machine Interface) 컴퓨터도 포함된다. 

 
Fig. 1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 구성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분산제어시스템은 해양플랜트의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 운전 DB(Database)를 통해 운전/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평가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분산제어시스템은 다수의 

단위 제어기(FCU, Field Control Unit)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묶여서 연동되며, 감시와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각 단위제어기는 제어 로직을 

실행하는 프로세싱 모듈, 각종 센서들과 연결되는 입력모듈, 

구동 유닛들과 연결되는 출력모듈, 센서 네트워크 모듈로 

구성된다. 각 단위 제어기들은 내장된 네트워크 통신 포트를 

통해 통신망에 연결된다. 각 단위제어기의 입출력 

데이터들의 감시 및 저장, 제어 프로그램의 설정, 

제어기들의 상태감시 등을 위한 EWS 컴퓨터가 각각의 

제어기들을 통합 관리한다. 

운전/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분산제어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 운전 데이터를 취득하여 

제반 장비의 실시간 운전 현황 및 성능을 통합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며, 장기간 운전 이력 정보를 예지보전 

플랫폼에 제공한다. 

공통모델 기반의 해양플랜트 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분산제어시스템과 실시간 운전 DB로부터 

수집한 설비에 대한 출력 정보의 변이량을 분석하여 

성능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성능 DB를 통해 예지보전 

플랫폼에 전달하며, 사용자에게 설비의 성능 추이 변화와 

성능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3. 분산제어시스템 

 

분산제어시스템은 하나의 단위 제어기로 제어할 수 없는 

대규모의 플랜트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다수의 단위 

제어기를 통신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로 

연결하여 제어 로직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Plant Sensors & Actuators

EWS 운전 데이터 DB HMI HMI

분산제어시스템
Communication Network

 
Fig. 2 분산제어시스템의 역할 

하나의 단위 제어기는 프로세싱 모듈과 입출력 모듈, 

센서 네트워크 모듈,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다. 프로세싱 

모듈은 엔지니어링 컴퓨터(EWS)로부터 제어 로직을 

다운로드 받아 제어 로직을 실행하고 통신망에 

인터페이스하는 기능을 한다. 입출력 모듈은 아날로그 신호 

입력, 아날로그 신호 출력, 디지털 신호 입력, 디지털 신호 

출력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센서 네트워크 모듈은  

디지털 통신 기능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 또는 

구동기(Actuator)와 입출력을 처리하고, 전원공급장치는 

단위제어기의 프로세싱 모듈, 입출력 모듈, 센서 네트워크 

모듈이 동작하는 전원을 공급한다. 

 

 
Fig. 3 분산제어시스템의 단위 제어기 

 

프로세싱 모듈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내장하여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통신망에 연결되어 제어 데이터 

및 정보 데이터 교환을 위해 이더넷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공용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백플레인에 연결된 

입력 모듈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계산된 결과를 출력 모듈로 

전달한다. 프로세싱 모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제어 로직 수행 

▷ 입력 모듈, 출력 모듈 과의 데이터 이동 

▷ 이더넷 통신 4포트,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 

▷ 디지털 신호 인터페이스 

▷ 데이터 백업 용 메모리 내장 

▷ 클럭, 온도 측정 기능 내장 

 

입력 모듈은 다양한 현장의 전기신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듈로 아날로그 입력 모듈과 디지털 입력 모듈로 나누어 

진다. 아날로그 입력 모듈은 다시 전류 신호 입력 모듈, 

전압 신호 입력 모듈로 나누어 진다. 입력 모듈의 종류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전압 입력 모듈 

- 전압 입력 24channel  

- 전압 입력 범위 0 ~ 10V 



- Full Scale의 ±0.1% 이내 정밀도 

▷ 전류 입력 모듈 

- 전류 입력 24channel 

- 전류 입력 범위 4 ~ 20mA 

- Full Scale의 ±0.1% 이내 정밀도 

▷ 디지털 신호 입력 모듈 

- 디지털 신호 입력 32channel 

- 디지털 입력 범위 0 ~ +24VDC 

 

출력 모듈은 현장의 구동기에 제어 신호, 알람 신호 등을 

출력하는 것으로 아날로그 출력 모듈과 디지털 출력 모듈로 

나누어 진다.  아날로그 출력 모듈은 다시 전류 출력 모듈과 

전압 출력 모듈로 나누어 지며, 디지털 출력 모듈은 접점 

출력 모듈로 디폴트 접점 클로즈 출력 모듈, 디폴트 접점 

오픈 출력 모듈로 나누어 진다. 출력 모듈의 종류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전압 출력 모듈 

- 전압 출력 16channel  

- 전압 출력 범위 0 ~ 10V 

- Full Scale의 ±0.1% 이내 정밀도 

▷ 전류 출력 모듈 

- 전류 출력 16channel  

- 전류 출력 범위 4 ~ 20mA 

- Full Scale의 ±0.1% 이내 정밀도 

▷ 디지털 접점 출력 모듈 (N.O. type) 

- 디지털 접점 출력 24channel  

- 접점 용량 최대 125V(AC/DC) / 1A 

- Normally Open(A 접점) Type  

▷ 디지털 접점 출력 모듈 (N.C. type) 

- 디지털 접점 출력 24channel 

- 접점 용량 최대 125V(AC/DC) / 1A 

- Normally Close(B 접점) Type 

 

센서 네트워크 모듈은 스마트 센서가 연결 될 수 있는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므로 스마트 센서가 측정한 값과 함께 센서의 상태 및 

진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 모듈은 

PROFIBUS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과 HART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로 구분된다. 

PROFIBUS 인터페이스 모듈은 PROFIBUS DP 마스터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PROFIBUS DP 슬레이브 프로토콜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연결할 수 있다. 

HART 인터페이스 모듈은 전류 신호 입력 기능에 데이터 

통신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HART 호환 스마트 센서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연결할 수 있다. 

전원공급장치는 단위 제어기에 설치된 프로세싱 모듈, 

입출력 모듈, 센서 네트워크 모듈 전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단위 제어기(FCU)는 1개의 유닛 만으로도 소규모의 

프로세스 제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의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단위 제어기를 통신망에 연결하여 

분산제어시스템을 구성한다. 분산제어시스템의 통신망은 

프로세스 제어에 필요한 모든 제어 데이터와 운전 정보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이터 하이웨이 역할을 한다.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은 두 개의 통신망으로 

구성되는데, 제어 통신망(Control Network)은 단위 

제어기들이 프로세스 제어를 위해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며, 정보 통신망(Information 

Network)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스테이션(EWS) 및 

HMI 컴퓨터에 프로세스의 운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한다. 제어 통신망과 정보 통신망은 통신망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이중화되어 있다. 

 

Control Network

Information Network

FCU #NFCU #1

 
Fig. 4 단위 제어기와 통신망 연결 

 

단위 제어기를 통신망에 연결하여 분산제어시스템으로서 

플랜트 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노이즈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 물리적 충격으로부터의 보호, 보안상의 접근 보호 

등을 위해 캐비닛(Cabinet)에 장착하여 구성한다. 하나의 

캐비닛에는 단위 제어기의 모듈 구성에 따라 여러 개의 

단위제어기를 설치하고 현장 요구조건에 따라 파워 분배 

장치(PDU, Power Distribution Unit), 팬 유닛(Fan Unit), 

네트워크 스위치(Network Switch) 등이 추가로 장착될 수 

있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파워는 AC 혹은 고압의 DC 이고, 

단위 제어기에 연결되는 센서와 구동기에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파워 분배 장치는 단위제어기와 함께 

캐비닛에 설치하도록 한다. 

 

 



 
Fig. 5 분산제어시스템 캐비닛 구성 

 

엔지니어링 스테이션(EWS)은 플랜트 엔지니어가 

해양플랜트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로직을 개발하고 

분산제어시스템의 구성을 설정하고 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FCU #NFCU #1

System Builder

System Monitoring

FCU정보 설정/조회

Interface Library

OPERASYSTEM 
Workbench

Logic 작성

Tag 관리

Logic 다운로드

통신망

EWS

 
Fig. 6 엔지니어링 스테이션(EWS)의 기능 블록도 

 

System Builder는 각 단위 제어기들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분산제어시스템 전체의 진단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분산제어시스템의 구성 정보를 설정/조회/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OPERASYSTEM Workbench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공정제어에 필요한 입출력 모듈 등록, 태그(Tag) 정의, 

제어로직 작성을 위한 툴을 제공하고, 작성한 제어로직을 

단위 제어기별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Interface Library는 EWS 컴퓨터와 단위 제어기들 간의 

데이터 통신을 중계하는 표준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제공한다. 분산제어시스템의 운전 데이터도 

Interface Library를 통해 실시간 운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4. 프로세스 제어 및 HMI 

 

해양플랜트는 Top-side, Hull-side, Subsea-side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선체/계류 시스템, Gas 

전처리 및 액화시스템, 화물창 & 하역시스템, LNG 

재기화 시스템, Up-stream process 및 Down-stream 

process에 포함되는 공정 등도 포함된다(Hyun, 2010). 

 

FPSO 주요 설비 

▷ Turret and Mooring System 

▷ Up-Stream Process  장비 

▷ Produced Water Treatment 장비 

▷ Water Injection 장비 

▷ Off-Loading 장비 

▷ Flare 장비 

▷ Safety and Fire Fighting 장비 

▷Utility System 

- Electric Power 

- Water 

- Compressed Air,… 

▷ Hull 

- Dynamic Positioning System 

 

구현하는 Top-side 프로세스에는 Acid Gas Removal Unit, 

Dehydration Unit, Mercury Removal Unit, Liquefaction Unit, 

Fractionation Unit 및 Fuel Gas Unit등으로 구성되며, 

프로세스는 FDS(Functional Design Specification)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 및 Safety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분석한 제어 및 Safety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로직을 DCS 프로세스 모듈에 구현하고, 사용자나 

개발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용 HMI Tool를 적용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Operation 및 Monitoring 기능을 조작 할 

수 있도록 HMI를 구성한다. 

 



 
Fig. 7 공정 프로세스 HMI 예 

 

5. 운전/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해양플랜트의 여러 주요 구성 장비, 모듈, 시스템으로부터 

고속의 대량의 센서 및 운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발생한다. 

실시간 운전 데이터베이스는 이들 대량의 데이터 및 이벤트 

정보를 분산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 및 장기간 

동안 온라인 보관, 즉시 가공하여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해양플랜트에 대한 운전 상황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가능 하도록 하는데 있다. 

 

 
Fig. 8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 주요 구성항목 

 

Collect: 분산제어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 및 

이벤트를 수집하는 기능 모듈로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HA(High Availability)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의 

수집은 스캔 주기 (Polling) 또는 Advise 기능을 통해 변경된 

이벤트에 한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원시데이터(Raw 

data) 수집은 신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양한 

Deviation 지정을 통한 유효성 테스트가 가능하고 이를 

통과한 값을 순시치(Snapshot)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서버의 비정상 운영, 정전, 네트워크 과부하 

등으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Fig. 9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성요소: Collect 

 

Historian: 실시간 데이터를 작은 디스크 공간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서버에서 10만 태그포인트 

이상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하며, 동시 사용자 접속자수가 

100명 이상에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Bhattacharya, 2008).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다국어 

운영체제를 지원하며, 데이터나 이벤트의 시간 기록은 

UTC(Universal Time Coordinate)를 기준으로 처리함으로써 

Local Time Zone에 대한 현재 시간을 GMT기준으로 변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광시간절약제를 사용하는 고객사나 

지사에 적용 가능하다.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관리 

도구를 제공하며 분산된 모든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원격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한다. 

  

 
Fig. 10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성요소: Historian 

 

FIND: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alyze: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가능하도록 하며, C/C#등 



고급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Built-In 기능을 이용한 

기본적인 수식 처리가 가능하다. 열역학적 성능계산을 위해 

필요한 ASME 6
th
 Edition을 기반으로 Steam Table을 

제공한다. 

 

    
Fig. 11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 활용: Analyze 

 

Delivery: 저장된 데이터를 필요한 엔지니어, 관리자뿐만 

이니라 BI 등 상위 시스템과 손쉽게 연계 할 수 있도록 

DLEDB등을 지원한다. 

 

Visualize: 역할에 따른 데이터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6. 성능평가시스템 

 

성능평가 시스템은 대상 시스템 또는 특정 설비에 대해 

기자재업체나 EPC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을 기준 

값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투입 에너지 대비 출력 

에너지를 계산하여 에너지효율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를 운영자에게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의 공통모델 기반 해양플랜트 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은 플랜트 공정기간을 단축시키고 플랜트 제작 

경험치를 적용할 수 있는 있도록 모든 플랜트에 공통이 되는 

데이터셋과 성능평가 프레임을 PIM(Platform Independent 

Model)로 하고, 개별 플랜트에 특화된 특성 및 데이터를 

PSM(Platform Specific Model) 로 정의하여 다양한 유정이나 

해양플랜트에로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Jin, et al., 

2014).  

공통모델 기반의 해양플랜트 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topside설비중에서 Centrifugal 압축기를 

성능평가 시스템의 대상 설비로 삼았다. 성능평가 계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이들 데이터는 

Centrifugal 압축기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수집하거나 

해양플랜트 운용데이터로부터 수집될 수 있으나, 운용데이터가 

없을 경우 제조사로부터 샘플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연소 터빈 연료 공급 데이터(유량, 압력, 온도) 

▷ 연소 터빈 배기 온도 

▷ 공기 압축기(입력온도, 필터 입력압력, 필터 배출압력, 

배출압력, 배출온도) 

▷ 프로세스 가스 압축기(유체 유량, 입력압력, 입력온도, 

배출압력, 배출온도) 

▷ 처리가스 발열량 

▷ 모든 가용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데이터 

 

또한 본 시스템에서는 압축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PTC(Performance Test Code) 10(ASME, 1997)의 성능평가 

지표를 활용하였다.  

공통모델 기반의 해양플랜트 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은 Fig. 

12와 같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 모듈, 성능모델 

어댑터 모듈, 성능평가 엔진 모듈, 데이터 생성 모듈과, UI 

모듈로 구성된다.  

 

 

Fig. 12 공통모델 기반 해양플랜트 설비 성능평가 시스템 

개념도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기 모듈은 입력 데이터 중에서 

Gas 구성 비율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실시간 Inlet 상태 

분석 기능과 입력 데이터에 대한 가용 범위 판별 기능과 

필터 적용을 통한 데이터 감축 기능으로 구성되며, 성능평가 

계산에 적합하도록 가공/감축하여 대상설비 센서로부터 

추출한 입력데이터를 성능평가 엔진 모듈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능모델 어댑터 모듈은 대상 설비의 특성정보 및 

성능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 측정 표준에 따른 성능 

지표와 설비에 적용되는 성능 모델, 처리 가스 별 EOS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성능평가 시스템의 초기화 

정보를 설정하고, 성능 지표를 계산하고 이를 성능평가 엔진 



모듈에 제공한다. 

성능평가 엔진 모듈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기 

모듈에서 받은 대상 설비의 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을 

계산하고 성능모델 어댑터에서 제공하는 성능지표와 

비교하여 운용자의 신속한 인지 및 판단이 가능하도록 

성능커브 및 성능맵, 데스트형태로 성능계산 결과를 UI 

모듈로 제공한다. 

데이터 생성 모듈은 대상설비인 Centrifugal 압축기의 

운용데이터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이며, UI 모듈은 

대상 설비에서 추출한 입력 데이터, 성능평가 지표 데이터, 

성능평가 계산 데이터를 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각적, 청각적 방법으로 제공기능을 

수행한다. 

Fig.13은 구현 시스템을 보여준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 

모듈을 통해 설비상태 정보를, 성능모델 어댑터 모듈을 통해 

성능평가 설정 정보를, 성능평가 엔진 모듈을 통해 성능평가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Fig. 13 구현 시스템  

 

4. 결 론 

 

해양플랜트는 장기간의 운영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운영 및 유지보수(O&M, Operation and 

Maintenance)에 투자하고 있다. I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해양플랜트의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의 수집하고 

진단하여 예지보전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플랜트의 공정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분산제어시스템을 통합한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은 

수집된 공정 운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합 성능 모니터링과 

성능평가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한다. 실시간 운전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데이터는 예지보전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해양플랜트 설비의 수명을 예지하고 

보전 활동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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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 설계 및 개발 현황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he design state of Condition Based Maintenance solutions

for offshore plants
Ho-Jin Hwang(KRISO)

요 약

해양플랜트는 2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극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설비 운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오일 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 회사에서는 운영 및 유지보수(Operation and Maintenance) 단계에서의 최적화된 솔루션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IT-기술을 융합한 해양플랜트 예지보전(CBM) 시스템이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써

대두되고 있다. 예지보전(豫知保全)은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을 통해 수명을 미리 예지하고 고장 발생 이전에 미리 보수하여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는 유지보수 방법으로 정의한다.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은 시스템의 핵심기술이며, 주요 설비

의 상태를 진단하고 잔여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여 고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전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명확

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의 설계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까지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 솔루션은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 운영되며,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의 현안을 해소하게 할 것으

로 기대한다.

Keywords : Offshore plants maintenance(해양플랜트 유지보수), Condition based maintenance(예지보전), Predictive maintenance(예측보전), 

            Offshore equipments(해양플랜트 장비) 

1. 서 론

해양플랜트는 2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고압, 고부식성 등의 

극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및 특성으로 인해 

오일 메이저와 해양플랜트 운영 회사는 해양플랜트 설비의 효율

적인 운영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의 기술

수요 동향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산 통합(Asset Integrity)

이며, 시기적절하게 장비 및 설비에 대한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하

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해양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

(Operation and Maintenance) 단계에서의 최적화된 솔루션 및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요를 제기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예

지보전(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시스템이 오일 메

이저 및 해양플랜트 운영 회사의 수요 및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

는 핵심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예

지보전 솔루션의 설계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까지의 개발 현

황을 다루고자 한다. 예지보전 솔루션은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

스템의 핵심 기능으로 운영되며, 오일 메이저와 해양플랜트 운영

회사의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의 현안을 해소하게 할 것으로 기

대한다.

2. 예지보전(豫知保全)

2.1 예지보전의 정의

해양플랜트 설비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계획 

보전법인 예방 보전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기적인 장비의 

정비 및 교체하는 정기 보전이 그 방식이다. 계획 보전보다 공격

적인 보전법이 예방 보전이다. 열악한 해상 환경, 고장 시 손실 

비용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플랜트의 고가의 장비를 경제적

으로 사용해야 하며, 전문가적인 진단, 정확한 예지, 적절한 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전법이 요구되며,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지보전(豫知保全, Condition based Maintenance)’이다.

예지보전은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을 통해 수명을 

미리 예지하고 고장 발생 이전에 미리 보수하여 전체 시스템의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는 유지보수 방법’으로 정의한다. 

2.2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

해양플랜트의 예지보전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양

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豫知保全) 시스

템 개발’ 과제가 ㈜부품디비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과제

는 해양플랜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활동을 위해, 주요 

설비 및 장비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획득하고, 이 정보들

을 활용하여 보전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제는 3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Components of the CBM System

1)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 

  해양플랜트의 주요 설비/장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는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

템으로써, 분산 제어 시스템(DCS)를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 정

보들을 체계적으로 획득/수집하는 체계임

2)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들을 기반

으로 진단, 예지하여 지능형 보전활동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써, 학습적 고장유형을 관리하여 신뢰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임

3)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요 설비/장비의 정보를 수학적 가상 모델로 생성하여 제공하

는 시스템으로써, 해양플랜트 관련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가상 모델이 핵심임.

Fig. 1은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3개의 주요 

시스템의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며, 각 시스템의 주요 특

징들이 기술되어 있다. 

3. 예지보전 솔루션의 설계 및 개발 현황

3.1 예지보전 솔루션의 정의 및 구성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은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설

비의 상태를 진단하고 열화를 측정함으로써 잔여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여 고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로 정의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예지

보전 시스템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며, 장비 및 설비의 주요 정보

들은 DCS 기반 SCADA 시스템으로 획득하고, 솔루션의 검증은 

HIL(Hardware-In-the-Loop)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

지보전 솔루션은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크게 5개의 모듈로 구

성되어 있다.

1) 지능형 진단(Diagnosis) 모듈

  지능형 진단(Diagnosis)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설비의 상태

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발생 가능한 고장에 대하여 미리 예

측하기 위한 진단(Diagnosis) 시스템이며, 진단을 위한 신호처

리(Signal Processing) 단계와 처리된 신호를 기반으로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구성되며 자가진

단을 지원한다.

2) 예지(Prognosis) 모듈

  예지(Prognosis)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사용 단계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의 분석에서 얻은 설비의 열화 상태정보를 활용한

다. 잔여수명, 고장확률 등을 일정 주기 혹은 이벤트 기반으로 

성능을 예지하며, 이를 유지보수 계획 최적화에 활용하는 의

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3) 보전(Maintenance) 모듈

  보전(Maintenance)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시스템들의 주요 

정보들을 이용하여 경제성평가 기법을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 

방법, 절차, 주기 등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정보로는 

주요 인자들의 운전 중 거동변화 측정 데이터, 운전 시스템의 

고장원인, 특성, 영향, 결과 및 위험도 해석 자료, 유지보수 

사례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설비 가동시간 증가 및 

불필요한 부품 교체 비용에 대한 낭비를 줄여 예방정비의 효

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모듈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의 안전성 유지 뿐 아니라 운영 및 유지보수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해양플랜트의 설계기준/요구사항, 설계형상, 물리

적 형상이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5) 예지보전 플랫폼(Platform)

  예지보전 플랫폼은 해양플랜트의 예지보전 관련 의사 결정

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 예지, 보전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 및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하는 플랫폼이다.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진단, 예지, 보전 단계 

시스템에 전달하고, 각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 및 수집/축적되

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원격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2 예지보전 솔루션의 설계 및 개발 현황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솔루션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소프트

웨어 개발 방법론들을 조합하여 진단, 예지, 보전 단계의 통합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해서는 

CBD(Component Based Design) 방법론이나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활용한 모델링 기법이 활용된다. 또한 최

적화된 설계를 위해 공리적 설계(Axiomatic Design) 기법을 활용

하기도 한다. 본 솔루션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해 각 방

법론을 분석하고 기법들의 장점들을 도출/조합하는 방식을 활용

하였다. 그 첫 단계로써 진단, 예지, 보전 단계에서 사용하고 공

유/활용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Information Requirement)들

을 도출해 내고 이를 종합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지보전 통합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예지보전 관련 시나리오를 IDEF0 방법론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진단, 예지, 보전 단계를 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의 주요 대상 장비를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장비를 

대상으로 진단, 예지, 보전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분석하

였다.

예지보전 솔루션의 구성 요소인 진단, 예지, 보전 단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각 프로그램 모듈과 관련한 설계를 수행하

였다. 여러 모듈을 다양한 조직에서 개발하게 되므로 공통적인 

표현법이 필요하였으며, 프로그램 모듈을 UML의 유스케이스

(Use Case) 표현법으로 나타내었다.

Fig. 2 Technical design document for CBM solution

4. 결 론

해양플랜트는 극한 환경에서 장기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일 메이저와 해양플랜트 운영 회사는 설

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산 통합(Asset Integrity)을 그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핵심은 시기적절한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다. 이

러한 대외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양플

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豫知保全) 시스템 

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부품디비를 중심으로 컨소시

엄을 이루어 진행 중에 있다.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은 오

일 메이저 및 운영 회사의 수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핵심 도구

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예지보전 솔루션의 설계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

까지의 개발 현황을 다루었다. 이 시스템은 오일 메이저 및 운영 

회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조선소의 해양플랜

트 관련 새로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유사 다른 산업에

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정유화학 

분야, 발전 분야, 원전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다. Fig. 3은 

실시간 정보수집 및 예지보전 시스템의 적용가능 영역 및 발전 

분야를 도식화한 것이다. 예지보전 시스템과 같은 해양플랜트-IT 

융합 분야의 새로운 제품들은 경쟁사보다 기술적, 기능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오일 메이저 및 운영 회사로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Fig. 3 Application fields of CB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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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개발기간 중에는 실제 해양플랜트를 대신하여 각종 정보나 기능을 재현할

수 있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플랜트의 교육훈련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상해양플랜트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상해양플랜트의 개발 및 운영 개념, 그리고 가상해양플랜트 가시화 시스템의 각종 기능들을 소개한다.

대상 해양플랜트는 LNG FPSO이지만 1차년도에는 가상해양플랜트의 topside와 형상 및 기능이 유사한 일반 선박의 engine 

room을 대상으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Keywords: virtual offshore plant, digital mockup, functional mockup, predicted maintenance system, LNG FPSO 

 

1. 서 론 

 

해양플랜트 예지보전 시스템은 해양플랜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해양플랜트 설비 및 장비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지보전을 

수행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이러한 예지보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의 실시간 운전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실제의 해양플랜트로부터 운전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선주 

측의 보안 요구 등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해양 플랜트 장비의 

작동원리를 컴퓨터상에서 가상적으로 구현한 가상해양 

플랜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발된 

가상해양플랜트는 실제 해양플랜트를 대신하여 각종 정보 

생성이나 기능 재현이 가능하며, 실제 해양플랜트 운영 

요원에 대한 반복되는 교육훈련이나 새로 개발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에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가상 

해양플랜트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 해양플랜트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의 HIL(hardware in the loop) 테스트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실제 해양플랜트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갖도록 수학적으로 구현된 기능모델 

(functional mockup) 외에 자동화가 어려운, 실제 현장 

운용요원의 모니터링이나 장비 수동 조작 등이 가능한 

3차원 가시화 기반 가상해양플랜트 모델(digital mockup) 

또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실제 

해양플랜트와 동일한 형상 및 Human Interface를 가진 

3차원 가시화 시스템을 구현한다. 아울러 실제 가시화가 

불가능한 관내 유동 등을 재현하기 위한 교육목적용 영상 

가시화 기능도 개발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LNG FPSO 해양플랜트에 대한 

가시화 시스템의 구축이지만, 우선 해양플랜트의 top- 

side와 복잡성과 형상이 유사한, 일반 선박의 engine room을 

대상으로 가시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가상 해양플랜트 시스템 

 

가상 해양플랜트는 실제 해양플랜트 대신 컴퓨터상에서 

수학적, 수치적으로 해양플랜트를 구현함으로써, 기능적, 

시각적으로 해양플랜트와 동일한 형상과 입출력 기능을 

갖도록 표현한 것이다. Fig. 1은 가상해양플랜트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과,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1 VOP System Configuration 

 

Fig. 1에서 보면. 전체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은 전체 해양플랜트를 제어하는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예지보전을 담당하는 예지보전 시스템, 

그리고 해양플랜트 역할을 가상적으로 수행하는 가상 

해양플랜트(VOP – virtual offshore plant)이다. 가상 해양플랜트 

시스템은 다시 Process Simulation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가시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2.1 Process Simulation 시스템 

 

LNG FPSO의 topside의 process는 육상의 LNG plant와 

거의 동일하지만, 선박이라는 공간 제한의 문제로 규모의 

차이가 있다. Fig. 2는 일반적인 LNG FPSO의 topside 

process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gas가 well에서부터 

인입되어 최종적으로 storage tank에 저장되기까지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됨을 알 수 있다. process simulation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공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각종 조건하에서 simulation을 수행한다.   

 

LNG FPSO의 실제 공정은 통제실(CCS Room)의 DCS에 

의하여 제어되므로, DCS의 각종 제어명령이 process model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process simulation 

시스템이 DCS와 직접 입출력을 수행하지 않고, 

가상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을 통하여 DCS와 연결된다. 그 

이유는 DCS의 제어명령에 따라 수행된 process의 각종 

상태값(온도, 압력, 유량, 기체성분비, 밸브 개폐상태, 

모니터링 정보 등)들이 가상해양플랜트 가시화 시스템에서도 

사용되는 등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추후 가상 

해양플랜트를 실제 해양플랜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모든 정보의 입출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Fig. 2 LNG FPSO topside process 

 

 

2.2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VOP-OS, virtual offshore 

plant-operating system)은 전체 가상 해양플랜트를 

통제/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전체적으로 운영 시스템 하부에 

process simulation 시스템과 가시화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process simulation 시스템에 



DCS로부터 전달받은 제어명령을 전해주고, process 

simulation 시스템에서 계산된 제어결과, 즉 각종 상태값들을 

다시 DCS로 전달한다. 또한 이러한 값들을 다시 가시화 

시스템으로 보내어 화면에 적절한 3차원 영상이나 정보를 

출력하도록 한다. 또한 가시화 시스템에는 초기위치, 

simulation 속도 등 가시화 시스템 제어를 위한 각종 명령을 

전송한다. 

Fig. 3은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을 IDEF0 방법론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Fig. 4는 운영 시스템의 GUI 일례를 각각 

도시한 것이다. .  

 

 

Fig. 3 IDEF0 Modeling VOP-OS 

 

 
 

Fig. 4 GUI of VOP-OS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환경 설정 : 시뮬레이션 초기 위치, 주, 야간 설정 

- 시뮬레이션 모드 : 전선 모드, 아바타 모드 설정 

- 시뮬레이션 수행 : 시작, 정지, 일시 정지, 재생 설정 

- 시뮬레이션 속도 : 시뮬레이션 진행속도(실시간, 배속) 

- 시나리오 설정 : 각종 장비 고장상황 등 시나리오 입력, 

수정 및 재현 

 

 

2.3 가상해양플랜트 가시화 시스템 

 

가상 해양플랜트 가시화 시스템은 해양플랜트의 전체 

형상을 모델링한 후 그 3차원 형상을 여러가지 가시화 장치를 

통해 전시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을 포함한 전체 topside의 장비들이 형상 

데이터베이스로 Fig. 5와 같이 모델링되어 있어야 한다.  

 

Fig. 5 LNG FPSO 3D Modeling 

 

LNG FPSO의 형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형상 정보는 조선소에서 제공하며 JT format 파일로 제공된다. 

이 파일은 선박 설계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추출된 원시 파일로, 

가시화 시스템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특히, 가시화 

시스템에는 필요 없는 시스템 내부 형상이나 작은 부품 정보 

등 각종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데이터 

베이스의 용량이 매우 커서, 실시간으로 simulation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이 데이터에는 물체의 표면 질감에 

대한 texture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현실감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원시 형상 정보 file을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경량화시킨 후, 파이프 등 각종 표면에 

적절한 texture를 입히는 작업을 다시 수행한다. 또한, 

작업자와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부분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형상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Fig. 6은 engine room 형상정보에 대한 

경량화를 수행하고, 파이프, 엔진표면, 통로, 핸들 등 모든 

표면에 texture를 입힌 결과의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한편, 가시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graphic 

engine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가상해양플랜트 가시화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graphic engine(Vega Prime, nVidia SceniX, Unity Pro, Unigine, 

Ogre3D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Unity3D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Fig. 6 Engine Room 

 

Fig. 7은 가상 해양플랜트 가시화 시스템을 IDEF0 

방법론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Fig. 7 IDEF0 Modeling of VOP-VS 

 

가상 해양플랜트 가시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kinematic model : 밸브, 휠, 문 등 움직임 구현 

- avatar mode : 시야 공유, 위치 이동, 시각 조절 

- flow visualization : 내부 유동 가시화 

- environment : sky, sea surface, subsea 가시화 

- flare tower 화염 가시화 

- 초기 위치 및 시각 방향 설정 

- alarm 발생 장비 근 접시 하이라이트 기능 

- operation 데이터 디스플레이 

- 공간이동 기능 : 특정 위치로 이동 

- 장비 조작 : 각종 수동 장비 조작 

- map 기능 : operator의 현 위치를 map 위에 표시 

- HMD(head mounted display) 적용 

- gesture control device : Kinect, Leap motion 적용 

 

이상과 같이 개발된 가시화 시스템은 초기에는 1~3 

channel LED monitor 및 HMD(head mounted display),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channel의 stereo-view type 영상 전시가 

가능한 빔 프로젝터/스크린 시스템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Fig. 8은 1차년도에 개발된 가시화 시스템으로 HMD, Kinect, 

Joystick 을 사용하여 Walk Through 기능 및, 가상플랜트의 

각종  장비의 수동조작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사진이다.  

 

 

Fig. 8 VOP-VS with Kinect, Joystick and HMD 

3. 결 론 

 

해양플랜트용 예지보전 시스템을 위한 가상 해양플랜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가상 해양플랜트 시스템은 실제 해양 

플랜트 장비의 작동원리를 컴퓨터상에서 가상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서, 실제 해양플랜트를 대신하여 각종 정보 

생성이나 기능 재현이 가능하며, 실제 해양플랜트 운영 

요원에 대한 반복되는 교육훈련이나 새로 개발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 실제 해양플랜트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의 

HIL(hardware in the loop) 테스트도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가상 해양플랜트 운영 시스템 및 가시화 시스템, 

그리고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각각 

설계하고, 이를 일반 선박의 engine room에 적용한 시제품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각종 외부 

시스템과의 실시간 인터페이스 기능 강화, 운영시스템 및 

가시화 시스템의 기능 강화 연구가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KEIT의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10045212,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의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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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의 공정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수학적 또는 경험적인 모델로 정의하고 컴퓨터 상에서

목적에 맞게 모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지만, 엔지니어링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 이론과 모델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이상 분리기(two-phase separator)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세스 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한다. 보존 법칙(conservation law)을 기반으로 이상 분리기 동적 모델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설명하였으며 행동 모델(behavioral model)로 표현하였다. 동적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정상상태

시뮬레이션과의 개념적, 방법적 차이를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LNG FPSO에 적용되는 inlet separator 레벨 제어를 위한 동적 모델을 구현하고 제어 시스템과 연동하였다. 

 

Keywords: 프로세스 동적 모델링, 프로세스 동적 시뮬레이션, Inlet Separator 

 

1. 서 론 

 

현재 해양플랜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예지보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국책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플랜트의 장비 및 

시스템을 목적에 맞게 모사하는 가상 해양플랜트가 

개발되고 있다. 가상 해양플랜트에서 유량, 온도, 압력, 조성 

등의 프로세스 정보를 생성하기 위하여 대상 프로세스를 

정상상태(steady state)와 동적(dynamic)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 및 동적 모델에 대한 개념과 

시뮬레이션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의 이상 분리기(two phase separator)를 대상으로 

프로세스 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inlet 

separator의 레벨 제어(level control)를 위한 동적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제어로직이 구현된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분산제어시스템)와 연결하여 연동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Inlet separator는 LNG FPSO 

topside 프로세스 중 터렛을 통해 들어오는 원료 가스(feed 

gas)를 분리하는 장비이다. 

 2장에서는 동적 모델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행동 

모델(behavioral model)을 도입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동적 시뮬레이션과 

정상상태 시뮬레이션의 개념적, 방법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inlet separator 레벨 제어를 위한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DCS와 

연동한 테스트 과정 및 결과를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2. 프로세스 동적 모델링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1 모델의 정의 및 모델링 절차 

 

모델이란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시스템의 본질적인 면을 실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Roffel, 2006). 

모델은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정한 목적에 한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며,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level of detail)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Kellner, 1999). 일반적인 모델링 순서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Roffel, 2006). 

 

Table 1 General modeling steps 

Seq Item Desc. Deliverables

1 
Problem 

Definition 

What should be 

modeled and how? 

Model 

Objectives 

2 
Context 

Analysis 

Develop Input–output 

model with 

assumptions about 

environmental effects 

Environmental

Model 

3 
Function 

Analysis 

Find physical/chemical 

mechanisms and key 

variables 

 

4 

Model 

Relationships 

with 

Assumptions 

Determine the 

assumptions, model 

structure, equations 

and parameters 

 

5 
Verification 

and Validation 

Check whether the 

assumptions are 

realistic 

Behavioral 

Model 

6 

Transformation 

to Simulation 

Model 

Transform the model to 

a mathematical form 

that is suitable for the 

analysis 

Specific 

Model or 

Simulation 

7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Evaluate the model 

behavior 
 

 

2.2 프로세스 동적 모델 

 

프로세스 동적 모델의 개념은 2.1장에서 설명한 모델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켜 정의할 수 있다. 즉, 프로세스 

동적 모델이란 분석 대상이 프로세스이면서, 초기 조건, 

입력, 교란에 대해 프로세스의 응답과 같은 동적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학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이상 분리기의 프로세스를 

가정한다. 대상으로 하는 분리기는 헥산(Hexane, 

C6H14)과 헵탄(Heptane, C7H16)으로 구성된 혼합물 

원료(feed)가 inlet을 통해 유입이 될 때, 이를 고온의 

증기로 분리기 내부 온도를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가벼운 

헥산을 기화함으로써 분리하는 장비이다. 

기화한 헥산은 분리기 상부를 통해 나가고, 기화하지 

못한 헥산은 액상에 남아있게 된다. 초기 주어진 

조건에서 분리기 내부 액상과 기상의 헥산 몰분율(mole 

fraction)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동적 모델의 개념과 모델링 방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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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binary mixture separation with two-phase 

separator 

 

여기서, feedF 는 혼합물의 유량, feedT 는 혼합물의 

온도, feedAz ,

는 혼합물의 헥산 몰분율, 
steam

F 은 증기의 

유량, 
steam

T 은 증기의 온도, 
v

F 는 기체의 유량, 
A

y 는 

분리기 내 기상의 헥산 몰분율, 
l

F 은 액체의 유량, 

A
x 는 분리기 내 액상의 헥산 몰분율, 그리고 T는 

분리기 내부 온도를 의미한다. 



대상 장비의 모델링을 위한 가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Assumptions for modeling and simulation of binary 

mixture separation with two-phase separator 

1 기체 질량은 액체 질량에 비해 무시할 수 있다. 

2 액체는 이상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3 밀도, 기화열, 열용량은 온도와 조성에 무관하다. 

4 
기상 및 액상의 헥산 몰분율은 일정한 관계식이 

존재한다. yA = f(xA , T) 

5 
분리기 벽과 증기 코일의 열용량은 액체 열용량에 

비해 무시할 수 있다. 

6 열 손실은 무시한다. 

7 증기 코일은 항상 액체에 잠겨있다. 

8 
액체 레벨은 액체 유량을 조절하여 이상적으로 

제어된다. 즉, 일정한 높이가 유지된다. 

9 교반 열(heat of mixing)은 무시한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세스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변수와 이들 변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상관 

관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변수는 밀도, 몰분율, 온도, 

압력, 유량과 같은 상태 변수이며,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보존 법칙에 의해 상관 관계가 유도된다.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Cimbal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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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기호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CV
m : 분리기 내 전체 질량 

CVA
m

,

: 분리기 내 헥산 질량 

CV
E : 전체 에너지 

iinm
F

,,

: 분리기로 유입된 질량유량 

joutm
F

,,

: 분리기에서 유출된 질량유량 

iinm
A

F
,,

: 분리기로 유입된 헥산의 질량유량 

joutm
A

F
,,

: 분리기에서 유출된 헥산의 질량유량 

N : inlet 개수 

M : outlet 개수 

iin
e

,

: 분리기에 유입된 단위질량당 에너지 

jout
e

,

: 분리기에서 유출된 단위질량당 에너지 

Q� : 단위시간당 총 열 

W� : 단위시간당 총 일 

질량이 아닌 몰로 위 보존 법칙을 나타내도 

유효하다. 

식 (1)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유도되는 식으로써 

검사 체적(control volume)의 경계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유량의 차이인 순 유량은 검사 체적 내부 질량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들어오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이 같은 경우 검사 체적의 질량 변화율은 0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식 (2)와 같이 혼합물 내 특정 성분 

A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질량 보존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질량 보존 법칙을 한 성분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Felder, 2000). 식 (3)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식으로써 검사 체적 경계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차이인 순 에너지량은 검사 

체적 내부 에너지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량 

및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일반 식을 Table 2에서 

설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전개하면 총 3개의 보존 법칙 

식을 얻을 수 있다. 

전체 질량 보존 식과 헥산 성분의 질량 보존 식을 

조합하여 식 (4)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전체 질량 보존 

식과 에너지 보존 식을 조합하여 식 (5)를 유도할 수 

있다. 식 (4), (5)의 전체 유도 과정은 APPENDIX A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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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ρ 는 액상의 밀도, 
c

A 는 분리기의 단면적, 

level
l 은 분리기 내부 액상의 높이, 

P
C 는 헥산과 헵탄의 

평균 열용량, 
htc

U 는 증기와 액상 간의 총열전달계수, 

coil
A 은 증기 코일의 열전달 면적, 그리고 H∆ 는 

헥산과 헵탄의 평균 기화열을 의미한다. 

다른 값들은 초기 조건으로 주어지고, 관심 있는 액상 

내 헥산 몰분율 xA, 기상의 헥산 몰분율 yA, 그리고 

분리기 내부 온도 T를 미지수로 가정한다. 미지수는 

3개이고 식은 2개이기 때문에 해를 얻기 위해서는 식 

1개가 더 필요하다. Table 2의 4번에서 가정한 관계식 yA 

= f(xA , T)을 통해 식 1개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액상과 기상의 조성이 

달라지는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낸 Raoult의 법칙을 

사용한다. 

Raoult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기상은 이상기체이고 

액상은 이상용액이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기상이 

이상기체라는 의미는 주로 저압이나 중압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액상이 이상용액이라는 의미는 계를 

이루는 성분들이 화학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만 

근사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mith, 2005). 

분리기로 들어오는 혼합물을 분자량이 비슷하고 성질이 

유사한 헥산(C6H14), 헵탄(C7H16)으로 이루어진 혼합물로 

가정했으므로 식 (6)으로 정의되는 Raoult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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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분리기 내부 압력, )(* Tp
A

는 온도 T에서 

헥산의 증기압이며, 이 증기압은 식 (7)과 같이 Antoine 

식으로 구할 수 있다(Murph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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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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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B, C는 Antoine 식의 계수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식 (4), (5)의 미분 방정식에 의해 동적 

모델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식 (6)과 같이 대상 문제에 

따라 적절한 물리법칙을 추가로 이용한다. 추가적인 식은 

일반적으로 평형(equilibria), 물질 및 에너지 전달(mass 

and energy transfer), 반응 속도(rate of reaction), 변수 

정의(definition of variables)를 기술하는 방정식을 

이용한다(Roffel, 2006). 

 각 식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각 식을 기능으로 간주하고, 각 기능 간 데이터 흐름을 

행동 모델(behavioral model)로 표현하면 Fig. 2와 같다. 

기능은 원형으로 표현되며 각 기능 간의 관계에 의해 

이동하는 데이터의 흐름은 화살표로 표현된다. 

component balance는 식 (4), energy balance는 식 (5), 

그리고 equilibrium equation은 식 (6)을 의미한다. 

사각형은 미분 방정식에서 해당 변수가 가지는 초기값 

또는 이전 단계(time step)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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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ehavioral model of binary mixture separation with 

two-phase separator 

 

이와 같은 프로세스 동적 모델을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수치적분 방법으로는 Euler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식 (4), (5)를 식 (8),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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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는 수치적분 시간 간격(time step)을 

의미한다. 

MATLAB을 이용하여 식 (4), (5)로 표현되는 1차 

상미분방정식을 수치적분하고, 식 (6)은 관계식으로 함께 

계산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정한 조건 및 

상수 값은 Table 3와 같다. 

 

Table 3 Values and coefficients for dynamic process 

simulation of binary mixture separation with two-phase 

separator 

Item Value 

Liquid Density l
ρ

 

7,206mol/m
3
 

Cross Sectional Area of Vessel c
A

 

3.142m
2
 

Liquid Level of Vessel level
l

 

3m 

Heat Capacity of Hexane & 

Heptane (Average) P
C

 

200.55J/mol⋅K

Vaporization Heat of Hexane & 

Heptane (Average) 
H∆  

30,270J/mol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Steam and Liquid htc
U

 

1,160W/m
2
⋅K

Heat Transfer Area of Steam Coil coil
A  4.712m

2
 

Pressure of Vessel P 

200kPa 

Flow rate of Feed feedF  1.49mol/s 

Temperature of Feed feedT  333.15K 

Flow rate of Vapor v
F  0.574mol/s 

Temperature of Steam steam
T  390.15K 

Concentration of Hexane in Feed feedAz ,

 0.4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3 및 Fig. 4와 같다. 액상 내 

헥산의 몰분율 xA는 초기값 0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0.321로, yA는 0에서부터 0.524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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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ynamic response of xA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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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ynamic response of yA change 

 

본 결과의 비교를 위해 같은 조건에서 정상상태의 

질량 보존 식과 Raoult의 법칙, Antoine 식을 이용하여 

수계산한 값과 시뮬레이션의 수렴 값을 Table 4에 함께 

나타내었다. 결과가 유사함을 볼 수 있고 시뮬레이션에서 

수렴하는 값이 정상상태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Calculation comparison between mathematical 

solution and steady state in dynamic simulation 

 
Mathematical 

Solution 

Steady State in 

Dynamic 

Simulation
 

Error 

xA 0.326 0.321
 

1.5% 

yA 0.519 0.524
 

0.9% 

 

오차의 원인은 미분항의 수치적분에 기인한 것이다. 

즉, 온도 조건에 따라 분리기 내 각 상의 헥산 몰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적분 온도와 수계산 온도가 다르면 

그 만큼의 오차가 발생한다. 

 

2.3 동적 모델과 정상상태 모델의 차이 

 

Fig. 3과 Fig. 4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xA와 yA가 초기값에서부터 시작하여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로세스의 특성을 기술하는 상태 변수가 변하는 

모델을 동적 모델이라고 한다. 즉, 동적 모델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인 과도 상태를 고려한다. 

반면 정상상태 모델은 과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태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평형 

상태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는 검사 체적 

경계 내부의 전체 질량, 성분 별 질량,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어떤 질량, 에너지도 검사 체적 

내에 축적 또는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식 (1), (2), (3)의 보존 법칙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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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보존 법칙 식들이 시간에 대한 미분방정식이 

아닌 대수방정식 형태로 바뀌게 된다. 

정상상태 시뮬레이션은 주로 생산량은 최대로 하면서 장

비, 비용을 줄여 프로세스를 최적으로 설계하고자 할 때 수

행된다. 반면 동적 시뮬레이션은 프로세스 운전(operation)

과 제어(control)에 관련되어 있으며, 프로세스 최적화뿐 아

니라 장비의 기능 검증, 제어 최적화,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 

시작/정지 검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된다(Haydary, 

2009). 

 

3. 동적 모델 구현 및 테스트 

 

LNG FPSO topside 프로세스는 유정에서 올라온 원료 

가스(feed gas)로부터 물질을 분리하여 원하는 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원료 가스는 

탄화수소(hydrocarbon) 성분과 다른 불순물의 혼합물 

형태이며, 순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며 순수한 천연가스를 

분리하는 것이 기본 공정이다(Park, 2014). 3장에서는 전체 

topside 프로세스 중 터렛(turret)을 통해 들어오는 원료 

가스를 분리하는 장비인 inlet separator를 대상으로 동적 

모델을 구현한 결과를 소개한다. 



2장에서는 동적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했던 단순한 분리기 형태였지만, 

3장에서는 5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분리하는 삼상 분리기(three-phase separator)를 대상으로 

하였고,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적 

모델을 구현하였다. 

 

3.1 Inlet Separator 동적 모델 구현 

 

수평형 삼상 분리기의 일반적인 내부 구조는 Fig. 5와 

같다(Arnold, 2008). 분리기로 들어온 혼합물은 가스, 

컨덴세이트(condensate), 물로 분리된다. 컨덴세이트는 

천연가스 성분 외 액상의 탄화수소성분으로 기름(oil)을 

의미한다. 컨덴세이트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층을 

이루게 되며, 분리벽(weir)을 넘어가면서 물과 분리되고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면서 분리기 하부로 배출된다. 물은 

컨덴세이트 아래에서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면서 분리기 

하부로 배출된다. 

 

Weir

 
Fig. 5 Schematic of a horizontal three-phase separator with 

interface level control and weir 

 

가상 해양플랜트 개발 과정 중 동적 모델과 DCS 간의 

통신 및 제어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Fig. 6와 같이 

삼상 분리기의 동적 모델을 구현하였다. 동적 모델 구현에는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UniSim Design을 

이용하였다. 

VLV-100은 밸브 전 단의 유량을 계측하여 혼합물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VLV-101은 가스의 압력을 계측하여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VLV-102는 컨덴세이트의 

레벨을 계측하여 컨덴세이트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VLV-103은 물과 컨덴세이트 경계면의 레벨을 계측하여 

물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의미한다. 

FIC-102, PIC-102, IC-101, IC-100는 

피제어변수(controlled variable)의 계측값과 목표로 하는 

설정값(set point)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피제어변수가 

설정값으로 유지되도록 최종제어요소(FCE, Final Control 

Element)인 밸브의 개도(opening)를 조절하는 제어기 

역할을 한다(Coughanowr, 2010). 

 

 
Fig. 6 Dynamic model for three-phase separator defined in 

UniSim Design 

 

대상으로 하는 분리기의 프로세스 및 제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98.6 tonne/h로 메탄, 에탄 등이 섞인 혼합물이 

분리기로 들어온다. 이 때 VLV-100은 혼합물의 질량유량을 

98.6 tonne/h로 유지하기 위해 밸브의 개도를 조절한다. 

가스는 분리기의 상부로 나가게 되고 VLV-101는 가스의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분리기 내부의 압력을 64.5 bar로 

유지한다. VLV-102는 Fig. 5의 분리벽 우측 저장 공간에서 

컨덴세이트의 레벨이 분리벽 높이의 50%로 유지되도록 

유량을 조절한다. VLV-103은 Fig. 5의 분리벽 좌측 저장 

공간에서 물의 레벨이 분리벽 높이의 50%로 유지되도록 

유량을 조절한다. 

혼합물, 컨덴세이트, 물의 질량유량과 컨덴세이트, 물의 

레벨 변화를 시간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98.6 tonne/h의 혼합물이 들어오면서 컨덴세이트, 

물의 레벨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레벨을 설정값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리기를 나가는 물, 컨덴세이트의 유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혼합물의 

질량유량은 98.6 tonne/h, 컨덴세이트의 질량유량은 10.18 

tonne/h, 물의 질량유량은 2.413 tonne/h, 컨덴세이트의 

레벨은 50%, 물의 레벨은 50%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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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ss flow and level of three phase separator 

 

3.2 동적 모델과 DCS 간 연동 테스트 

 

Fig. 6의 FIC-102, PIC-102, IC-101, IC-100과 같은 

제어로직은 동적 모델의 개발 목적으로 UniSim Design 상에 

구현하였으나, 제어로직은 실제 제어기 역할을 하는 DCS에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제어로직을 DCS에 

구현하여 동적 모델과 DCS 간 연동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연동 테스트를 위해 Fig. 8과 같은 시스템 구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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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figuration and example of data flow for integration 

test between dynamic model and DCS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동적 모델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OPC(OLE for Process Control) 

서버는 동적 모델에서 계산된 값을 외부로 전송 또는 

외부에서 오는 제어 명령을 수신하기 위한 통신 서버 역할을 

한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본래 

제어기이나 테스트 목적으로 단순히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또는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DCS는 제어로직을 

구현하거나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HMI(Human Machine 

Interface)는 프로세스 정보를 화면에 나타내거나 DCS에 

제어 명령을 보낼 수 있는 프로세스 운전 화면 역할을 한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real-time database)는 DCS에 

입력되는 실시간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한다. Fig. 9는 연동 

테스트 시 사용한 실제 하드웨어 구성 모습이다. 

 

 
Fig. 9 Implementation of interface between dynamic model 

and DCS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시스템 간 연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HMI 상에서 혼합물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조금 

잠그게 되면, 그 데이터가 DCS로 전송되어 밸브의 개도 

정보를 아날로그 전기 신호 형태로 PLC에 송신한다. PLC는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OPC 

서버를 통해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OPC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밸브 개도를 조정하고, 유량을 다시 계산한다.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계산된 유량 정보는 

반대로 OPC 서버, PLC, DCS를 거쳐 HMI 상에 보여지게 

되고, 송수신되는 모든 정보는 DCS에 연결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 및 동적 모델에 대한 기본 이론

과 모델링, 시뮬레이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의 

이상 분리기를 대상으로 동적 프로세스 모델링 및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보존 법칙을 기반으로 이상 분리기 동적 

모델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설명하였으며 행

동 모델로 표현하였다. 동적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정상상

태 시뮬레이션과의 개념적, 방법적 차이를 서술하였다. 

또한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LNG 



FPSO의 원료 가스 분리 장비인 inlet separator의 레벨 제어

를 위한 동적 모델을 구현하였다. 동적 모델은 제어로직이 

구현된 DCS와 연결하여 연동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향후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LNG 

FPSO topside 프로세스 전체를 대상으로 동적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동적 모델의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운영(operation) 및 제어(control) 로직도 파악하여 가상 

해양플랜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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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헥산 성분의 질량 보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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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식 (4), (5) 유도 

 

식 (13)과 (14)를 조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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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정리하면 식 (4)가 유도된다. 

 

식 (13)과 (15)를 조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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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Morlet wavelet transformation to fault diagnosis of rotating machinery installed in offshore plants.

The fault diagnosis is composed of the processing of factual data such as vibration signals which is quantitative for the

actual condition or health of the machine,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acquired data to determine the machinery fault

existence and identify specific components (e.g. gear set, bearing, shaft) inside machine that are degrading. Machinery’s

abnormal vibration signal includes its fault information, effective testing and analysis of its vibration signal is the key to realize

machinery fault diagnosis. Vibration signals acquired from an industry vibration transducer, such as an accelerometer are

processed by Morlet wavelet. Time-frequency spectrum result obtained by Morlet wavelet transformation can show the

power distribution of the signal in both time and frequency domain.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common vibration causes

like unbalance and bearing defects in the rotating machines installed in offshore plants. Analysis performed using simulated 

signal proves that time-frequency contour map have the capabilities for fault identification. Thereafter the root-cause 

analysis of the original vibration problem, so called failure diagnosis, can be performed using the time-frequency contour 

map. Acceptance limits for normal operation is decided by the application of vibration standards and vibration alarm limits

given by vibration severity guidelines. A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is developed to control the diagnosis assessment 

process. Also, a case study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to the centrifugal compressor

fault diagnosis is discussed. Maintenance is the sum of the actions taken to prevent equipment from unexpected breakdowns or 

to keep it work properly. Unfortunately, many records over the past decades point out that most of the facilities don’t implement the 

effective practices to maintain equipment in proper working order. 

 

Keywords: Wavelet Transform, Offshore Plant, Fault Diagnosis, 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redictive Maintenance. 

 

1. INTRODUCTION 

 

Maintenance is the sum of the actions taken to prevent 

equipment from unexpected breakdowns or to keep it work 

properly. Unfortunately, many records over the past 

decades point out that most of the facilities don’t implement 

the effective practices to maintain equipment in proper 

working order (Sullivan, et al., 2010). Rather, they run the 

equipment till failure occurs and then take whatever actions 

are required to repair or overhaul the equipment. The 

maintenance necessity is based on actual or approaching 

failure. It aims to keep equipment running efficiently for at 

least design life of the components. Actually, practical 

operation of a component is time-based function (Sullivan, 

et al., 2010). When the graph of the failure rate of a 

component versus time is generated, it is likely the graph 

would take the “bathtub shape” shown in Fig. 1. From the 

trending, the curve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infant 

mortality, useful life and wear-out periods. Poor design, 

poor installation, or misapplication cause to high failure rate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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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fant mortality region. Then, comparatively low and 

constant failure rate is observed in useful life period. The 

most acknowledged theory about the failures in this region is 

the lack of observation and measurement during operation. 

It is also approved that improvements in maintenance 

practices can extend this period. The wear-out period is 

characterized by a rapid increasing failure rate.  

Over the last half-century, different maintenance 

approaches to assure equipment reaches or exceeds its 

design life have been developed. In chronological order, 

four general types of maintenance philosophies can be 

identified; corrective, preventive, predictive and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Predictive maintenance is the most 

recent development. In practice, all these types are used in 

maintaining engineering systems. Being superior to 

preventive maintenance, predictive maintenance programs 

contribute to assess the condition of the operating 

equipment, so that the exact maintenance time can be 

predicted (Mobley, 2002). The predictive maintenance 

strategy known as condition based maintenance (CBM) 

provides a dynamic understanding of equipment condition 

while in operation and is used to predict failure in mechanical 

systems through fault diagnosis from condition monitoring 

signals using diagnostics and prognostics (Aiwina, et al., 

2009).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dition based 

maintenance ranges from aviation industry to petrochemical 

industry, in which production benefits have increased by 5% 

after CBM utilization (Honeywell, 2011). Condition based 

maintenance consist of two main stages;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tic techniques. Equipment is 

inspected momentarily in condition monitoring step. Most 

common equipment inspection methodologies are vibration 

monitoring, infrared thermography, oil analysis, and others 

(Honeywell, 2011). 

  

Fig.1 Component failure rate over time for component 

population 

 

Since oil and gas industry become more competitive in a 

global market, increased availability becomes an issue 

(Osisoft, 2007). As mainly utilized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fshore plant is capital-intensive construction that involves 

machinery and man-power for its operation. Risk of the 

catastrophic equipment failure in offshore plant stands for 

the potential of serious financial and environmental costs 

(Telford, et al., 2011). Offshore plants are large and 

complex operations with many systems and subsystems 

operating simultaneously. Heat exchangers, valves, 

gearboxes, piping systems, rotating equipment (induction 

motors, compressors, pumps, etc.), separators, and 

accumulators are some of the systems installed on offshore 

plants. Although condition based maintenance has been 

well implemented on a considerable number of these 

systems, there is still a lack of effective maintenance for 

some equipment such as compressors. Together with the 

gas turbine, compressor is the highest cost offshore 

equipment with regards to purchase value and lifecycle 

expenditure; however, it is not efficiently maintained as it has 

to be (Honeywell, 2011). Two main types of compressors 

used in production facilities are centrifugal and reciprocating 

compressor. In Honeywell’s report, statistical modelling 

techniques have been used for condition monitoring of an 

offshore compressor (Honeywell, 2011). Carnero, provides 

a model for selection of diagnostic methods in a predictive 

maintenance program; presenting a case study about a 

screw compressor with vibration analysis (Carnero, 2005). 

For rotating equipment such like centrifugal compressor, 

vibration analysis is the most convenient inspection method 

(Carnero, 2005). 

Condition based maintenance dependent on vibration 

measurement can be implemented in two stages: vibration 

analysis, fault diagnostics. Signal processing system is the 

most critical issue about vibration analysis. For an accurate 

fault diagnostics procedure, a suitable signal processing 

methodology is a must. The wavelet transformation as a 

modern theory is one of the most convenient signal 

processing methodologies for vibration analysis. Wavelet 

transformation overcomes its predecessor, so called 

“Fourier transform”, which is inapplicable to non-stationary 

signal analysis and has the limitation of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analysis simultaneously (Seker & Ayaz, 

2003). As a time-frequency analysis, wavelet transform is 

useful for locating transient events, discontinuities and 

patterns of these faults in non-stationary vibration data 

(Junsheng, et al., 2007). Therefore, first of all, the theory of 

wavelet transformation will be explained. In comparison with 

Fourier transform, its benefits for non-stationary signal 

processing are clarified as well. Then, Morlet wavelet, which 

is the most similar to the vibration signal component 

generated by faulty rotating equipment, will be defined and 

formulated extensively. 

After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Morlet wavelet transform, diagnostic methodology will be 

explained. To be able to determine the fault and severity of 

the fault, various types of diagnostic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until now. A traditional one of these techniques is to 

compare the vibration amplitude with past readings taken 



under consistent conditions. Even it is a promising method 

for fault diagnostic, it is required to invest time and money to 

get a reliable result. Another way is to evaluate the machine 

vibration using industrial standards such like vibration 

severity charts. Vibration severity chart is a way of reference 

to condition monitoring of machines. For a more accurate 

and reliable evaluation, number of the vibration severity 

levels might be increased. By this way, vibration amplitude 

limits are determined for a wide frequency range. After 

explai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severity charts, major type 

of vibration severity charts will be introduced.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about signal processing 

and fault diagnostic methods, a comprehensive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rocedure for the compressor will be 

suggested. According to suggested procedure, vibration 

data acquired from the compressor by an accelerometer will 

be processed by Morlet wavelet transformation. The 

time-frequency representation of Morlet wavelet transform 

clearly displays the vibration amplitude change in both time 

and frequency domain.   Afterwards, time-frequency 

contour map will be evaluated based upon industrial 

standards such like vibration severity chart. By controlling the 

vibration amplitude severity in critical frequency bands, it can 

be determined if the vibration amplitude is over alarm limit or 

not. In the situation of threshold value excess, fault 

diagnostic step will result in displaying the cause of the alarm 

to the maintenance operator.  To validate the suggested 

methodology, a case study about the compressor fault 

diagnosis will be introduced. Assuming that the overall 

vibration is increased by crack propagation on a gear, 

Morlet wavelet transform is implemented on the vibration 

data. In addition, for better human-computer interaction, a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is designed which can 

perform the signal processing and diagnostic stages.   In 

conclusion, it will be proven that wavelet transform is an 

effective tool for the condition monitoring of the 

compressors installed on ship and offshore plant. 

 

2. Signal Processing Methods: Wavelet 

Transformation 

 

Naturally occurring signals are created by the oscillation 

of the things in universe. While vibration of the human vocal 

cords forms a sound signal, rotating ship propellers 

generate periodic displacement of the water.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the critical changes in these signals from its 

shape (Steven, 1997). In order to obtain the critical 

information about raw signal, it is necessary to decompose 

the raw signal into its sinusoidal components.  Each of 

these components may have different phase, frequency and 

amplitude values. For this purpose, several types of 

mathematical theories have been generated until now. 

Among these theories, Fourier transform is probably the 

most popular by far. By Fourier transform, a raw signal data, 

which is recorded in time domain, is decomposed into sine 

and cosine waves, each of which has different frequencies 

and different amplitudes. By knowing these characteristics 

of each sine wave, raw time domain signal can be displayed 

in frequency domain (Jiang, et al., 2012). As a result, the 

frequency spectrum of the raw signal shows what 

frequencies exist in the signal. If the Fourier transform is 

processed on a signal in time domain, the 

frequency-amplitude representation of that time signal is 

achieved. But it should be mentioned that Fourier transform 

has a serious disadvantage. Since the each frequency 

components vary with time in a non-stationary signal, it is 

hard to indicate how a signal’s frequency components 

change with time by using Fourier transform (Freudinger, et 

al.). Fourier transform doesn’t give information in which time 

the selected frequency component exists. Because of this 

reason, it is only applicable to stationary signals. But, in our 

daily life, the majority of the operating machines generate 

non-stationary signals. In such cases, it is desired to use a 

joint time-frequency analysis methodology which will supply 

the information about how frequency varies with time 

(Antonie, et al..). 

One way to overcome Fourier transform’s limitation is to 

use wavelet transform. Over the past 20 years, wavelet 

transformation theory has become a promising signal 

processing tool for its benefits.  Wavelet transform is a 

time-frequency analysis method which can describe the 

local behavior of the raw signal. The first concept of wavelet 

was proposed by Morlet in 1984. According to this theory, a 

raw signal data in time domain can be displayed in both time 

and frequency domain simultaneously by a set of basis 

functions so called “wavelet” (Gaberson, 2006).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is formula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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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integral of the product of two functions: the 

signal being analyzed, ( )x t  and the wavelet function, 

*
t b

a
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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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urier transform of the mother wavelet is 

( )ψ̂ ω . In this formulation, “b” is the time position of the 

wavelet signal, so called “translation parameter”, and “a” is 

the scale which dilates the wavelet signal. Translation and 

dilation are two operations to extract of signal information at 

different positions and frequencies. By translation, wavelet 



function is processed in all time range of the raw signal, 

( )x t . By scaling, or dilation, the center frequency of the 

wavelet function is changed. So that, wavelet function is 

treated to all frequency components of raw signal. 

Since wavelet transform is an isometric function, the 

wavelet transform of ( )x t , having energy conversation, 

leads to the following formula (Junsheng, et al., 2007): 

 

( ) ( )
2 2

2

1
,

R R

dadb
x t dt W a b

C a
ψ

=∫ ∫∫ ,            

(2) 

where ( )
2

ˆ

R

C d
ψ

ψ ω ω ω
⎛ ⎞

= < ∞⎜ ⎟⎜ ⎟
⎝ ⎠

∫            (3) 

 

When the formulation is discretized for computing, “dt ” 

in Eq. 1 should substitute to 1/
s
f  (sampling period). Also, 

“b” and “a” can be discretized as “ '/
s

n f ” and “ /
s

n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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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ormulation expresses that the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 at time “n” is the term-by-term product of signal 

“ x ” for all “ 'n ” values and the wavelet centered at “n ” 

with center frequency of “ f ” for all “ 'n ”. 

For effective signal analysis, the selection of wavelet 

function is also a critical issue (Gaberson, 2006). After first 

invented Morlet wavelet, numerous types of wavelet 

functions such as Li-Ma wavelet, Laplace wavelet, Mexican 

hat wavelet, have been developed.  Each of them has their 

own merits when right tool for the right job is chosen. When it 

comes to machinery vibration signal analysis, Morlet wavelet 

is an appropriate tool because of its waveform similarity with 

machine vibration characteristics (Jiang, et al., 2012).  

 

 

Fig.2 Waveform of the Morlet wavelet 

 

Morlet wavelet is a sine wave multiplied by a Gaussian 

envelope. Gaussian or so called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is given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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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the authors (Antonie; Li, et al., 1997; Strang & 

Nguyen, 1997)) describe the Morlet wavelet as it is explained 

above but different equations for it as list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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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q. 5 without its leading constants multiplied by a 

complex sine wave, it can be substituted for 

“
( )

*
'

s

n n f

f
ψ

−⎛ ⎞
⎜ ⎟
⎝ ⎠

” in Eq. 4. Then, Eq.4 will generate Morlet 

wavelet transform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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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the analyzed signal is ( )'x n , and the remaining 

part is Morlet wavelet. The width vector, φ , controls the 

undulation number inside the wavelet. If we rewrite the Eq.10 

as an inner product in E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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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velet is composed of two functions in the curly 

brackets. The complex exponential function is (it's also 

called an analytic sine wave) a sinusoid, and the second 

function is the Gaussian window, with the width constant, φ. 

The term is used to locate the analyzing wavelet. By 

changing n value, analyzing wavelet can be moved through 

the analyzed signal. 

When wavelet transform compared to Fourier transform, 

another difference is about the amplitude results. As it is 

known, sine signals of the same amplitude but different 

frequency will have the same amplitude in Fourier transform 

spectrum. But in wavelet spectrum, the sine signal with 

higher frequency will have a smaller wavelet coefficient than 

the lower frequency sine wave.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wavelet becomes broad in frequency domain at high 

frequencies. Therefore any peaks in the spectrum get 

smoothed out. Conversely, at lower frequencies, the peaks 

become sharper and have larger amplitude. To avoid this 

complexity, Morlet wavelet should be normalized by being 

applied to different constant frequency signals. After 

normalization, it is shown that wavelet coefficient becomes 

equal to amplitude of the signal component at same 

frequency. 

After completing the wavelet transform, wavelet spectrum 

will be the last result. Wavelet spectrum provides the 

information about how frequency signal components vary by 

time. In order to detect the faults in wavelet spectrum, some 

diagnostic theories will be the guidance. 

 

 

3. Vibration Monitoring 
 

Recently, vibration monitoring, infrared thermography, oil 

analysis are mostly used equipment inspection 

methodologies. Thermography is a diagnostic procedure 

used to detect temperature variations in the machinery that 

are cause for concern. Thermographic pictures allow the 

maintenance operator to correct the problem before it can 

cause any damage. Oil Analysis examines the lubricant used 

inside equipment for a number of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will reveal things like oil contamination, incorrect fill 

levels, as well as a breakdown or degradation of the 

lubricant’s composition. The procedure is performed by 

taking a small sample of the lubricant from the machine in 

question and sending it to analysis laboratories for expert 

analysis. Vibration is a behavior type of mechanical 

components which are exposed to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Due to the fact that almost machinery problems 

reveal excessive vibration, vibration signals are a useful 

condition indicator of mechanical systems. As well as there 

are numerous type of machinery problems, such like fatigue, 

wear, imbalance, misalignment, looseness, each of these 

problems have their own vibration signature characteristics 

(ISO 10816). If there is degradation in system, the amplitude 

of each distinct vibration component causing the 

degradation will increase proportionally.  

Vibration monitoring is a tool for detecting the machinery 

problems. There are several types of vibration monitoring 

methods. Evaluation of the vibration severity by comparing 

the recent vibration data against previous readings is one of 

the common diagnostic methods (SKF, 2000). According to 

this procedure, vibration history of previous operations 

generates a reference to analyze the recent vibration data. 

By the guidance of data history, the recent condition of the 

machine can be analyzed. However, we can’t have a data 

history of a new designed machine. Because, data 

acquisition and determination of a criteria based on data 

history require a long time and experimental work. 

As an alternative to comparison of vibration data against 

past readings, recent vibration data can be compared to 

vibration guidelines to figure out the condition of the 

machine (Berry, 1994). Vibration severity charts and overall 

vibration amplitude tables are some type of vibration 

guidelines. First vibration severity chart has been suggested 

by Rathbone in 1939 (Robichaud, 2003). Until now, 

numerous types of vibration limitation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b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like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Rathbone, 1939). 

 



 
Fig. 3 IRD Vibration severity limits chart (Berry, 1994) 

 

As explained before, vibration frequency is a diagnostic 

tool, but it is not enough for a reliable decision making. It is 

also necessary to know how “rough” machine is vibrating 

(Rathbone, 1939). The amplitude of vibration plays a key 

role for determination of the vibration severity (Shreve, 1994). 

Vibration amplitude can be measured and expressed as: 

 

• Displacement 

• Velocity 

• Acceleration 

 

Vibration displacement is the total distance traveled by the 

vibrating part from one extreme point to another extreme 

point. Although vibration had been measured as 

displacement for a long tim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frequency of signal component for diagnostics. Because, 

severity of the vibration displacement is dependent on the 

signal frequency. 

 

 

Table 1 Criteria for overall condition rating (Peak overall velocity, 

in/sec) by Technical Associates 
Machine Type Good Fair Alarm 1 Alarm 2

Cooling Tower Drives 

Long, Hollow drive shaft 

Close coupled belt drive 

 

0-0.275 

0-0.375 

 

0.375-0.600 

0.275-0.425 

 

0.600 

0.425 

 

0.900 

0.550 

Close coupled direct drive 

 

0-0.200 0.200-0.300 0.300 0.450 

Compressors 

Reciprocating 

Rotary screw 

Centrifugal w or w/o gearbox 

Centrifugal integral gear (ax.)

Centrifugal integral gear 

(rad.) 

 

0-0.325 

0-0.300 

0-0.200 

0-0.200 

0-0.100 

 

0.325-0.500 

0.300-0.450 

0.200-0.300 

0.200-0.300 

0.150-0.250 

 

0.500 

0.450 

0.300 

0.300 

0.250 

 

0.750 

0.650 

0.450 

0.450 

0.375 

 

To overcome this limitation of displacement, velocity is 

used as vibration amplitude unit. Velocity is the travel 

distance of vibrating equipment in a given period of time. In 

vibration velocity, it is not necessary to know the frequency 

of the vibration for severity assessment. As it is shown in Fig. 

4, vibration velocity limits are not dependent on frequency 

change. But vibration displacement has bigger threshold 

values for smaller vibration frequency values. 

 

 
Fig. 4 ISO Vibration severity chart (ISO 10816) 

 

Vibration acceleration is another unit for vibration 

amplitude. As it is known, acceleration is the rate of vibration 

velocity change. 

 

 

 

4. Case Study 
 

Compressed air onboard is used for many purposes such 

as first start of main propulsion engine, to start auxiliary 

engines like generators, operation of pneumatic tools, and 

more. Thus, condition monitoring of the compressor in an 

offshore plant is required for reliable and uninterrupted 

operations. 

 

 



Fig. 5 Configuration of the overall procedure 

 

In this study, an offshore starting air compressor is 

chosen as the rotating equipment on which suggested 

condition monitoring methodology is implemented. It is 

chosen as centrifugal type that compresses air or gas and 

blows it out by a centrifugal force generated from a rotating 

wheel, so called “impeller” in a surrounding casing. A real 

model case is shown at Fig. 6. Compressor shaft is driven 

by a 75 hp explosion-proof electric motor. Rotational motion 

of electric motor is transmitted to compressor shaft by a 

gearbox. According to assumptions, compressor’s vibration 

history has been simulated at 1800 rpm motor shaft rotation 

speed. Overall vibration elevation is due to roller bearing 

defects. 

 
Fig. 6 Ingersoll Rand’s C800 Centrifugal compressor 

 

For vibration signal simulation, all critical vibration making 

components and number of the parts on each which 

contributes to vibration elevation have been listed as shown 

in Table 2. As motor shaft has been covered by 40 rotor 

bars, their rotation will also contribute to overall vibration 

elevation. 

 

Table 2 Vibration components table 

System 

Component

Element 

type on 

component 

Number 

of elements 

Motor 

shaft 

Rotor 

bars 

40 

Drive 

pinion 

Gear 

teeth 

60 

Driven 

gear 

Gear 

teeth 

20 

Roller 

bearing 

Rollers 24 

Impeller Blades 15 

 

After completing the identification of critical vibration 

contributors, we should define the each vibration 

component characteristics. Starting from the motor shaft 

speed (1800 rpm = 30 Hz), we can calculate the other 

components’ frequencies. After frequency calculation, we 

can define the amplitudes of each vibration components. As 

we assumed that, vibration elevation is because of roller 

bearing degradation, we have increased the vibration 

coming from roller bearing by the time. In Table 3, each 

vibration component and their characteristics have been 

explained. All vibration components have been represented 

by sine waves with different frequencies and constant 

amplitudes except band passing frequency for outer race 

(BPFO) of compressor bearing. BPFO for compressor 

bearing has a time variant amplitude from 0.0002 in/sec to 

0.2 in/sec in 900 Hz frequency. 

 

Table 3 Vibration sources and characeristics 

Vibration 

source 

Frequency 

(Hz) 

Amplitude 

(in/sec) 

Motor shaft 

rotation 30 Hz (1800 

rpm) 

0.05 

Rotor bars 

rotation 

1200 Hz 0.05 

Driven gear 

rotation 

1800 Hz 0.05 

Compressor 

shaft 

rotation 

90 Hz 0.05 

Impeller 

blades 

rotation 

1350 Hz 0.05 

BPFO for 

compressor 

bearing 

900 Hz 0.0002: 0.0002 : 

0.2 

 

When we generate the vibration data in Matlab, overall 



signal elevation can be seen easily as it is plotted in Fig.7. 

 

 
Fig. 7 Overall vibration of the compressor 

As we generated the overall vibration data of the 

compressor, we should find a reliable baseline to evaluate 

the vibration elevation. Table 1 is an abbreviation of overall 

vibration rating suggested by Technical Associates. 

Depending on this standard, we can specify the alarm limits 

for the overall vibration signal of the compressor. As it is 

shown in Table 1, vibration velocity alarm for centrifugal 

compressor with gearbox is 0.300 in/sec. By defining this 

value as a threshold limit in Matlab, we can find the limit 

passing time for our signal. In order to learn about the 

reason of vibration, Morlet transform is processed by using 

Matlab. In Fig. 8, wavelet spectrum displays the each 

frequency component and their amplitude by color scaling. 

 

 
Fig. 8 Morlet wavelet spectrum of the signal 

 

 
Fig. 9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failure diagnosis 

 

When we look into wavelet spectrum carefully, we can 

see that all amplitudes are constant except roller bearing 

vibration amplitude (900 Hz frequency). But it is not reliable 

enough to allow the maintenance operator to interpret the 

wavelet transform result. For a user independent diagnostic 

method, we should refer to Table 4, which gives the 

percentage limit of overall signal for each vibration 

components. By stating the alarm percentages of overall 

value for each frequency, the signal components which 

exceeds over their individual alarm can be detected. 

After all vibration analysis and condition monitoring 

process are completed, a prototype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has been generated by Matlab. By this GUI 

application, it is available to perform all required steps from 

start to finish. First, vibration signal is loaded into Matlab 

library. Then, signal processing task is performed by Morlet 

wavelet transform. Lastly, wavelet spectrum is evaluated and 

diagnostic results are displayed to the user. In this case, a 

warning message is given about that roller bearing should be 

checked due to being over alarm limit. At the end, condition 

monitoring procedure suggested here managed to detect 

the fault in the centrifugal compressor. 

 

Table 4 percentage of each alarm (Graney, 2011) 

Band name 
Band 

no 
Percent Band fault 

Sub. 

synchronous
1 15-20% Cage defect 

1x rpm 2 80-90% 
Imbalance/ 

Misalignment 



2-4x rpm 3 - 
Misalignment/ 

Looseness 

5-20 x rpm 4 30-40% 1st Bearing band 

21-50 x rpm 5 20-30% 2nd Bearing band

Note: 
1st bearing band is for fundamental 

bearing defect 

Note: 
2nd bearing band is for harmonics 

bearing defect 

 

5. Conclusion 
 

In this study, wavelet transform has been utilized as a 

signal processing method which has merits on detecting 

discontinuities and transitions of a vibration signal. As it is 

touched on the paper, Morlet wavelet has been determined 

as the most compatible analyzing wavelet for the centrifugal 

compressor vibration signal. Moreover, a sophisticated 

diagnostic methodology has been suggested to be applied 

on a compressor which is commonly used in offshore plants. 

Here, we have performed a case study about condition 

monitoring of a centrifugal compressor used in offshore 

structures. Additionally, a prototype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is designed for better human-computer interaction. As 

a result, it is proven that suggested methodology is a 

promising technique for condition monitoring. In future study, 

this suggested method can be implemented on other 

rotating machines used in offshore structures such like, 

pumps, gearbox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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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M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of offshore plants with a long life cycle requires heavy charges and more 

efforts than the construction phase, and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of an offshore plant causes catastrophic damage. So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design for reliability, and recently many studies have dealt with a maintenance system to prevent unexpected 
failures. Nowadays due to the emerging ICT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ensor technologies, it is possible to send 

health monitoring information of important equipment to administrator of an offshore plant in real time, which leads to having much 
concern on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olicy or predictive maintenance. In this study, we have reviewed previous studies associated 
with condition-based/predictive maintenance of offshore plants, and introduced the approaches predicting failures of the compressor which 

is one of essential mechanical devices in LNG FPSO.

1. 서    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석 연료(원유 및 가스)에 대

한 관심과 더불어 육지 석유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척박한 환경

에서 해양 플랜트의 설치수가 늘어나고 있다. 해양 플랜트는 척

박한 환경 및 협소한 작업 공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배정

훈외 3인, 2012). 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는 20~30년에 이르는 

긴 수명주기로 인해 건조비용보다 유지보수에 더 큰 노력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플랜트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 보전보다 보전활동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크게 개선시

킬 수 있는 예지보전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랜트의 예지보전에 관한 기존 연구 및 

기술동향에 대해 리뷰해보고, 해양 플랜트 중 Fig. 1 에서 보이

는LNG(Liquefied Natural Gas)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의 Liquefaction 공정의 주요 장비 중 하나인 원심식 

압축기를 대상으로 고장을 예지하는 예지 알고리즘과 예지 시스

템 개발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2.1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기존 연구 

선박 및 해양 플랜트의 경우 조선소의 생산 단계에서의 설계 

및 건조 비용보다 인도 이후 해운사의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비

용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실제로 FPSO의 경우 운용 유

지보수 및 검사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90%로 알려져 있다. 운

용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운용은 제품의 사용 가능 시간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다(이경호, 이정민, 2011).

해양 플랜트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몇몇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Dey외 3인 (2004)은 태국의 해양에 존

재하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을 대상으로 다중 기준 의사 

결정(multiple-criteria decision-making)및 가중치 방법(weight 

method)을 통하여 리스크 기반의 유지보수 모델을 제시하였고, 

Wang외 1인 (2000)은 해양 플랜트에서 예방 정비의 효과를 분석

한 다음 중요한 sub-unit과 주요 예방 정비 활동을 분석한 이후 

적절한 유지보수 주기를 결정하는 신뢰성 데이터 분석 및 모델

링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Moan (2005)는 해양 구조물의 설계, 

검사, 유지보수, 수리단계의 상호 단계가 강건 설계(design for 

robustness), 검사 방법의 결정, 스케줄 및 수리 전략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IMMR(Inspection, Monitoring, 

Maintenance, Repair)에 관한 신뢰성 기반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연구하였다. Rouhan외 1인(2003)은 해양 구조물에서 비파괴 검

사에 있어 고장을 확인할 확률과 고장을 이상 없이 알릴 확률을 

의사 결정 계획단계에 반영하기 위해 확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장다혜 외 6인(2011)은 선상(On-Board)에서 설비보전, 

도면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매등과 관련된 모든 업

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선박, 해양 플랜트

용 온보드 설비관리시스템을 소개하였고, 전정익 외 3인(2011)은 

MOL(Middle Of Life) 단계의 선박제품의 예지 보전 기법 및 

PLM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센서와 무선 통신 그리고 마이크

로 컨트롤러로 구성된 PEID(Product Embedded Information 

Device)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해양 플랜트의 예방 보전에 있

어 정기 보전에 치중되어 있고, 예지 보전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하였다.

3. 예지 시스템 개발

3.1 대상 장비 소개

LNG는 천연가스를 가스전에서부터 사용자에게 액화하여 전

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스전에서 채취된 천연가스는 산성가스 

및 수분, 그리고 수은을 제거하는 전처리공정을 통과한 후에 중

질분을 분리하고, 액화공정에서 LNG로 액화하여 수송선을 이용

하여 수요처로 이동된다.  이러한 가스전처리 공정과 액화 및 

저장 공정을 육상이 아닌 부유식 해상플랜트에서 하는 방법이 

LNG FPSO이다(이상규, 2012).

LNG FPSO에 사용되는 압축기(compressor)는 전체 플랜트 내

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부분이다. 전체 플랜트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축기 동력의 감축, 압축기 구동기의 효율 향

상이 필요하다. 플랜트 가동률 면에서도 압축기의 비중 또한 매

우 크다(박주훈, 2011). 이러한 이유로 LNG FPSO의 예지 보전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의 예지 보전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LNG FPSO의 주요장비 중의 하나

인 원심 압축기(centrifugal compressor)는 터보식 압축기라고도 

불린다.

3.2 예지 시스템 개발 개요

Fig. 2 Use case diagram of prognosis system

Fig. 2은 LNG FPSO의 원심 압축기 장비에 대한 예지 시스템 

Use Case diagram이다. 위의 그림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예

지시스템의 주요기능들과 예지 시스템 외부 행위자들 사이의 관

계를 파악할 수 있다. 개발될 예지시스템에서는 예지분석 알고

리즘의 실행 결과가 예지 리포트 모듈과 예지보전 플랫폼 인터

페이스 모듈로 연계가 되어지고 이를 각각 보전 시스템과 예지

보전 플랫폼 모듈이 사용되어진다. 예지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전에는 예지분석용 DB와 유지보수 기준 정보 DB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예지 시스템 셋팅 모듈이 예지분석 알고리즘이 수행되

어지기 위해 필요한 입력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예지이력 조

회모듈이 예지분석 알고리즘과 연계되어 예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개발될 예지 시스템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래의 IDEF0 다이어

그램과 같다.

Fig. 3 IDEF0 diagram of prognosis system

위 Fig. 3은 예지시스템 실행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예

지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품 운영정보, 제품 성능 환경

정보, 진단결과 및 고장정보, 제품정보등이 입력되어야 하고, 이

미 시스템에 인식되어있는 예지시스템 운용지침, 고장정의 정

보, 예지 대상정보 제약들을 바탕으로 예지 알고리즘이 실행되

어져 예지분석 정보가 최종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 예지 분석 

정보는 예지 대상 제품의 잔여수명 정보가 된다.

Fig. 4 IDEF0 diagram of prognosis system

사용자가 예지 시스템을 실행하면, 예지분석 알고리즘 모듈, 

예지 리포트 모듈, 예지 이력 조회 모듈, 예지 시스템 셋팅 모듈

이 나온다. 사용자가 관심있는 대상 예지 제품을 선택한 후, 예

지분석 모듈을 실행하면 예지 시스템 셋팅 모듈에서 이미 입력



된 예지분석 주기 정보와, 대상 제품의 진단결과 정보, 성능환경

정보, 제품 운영정보등을 바탕으로 예지 알고리즘이 실행된 후 

잔여수명을 결과값으로 내놓게 되며, 이것이 예지 리포트 모듈

에 출력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예지 이력 조회 

모듈에 저장이 되어졌다가 언제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출력되

어질 수 있다.

3.3 예지 알고리즘 개요

원심형 압축기의 경우 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종종 변동

하는 힘을 일으켜 원치 않는 소음과 불편한 운동, 또는 구조물

의 파괴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진동을 일으킨다. 본 연구에

서는 여러 성능 특성중 원심형 압축기의 고속 회전 운전에 따른 

진동에 초점을 맞추어, 축진동의 신호를 바탕으로 고장을 예지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Fig. 6 Overview of prognosis algorithm

Fig. 12 Screen shot of developing prognosis 
system

지 시스템은 도우 7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 시스템

의 정보를 장하는 DBMS는 MS-SQL Server 2012를 사용하

고, 도우 환경의 개발 임워크는 닷넷 임웍 4.0을 사용

하 다. 지시스템의 개발툴  언어는 MS사의 비주얼스튜디

오 2010 버 의 C#, WPF로 개발을 진행 에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랜트의 예지보전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 리뷰해보고, LNG FPSO의 Liquefaction 공정의 주요 장비 

중 하나인 원심식 압축기를 대상으로 고장시점(잔여수명)을 예

지하는 예지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와 예지 시스템 개발 개요에 

대해 기술하였다. 

향후 개발될 예지시스템에서는 LNG FPSO의 원심 압축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하여 압력, 온도, 진동 등의 정보등의 다양한 

상태 및 운영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통하여 현재 상태를 보다 정

확히 진단하고 향후의 제품의 고장 시점을 판단하는 기능을 구

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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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기자재 보전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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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of maintenance system

for offshore plant equipments
Soon-Sup Lee, Jong-Wang Kim(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The maintenance system of offshore plant is system that present an optimal maintenance method, process and periodic using 

operation information data and economic evaluation techniques. The system needs for equipment uptime, reduced costs for 

unnecessary parts replacement and enhanced efficiency of  preventative maintenance.

   In this paper, the specification of maintenance system is designed for LNG-FPSO topside equipments based on IDEF0 and

UML methodologies. First, the system is designed from the user requirements. Then standardize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ools are selected. These tools are used for defining and evaluating core application technologies for the system development. This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competitiveness of CBM software for offshore plant in 21st century industrial environment.

Keywords : Offshore equipments(해양플랜트 장비), Offshore plants maintenance(해양플랜트 유지보수), LNG-FPSO(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Topside(상부구조물), Failure Mode(고장유형), Risk analysis(위험도분석) 

            

1. 서 론

일본의 원자력사고 및 CO2 규제와 같은 환경변화 이

후에 L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Drillship 및 Oil 

FPSO 이후의 해양플랜트 시장을 리더하기 위해 관심이 

집중되는 제품군으로 LNG 관련 제품 특히, LNG-FPSO

선박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LNG-FPSO(Liquefied Natural Gas-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선박은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

하여 해상에 부유하며(Floating) LNG를 생산

(Production), 저장(Storage), 출하(Offloading)할 수 있

는 대형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이다.

LNG-FPSO선박의 상부구조물(Topside)에는 Gas를 유

정에서 끌어올려 유수분리, 가스전처리, 액화공정을 통해 

순수한 LNG를 생산하는 장비들이 좁은 공간에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최근 들어 심해용 해양플랜트(LNG-FPSO선박)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고 한번 설치되면 25년 이상 한 

장소에서 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장비들의 고장은 가스 

생산성 향상에 치명적인 원인이 되어 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IT의 적용을 시도하여 기존

의 예방보전 이상의 예지보전을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해양플랜트 Topside

의 경우 다양한 센서 정보들을 지능적으로 통합/분석하는 

예지보전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LNG-FPSO 선박의 상부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및 설비마다 사용 연한이 다르고, 환경이나 사용조건, 부

하 등에 따라 열화내용이나 열화속도가 다르므로, 진단, 

평가, 예지, 보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들의 수집 

및 통합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지식화 기술 확보가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LNG-FPSO Topside 장비들의 운영효

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보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설계결과

를 소개하고자 한다. 보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여 

IDEF0 방법론을 이용하여 LNG-FPSO 선박의 상부구조

물 프로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UML 방법론을 

통해 보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양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사양을 기반으로 보전시스템 기능을 검증할 시제품을 개

발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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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n Performance Analysis and Monitoring System 

on Single Equipment in Offshor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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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erformance analysis and monitoring system on single equipment in offshore plant developed as a part of SCADA system

with DCS system and O&M Monitoring system has mainly 3 major functions which are to process and provide operating data 

of the offshore plant by the real-time data stream manager, to calculate the expectation values based on the model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by the performance model adaptor an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considered 

equipment. In this paper, the implementation scheme and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using the virtual operating 

data of a compressor are mentioned as well as the design information. The reliable and substantial results from this system 

could be gotten if the real operating data of equipment be applied. 

 

Keywords: Compressor(컴프레서), Distributed Control System(DCS, 분산제어시스템), Model driven Architecture(MDA, 모델 구동형 아키텍처), 

Offshore Plant, Performance Analysis and Monitoring System(PAMS, 성능평가시스템), Platform Independent Model(PIM, 플랫폼 독립 모델), 

Platform Specific Model(PSM, 플랫폼 특정 모델),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SCADA,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취득) 

 

1. 서 론 

 

해양플랜트 산업은 해양 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최근 해양 매장자원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Drillship,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원유저장생산설비)와 같은 

신규 해양플랜트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 가격보다는 

기술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전 세계 

선박건조 기술이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들어가는 국산 기자재 채택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성과 직결되는 

H/W 기자재보다는 해양플랜트 운용 및 관리의 최적화 기술 

등과 같은 S/W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학연 협동으로 

정부과제를 통해 가상의 해양플랜트를 개발하고, top-side, 

hull-side 또는 subsea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예지보전 

기술과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기술을 개발하여 납품실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 운용 기술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SCADA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 중에 

성능평가 시스템 구현을 소개하는 것으로, 2장은 해양플랜트 

성능평가 제품동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3장에서는 

해양플랜트 단일설비 성능평가 시스템 구현을, 4장에서는 

결론을 각각 기술하였다. 

 

2. 해양플랜트 성능평가 제품동향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실시간 성능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GE Energy, Compressor Controls Corporation, 

OSIsoft, ABB 등과 같이 일부 업체에 의해 주로 공급된다. 

Bently Performance SE는 온라인 열역학 성능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를 보여주며(GE Energy, 2013), Compressor 

Performance Advisor는 압축기에 대한 성능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원격 모니터링도 가능하다(CCC, 2012). OSI PI 

Platform은 가스터빈 구동 프로세스가스 압축기를 

모니터링을 하는 제품이고(OSIsoft, 2010), Performance 

Monitoring Workplace는 설비 및 장비 별 예측/제어 기능과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추론 모델링 플랫폼, 루프성능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ABB, 2012). Table 1은 이들 업체의 제품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Table 1 Trends of performance evaluation products of 

offshore plant 

Product Company Characteristics 

Bently 

Performance 

SE 

GE Energy 

- Creating compressor performance 

mathematical models 

- Calculating, monitoring and recording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s runtime 

compressor performance parameters

- Showing compressor performance 

deviation trends to recognize existing 

problems and predict developing ones

Compressor 

Performance 

Advisor 

(CPA) 

Compressor 

Controls 

Corporation 

- Performance Monitoring 

- Performance Degradation 

- Compressor Performance Test 

- Compressor Map Invariant to Gas 

Composition 

- Transmitter Verification 

- Remote Operator Station 

OSI PI 

Platform 
OSIsoft 

- Condition Monitor of Gas Turbine driven 

Process Gas Compressors 

Performance 

Monitoring 

Workplace 

ABB 
- Predict and Control (P&C) 

- Inferential Modelling Platform (IMP) 

- Loop Performance Monitor (LPM) 

 

 

3. 해양플랜트 단일설비 성능평가 

시스템 구현 

 

LNG FPSO는 유정에서 채굴하여 subsea system과 

TMS(Tether Management System)를 통해 topside 플랜트로 

전달된 천연가스를 separator를 통해 물과 condensate 등을 

분리해 내고, 전처리 공정을 걸쳐 수분과 수은도 제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탄화수소를 분리하는 공정을 걸친 후에 

생산한 가스를 액화시켜 hullside system의 저장탱크에 

저장시키는 공정을 수행한다. 이때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 압축기에 

의한 가스의 효율적 압축이 생산성과 직결되므로, 압축기 

성능의 모니터링 및 고장 진단/예측이 LNG FPSO 에서 매우 

중요한 운용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성능평가 시스템은 최근에 주로 많이 

쓰이는 Centrifugal 타입의 압축기를 대상으로 성능 계산 및 

분석을 수행한다. 

  

3.1 대상 설비 데이터 

 

성능평가 계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이들 데이터는 Centrifugal 압축기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수집하거나 해양플랜트 운용데이터로부터 수집될 수 있으나, 

운용데이터가 없을 경우 제조사로부터 샘플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Table 2는 Centrifugal 타입 압축기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여준다. 

 

Table 2 Monitoring data of centrifugal compressor (OSIsoft, 

2010) 

Parts of Compressor Sensing Data 

Combustion turbine fuel 

supply 

- flow rate 

- pressure 

- temperature 

Combustion turbine exhaust temperatures 

Air compressor 

- inlet temperature 

- filter inlet pressure 

- filter outlet pressure 

- outlet pressure 

- outlet temperature 

Process gas compressor 

- fluid flow rate 

- inlet pressure 

- inlet temperature 

- outlet pressure 

- outlet temperature 

Process gas heating value 

All available gas chromatograph data 

 

3.2 설계 

 

해양플랜트 단일설비 성능평가 시스템(Jin, et al., 2014)은 

Fig. 1과 같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기 모듈, 성능모델 

어댑터 모듈, 성능평가 엔진 모듈, 가상 데이터 생성기 모듈, 

GUI 모듈과 같이 5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Fig. 1 Architecture of performance analysis and monitoring 

system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기 모듈은 입력 데이터 중에서 

Gas 구성 비율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실시간 Inlet 상태 

분석 기능과 입력 데이터에 대한 가용 범위 판별 기능과 

필터 적용을 통한 데이터 감축 기능으로 구성되며, 성능평가 

계산에 적합하도록 가공/감축하여 대상설비 센서로부터 

추출한 입력데이터를 성능평가 엔진 모듈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능모델 어댑터 모듈은 대상 설비의 특성정보 및 

성능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 측정 표준에 따른 성능 

지표와 설비에 적용되는 성능 모델, 처리 가스 별 EOS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성능평가 시스템의 초기화 

정보를 설정하고, 성능 지표를 계산하고 이를 성능평가 엔진 

모듈에 제공한다. 

성능평가 엔진 모듈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기 

모듈에서 받은 대상 설비의 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을 

계산하고 성능모델 어댑터에서 제공하는 성능지표와 

비교하여 운용자의 신속한 인지 및 판단이 가능하도록 

성능커브 및 성능맵, 데스트 형태로 성능계산 결과를 

제공한다. 

성능평가 엔진 모듈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기 

모듈에서 받은 대상 설비의 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능을 

계산하고 성능모델 어댑터에서 제공하는 성능지표와 

비교하여 운용자의 신속한 인지 및 판단이 가능하도록 

성능커브 및 성능맵, 데스트 형태로 성능계산 결과를 UI 

모듈로 제공한다. 

한편, 본 성능평가 시스템에서 계산한 성능모델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Table 3에서 주어진 허용 편차 내에서 성능 

지표를 만족 여부를 분석한다. 이 값에 따라 성능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었는 지를 판별할 수 있다. 

 

Table 3 Permissible deviation from specified operating 

conditions for test (ASME, 1997) 

Variable Units Permissible Deviation 

Inlet pressure psia 5% 

Inlet temperature °R 8% 

Speed rpm 2% 

Molecular weight lbm/lbmole 2% 

Capacity ft³/min 4% 

Density  8% 

 

3.3 구현 및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은 

LNG-FPSO의 운용경험이 없는 관계로, 본 시스템은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적용하였다. 추후 SCADA 시스템의 

DCS를 통해 전달되는 운용 또는 H/W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용하게 되면 보다 실질적인 성능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양플랜트 단일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가상 데이터 생성기로부터 생성된 압축기 

운용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기 모듈을 통해 

처리속도를 고려하여 감축 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하였으며(Fig. 2 (a) 참조), 가상 데이터 생성기로부터 

입력되는 운용 시계열 데이터는 압축기의 각 부품에 

매칭시켜 모니터링 화면에서 보여준다(Fig. 2 (b) 참조). 또한, 

성능모델 어댑터 모듈에서는 수행하는 환경 정보 설정 및 

표준모델 별 성능지표를 계산하여 제공하며(Fig. 2 (c) 참조), 

성능평가 엔진 모듈은 성능모델에 따른 성능계산 및 

분석결과값을 생성한다(Fig. 2 (d) 참조). 

 

 
(a) Virtual data generator          (b) Monitoring data 

(c) Expected performance       (d) Performance results 

Fig. 2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analysis and 

monitoring system 

 

Fig. 3은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시험데이터와 운용 

조건 및 성능지표를 나타낸다. 시험데이터는 가상 데이터 

생성기를 통해 제공된 압축기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 

처리기를 통해 가공한 것이고, 운용조건 및 성능지표는 

압축기의 정상 운용 범위와 같은 정보 및 정한 성능지표를 

준용하여 계산한 기대성능을 의미한다.  

 



 
Fig. 3 Compressor operating data and expected 

performance 

 

본 시스템에 적용한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PTC 10의 성능평가 모델에 따라 

계산한 성능평가 결과는 Fig. 4에서 나타낸다. 

 

 
Fig. 4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본 성능평가 시스템의 성능평가 결과는 압축기의 

성능평가 기준인 PTC 10에서 제시한 성능평가 기대 값과 

Table 3에 주어진 허용 편차 내에서 만족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해양플랜트 단일설비 성능평가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SCADA 시스템을 이루는 하부 시스템으로, 가상의 

해양플랜트 또는 실제의 해양플랜트에서 추출한 각종 

설비에 대한 운용 데이터를 받아 성능모델에 따른 

성능지표를 결정하고 이들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성능평가 계산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운용자는 

해양플랜트의 대상설비 운용에 대한 정책 및 관리 측면에서 

이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실제 해양플랜트 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시스템을 통한 성능 계산 값이 허용 편차 내에서 성능 

평가지표 값을 만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성능 모델링의 

적합성을 인증 받으면, 이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운용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납품실적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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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for Offshore Plant 

Kyungik AN(PartDB Co., Ltd.), Ho-Jin HWANG(KRISO), Jinsang HWANG(PartDB Co., Ltd.) 

 

 

요 약 

 

해양플랜트는 육상플랜트와 상이하게 운영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경제적 문제 보다는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일반 플랜트분야에서는 자료관리 수준으로 형상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플랜트 분야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형상관리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다. 형상관리 시스템은 해양플랜트의 운영기간 동안

작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다양한 형상변경 발생 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형상정보와 실제 플랜트의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의 긴 수명기간 동안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Keywords: Plant information management(플랜트 정보관리), Plant configuration management(플랜트 형상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형상관리계획) 

 

1. 서 론 
 

해양플랜트와 같이 복합 설비를 포함하는 시설물은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관리 어려움은 물론 환경 및 

임무에서 발생하는 극도의 안전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형상정보(Configuration Information)의 

관리는 플랜트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플랜트 형상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단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표준적인 체계 내에서 획득-저장-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원전, 선박, 항공 등 복합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체계적인 형상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를 기반으로 정확한 형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육상 플랜트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형상관리체계 구축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플랜트 형상관리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분야에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EPRI(미국전력연구원) 등을 주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원전에서의 형상관리 개념은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므로 원전분야 형상관리 개념을 토대로 

해양플랜트 형상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분야에서 연구되어온 

형상관리개념을 분석하여 해양플랜트분야에 적합한 

형상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플랜트 형상관리 
 

형상관리는 플랜트 설계기준, 설계 정보, 운영상태가 항상 

일치되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목표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플랜트 형상관리는 고장 혹은 성능개선을 위해 설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영향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변경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형상변경에 대한 

승인-실행-문서화의 과정을 절차적으로 완결토록 하는 

관리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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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M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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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1은 원전 형상관리에서 제시하는 형상관리 등가 

모델로 발전소와 관련된 설계 요구사항, 엔지니어링 정보, 

실제 발전소의 형상이 항상 일치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행한 시스템공학 표준에 

따르면 획득자, 공급자 및 다른 이행관계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시스템 생애주기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프로세스 간 정보를 연계하여 추적성을 확보하게 하도 

시험/평가 단계에서 요구사항의 구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 2. Systems engineering V-Model 

 

3. 플랜트 형상관리 프로그램 
 

플랜트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형상관리 수행을 

위한 기본 기준을 정의하며 형상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서를 수립하여 형상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Fig. 3. Configuration management process 

(1) 설비 및 문서 식별체계 

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통일된 식별체계와 

명명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설계 및 건설단계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산출물 간 상호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초 정보 생성자의 식별체계를 통해서도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 문서관리시스템 수립 

다양한 형태, 많은 양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관리시스템의 수립을 제시해야하며 

설계문서뿐만 아니라 제작, 건설, 시험 및 시운전,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와 기록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서는 체계적인 분류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형상관리 대상 문서와 비대상 문서를 식별하여 관리 

절차를 나눌 필요가 있다. 모든 문서에 형상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실무 진행 시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3) 변경관리절차 수립 

원전 플랜트의 형상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설계문서 

변경관리 요건은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설계관리 및 문서관리 

요건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위 설계문서의 

변경관리(검토, 승인, 배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형상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설정된 기준선(Baseline)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변경관리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설계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입력 요건을 식별하여 

이의 충족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 변경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서(Affected Documents)를 식별하여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변경관리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계문서의 생산체계(Design Hierarchy)에 따라 

설계 입력문서를 식별함으로써 문서간 추적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4) 현황보고 및 감사 

주기적인 감사 또는 점검과정을 통해 설계입력 문서의 

식별 등 형상관리프로그램 이행상태와 시스템의 정확성 

등을 확인(Verification)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보증감사, 형상관리 운영조직에 의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플랜트 운영자 

요구사항 문서에서는 형상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Status Accounting) 기능이 별도로 요구되고 있지는 

않으나 세부절차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검증된 전산기술의 활용 및 관리 

방대한 정보와 문서 관리는 물론, 변경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의 활용성, 연계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일관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초기부터 통일된 전산플랫폼이 제시되어야 하며 

운영자에게 형상관리시스템이 이관된 후에도 수명기간 동안 

관리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관리 지원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기준 
 

플랜트 형상관리시스템은 형상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형상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형상관리 시스템 개발 업무에 다음과 

같은 세부 방법론이 제공되어야 한다. 

(1) 관리대상 식별 체계 

○ 형상 정의에 필요한 형상관리 정보의 종류 및 품번 

체계 (numbering convension)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함.  

○ 형상관리 정보의 품번 체계는 형상 아이템 

(configuration item)의 품번 체계를 고려하여 정의해야 함. 

○ 품번 체계를 통해 형상 아이템과 형상관리 정보간의 

링크 (link)가 가능해야 함. 

○ 형상관리 시스템은 형상 아이템과 형상관리 정보 간의 

링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형상관리 정보를 유지를 위해서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 

이용 됨. 등급은 플랜트 설계, 운영,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서 관리 및 유지의 

수준이 결정됨. 

(2) 형상정의 데이터 

형상관리 대상은 형상정의 데이터(Configuration 

Definition Data)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형상기준선은 

플랜트 형상항목에 대해 문서화된 데이터로 식별되며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요건정보(Requirement Document and Data) 

   - 설계정보(Design Document and Data) 

   - 설계해석정보(Design Calculation) 

   - 연계정보(Interface Document and Data) 

   - 제작 및 설치 데이터(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 운영 및 정비 데이터(Operation and Maintenance) 

(3) 형상관리 기준선 

형상관리 기준선은 요구사항, 설계 및 운영 상태에 대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승인된 상태를 나타내며 향후 발생될 

변경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초기 형상관리 기준선 승인 

이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추가의 형상관리 기준선으로 

정의된다. 형상관리 기준선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Table 1 Configuration management baseline 

형상관리 

기준선 
형상관리 데이터 

설계단계 

- 요건정보(Requirement Document and Data) 

- 설계정보(Design Document and Data) 

- 설계해석정보(Design Calculation) 

- 연계정보(Interface Document and Data) 

시공단계  

- 요건정보(Requirement Document and Data) 

- 설계정보(Design Document and Data) 

- 설계해석정보(Design Calculation) 

- 연계정보(Interface Document and Data) 

- 제작 및 설치 데이터(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Data) 

운영단계 

- 요건정보(Requirement Document and Data) 

- 설계정보(Design Document and Data) 

- 설계해석정보(Design Calculation) 

- 연계정보(Interface Document and Data) 

- 제작 및 설치 데이터(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Data) 

- 운영 및 정비 데이터(Operation and 

Maintenance Data) 

 

(4) 문서관리 체계 

형상관리 시스템은 문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치가 되어, 초기 형상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플랜트 

수명주기에 걸쳐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 각 문서의 최신 승인 버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서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자 파일 형태의 문서는 메타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관리함.  

○ 형상관리 시스템은 버전 관리를 기능을 제공하여 

문서의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함. 

○ 형상관리 시스템은 특정 단어나 문자열을 이용한 문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문서의 배포와 관련하여, 문서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포인터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함. 

(5) 형상관리 기록 및 현황관리 

 형상 기록 및 현황관리는 최초 형상정의 데이터 

발행으로부터 시작하여 플랜트 수명기간 동안 계속된다.  

형상 기록 및 현황관리는 형상식별과 형상관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루며 형상검증의 기준이 된다. 아래 

정보들에 대한 정립, 유지관리 및 발행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 분야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형상정보의 원천을 

제공한다. 

 ○ 승인된 형상 데이터 기록 

 ○ 기존 형상에 대한 변경요청 현황 

 ○ 승인된 변경의 이행 현황 

 ○ 운영시스템에 있는 모든 형상항목의 현재 형상 

(6) 정보 저장 

형상정보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모든 정보간 추적 가능해야 한다.  

○ 형상정보는 적절하게 보관되고 보호됨. 

○ 문서 복사 본 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수준별 

접근법을 고려함. 

○ 저장은 형상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종이문서 또는 

문서의 마스터 복사 본 뿐 만 아니라 관리 본 정보원으로서 

취급되는 전자정보에도 적용됨. 

○ 관리/추적시스템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정보가 

과거정보, 현재정보 혹은 보류정보인지 알 수 있도록 함. 

○ 관리 및 추적시스템은 정보의 제목, 개정번호, 현재 

진행상태, 정보관리자, 변경의 보류사항 및 보관위치 등 

필요한 데이터를 알고자 하는 직원이 즉시 이용 가능함. 

○ 정보 출처(information sources)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준별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 높은 우선순위 정보 

출처들은 시기 적절히 변경됨. 

 

플랜트 형상관리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형상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Fig. 4는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기준에 따라 시스템 개발 시 개별 기기 

및 설비(MEL)와 관련된 관리영역과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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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undary Interfaces to support CM 

Modules through the MEL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플랜트 형상관리 시스템은 

설계단계에서 생성된 3D 설계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형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한다. 3D를 기반으로 

개별 설비 혹은 계통의 형상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Fig. 5. Prototype of plant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요구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형상관리시스템 개발방안을 연구하였다. 

원전분야에서 연구된 형상관리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형상관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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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 ice 상태에서 공기 분사 시스템에 의한

쇄빙선의 저항 저감 연구
이서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우인경(충남대학교), 류재문(충남대학교)

Study on reducing the resistance of ice breaking vessel by 

compressed air system in pack ice condition
Seo-Hyun Lee(KRISO), In-Kyoung Wo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e-Moon Lew(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실해역에서 운항하는 쇄빙선과 해빙의 마찰로 생기는 저항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얼음과

쇄빙선의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빙 저항 저감 장치 연구를 하였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모형 시험수행에 어려운 부분에 있기에

수치 해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빙 재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도 90%의 팩 아이스 조건에서 유동 

속도에 따라 Wedge 형상과 S1 선형에 대한 저항특성을 CFD 상용 프로그램 STAR-CCM+를 이용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

결과와 모형실험과 비교 검증을 하였다. 또한 S1 선형에 장착할 압축 공기 분사 장치 해석을 위하여 노즐에서 분출되는 압축공기

의 저항 저감에 효율적인 압력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즐이 위치한 선체 단면별로 여러 압력 값을 주어 압축공기가 수면

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관찰 하여 저항 저감에 효율적인 압력을 결정하기 위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 : Ice Resistance(빙 저항), Pack Ice(팩 아이스), Numerical Analysis(수치 해석), Compressed Air System(압축 공기 분사 장치)

1. 서 론

선체와 해빙과의 마찰에 의한 빙저항은 전체 저항의 약 25%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얼음과의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빙

-선체 사이의 마찰계수 측정이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

다.(Cho, S.R. et al., 2011) 이러한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의 해안경비대(1973)에서는 쇄빙선 선체에 직접 물을 분사

하여 빙 마찰 저항을 감소하는 방법 등을 적용시킨 해안 경비정

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빙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선체 도장법 및 페인트재료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된 Air bubble system(Kimmo 

Juurmaa, 1978)을 참고하여 선체 표면에 공기방울을 분포시켜 

선체에 들러붙는 얼음을 줄여 마찰저항을 줄여주는 Compressed 

Air System에 관한 연구하였다. 

모형 시험 수행 시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수

치해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빙 재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도 90%의 팩 아이스 조건에서 유동 속도에 따라 Wedge 형

상과 S1 선형의 저항특성을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해석 결과와 

모형실험과 비교 검증을 하였다. 두 번째로 S1 선형에 장착할 압

축 공기 분사 장치 해석을 위하여 노즐에서 분출되는 압축공기의 

저항 저감에 효율적인 압력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즐이 

위치한 선체 단면별로 여러 압력 값을 주어 압축공기가 수면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관찰 하여 저항 저감에 효율적인 압력을 결정하

는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균일 유동과 팩 아이스가 유입될 때 Wedge 형상과 S1 선형의 

저항을 추정하기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상용 CFD 프로그

램인 STAR-CCM+ Ver.8.04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체 

주위의 난류 유동 해석을 위하여 RANS(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과 연속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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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난류모델은 Standard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벽면

에서 y+에 따라 wall function을 변화시켜 적용하는 Two-Layer 

all y+ wall treatment 법을 사용하였다.(Jun, J.H. et al., 2011)

유체 경계면에서의 움직임은 자유수면 유동 해석기법 

VOF(Volume Of Fluid)법을 적용하였다.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 방법을 사용하였고, 시간에 대하여 

1차 음해법(First order Implicit method)을 사용하였다.

얼음은 Lagrangian multiphase로 물성치를 정의 하였고, 

DEM(Discrete Element Method)으로 얼음의 기하학적 형상을 모

델링 하였다. Compressed air system에서 분사되는 공기도 

Lagrangian multiphase로  물성치를 정의 하였다.

Multiphase interaction 모델을 적용하여 물과 공기, 얼음 및  

Compressed air system에서 분사되는 공기 사이의  상호 작용을 

정의하였다.

Lagrangian multiphase로 정의한 얼음의 Material property에 

대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Injector에서 나오는 얼음의 기하학적 모델링은 실제 모형 시

험 모형빙의 두께를 반영하기 위하여 모형빙의 두께로 정육면체 

모양으로 모델링 하였다. DEM으로 모델링한 얼음의 기하학적 형

상은 Fig. 1에 나타내었다.

Value

Element Type Solid

Density 920kg/m3

Poisson's Ratio 0.34

Young's Modulus 7300MPa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ice

Fig. 1 Ice Modeling

2.1 Wedge 형상

2.1.1 유체 영역 및 경계 조건

모형실험시 채널 양끝이 Pack ice 상태가 아닌 것을 고려하

여, 양측의 외부경계는 경계조건을 Wall로 지정하였으며, 양측 

외부경계의 길이를 모형실험시 채널폭과 동일한 1.0m로 모델링

하였다.

DEM으로 형상화된 얼음은 Inlet부분에 위치한 DEM grid 

injector에서 Inlet에서 유입되는 유량과 같은 일정한 속도로 팩 

아이스 집중도 90%로 유입된다. DEM grid injector는 자유수면 

z=0.0m으로부터 z1=+0.01m와 z2=-0.01m 사이에 위치한다. 

빙해 수조 모형 시험 수행 시 빙판의 두께가 0.02m인 것을 감

안하여 DEM grid injector에서 분사되는 팩 아이스의 얼음알갱이

를 두께 0.02m의 정육면체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을 위하여 모델링한 Wedge 형상을 Fig. 2, 수치 계산 유

체영역에 대하여 Fig. 3, 각 경계면에 주어진 경계조건은 Table 

2에 명시하였다.

 

Fig. 2 Wedge Modeling

Fig. 3 Description of domain



Boundary condition

유입 경계 Velocity inlet

유출 경계 Pressure outlet

중심 경계 Symmetry

외부 경계 Wall (no-slip condition)

상부 경계 Velocity inlet

바닥 경계 Velocity inlet

Wedge 표면 Wall (no-slip condition)

Table 2 Boundary conditions

자유수면 해석의 수렴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경계에 Damping 

force zone을 설정 하였다.

2.1.2 격자계

Wedge 형상 주위 3차원 공간격자는 H type의 비정렬 격자계

로 구성하였다. Trimmed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벽면

에 대해서는 Prism layer를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또한, 

얼음으로 인한 Wedge 형상 주위 유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

수면 주변 및 선수, 선미 등 압력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 등

에 대하여 격자를 조밀하게 분포 시켰다. 격자 개수는 약 11만개

이며, 생성된 격자는 Fig. 4와 같다. 

Fig. 4 Grid  system of Wedge

2.1.3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팩 아이스 집중도 90% 일 때 0.2m/s, 0.3m/s, 

0.5m/s 속도에서 Wedge 형상의 저항 특성을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1.4 해석 결과 

속도에 따른 조건과 해석 결과 값은 Table 3과 Fig. 5에 나타

내었다.

Ice 

Resistance

Flow 

Resistance

Total 

Resistance

Vs 0.2m/s 1.81N 17.87N 19.68N

Vs 0.3m/s 2.45N 18.60N 21.05N

Vs 0.5m/s 6.50N 29.62N 36.12N

Table 3 Numerical Results

 

Fig. 5  Computed pack ice configuratio(pack ice 

concentration 90%, Vs 0.3m/s)

수치해석 결과는 팩 아이스에 의한 저항과, 균일 유동에 의한 

저항을 나뉘어 전체 저항을 이룬다. 해석 결과 속도가 증가할수

록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Wedge와 얼음의 충돌에 

의한 저항보다는 유속에 따른 저항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2.1.5 모형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팩아이스 상태에서 Wedge 형상의 저항시험을 

KRISO 빙해수조에서 수행하였다. 빙 시험 조건은 팩 아이스 집

중도 90% 일 때 0.2m/s, 0.3m/s, 0.5m/s 속도에서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에 대한 조건 및 결과를 Fig. 6, Fig. 7, Table 4, Table 

5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6 Wedge Model



Fig. 7 90% Concentration

Model Dimension 0.6 x 0.6 x 0.3 (m)

모형빙 조건 0.02m, 30kPa

Pack Ice 조건 90%, 채널 폭 1.0m

Table 4 Conditions of Wedge Model Tests

속도 Pack Ice Concentration 90%

0.2m/s 19.15N

0.3m/s 23.83N

0.5m/s 31.61N

Table 5 Results of Wedge Model Tests

2.1.6 해석 결과 비교

KRISO 빙해수조에서 모형 시험한 결과 값과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Table 6에 보인 모형 시험과 수치해석의 결과 

값을 보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증가하는 비슷

한 경향을 보였지만, 속도가 커질수록 모형실험과 수치해석 결과 

값의 오차도 다소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산 결과는 전

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Speed 0.2m/s 0.3m/s 0.5m/s

Model Test

KRISO
19.15N 23.83N 31.61N

Numerical Analysis 19.67N 21.05N 36.12N

Table 6 Results Comparison

2.2 S1 선형

2.2.1 유체 영역 및 경계 조건

Wedge 유체 영역과 마찬가지로 모형실험시 채널 양끝이 

Pack ice 상태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양측의 외부경계는 경계조

건을 Wall로 지정하였다. 양측 외부경계의 길이는 모형실험시 채

널폭과 동일한 2.0m로 모델링하였다.

DEM으로 형상화된 얼음은 Inlet부분에 위치한 DEM grid 

injector에서 Inlet에서 유입되는 유량과 같은 일정한 속도로 팩 

아이스 집중도 90%로 유입된다. DEM grid injector는 자유수면 

z=0.0m으로부터(Draft 0.35m에 위치) z1=+0.01m와 z2=-0.01m 

사이에 위치한다. 

빙해 수조 모형 시험 수행 시 빙판의 두께가 0.02m인 것을 감

안하여 DEM grid injector에서 분사되는 팩 아이스의 얼음알갱이

를 두께 0.02m의 정육면체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을 위하여 모델링한 S1 선형에 대하여 Fig. 8, Table 7, 

수치 계산 유체영역에 대하여 Fig. 9, 각 경계면에 주어진 경계

조건은 Table 8에 보였다.

 

Fig. 8  S1 Modeling

S1 선형

Scale Ratio 40.0

LBP 6.30m

Breadth 1.05m

Depth 0.50m

Draft 0.35m

Table 7 S1 Dimensions

Fig. 9 Descriptions of domain



Boundary condition

유입 경계 Velocity inlet

유출 경계 Pressure outlet

중심 경계 Symmetry

외부 경계 Wall (no-slip condition)

상부 경계 Velocity inlet

바닥 경계 Velocity inlet

Wedge 표면 Wall (no-slip condition)

Table 8 Boundary conditions

자유수면 해석의 수렴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경계에 Damping 

force zone을 설정 하였다.

2.2.2 격자계

S1 선형 주위 3차원 공간격자는 H type의 비정렬 격자계로 

구성하였다. Trimmed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벽면에 

대해서는 Prism layer를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또한, 얼음

으로 인한 S1 선형 주위 유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수면 주변 

및 선수, 선미 등 압력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 등에 대하여 

격자를 조밀하게 분포 시켰다. 격자 개수는 약 52만개이다. 생성

된 격자는 Fig. 10과 같다. 

Fig. 10 Grid  system of S1

2.2.3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팩 아이스 집중도 90% 일 때 0.5m/s 속도에서 

S1 선형의 저항 특성을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2.4 해석 결과 

속도에 따른 조건과 해석 결과 값은 Table 9에 나타내었다.

Ice 

Resistance

Flow 

Resistance

Total 

Resistance

Vs 0.5m/s 8.5N 38.2N 46.7N

Table 9 Numerical Results

 

2.2.5 모형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팩아이스 상태에서 S1 형상의 저항시험을 

KRISO 빙해수조에서 수행하였다. 빙 시험 조건은 팩 아이스 집

중도 90% 일 때 0.2m/s, 0.3m/s, 0.5m/s  속도에서 수행하였

다. 모형시험에 대한 조건 및 결과를 Fig. 11, Table 10, Table 

11에 나내었다.

Fig. 11 S1 Model

Model Dimension

Model S1

LBP 6.30m

T 0.33m

모형빙 조건 0.04m, 14kPa

Pack Ice 조건 90%, 채널 폭 2.0m

Table 10 Conditions of S1 Model Tests

속도 Pack Ice Concentration 90%

0.2m/s 27.7N

0.3m/s 30.1N

0.5m/s 36.3N

Table 11 Results of S1 Model Tests

3. 결 언

빙 저항 저감 장치의 수치 해석정립을 위하여 팩 아이스 집중

도 90% 조건에서 유입 속도에 따른 Wedge 모형과 S1 선형의 

저항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모형실험과 

결과 값을 비교해 보았다.

Wedge 모형의 저항 수치 해석 결과 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항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속도가 커질수록 모형실험과 수치

해석 결과 값의 오차 범위도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분

석을 위하여 다양한 속도에 따른 S1 선형의 저항 특성에 대한 계



산을 수행하여 비교할 예정이다. 

추후 압축 공기 분사 장치의 압력 조건에 따른 유동해석을 통

해 빙 저감 장치 설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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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 빙의 두께 변화에 따른 모형선의 쇄빙 저항 전산해석
김영민((주)큐버솔루션, 이승수(충북대학교), 이춘주, 강국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Computational analysis for breaking resistance 

of model ship in level with various thickness
Kim, Youngmin, Lee, Sungsu, Lee, Chunju, Kang, Kukjin

요 약

쇄빙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저항은 크게 쇄빙저항, 부력저항, 배제저항, 유체저항으로 나뉠 수가 있다. 이 중 쇄빙 저항은

전체 빙 저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얼음의 재료특성은 쇄빙 시의 조건에 따라 연속체적 거동과 파괴 역학적 거동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료 특성을 모형 빙에 적용시켜 전체 빙 저항 중 쇄빙 저항 값을 분리하여 해석 및 실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형선에 대한 쇄빙 저항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수부의 형상을 단순화 시켜 쐐기형 모형

과 경사각을 갖는 판을 이용하여 압축 및 굽힘에 의한 쇄빙 저항에 대해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값과 비교하였다. 이후,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는 물성을 모형 빙에 적용시켜 모형선의 선속 변화에 따른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치 해석 결과 값의 경향과 해

석 결과 값의 경향을 비교하였다. 

Keywords : Breaking resistance(쇄빙저항), Model ship(모형선), Level ice(평탄빙)

1. 서 론

얼음의 특성에 따른 쇄빙 메커니즘과 빙 저항 분석은 지속적

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실 해역에서의 실험을 수치 해석적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 또한 국내외적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얼음의 복잡한 물성 특징에 의해 많은 여러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시험 환경에 대한 정확한 모사하기에 여러 제약이 따

른다. 이에, 국내에서는 실 해역에서의 실험을 국내에서 진행하

기 위하여 빙해수조 내에서 모형 빙을 생성하여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평탄 빙에 대한 모형선과의 자항시험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 및 조건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평탄빙의 관입실험

은 형상비와 관입률에 따른 파괴양식이 크리프, 방사형 균열, 좌

굴, 원주형 균열, 스풀링 및 분쇄 등 여러 가지 파괴양식을 보이

는 등 해석을 하는데 있어 복잡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

(Sanderson 1995). 또한, 기존에 선행되어 왔던 빙 파괴 전산해

석은 쇄빙선 ARAON을 이용하여 평탄 빙에 대한 쇄빙 저항 해석

을 통해 쇄빙선에 작용하는 응력과 빙 파괴 메커니즘을 연구한 

바 있으며(Nam, 2010), 쇄빙선 모형이 아닌 쐐기형 형상으로 단

순화하여 평탄 빙을 통과할 때의 저항 및 얼음의 강도를 예측 한 

바 있다(Lee, 2012).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얼음의 재료적 특성을 이용

하여 평탄 빙에 대입하였으며, 쐐기형 및 경사판 형태의 충돌 체

에 대해 평탄빙의 쇄빙 저항을 분석하였다. 쇄빙 저항 값과 실제 

실험을 통해 나타낸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경향성을 나타내

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평탄 빙에 적용하여 모형빙과의 쇄빙저항 

값과 파괴 메커니즘에 대해 상용프로그램인 LS-Dyna를 통해 해

석을 진행하였다.

2. 빙 재료 특성에 따른 쇄빙저항 해석

2. 1 얼음 물성 종류에 따른 해석

얼음에 대한 재료 특성을 일반적으로 얼음의 재료특성에 

대해 연속체적 거동(Continuum behavior) 및 파괴 역학적 거

동(Fracture behavior)을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한다. 연속체적 

거동이란 얼음에 하중이 가해질 때, 균열이나 파단이 일어나

지 않고 허용응력 이상 가해질 경우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탄

성 혹은 연성 크리프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얼음의 경우 주

로 세 가지 형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중이 계속 재

하 되더라도 그에 따른 변형이 생기지 않고 허용응력 이후 파

괴되는 순간 탄성 변형도(Immediate elastic strain), 허용응력 

이후에 변형이 선형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후 변형이 파괴 변

형률(Failure strain)에 도달하게 되면 파괴되는 지연탄성 변형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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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fferent stress-strain rate curve

  

                                                        

도(Delayed elastic strain), 그리고 응력에 따른 변형 량이 변형

률을 통해 비선형 거동을 하게 되는 크리프 변형도(Viscous 

creep strain)에 까지 이르게 된다(Sanderson 1995). 파괴 역

학적 거동인 경우는 하중이 가해질 때, 취성재료와 같이 균열 

혹은 파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동을 의미하게 되며, 인장파단 

및 압축파단과 같이 균열의 전파에 대해 파괴 역학적으로 해석

을 하게 된다.

그동안 얼음에 대해 재료 특성에 대해 경험적 실험과 이론을 

통해 제안이 되었는데 연속체적 거동일 경우 충돌을 가하는 물

체의 속도 및 충격이 가해지는 대상 물체의 변형률에 따라 

취성 물질(Brittle) 혹은 점소성 물체와 같은 거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정준모 등(2011)은 얼음의 재료 모델에 대해 소개 한 

바 있는데 등방성 탄성 및 탄소성 모델, 토사 탄소성 모델 등

을 얼음에 적용시킬 수 있음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Fig. 1과 같이 변형률에 따른 소성거동을 할 경우 

Wang(1982)의 실험에 의한 응력-변형량 선도에 대해 0.07

 지름과 0.14인 원통형 형상의 얼음 시편을 이용하여 일

축 압축 시험을 통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에 이용된 얼음 

시편의 물성 치는 밀도 920, 탄성 계수 7.3×

, Poisson’s ratio 0.34이다. 

해석 결과 변형률에 따른 소성 거동 체의 경우 Fig. 2와 Fig. 

3과 같이 변형과 응력에 대한 경화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변형

률이  인 경우의 경화곡선으로써, 실험을 통해 구한 경화곡

선이 해석결과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인 변형률에 대한 경화곡선 역시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rittle인 경우에 대한 시간 당 응력 변화 곡선의 경우, 선형으

로 증가 후에 항복응력 이후 바로 파괴가 되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으며, 탄성-완전 소성체의 경우, 허용응력까지 선형으로 응력

이 증가한 이후 Failure strain에 도달하기까지 일정하게 응력 값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여러 재

료 특성을 평탄 빙에 적용시켜 해석을 쇄빙 저항 해석을 진행하

였다.

Fig. 2 Stress-strain rate curve( × )

Fig. 3 Stress-strain rate curve( × )

Fig. 4 Stress curve of brittle material

Fig. 5 Stress curve of elastic-perfectly plasticity material



Fig. 6 Numerical model of wedge, inclined plate, level ice

2. 2 쐐기 및 경사판에 대한 평탄 빙 쇄빙 저항 해석

 전체 빙 저항을 구성하고 있는 저항은 쇄빙 저항, 배제 저항, 

부유 저항, 개수로 저항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이며 각 저항의 

합으로 나타낸다. 쇄빙 저항은 쇄빙 상선이 진행 시 쇄빙을 하는

데 발생하는 저항을 의미하며, 배제 저항은 쇄빙 된 빙편을 밀어

낼 때 발생하는 저항이다. 부유 저항은 선수부의 형상 특성에 의

해 가라앉은 빙편이 유체와의 밀도 차에 의해 떠오름에 의해 선

저부분에 발생하는 저항을 의미하며 개수로 저항은 선박이 진행

할 때 발생하는 유체의 저항이다. 각 저항에 관하여 Kashteljian

의 빙 저항 식을 나타내면 식 (1)은 쇄빙저항, 식 (2)는 부력저

항, 식 (3)은 배제저항으로 표현하게 된다(Choi, 2010).

        (1)

        (2)




       (3)

쇄빙 저항은 전체 저항 중 67∼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쇄빙 시 발생하는 저항 중 큰 영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저항을 나타내는 저항 중 쇄빙 저항에 대해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적용되는 물성 치는 앞서 압축 시험 해석에 

이용된 모델을 평탄 빙에 적용하였다. 평탄빙의 크기는 x, y, z는 

32×5×0.02로 가로와 세로 격자는 0.1이며, 두께 방향으로 

4개의 격자를 생성하여 총 64000개의 육면체 격자를 이용하였다. 

평탄 빙에 충돌을 가하는 구조체로 쐐기형 모델과 10° 기

울어진 평판을 통해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모델은 Shell 요

소로 이루어져 있다. 진행 속도는 0.2, 0.3, 0.5로 진행

하게 되며 쐐기형 모델의 모든 변의 길이는 0.6이며 162개

의 사각형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경사각을 갖는 평판의 x, y, 

z는 1×0.31× 0.04이며 진행 방향에 대해 10°의 경사각을 

지니고 있다. 물성치의 경우 강체로 설정하여 변형 및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에 따른 쐐기형 모델과 10° 기울

어져 있는 평판 모델 형상, 평탄 빙은 Fig 6와 같다.

쇄빙 저항 해석을 실시한 결과, 쐐기형상으로 압축응력에 의

한 쇄빙 시, Fig. 7는 쐐기형 모델에 의해 평탄 빙이 쇄빙 시 메

커니즘에 대해 나타내었는데 그림과 같이 평탄 빙에 굽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구조물의 폭만큼 쇄빙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Fig. 8은 경사판에 의한 쇄빙 메커니즘으로 

초기 쇄빙 시에 굽힘이 작게 나타나며 그 이후로는 현격하게 줄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쐐기 형은 폭만큼 쇄빙을 시키

는데 반해 경사판에 의한 쇄빙의 경우, 쇄빙을 시키며 부분적으

로 그 다음 요소에까지 부분적으로 쇄빙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

다.

Fig. 7 Fracture of level ice by wedge structure

Fig. 8 Fracture of level ice by inclined plate

Table. 1은 각 물성에 따른 평균 저항 값을 나타내었다. 전체

적으로 경사판에 의한 쇄빙 저항 값이 쐐기 형에 의한 쇄빙 저항 

값보다 크게 나오는데 이 이유는 파괴시키는 쇄빙 폭, 즉 구조물

의 폭의 차이에서 쐐기형의 경우 0.6이지만 경사판의 경우 폭

이 0.31으로써, 약 2배정도 폭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판

단하였다.

쐐기형 경사판

변형률에 따른 소성 거동체 Case1 554N 216.37N

취성 물질 101.73N 22.76N

탄성-완전 소성체 523.34N 133.59N

Table.1 Result of numerical simulation of resistance

경사판 실험

0.5 22.22N

0.3 18.15N

0.2 14.76N

Table. 2 Result of experience of inclined plate



Table. 2은 경사판과 평탄 빙 간 쇄빙 저항을 실험을 통해 계

측한 값을 나타내었다. Wedge 형상의 경우 실험 도중 동력계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석 값과의 비교를 할 수 없었

다. 실험에서 0.2, 0.3, 0.5m/s에 대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Wedge와 경사판에 대해 모두 해석을 진행한 뒤 경사판에 대한 

해석 값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경사판을 통해 쇄빙 해석을 진

행한 결과 Brittle의 물성을 갖고 있는 경우 쇄빙 저항이 유사한 

결과 값 및 속도에 따른 결과 비교에서도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

내기 때문에 평탄빙의 쇄빙 시 파괴 역학적 거동을 하는 취성 물

질과 같이 충돌 직후 바로 쇄빙되기 때문에 연속체적 거동을 하

는 재료 특성이 아닌 파괴 역학적 경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Collisi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ice 

with wedge shape model

Fig. 10 Collisi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ice 

with inclined plate model

3. 빙 재료 특성에 따른 쇄빙저항 해석

 쇄빙선인 ARAON과 평탄 빙의 쇄빙 저항해석을 실시하기 위

하여 전산모델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쇄빙선은 Shell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00여개의 사각 격자로 이루어져 있

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형선의 축척 비율은 실선크기의 1:20

으로 캐나다의 NRCC에서 실시한 실험 보고서를 활용하여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ARAON의 길이는 5.5m, 폭

은 0.97m이며, 흘수는 0.34이며 모형선의 선속은 0.1m/s부터 

0.4m/s까지 0.1m/s 간격으로 쇄빙 저항 해석을 진행하였다. 평

탄빙의 경우, 두 모델에 대해 동일한 크기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가로, 세로가 각각 5m, 15m이며 약 4600여개의 격자로 생성하

였다. 여러 두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0.02m, 0.04m에 

대한 쇄빙해석 진행하였다. 실험 역시 해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

기 때문에 해석과 실험을 통해 구한 값을 비교하여 Fig. 11에 

0.02m 두께인 평탄 빙에 대해 나타내었으며, Fig. 12에 0.04m 

두께의 평탄빙의 쇄빙 저항 해석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Fig. 11 Collision various speed of model ship with 

0.02 thickness of level ice

Fig. 12 Collision various speed of model ship with 

0.04 thickness of level ice

ARAON과 평탄빙의 쇄빙 저항 해석을 수행한 결과 Brittle의 

물성으로 해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평탄 빙에서 굽힘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Failure strain에 도달함과 동시에 파괴된다. 실험

값과 해석 값을 비교한 결과 각 속도에 따른 결과 값과 기울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평탄 빙에 대한 쇄빙 저항을 나타내는데 있어 

Brittle 재료 특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선행 연구되어왔던 얼음의 물성 치에 

대한 검증 및 물성 치를 평탄 빙에 적용 시켜 압축 및 굽힘에 의

한 쇄빙 시의 저항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각 수치해석 결과 



값과 실험을 통한 저항 값의 비교를 통해 유사한 경향성을 지닌 

Brittle 모델을 적용시켜 모형 빙에 적용시켜 해석을 진행하였으

며, 해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해석 결과는 전체 빙 저항 중 쇄빙 저항에 대한 값을 전

산 해석을 통해 구하기 때문에 향후 유체를 고려한 저항 및 배제

저항과 같이 파괴된 빙편에 대한 저항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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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빙 밀도 계측 기법 개선 연구
하정석, 강국진, 정성엽, 이춘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nsity measuring technique

for the model ice
Jungseok Ha, Kukjin Kang, Seongyup Jung, Chunju Lee(KRISO)

요 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빙해수

조에서는 실제 극지해역의 빙상환경과 유사한 시험환경을 구현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빙과 

유사한 재료특성을 가지는 모형빙의 생성이다.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쇄빙선 및 대형 내빙선박의 빙성능에 영향을 주는 해빙의 가

장 주요한 특성으로는 두께, 굽힘강도, 밀도, 탄성계수, 결정구조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형빙의 특성 중 모형빙과 모형선의 

쇄빙거동 및 빙성능 시험에 중요한 요소인 밀도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을 조사하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시험 과정에서 계측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계측 범위에 적합한

계측기기를 선정하고 계측 jig를 제작하여 기존의 UTM장비를 이용한 밀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KRISO 빙해수조에서 모형빙 밀도 계측 시에 안정적이고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계측 기법을 선정하였으며, 그 일련의 계측 시험과 

분석 결과를 보인다.

Keywords : Ice density(빙밀도), Sea ice(해빙), Ice model basin(빙해수조), Model ice(모형빙)

1. 서 론

최근 북극해 빙하의 감소로 인한 북극항로의 개방과 국제유가

의 상승세로 인해 극지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개발 및 해외물동량에 대한 이점을 확보하고자 국내조

선소 및 물류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해 나아

가고 있으며, 빙해역 운항이 가능한 쇄빙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KRISO에서는 빙해수조와 극저

온 콜드룸 시설(Cryogenic cold room)를 확보하였고, 극지연구

소(KOPRI)에서는 쇄빙연구선(Korean Research Vessel, Araon)

을 보유하고 있어서 극한지 빙해선박과 해양구조물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극지 빙해역을 운항하는 빙해선박의 빙저항이나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빙하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해역에서의 시험이 필

요하지만 그 이전에 극지환경 재현 시험시설인 빙해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통해 빙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하중과 소요동력을 정도 높게 추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

다.

빙해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빙과 

상사법칙이 만족하도록 모형빙을 만드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해

빙(sea ice)의 재료특성인 기둥형 구조와 밀도(0.88kg/cm
3
)를 만

족시키도록 모형빙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KRISO 빙해수조에서 생성하는 모형빙의 밀도

를 정도 높게 계측하기 위하여 기존의 빙밀도 계측 방법에 대하

여 검토를 하고, 제반 시험여건을 감안하여 계측 오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그 특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

다.  

2. 빙밀도 계측법

2.1 Mass/volume technique





                                         (1)

-  : 모형빙의 밀도 [g/cm
3
]

- V : 측정된 재료의 부피 [cm
3
]

- M : 재료의 질량, 무게 [g]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이 계측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간편한 방법이지만 빙해수조에

서 모형빙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규칙한 표면으로 인해

서 모형빙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2 Displacement (submersion) technique

     



                                      (2)

-  : 모형빙의 밀도 [g/cm
3
]

-   : 수조수의 밀도 [g/cm
3
]

- P : 모형빙의 부력 [gf]

- V : 측정된 재료의 부피 [cm
3
]

모형빙을 수조수에 완전히 잠기게 할 때에 작용하는 부력을 

계측하고 이 때 모형빙이 잠기는 부피만큼 배출되는 수조수의 양

을 재어서 모형빙의 밀도를 산출한다. 이 계측법은 다른 밀도 계

측법에 비해 정확하지만 부력 계측 시 모형빙에 일정한 힘과 속

도를 가해주어야만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사용

되지 않으나 특별한 조작이 필요치 않아 모형빙의 밀도 계측에 

적절하다.

Fig. 1 Displacement (submersion) technique

 

2.3 Specific gravity technique

비중계에 담겨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밀도가 계측된다. 그러나 

계측 가능한 모형빙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계측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4 Freeboard and ice thickness technique


 

  
                        (3)

-   : 눈의 평균 밀도 [g/cm
3
]

-  : 모형빙의 밀도 [g/cm
3
]

-   : 수조수의 밀도 [g/cm
3
]

-   : 눈의 두께 [cm]

-  : 모형빙의 두께 [cm]

-  : 수면위로 드러난 모형빙의 높이 [cm]

Fig. 2 Freeboard and ice thickness technique

ITTC(1996)에서 제안되었으며 모형빙의 높이(freeboard)가 비

중과 연관된다고 본다. 이 방법은 얇은 시편이나 두께에 비해 길

이가 긴 시편의 경우에는 표면장력의 영향을 포함하여 육안으로 

정확하게 freeboard를 계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일

반적으로 가로*세로=10cm*10cm 이상의 시편 사용에 권장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5 Mass/weight technique

앞의 여러 기l법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4)식과 같은 기법을 

고안하였다.

 




×
                                     (4)

-  : 모형빙의 밀도 [g/cm
3
]

-   : 수조수의 밀도 [g/cm
3
]

- W : 모형빙이 잠겼을 때 배출되는 수조수의 무게 [g]

- M : 모형빙의 무게 [g]

이 기법은 기존의 Mass/volume 기법과 비슷하지만 모형빙의 

무게에 수조수의 밀도를 곱하고 수조수에 잠겼을 때 배출되는 수

조수의 무게로 나누어 빙밀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절취한 모형

빙의 부피 계측이 어려운 경우에 부피대신 무게를 계측하여 정확

도를 높일 수 있다.

3. 빙밀도 계측 정도 향상

3.1 Push-pull gauge 정밀도 향상

Displacement (submersion)기법에 사용되는 부력은 

push-pull gauge를 통해 계측되는데 모형빙의 부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push-pull gauge의 분해능에 따라 밀도 값에 오차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검증된 무게별 분동을 통해 각각의 

push-pull gauge 마다 검교정을 수행하고 오차율을 계산해 보았

다. 10Newton 과 50Newton의 push-pull gauge는 측정단위가 

0.01 그램이지만 2Newton push-pull gauge는 0.001 그램으로

서, 밀도 값 0.88
 를 목표로 하여 생성된 모형빙의 부력



이 보통 1Newton 이하이기 때문에 모형빙의 부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하다.

다음은 검교정 분동을 사용하여 2Newton, 10Newton, 

50Newton의 push-pull gauge 들을 검교정한 결과이며, 양호한 

선형성을 보이고 있다.

2N gauge - IMADA 10N gauge - SHIMPO
50N gauge - IMADA / 

SHIMPO

Weight

(g)

Measured Weight
Weight

(g)

Measured Weight
Weight

(g)

Measured Weight

N g
Error

(%)
N g

Error

(%)
N g

Error

(%)

9.999 0.097 9.891 1.08 100 0.98 100 0.00 
500.0

01

4.9 / 

4.9

499.6

61/ 

500

0.07 / 

0.00 

19.99

8
0.195

19.88

5
0.57 200 1.96 200 0.00 

1,000.

002

9.79 / 

9.81

998.3 

/ 1000

0.17 / 

0.00

29.99

6
0.294 29.98 0.05 300 2.94 299 0.33 

1,500.

003

14.71 

/ 

14.71

1500 / 

1499

0.00 / 

0.07

39.99

5
0.391 39.87 0.31 

399.9

99
3.91 399 0.25 

2,000.

004

19.59 

/ 

19.61

1997.

62 / 

1999

0.12 / 

0.05 

49.99

5
0.490 49.97 0.05 

499.9

98
4.89 499 0.20 

3,000.

006

29.37 

/ 

29.41

2994.

91 / 

2998

0.17 / 

0.07 

100.0

0
0.980

99.93

2
0.07 

699.9

98
6.86 699 0.14 

4,000.

008

39.13 

/ 

39.14

3990.

15 / 

3998

0.25 / 

0.05 

149.9

95
1.472

150.1

02
-0.07 

799.9

98
7.84 799 0.12 

4,500.

009

44.02 

/ 

44.06

4488.

79 / 

4496

0.25 / 

0.09 

Table 1 Results of push-pull gauge calibration

3.2 UTM 최적 재하 속도 검토

UTM의 가속도에 의한 충격력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PE(polyethylene) 시편에 UTM의 재하속도를 달리하여 2N 

push-pull gauge로 측정되는 하중을 기록하여 최적 재하 속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50

mm/min

80

mm/min

100

mm/min

125

mm/min

150

mm/min

1 0.196 N 0.187 N 0.196 N 0.202 N 0.204 N

2 0.182 N 0.177 N 0.196 N 0.205 N 0.212 N

3 0.175 N 0.173 N 0.198 N 0.199 N 0.208 N

AVE. 0.184 N 0.179 N 0.197 N 0.202 N 0.208 N

Table 2 The optimum load speed distribution

 Table 2를 보면 80mm/min의 하중 값이 50mm/min 속도일 

때 보다 평균 하중 값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UTM 재하속

도가 100mm/min 이상이 되면 2N push-pull gauge에 걸리는 하

중 값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80mm/min이 부력을 측정

하는데 있어 UTM의 재하 가속도에 따른 충격력을 무시할 수 있

는 범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다.

 

Fig. 3 Optimal load speed 

3.3 기준 시편을 통한 밀도 계측 기법 및 장비의 검증

모형빙의 밀도 계측에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Displacement(submersion)기법과 Mass/Weight 기법에 대한 정

확도 비교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밀도가 

0.958g/cm
3
인 Polyethylene(PE)을 사용하였다. 크기는 모형빙 

시편과 같은 비율인 두께:폭:너비=1:2:5이고 2N push-pull 

gauge와 밀도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밀도를 측정하였다. Fig. 

4에는 모형빙을 잠글 때에 편심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삼각발 jig

와 PE 시편을 보인다.

Fig. 4 Special jig and Polyethylene(PE)

Fig. 5 Polyethylene(PE) density graph

상기 Fig. 5로부터 두 가지 방법 모두 Mass/Volume 기법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0.025 이내에서 근사한 값을 가진다.

PE L B H M P(gf) W(g) 
1

148.

29

mm

60.

64

mm

31.

63

mm

272.

5

g

17.947 290.5

1.0025



2 19.885 292

3 19.069 290.5

4 17.029 285.5

5 17.641 286

Displacement (submersion) 

method [g/cm
3
]

Mass/Weight method 

[g/cm
3
]

0.960 0.952

0.957 0.952

0.961 0.961

0.957 0.961

0.955 0.949

0.949 0.948

0.960 0.961

0.936 0.976

0.959 0.956

0.948 0.942

Table 4 Polyethylene(PE) density data

4. EG/AD-CD Model ice 밀도 계측

()
Displacement 

method

Mass/Weight 

method
AVE

CH3-15m 0.865 0.896 0.881

CH4.5-15m 0.889 0.830 0.859

CH3.5-25m 0.889 0.893 0.891

CH3-35m 0.883 0.932 0.908

CH4.5-35m 0.873 0.883 0.878

AVE 0.880 0.887 0.883

Table 5 94th Model ice density

Fig. 6 94th Model ice density

FIG. 6의 반복 측정 결과로 부터 displacement 기법이 안정적

인 빙밀도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Mass/Weight 기법은 간혹 튀

는 값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빙밀도 값이 모두 

0.883정도로 목표치에 잘 부합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형빙 생성 시에 빙밀도를 계측하기 위한 안

정적이고 정도가 높은 기법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캐나다의 

NRC-OCRE와 핀린드의 HSVA에서 수행하고 있는 빙밀도 계측

기법 및 자체적으로 고안한 계측기법을 포함한 총 5가지의 계측

기법을 검토하고, 실제로 적용이 용이하고 정도가 높은 기법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Displacement기법의 부력계측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다수의 

반복실험을 통해 그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부력을 계측하는 

2Newton push-pull gauge의 경우는 기존의 10Newton 

push-pull gauge에 비하여 정밀도가 10배 정도 높으며 모형빙의 

편심하중을 제거하기 위하여 삼각발 부력 계측 지그를 사용하였

다. UTM은 재하 가속도와 충격력의 영향이 없는 일정한 최적 재

하속도로 시편을 눌러주어 2Newton push-pull gauge가 정확하

게 부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Mass/Weight 기법은 시편의 잠김으로 인해 배출되는 물의 무

게를 사용하므로 모형빙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뛰

어나다. 이 계측법 역시 UTM의 일정한 재하속도와 부력 계측 지

그를 통해 빙밀도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하였다. 빙밀도 값들의 

편차는 Displacement 기법보다 크고 간혹 튀는 값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값들을 제외하면 기준값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olyethylene(PE)이외에도 담수빙, PVC foam, EG/AD-CD, 

Polypropylene(PP) 의 5가지 시편으로 반복실험을 통해 빙밀도 

계측 기법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밀도 분포를 보여주는 

Displacement기법과 Mass/Weight 기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

이 KRISO의 모형빙의 밀도 계측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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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요 약 

 

내빙 선박의 빙등급(ice grade)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얼음이 없는 상태에서 저항시험과 자항시험 결과, 프로펠러와

엔진의 특성을 사용하여 얼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력 여유분을 계산하고 추력 여유분이 빙수조 시험을 통해 얻어진

빙등급별로 필요한 추력보다 클 때 해당 빙등급을 결정하고 승인기관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의 빙수조에서는 취빙(brash ice)에서의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해석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작업지원선(PSV, Platform Supply Vessel)을 사용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빙수조에서 취빙 시험을 수행한 결과와 해석법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Keywords: Finnish Swedish ice class(핀란드 스웨덴 빙 등급), Available net thrust(여유 마력), Brash ice model test(취빙(驟氷) 시험)  

 

1. 서 론 
 

선박의 설계 단계에서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 

2008”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엔진 

출력의 결정을 꼽을 수 있다. 선형과 선박의 주요 제원, 

추진 시스템이 각기 다른 선박에 대해 1A, 1B, 1C, 1AS 등 

ice class 등급에 따라 1m, 0.8m, 0.6m 의 channel ice, 1m 

channel 과 10cm consolidate ice 의 빙상조건에서 5 knots 

속도를 내기 위한 엔진 출력을 결정하는 것은 모형시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모형시험 설비를 사용하여 실제 

channel ice 를 구현하는 방법과 모형 ice 의 생성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FMA(Finnish 

Maritime Administration)와 SMA(Swedish Maritime 

Administration) 에서는 빙수조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Guideline 을 제시하여 모형시험을 하는 방법과 추력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Guideline for the Application of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지침서에 따른 모형빙을 생성하고 계측 

하였으며 해양지원선을 사용하여 brash ice 모형시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FMA rule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는 program의 개발과 여유마력을 계산하는 

방법과 최종 빙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립하고 이를 

program화 하였다.   

 

2. 일반해역 선박 성능 

 

본 논문의 일련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선박은 Figure 1의 사진과 같은 선수 선형을 갖는 

해양 지원선이다.  

 

 

Figure 1 Stem shape of PSV 

이 선박은 길이(LBP) 85m, 폭 20m, 깊이(depth) 8.6m, 

만재 흘수 6.5m를 갖는 선박으로 2.68m 지름의 Ducted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Azimuth thruster(2.5MW ✕ 2기)를 갖는다. 

이 선박의 저항시험, 자항시험, 프로펠러 단독 시험 및 

엔진 특성 등의 정보가 빙등급 해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빙해역 성능에 초점을 맞춘 논문의 특성상 상세한 

정보는 참고 문헌으로 대체한다.  

 

3. 빙수조 모형시험 

 

3.1 필요한 얼음 양의 계산 

     Brash ice channel을 만들기 위해서는 Figure 2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Figure 2 Shape of Brash ice channel 

이를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빙등급에 따라 또한 채널의 

폭에 따라 필요한 얼음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부피 계산을 

하여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얼음의 양을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평균 채널의 두께는 식 (3)으로 구할 수 있다. 

 

Have = HM + B/4 • tan γ = HM + 8.73 10
-3
 B    (3) 

 

시험을 위한 빙수조 시험의 빙 두께는 목표 빙등급에 

따라 0.5m ~ 1.0m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 방법의 

확보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0.5m에 대해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고, 적절한 channel 폭을 

결정하기 위하여 폭의 1.4배와 1.7배의 두 가지 channel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3 Process of Brash ice channel making 

채널을 만드는 과정은 절차에 따라 Figure 3과 같이 

사진으로 정리하였다. Figure 4는 시험 종료 후에 channel 의 

길이 방향 단면을 촬영한 것으로 channel 생성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4 Horizontal Profile of Brash ice channel  

빙수조 모형시험은 0.5m 얼음의 두께에 대해서 채널의 

폭을 두 가지로 하여 실시하였다. 계측 결과를 정리하여 

Figure 5에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결과를 분석하면 속도의 

증가에 따라 저항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은 

Brash ice 혹은 pack ice 조건에서 Channel 폭의 증가는 

저항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결과는 폭의 

증가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번의 

실험 결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경향 

자체가 예상과 반대로 나오는 것은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모형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형선 근처에 brash ice 

가 많이 밀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Results of Brash ice channel test 

 

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전체의 process를 검증하는 

단계이므로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소 큰 저항 

값이지만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빙등급을 줄 수 있는지 판단 



하였다. 

 

4. 해석 program  
 

4.1 FMA Rule에 의한 최소요구마력 계산 

FMA 규정에서 빙등급에 따른 최소 Engine 출력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P = Ke (RCH/1000)3/2 / Dp [kW]       (1) 

 

여기서, Ke는 추진기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정의되는 값 

이고 Dp는 프로펠러 직경을 RCH는 채널의 저항을 의미한다.  

 

RCH=C1+C2+C3(HF+HM)2(B+CψHF)Cµ+C4LPAR HF
2 

+ C5 (LT/B2)3 Awf / L [N]          (2) 

 

위의 식 (2)로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각종 계수(C1 C2 

등)에 대한 언급은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필요한 

정보는 참고문헌으로 언급된 FMA rule을 참고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able 1은 FMA 계산을 위해 Figure 1선형을 가지고 

작성된 변수의 사용된 값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Input values to calculate FMA 

Items [unit] Value 

L, length of the ship between 

perpendiculars [m] 
85 

LBOW, length of the bow [m] 30.629 

LPAR, length of the parallel midship body 

[m] 
48.16 

B, maximum breadth of the ship [m] 20 

T, maximum ice class draught of the ship 

[m] 
6.5 

Awf, area of the waterline of the bow [m
2
] 394.4 

α, the angle of the waterline at B/4 [deg] 23.746 

φ1, the rake of the stem at the centreline 

[deg] 
90 

φ2, the rake of the bow at B/4 [deg] 51.148 

Dp, diameter of the propeller [m] 2.68 

 

Table 2 Results of calculation 

Ice grade 
Required minimum Power 

BHP kW 

IA Super 8,804 6,474 

IA 5,843 4,296 

IB 3,970 2,919 

IC 2,458 1,808 

2,500 kW * 2EA 

 

식 (2)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기의 종류를 

입력해야 하는데 Azimuth 추진기의 특성이 출력과 방향의 

조작관점에서 FPP 보다는 CPP와 가깝다고 판단하여 

CPP를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계산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으로 빙등급별 필요한 최소 요구마력이 

정리되어 있다. Table 2에 따르면 단순 Rule 계산만 

가지고도 총 5.0 MW의 출력이 사용 가능하여 Ice class 

1B를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빙저항을 위해 사용 가능한 추력 계산  

        빙저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력은 엔진의 

최대 출력에서 일반해역을 위해 사용하는 추력을 빼면 구할 

수 있다. 빙 모형시험을 통해 구해진 빙등급에 따른 저항과 

추력을 직접 비교하여서 빙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Figure 6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할 수 

있다. 

 

Figure 6 Flow chart of program to calculate 

available net thrust 

 

Figure 6과 같은 Flow chart 에 따라 program 이 작성 

되었고, 작성된 program 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된 여유추력(available net thrust)는 Figure 7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엔진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서 

5knots에서의 여유 추력은 326kN으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는 0.5m 얼음 두께에서 저항 값을 축척비의 세제곱으로 

하여 확장한 값인 255kN 보다 훨씬 큰 값이다. 하지만 

0.6m에서 모형 시험 결과를 가지고 빙등급을 1C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결과만으로 ice grade 1C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0m에서의 빙수조 

시험 결과가 있다면 1A, 1B, 1C의 빙등급 판단이 가능하다.      

 

 

Figure 7 Result of Available net thrust 

 

모형시험 결과가 두께의 변화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 

정확한 두께에 대한 보정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주어야 

하지만 본 시험은 0.5m 하나의 두께에서만 수행되어 결과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지만 계산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빙수조에서 Brash ice test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KRISO 빙해 수조에서 PSV 대상 선형을 

사용하여 Brash ice model test를 수행하고 계측과 해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해양지원선 선형은 0.5m 대한 

시험결과로 두께 보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빙등급 1C는 

만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FMA rule에 의한 계산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1A도 만족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일반적으로 모형시험 

결과보다는 상당히 큰 결과를 주는 FMA 최소요구마력 계산 

결과를 고려한다면 시험결과에 근거할 경우에도 1A를 

만족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정과 비용 등의 관계로 두 

개의 빙두께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고 얻은 결과로 

선형의 최종 결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Brash ice model test를 통한 빙등급 결정의 전체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검증은 확인이 가능하였다.   

또한 Azimuth thrust를 적용한 해석과 전기추진기를 

사용한 엔진 부하의 적용 등 최근의 설계 개념이 반영된 

해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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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를 고려한 아라온호의 평탄빙과의 충돌해석에 대한 

연구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노인식(충남대학교), 이탁기(경상대학교),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Study on Stem Collision Analysis Considering FSI between 

Level Ice and Araon
Kim Sung Chan(Inha Technical College), Noh In Sik(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e 

Tak Kee(Kyung Sang National University), Choi kyung Sik(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지금까지 빙충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빙의 재료 물성치에서의 

일관성 문제, 충돌속도에 따른 비선형성,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연구 결과가 매우 

다양하고,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고 논하기 어렵다. 그동안 국내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

온 호에서의 빙충돌 해석에 대해 선측 충돌의 거동과 선수부 충돌해석에 대한 일련의 

해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의 정도 향상을 위해 빙 두께와 선

속의 변화에 따른 선체-빙 충동과 유체영역을 고려한 FSI 기법을 활용한 해석의 결과

를 비교하였고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유체영역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

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빙의 파괴 양상을 고려하면 유

체영역을 고려한 경우가 좀 더 현실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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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CEMH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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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YNA를 사용한 빙-선체 충돌 해석법에 대한 연구

노인식(충남대학교), 윤영민(삼성중공업), 박만제, 오영택(충남대학교), 김성찬(인하전문대)

Studies on Ice-Hull collision analysis method using LS-DYNA
In Sik NH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eongmin YOON(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Man-Je Park, 

Young-Taek 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Sung-Chan Kim(Inha Technical College)

요 약

극한지를 항해하는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빙 하중은 빙과 구조물의 

충돌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빙 충돌 거동은 충돌할 때 구조물의 강도와 빙의 재료적 특성과 상태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상황을 보이므로 충돌 시의 빙 하중을 정확히 추정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빙해선박에 작용하는 빙하중의 추정을 위한 정밀한 빙-구조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기술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빙이 선체에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빙의 특징적인 재료 특성인 변형률 속도효과 (strain rate effect)를

고려한 구성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빙-선체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

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간단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해석 예를 제시하였다..

Keywords : Ice collision simulation(빙 충돌 시뮬레이션), Bergy bit(유빙), Strain rate effect(변형률 속도 효과), LS-DYNA

1. 서 론

극한지를 항해하는 선박이 빙과의 충돌 상황에서 선박의 운항 

시 상황과 빙의 상태에 따라 충돌 거동은 매우 유동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충돌시의 빙 하중 추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 빙과 선체의 충돌 시

에 선체구조에 작용하게 되는 빙하중의 추정과 이에 따른 선체의 

구조거동을 구조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빙-선체 충돌 해석법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

고, 간단한 충돌 시나리오와 해빙과 담수빙의 재료적 특성에 대

해 설명하였고 이에 따른 빙의 재료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input data를 만드는 법의 예시

를 들고, 상용 code (LS-DYNA)를 사용한 빙 충돌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석 예를 제시하였다..

2. 빙-선체 충돌 시나리오 

빙이 선체에 충돌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쇄빙과정에서 

발생하는 평탄빙과의 충돌부터 여러 종류의 유빙과의 충돌도 고

려할 수 있다.

2.1 평탄빙과의 충돌

쇄빙선에 의해 마련된 ice channel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빙벽

이나 Ice floe에 선수 부위가 충돌할 수 있다. 충돌 속도는 선박

의 전진 속도와 함께 선회속도를 고려해야 하며, 빙의 두께를 고

려하여야 한다.

평탄빙은 일반적으로 해수가 결빙되어 생성된 1년생 해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때의 선박의 항해속도는 일반적으로 

4knots~5knots 정도이며 빙의 두께는 0.8m ~1.0m 정도로 고려

된다.

2.2 유빙과의 충돌

실제 해상의 유빙은 육지에서 떨어져 나온 담수빙인 경우가 

많다. 수면 위 노출 높이가 적은 유빙의 경우 항해자가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때 유빙과 선수 부분이나 

shoulder 부분, 선측의 충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선박의 운항중인 속도와 선박의 loading 상태에 따른 흘수의 

차이, 유빙의 속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빙의 충돌

속도는 1m/s~2m/s로 고려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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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빙의 재료 특성

빙은 변형률속도, 온도, 결정입자의 크기 등에 따라 특성이 매

우 상이하다. 특히 낮은 변형률 속도에서는 연성거동을 보이고, 

높은 변형률 속도에서는 취성거동을 보이는 Strain rate에 따라 

응력-변형률 곡선이 민감하게 달라지는 재료적 특성을 보인다.

3.1 해빙의 특성

보통 바닷물은 약 –2℃에서 얼게 되지만 결빙온도는 포함된 

염분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겨울철 북극해의 표면해수는 

3.0-3.4% 정도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염분이 적은 편이다. 이런 해수가 결빙된 것을 해빙이라 한다.

해빙의 재료적인 특성에 대하여 Wang(1982)의 해빙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Stress-Strain Curve depending on strain rate 

(sea ice)

3.2 담수빙의 특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수가 결빙된 것이며, 재료적

인 특성은 Derradji-Aouat(2000)의 실험 자료를 참고하였다. 참

고 된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2와 같다.

Fig. 2 Stress-Strain Curve depending on strain rate 

(fresh water ice)

4. 구조해석 모델링 및 경계조건

빙-선체 충돌 시뮬레이션을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4.1 구조해석 모델링

해석 대상선으로 SAFE ICE Vol.2 의 The vessel number 45

의 7000DWT급 Cargo Ferry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선의 형상정보는 Table 1과 같고 모델링 모습을 Fig.3에 

나타내었다. 해석 시간을 고려하여 기하학적 대칭조건을 고려한 

1/4 symmetric model을 사용하였다. 

Structure member Dimension [mm]

Web frame spacing 2800

Web frame dimension 900 x 10

Longitudinal frame span 2800

Longitudinal frame spacing 300

Longitudinal frame profile HP 260 x 10

Plating thickness 14.5

Table 1 Details of target structure

Fig. 3 FE model of structure

4.2 재료특성 입력

LS-DYNA에서는 많은 종류의 material card를 제공하고 있으

며, 원하는 물성치를 입력할 수 있는 card를 택하고 그에 맞는 

값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4.2.1 선체의 재료특성 입력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물성치인 탄성계수, 항복응력, 밀도 등

을 적용할 수 있는 card 중에서 MAT_ PLASTIC_KINEMATIC을 

사용하였다.



이 card는 rate effect를 포함하는 옵션을 사용하여 등방성 및 

동적 경화 소성 모델로 적합하다. beam, shell, solid 요소로 사

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형식을 가진 효율적인 모델이다.

Card의 양식은 Fig. 4와 같으며, Table 2와 같은 물성치를 가

진 탄성-완전 소성 재료로 가정하여 물성치를 적용하였다.

Elastic modulus 210 

Density 7850 

Poisson’s ratio 0.3

Yield strength 
 285 

Table 2 Elasto-plastic material properties

Fig. 4 Set material properties of structure

4.2.2 빙의 재료 설정

빙의 재료적 특성 중에서 특히 낮은 변형률 속도에서 연성거

동을 보이고, 높은 변형률 속도에서는 취성거동을 보이는, strain 

rate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Piecewise Linear Plasticity의 구성방정식 모델에 적용하였다.

이 때 탄성구간을 제외한 소성구간에 대해서 Define_curve 

card를 사용하여 탄성구간을 제외한 소성구간에 대하여 정의하

였고, 각 strain rate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을 Define_table로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유빙의 특성상 담수빙의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Deraadji-Aouat 

(2000)의 실험자료(Fig. 2)를 참고하였으며, 적용된 curve table

의 형상은 Fig. 5와 같다. 실험값의 data 중, 가장 큰 값인 strain 

rate의 탄성계수와 Failure strain 값을 사용하였고 적용된 물성치

는 Table 3과 같다.

빙의 재료특성을 적용한 card의 내용은 Fig.6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LCSS값에 curve table 값을 지정한다.

Elastic modulus 7.3 

Density 920 

Poisson’s ratio 0.34 

Failure plastic strain 7.086×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ea Ice

Fig. 5 View Define table

Fig. 6 Set material properties of Sea Ice

4.3 경계조건

LS-DYNA에서는 다양한 경계조건이 설정가능하며, 접촉조건

과 경계조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4.3.1 접촉 조건

LS-DYNA는 다양한 접촉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접촉알고리즘의 방식과 각 parameter

를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

크게 one way 방식, two way 방식, tied 방식, single 방식, 

entity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Automatic type과 

Non-Automatic type으로 나뉜다.

Two way 방식은 기본적으로 one way와 같은 방식이지만 

master, slave의 구분이 없어 2배의 cpu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접촉방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non-Automatic type을 사용하

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재료파

괴조건에 의한 요소제거법을 사용하는 *CONTACT_ERODING_ 

NODES_TO_SURFACE card를 사용하였다. 

접촉의 대상은 part, part set, segment set, node set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master를 structure의 part set으로 

설정하고 slave를 Ice의 part id로 설정하였다.

적용한 Contact card의 내용은 Fig. 7과 같다.

Fig. 7 Set contact conditions

4.3.2 구속조건

*BOUNDARY card를 사용하여 경계조건을 설정한다.

구속할 부분의 node를 node set으로 설정하고 Fig. 20에 나

타난 바와 같이 NSID에 구속할 부분의 node set을 지정하고 

DOF을 설정할 수 있다.

적용한 card의 내용은 Fig.8 과 같다.

Fig. 8 Set boundary spc

5. 해석 사례

5.1 평탄빙 충돌 시뮬레이션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선박이 5kts의 속도로 

Level Ice에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1/4 symmetric model을 사용하였

으며, 경계조건은 Fig. 10과 같다.

Fig. 9 Model of structure and level ice (1/4 model) 

Fig. 10 Boundary Condition (Top view)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체는 MAT_PLASTIC_KINEMATIC 

card를 사용하여 탄성-완전소성 재료를 적용하였고, Level ice는 

MAT_PIECEWISE_LINEAR_PLASTICITY card를 사용하여 Wang 

(1982)의 해빙에 대한 물성치를 적용하였다.

BOUNDARY_PRESCRIBED_MOTION card를 사용하여 선체가 

level ice에 5kts(2.572 m/sec)의 속도로 충돌하게 설정하였다.

계산된 응력의 분포는 Fig. 24에 보인 것과 같다. 계산되어진 

Collision force는 ASCII 옵션의 rcfor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Fig. 11과 같다.

Fig. 11 Time history of Collision Force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panel 내에서의 응력 

분포를 보기 위하여 Fig.1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세 위치에서의 

유효응력을 History Element menu의 Effective Stress(v-m)을 통

해 확인한 후 시계열을 Fig.13에 나타내었다. 

Fig. 12 Comparison of 3 position

Fig. 13 Time histories of Effective stress

5.2 유빙 충돌 시뮬레이션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선박에 2m/sec의 속도

로 유빙이 접근하여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모델링 형상은 Fig.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4 symmetric 

model을 사용하였으며, 경계조건은 Fig. 15와 같다.

Fig. 14 Model of structure and Bergy bit

Fig. 15 Boundary condition (Front view)

선체는 4.2.1과 같이 MAT_PLASTIC_KINEMATIC card를 사용

하여 탄성-완전소성 물성치를 적용하였고, 유빙은 MAT_ 

PIECEWISE_LINEAR_PLASTICITY card를 사용하여 3.2에 설명한 

Derradji-Aouat(2000)의 담수빙에 대한 물성치를 적용하였다. 물

성치에 따른 S-S Curve의 적용법은 4.2.2에 보였다.

INITIAL_VELOCITY card를 사용하여 2m/sec의 초기충돌속도

를 설정하였다.

계산되어진 Collision force는 Fig. 16과 같다.

Fig. 16 Time history of Collision Force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panel 내에서의 응력 

분포를 보기 위해 Fig. 17과 같이 세 위치에서의 유효응력을 

History Element menu의 Effective Stress(v-m)에서 확인하여 

Fig. 18에 나타내었다. 

Fig. 17 Comparison of 3 position

Fig. 18 Time histories of Effective stress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code (LS-DYNA)를 사용하여 빙-선체 

충돌 해석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빙이 선체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해빙과 담수빙의 

차이에 대한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빙의 strain rate에 따라 민감

한 차이를 보이는 재료적 특성을 적용하여 LS-DYNA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 예제를 제시

하였다.

빙해선박의 구조 안전성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빙 하중 추

정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자세한 빙의 특성과 기초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더욱 정

밀한 빙하중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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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선박의 구조안정성 평가를 위한 규정분석
손무성, 김경태, 전기영, 김대헌(KR)

Analysis of regulations to evaluate the structure safety 

on a Polar ship
Moo-sung Son, Kyoung-tae Kim, Gi-young Jeon  and Dae-heon Kim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요 약

극지해역에 대한 운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극해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 태평양과 대서양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 할 수 있

는 중요한 물류 이동 항로에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스

럽게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심과 극지선박의 구조안정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극지해역에 대한 규

정은 북극해 주변국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북극해 주변국가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

며 극지해역에 대한 규정 개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극지선박에 대한 구조안정성 평가를 위한 기존

의 규정을 분석하고 극지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직접해석을 통하여 극지해역 선박의 구조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Keywords : 구조안정성(Structure safety); Polar area(극지방); 북극해 항로(NSR); 

1. 서 론

북극해 항로(Northen Sea Route)는 기존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기존항로에 비해 거리 단축 효과와 유럽항로에 존재하는 위

협세력에 대한 위험 요소 감소라는 효율성인 측면과 지구 최대의 

지하자원으로 예상되는 광대한 시베리아의 자원이 매장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는 북극 해저라는 경제성인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

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극 항로와 북극 자원 개발을 

위한 극지 해역 선박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

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극지 해역에 대한 운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운항에 관한 통일된 국

제 규정이 대두 되어,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극지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고려하여 선박의 설계 및 운항과 관련된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

드(Polar code)작업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극지선박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

가를 위한 기존의 규정을 분석하고 극지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에 대한 직접해석을 통하여 극지해역 선박의 구조안전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2. 국제 동향

북극해에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극지협약(POLAR Code)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4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 국제협약에는 

북극해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의 남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의 선체 및 선박운항에 필요

한 장비, 극심한 기후환경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장치 그리고 선

원에 대한 안전 보호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안

전규정을 만드는 데에는 각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선급을 

포함한 세계 주요 선급의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Polar code에서 구조안전성에 관한 강제사항은 chapter3 에

서 언급하고 있다. Chapter3 의 목적은 선체 및 국부하중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재료와 구조치수를 규정하기 위함으로 개발되었

으며, 이러한 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요구사항 

및 규정이 수록되어있다. 기능적 요구조건으로는 빙하중을 위한 

선체의 재질 및 구조가 극한 지역 및 환경에 따라 적합해야함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쇄빙 및 대빙구조를 가지는 선박의 구조강도 

역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

은 모두 당국 및 상응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

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3. 한국선급 극지 운항 규정

FSICR을 기반으로 하는 대빙구조규칙, IACS Polar Class 

Rule을 준용하는 추가지침과 극지운항 및 쇄빙선 적용지침 등 한

국선급의 빙해선박 관련 규칙은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빙구조 규칙

FSICR 의 적용을 받는 북발틱 해역을 항해하고자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칙으로 다른 선급과 동일하게 FSICR을 준용

하고 있다. 본 규칙은 일반선박의 구조를 보강하는 개념의 대빙

구조규칙으로 주기관 출력 및 구조보강요구조건, 타 및 조타장치 

그리고 추진기관 및 기관장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극지운항선박의 추가 규정

빙이 많은 극지 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쇄빙선을 제외한 강

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6년 제정된 IACS Polar class rule를 

준용한 규칙이다.

③ 극지운항 및 쇄빙 기능을 갖는 선박

북극 또는 남극지방의 빙이 많은 바다에서 도움 없이 운항하

려는 선박에 적용하는 규칙으로 쇄빙선을 포함한 여객선 및 화물

선에 적용 가능한 규칙이다.

항해 중 조우하는 빙 조건 및 빙과의 충돌 형태에 따라 6개의 

등급을 부여하며 쇄빙선 1개의 등급을 추가로 부여한다.

실제 앞의 두 part의 규칙에서 쇄빙선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쇄

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의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추가 등급을 

부여 받아야 한다.

4. 극지 선박 등급 및 빙하중 적용

극지선박의 구조 설계에서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

(class) 기준 및 선체 구역 구분의 형태에 따라 구조안전성이 크

게 좌우되며, 등급 기준은 선박의 운항형태 및 운항해역의 빙상

태에 따라 구분된다. 선체 구역 부분은 선수미부를 기준으로 구

분하며, 구조부재의 치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인 빙하중과 

선박에 상호작용에 빙하중은 선체 구역마다 예상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빙하중을 산정하여 구조해석에 반영하고 

있다.  Polar Code 및 FSICR, ICAS, KR등 다양한 선급의 빙해

등급 정의는 상세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으

로 일대일 대응되지는 않으나, 편의상 Table 1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Polar Code에서는 빙해선박의 등급을 카테고리 A, B, C로 

나누었으며, 쇄빙을 가진 선박의 카테고리는 A이다. 또한 카테고

리 B는 얇은 빙이 있는 해역을 운행하기 위한 대빙구조로 설계된 

선박을 의미하며. 카테고리 C는 카테고리 A, B가 제외된 극지 

조건에서 대빙구조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구분 되고 있

으나, 현재 ‘14. 01 IMO 1
st
 SDC(선박 설계 및 건조전문위원회

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카테고리 C선박도 대빙구조를 갖도록 

강제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서는 대빙구조에 대한 설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1. 극지 등급 및 빙해선 등급 표

Table 2. 빙하중 시나리오 예

빙 하중은 선박의 대빙벨트의 구조 보강 시 중요한 인자로, 유

효한 빙하중 산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구조설계를 위한 필수 요

소이다.  IACS 규칙에서의 빙하중식은 형상계수(fai), 총순간충격

력(Fi), 선하중(Qi), 압력(Pi) 등의 파라메터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반면 FSICR에서는 빙해등급에 따른 간단한 약산식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산식을 구성하는 파라메터는 결국 

IACS 규칙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며, 두 산식 모두 선박의 지역

구분을 통해, 보강 지역의 범위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Polar Code에서는 이러한 빙하중에 대한 상세한 세부 제

한 규정 사항은 없으나, 구조규칙이 IACS 규칙을 준용하는 것으

로 보아 각 국가의 당국에 의한 승인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 Polar 

Code가 강제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IACS의 규칙의 수정이 불가

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구분
 Full load

 condition

 Minimum operating

 condition

경하중량(Ton) 6,001 6,001

배수량(Ton) 8,801.6 6,916.6

흘 수

(Draft/m)

Ta

7.47 6.38

Tf

LCG (from A.P) 45.438 43.291종류 (Type) Polar ship

전 장 (L.O.A) 111.0 m

수선간장(L.B.P) 95.0 m

형 폭 (Breadth) 19.0 m

형 깊이(Depth) 9.9 m

흘 수 (Draft)       7.5 m

5. 구조안전성 분석 및 평가 

빙해선 구조 안전성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규칙들 중에 

지배적인 규칙은 Finnish-Swedish Ice Rule(FSICR), Canadian 

Arctic Shipping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CASPPR)이 있

으며, 특히 RMRS (Russia Marition Register Shipping 규칙은 극

지대상 선박보다는 쇄빙선 운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들을 

통합한 규칙으로 2006년 제정된 IACS Polar Class Rule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대부분은 

FSICR 해당 선박이 많음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용된 FSICR과 

IACS 빙해 규칙의 비교분석을 통해 규칙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샘플선박의 직접구조해석과 비교함으로서 빙해 구조 평가 기준

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고자 한다. 

샘플 선박에 대한 직접구조해석과 FSICR과 IACS 빙해 규칙에

서는 크게 제시하고 있는 선체 외판, 늑골 구조, 대빙밸트에서의 

빙 스트링거의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 하고자 한

다. 

 5.1 주요 제원 및 운동해석 계산 조건

 

직접 구조해석은 운동 해석, 하중 생성, 구조 해석으로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 하였으며, 선박운동 및 파랑하중 해석은 

한국선급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SeaTrust ISTAS 

(Lomos3d /Loadgen)을 사용하였으며, 구조 모델링 및 해석은  

 SeaTrust-Holdan과 MSC.NASTRAN 2007.0 사용하여 해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3. Sample ship 주요 제원 (Principal Dimension)

선박의 운동 응답 및 파랑 하중을 비롯한 모든 내항 성능의 계

산은 불규칙 파랑을 조화파(Harmonic waves)들의 선형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우선 조화파의 응답 특성을 구하고 

불규칙 해상 상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조화

파의 응답 함수를 단기, 장기간의 기대치로 확장함으로서 불규칙 

파랑 중에서의 응답 특성을 구하게 된다.

· 속도(Speed) :  0 노트

· 입사각(Heading Angle) : 0° ~ 180 °(30° Interval)

· 파의 주기(Wave Period) : 40개 

· 파 스펙트럼(Wave Spectrum) : Pierson-Moskowitz

                                Spectrum

· 파랑자료(Wave Data) : IACS Standard Wave data

· Number of 3D Panel: 875 개 

· Number of Node: 924 개

Figure 1.  3-D Hydro Model for wave load calculation

Table 4. 샘플 선박의 하중 특성

 5.2 설계파 산정 

설계파는 입사각, 주기 및 파고로 구성된다. 여기서 입사각과 

주기는 전달함수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의 값으로 선택

되고, 파고 H는 전달함수에서의 최대값 RAO와  장기해석 값 

Long-term value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차원 해석

의 경우 선박의 수명을 대략 20년으로 계산하여 20년 회귀주기

에 해당하는 10
-8
값을 사용한다.

H = 2 × 
RAO
Longterm

 



구 분 요소 수

절점(Node) 53,795

요소   

(Elements)

CBAR 45,653

 1,181,296CQUAD4 1,130,501

CTRIA3 5,142

5.3 구조 해석 

전선구조해석을 위한 모델은 전폭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External shell, longi. BHD, Trans. BHD 등 주요 부재의 형상거

동이 잘 구현되게 Shell요소와 Beam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

였다. 유한요소모델의 좌표계는 해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고, 이때, A.P(After perpendicular), Z=0, 

Y=0인 지점을 원점으로 정하였다.

· X axis : 선박의 길이방향, 선미에서 선수 (+)

· Y axis : 선박의 폭방향, 선체 중앙면에서 좌현 (+)

· Z axis : 선박의 깊이방향, 선저에서 상향 (+)

Figure 2. 구조 해석을 위한 전선 모델

Table 5. 구조 모델을 위한 요소 수

본 해석 결과 검토 시, 응력의 경우 최대값을 사용하였고, 변

형의 경우에는 임의의 시간에서의 값을 사용하여 검토하였으며, 

각 하중조건에 대해서, 한 주기의 거동을 8단계로 나누어서 항복

강도(Yield Strength)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해석에서 적용한 항복강도 평가기준은 Hull part의 경우 한

국선급 규정에 명기된 기준(KR 3편 선체구조)을 적용하여 평가

하였다. 구해진 값은 FSICR과 IACS 빙해 규칙과 비교 평가를 실

시하였다. 

Figure 3. Displacement for full loading condition. 

Figure 4. Stress for full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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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paper, the strength properties of sea ice and model ice in KRISO ice basin are analyzed and the FEM analysis of

the model ship's collision with model ice plate is performed. Published formulas and related information w.r.t. the flexural, 

compression, tension strength and effective Young's modulus (E) of sea and model ice are introduced. And the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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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북극항로의 개발에 맞추어 북극 항로 개척과 

쇄빙상선의 건조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해빙

의 강성특성인 Young‘s modulus, E, 포아송비, 마

찰계수 등을 정확히 알아야 빙에 관련된 구조해석, 

즉 쇄빙선의 충돌 및 추진하중 측정, 해양구조물의 

유빙충돌 등의 구조해석 정도가 높아진다. 쇄빙선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에도 대

형 빙수조가 근래에 대덕연구단지에 구축되었다.  

2010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인 대덕연구단지 

소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에 신축된 것으

로d규모는 32 m x 32 m x 2.5 m 이며 두께 40 

mm 내외의 모형 빙판을 생성하여 쇄빙모형선 실험

을 하는 곳이다.  국외의 빙에 관한 연구는 60년이 

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이라 외

국에서 기 수행된 빙에 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

도 중요한 일이다. 국내 빙수조는 선박과 해양구조

물의 극 지방에 관한 산업적 활동을 보조하는 가장 

최신의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한편 짧은 역사와 

아직까지는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지원이 부족한 편

이고 관련된 연구도 이제 시작 단계이나 조금씩 실

적이 쌓아지고 있다.     

빙해수조에서 쇄빙선박의 빙저항 및 빙하중을 추정하

기 위한 모형쇄빙선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서는 실해빙과 모형빙(Model ice)의 역학적 상사를 맞

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선과 모형선의 기하학적

인 축척비가 일 경우, 모형빙의 유효탄성계수는 실해

빙의 배를 따르고, 탄성계수와 굽힘 강도의 비율

()은 실해빙의 특성과 유사한 2000~5000 사이의 

값을 유지해야 한다 (Timco, 1984). 해빙이나 모형빙 

모두 빙의 특성에는 기본적으로 얼음의 두께, 마찰계

수, 포아송비, 굽힘강성, 인장강도, 압축강도, 유효탄성

계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지방을 중심으로 실해역의 해빙

과 빙해수조에서 생성되는 모형 빙판의 중요한 물리

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모형빙의 쇄

빙저항력을 유한요소법으로 구현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실해역빙 (해빙)과 빙해수조 

모형빙의 주요 물리적 특성

해빙의 강성 특성을 찾기 위한 연구는 실해역에서 

직접 또는 실험실에서 해빙시편으로 실험을 하거나 

실험과 해석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등 이 있다. 탄성

계수와 더불어 중요한 강성치는 얼음의 굽힘강성 

(flexural strength)이다. 빙판이 파단되어 파도에 밀

려 석유시추 해양구조물이나 연안구조에 영향을 미

치고 쇄빙선의 해빙 파단 시 얼음의 저항력을 알아

야 하므로 빙 파단 굽힘강성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빙판의 굽힘강성을 찾는 연

구들이 있고, 여러 연구들은 한 실험에서 탄성계수

와 굽힘강성을 같이 파악하기도 한다.

2.1 실해역빙 (해빙)

실해역 일년생과 다년생 빙의 파악해야할 물리적 특

성은 (Timco & Weeks, 2010)에 과거의 연구논문 

20 여 편을 통하여 잘 파악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빙이 생성되는 구조

와 물성치를 파악하고 이어서 강성에 관한 특성을 

고찰한다. Fig. 1에는 북극해 해빙의 단면구조로 수

평방향의 배열과 수직방향 brine 등 특성이 보인다. 

해빙의 (1)빙 결빙구조; 빙 알갱이가 아래로 길게 자

라는 기본 구조이기에 columnar, granular, 

discontinuous columnar ice로 분류되고 등방성(주

로 일년생)과 이방성(다년생) 점탄성이며 (Bureau 

Veritas, 2010) (2) 염분과 기공의 부피: 일년빙의 

경우 결빙시 공기기포, 염분 (brine)의 존재 그리고 

염분의 포함된 양이 강성에 영향을 주며 빙의 두께

에 따라 염분도 
 

, 빙 두께는 

200 cm 까지 고려된다. brine과 공기의 포함된 양 

(porosity)이    



, 


, 는 

brine  부피,    는 공기 부피 식으로 도출되어 있

다.  다년생의 경우  
  인데 이

때 빙 floe 단위는 900 cm 까지 고려된다.  바닷물

과 brine 은 염분도가 3-5%, 5% 이상으로 분류한

다. 담수는 0.05% 이하. (3) 빙 밀도: 대략 0.91 - 

0.93 Mgm
-3

 정도로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중요한 특성으로 (4) 두께: 계측을 보면 일년빙의 경

우 온도와 결빙 일수에 의한 두께 추정식  

  
 

으로 통상 Stefan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 단순화 

된다. 여기서  는 얼음의 열전도도, 경험과 실험에 

의해 보정되는 라는 변수를 사용해야 하고 많은 경

우의 계측 결과가 있다. 다년빙의 경우 (Johnson et 

al. 2009) 의 경우 5000건에 이르는 계측결과가 있

다. 가장 간단한 계측 방법은 얼음 구멍을 뚫고 재

는 것이나 실험기기로 EM (Electromagnetic) 전자기

장을 포함한 여러 경우가 있는데 혹은 수치해석적으

로 접근한 경우들도 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북극 

빙 두께를 계측한 연구가 있다.

Fig. 1 Slab of 1.4 m thick sea ice in Alaska

쇄빙선 설계시 필요한 해빙의  (5) 인장강도: 얼음이 

파단되기 전까지 유지되는 최대인장강도는 빙의 중

요한 특성이다. 해양구조물과 충돌시 주요한 파괴모

드를 대표하는데 빙에 다수의 leads (열린 개구)가 

있는 것은 인장강도 부족을 의미한다. 일년빙의 경

우 수평방향으로 0.2 - 0.8 MPa 이고 대표적인 산

출식은   


 MPa로 온도와  brine 영향이 

크고 하중속도 (10-3 ~ 10-5) 에는 영향이 적다고 

한다. 

는 전체 다공성 (porosity) 이다. 다년빙의 

경우 실험치가 적은데 평균적으로 0.5 -1.5 MPa로 

brine, salinity, 기공의 부피,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일년빙과 다년빙 모두 결정이 자라는 방향의 인장강

도는 3배 정도 커서, (Sammonds et al., 1998)의 

경우 수평방향은 0.47 ~1.02 MPa, 수직은 1.39 

~1.44 MPa (하중 속도 10-7 ~10-2 s-1)의 결과

를 보였다. 

(6) 굽힘강도 (flexural strength): IAHR 위원회 



(Schwarz, 1981)에서 외팔보와 단순보 실험의 가이

드라인을 제공, 이 식들은 등방성과 탄성을 가정하

는데 이 강도는 빙의 붕괴가 flexure (굽힘) 모션에 

의해 발생 (쇄빙선의 쇄빙운동, 원뿔형 해양구조물

의 빙충돌) 하므로 중요하다. 실험의 하중속도와 방

향, 얼음 알갱이의 크기, 보의 크기, 염분, 기공부

피, 실험방법의 영향을 받는다. (Timco & 

O'Brien,1994) 2500 건의 측정을 통해 차가운 날씨

와 얼음이 자라는 상태에 적합한  

 exp  식을 유도하였다 (vb 는 

brine 부피). 다공성의 영향이 큰데 여름에는 염분이 

빠져 나가고 기공의 부피가 커져 식을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일년생의 경우 최대 1 MPa에서 여

픔에는 100-150 kPa 까지 낮아지고, 다년생은 겨울 

0.8-1.1, 여름에는 0.4-0.6 MPa 로 예측하였다. 여

기에는 하중속도 (영향이 적음), 얼음알갱이 크기 

(영향이 적음),  실험방법 (외팔보, 3점굽힘, 해빙에

는 영향 적으나 담수빙에 차이), 하중방향 (해빙에는 

영향 적으나 담수빙에 차이) 에 대한 분석이 있다.

(7) 전단강도: 실험과 결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라 연

구 결과가 적다. (Frederking & Timco, 1986)는 식  

   







 을  도출하였는데 (vt는 전체 

다공 양), 일년생빙의 granular 빙은 400-700 kPa, 

columnar ice는 500-900 MPa로 예측, 다년생의 실

험결과는 거의 없고 담수빙 ( Frederking, et al., 

1988) 경우 1100 kPa가 발표되었다.

(8) 압축강도: 해양구조물과 빙 충돌, 프로펠러에 의

한 빙의 절삭 (milling)과 관계가 있고  (Timco & 

Frederking 1990, 1991) 는 283 건의 실험으로 일

년생 colummnar 빙의 수평하중 단축강도는 


 







 , 수직하중 단축강도는

  






 ,  그리고 granular 빙의 단

축강도   






  를 발표하였다. 실험 

시 변형률 속도는 10
-7
/s - 2*10

-4
/s 인데 이 경우

는 빙알갱이 (grain) 구조와 염분, 온도가 알려진 경

우에 유용하다. 압축 강도는 하중속도의 영향이 큰

데 10
-4
/s 까지 적용하고, 0.5 - 5 MPa 값이 적용

되었다. 다년빙의 경우 (Sinha, 1985) 는  7-15 

MPa와 식  
′  을유도하였다. (9) 탄성계

수: (Sinha, 1978)에서  지적하였지만  빙은 근본적

으로 이방성 물질이라 등방성에 사용되는 Young's 

modulus로 규정할 수가 없어 외국의 빙연구에서는 

유효탄성계수 (Effective modulus 혹은   Strain 

modulus) 라고 정의하고 있다. (Weeks & Assur 

1967, 1968)  에서는  현장에서 굽힘파를 이용한 

실험에 의해 1.7 -5.7 GPa, body-wave 속도에 의

해  1.7 - 9.1 GPa 로 발표하였다. 초기 실험 중 

하나인 (Langleben & Pounder 1963) 에 식  

 GPa 을 발표하였는데  9 - 10 

GPa 로 큰 편이다. 대체로 brine 부피,  온도 증가

시 유효 E 는 감소하는 경향이고 대체로 1-5 GPa

로, 다년빙의 탄성계수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 유

효 E의 측정에는 동적과 정적 방법들이 있고 수치해

석으로 구하기도 한다. 

 (Marchenko, et al., 2013) 에서는 빙판 밑의 해양

파의 압력을 측정하여 빙판의 탄성계수를 산출하였

다. 빙 특성에 관한 연구는 북반구의 국가들 중심으

로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캐나다 (미국 일부)와 노

르웨이/핀란드 가 왕성하고 남반구의 뉴질랜드에 한 

연구팀이 빙판에 관한 연구를 수학적 해석으로 발표

해 오고 있다. (Fox & Squire, 1994), (Fox & 

Chung, 1998) 의 논문에서는 판이론과 수면파의 연

성방정식에 특성길이와 특성시간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해역 실험의 결과와 연계하여 탄성계수를 산출하

였다 (Fox et al.,, 2001). 이들은 1988년 두께 1.7 

m 빙판에 구멍을 만들어 반복하중을 10초 정도 500

초간 가하여 파도를 유발하여 빙판에 압력을 가하는 

이론인데 표면파의 주기는 3~30초 사이, 파장은 10 

~ 1000 m 사이로 보았다. 지배방정식의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치인 빙판의 변형률을 사용하여 특성길

이를 계산하고 이를 사용하여 2 GPa 의 탄성계수를 

계산하였다.  적용된 이론식에서 동적하중을 정적으

로 대체하면 정하중 측정방식이 된다. 박판의 파도

에 의한 동적거동 (Meylan, 1997, 2001), 빙판과 

파도의 연성해석 (Chung & Fox, 2001, 2002) 으로 

빙판의 거동 특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10) Poisson's ratio: 빙이 원래 점탄성이라 유효 E

와 함께 중요도는 큰데 관심은 적은 편이다. (Murat 

& Lainey, 1982)가 대표적인 연구로 식 

 



′

′

 

, 

′는 단위 응력비 (1 kPa/s) 

와  





′

′
 


, 

′ 는 단위 변형률비 

1/s을 유도하였고 아직까지도 관련 연구가 미진하

다. 이외에도 마찰계수와 fracture toughness, 

multi-axial loading, sea-ice creep 에 관한 항목 



등이 있다. 

 실 해역 빙의 두께를 계측하는 최근 방법에는, 비

행기로 비접촉식 마이크로파로를 사용하거나, 얼음 

위에서 전자기장 (EM: Electromagnetic)으로 혹은 

물속에서 음파를  이용하여 비교적 근사한 값을 얻

는다. 국내 연구진 (Jeong & Lee, 2012) 은 2010

년 한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로 북극해 탐사에서 

시추장비로 두께를 재고 EM 장비로 해빙의 겉보기 

전도도를 구하고 외국에서 제안한 빙 두께 추정식 

(Timco & Weeks, 2010)으로 여름 단 일층 두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빙 정보를 얻기 위해 

(Choi et al., 2011)은 2년생으로 추정되고 평균 두

께는 2.2 m인 북극해 해빙의 염분, 밀도, 현장에서

의 압축강도 실험을 하였고 굽힘강도는 경험식 

(Timco & O-BRian, 1994) 식으로 구하였는데 압축

강도가 8 배 정도 큰 결과가 보이고 있다. (Jeong 

& Choi, 2012,  Kim et al., , 2012, Park et al., 

2011) 도 북극해의 빙의 깊이별 온도, 밀도, 두께, 

염도, 염수체적비, 결정구조를 얻었고 경험식에 의

한 굽힘강도를 산출하였다.  

2.2 모형빙

빙해수조에서 생성되는 모형빙의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캐나다와 노르웨이/핀란드를 중심으로 활발

한데 모형선 실험에 필요하고 쇄빙선박 설계 목적이

지만 최근에는 유한요소해석법으로 모형시험을 모사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정확한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ITTC, 2002)에서는 굽힘강도, 인장강도, 압축

강도 계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인 모형빙의 굽힘강도와 탄성계수 

산출 연구가 있다. KRISO 빙해수조에서 외팔보 굽힘

시험을 통하여 모형빙의 굽힘 강도를 산출하고 있으며, 

콜드룸(Cold room)에서 3점 굽힘 시험을 수행하여 탄

성계수를 산출한다. 모형빙도 해빙과 같이 상기한 물

성과 강도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장강도, 

전단강도, 압축강도, 포아송비 그리고 변형률에 관

한 국내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국내외 빙해수조의 모형빙 재료특성에 관한 자료 

(수조별 수조수의 구성성분과 특성, 굽힘강도, 탄성

계수, 압축강도, 비중, 마찰계수)  가  (Kim et al., 

2008, Kim & Choi, 2011) 에 소개되었고, (Cho et 

al., 2013)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빙해수조의 Eg/AD 생성기법 및 굽힘강도 계

측법이 소개되어 있다.  외국의 방해수조에서는 인장

강도와 압축강도도 실험으로 값을 산출하고 있다. 콜드

룸에서 탄성계수를 계측할 경우 빙해수조 내에서 계측

하는 것에 비해 정확성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캐나

다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외 빙해수조에서는 (Sodhi et 

al., 1982)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이용하여 빙해수조 내에서 직접 계측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모형빙에 관한 실험과 수치해석은 북미와 유럽의 

연구가 주도적이었는데 가장 최근의 주목할 연구는 

Aalto 대학의 40 m x 40 m 빙해수조를 기반으로 

한 실험과 수치해석이다 (Bock und Polach, R & 

Ehlers, S., 2013.,  Bock und Polach, R, Ehlers, 

S. & Kujala, P., 2013.)은   ITTC (2002)에서 추천

하는 방식으로 탄성계수, 굽힘강도, 압축강도와 탄

성계수를 실험으로 찾는 내용으로 (1) 우선 얼음 알

갱이 크기를 측정하고 (2) 준정적 하중-변위 실험으

로서, 레이저로 두께 25 mm 빙판의 하중 (26.9 g, 

55.9 g, 109.0 g) 대비 변위를 계측하는데 26.9 g 

의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논문의 그림에서) 

변위가 0.02 mm 정도이고 이에 특성길이를 사용하

여 유효탄성계수 E=108.2 MPa를 산출하였는데 

55.9 g 에서도 같은 E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109.0 

g 의 경우는 creep 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정확한 E 

산출을 위해 특성길이로 산출된 E 값으로  판요소와 

솔리드 요소로  FEA 해석을 한 결과로, 솔리드요소 

경우 변위가 12.3 % 크고 깊이 방향 응력   가 

매우 크게 나왔는데 이것은 판요소의 경우는 평면응

력이므로 0인 응력이다. 이에 솔리드 빙판 해석으로 

실험 변위를 맞추는 식으로  탄성계수 148 MPa와 

von Mises 응력 449 Pa 를 찾았다. 그리고 3가지 

굽힘강도, 인장강도, 압축강도  실험에서, 부력의 고

려 없이 굽힘강도는 59 kPa, 인장강도는 그래프로 

표시하였고, 압축강도는 74 - 103 kPa 인데 3가지 

동적 실험의 하중 속도는 6 mm/s이다.  Aalto 빙해

수조의 모형빙 실험시, 6 mm/s - 17 mm/s 사이에

서는 변형률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

편 캐나다 빙수조에서는 ITTC 판이론을 사용하고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센서

로 빙판의 처짐 변위를 측정하고 특성길이를 적용하

여 유효 E 값을 계산한다. ITTC에서 추천하는 방식

은 국내 (Lee et al., 2012)에도 소개되어 빙해수조

수 (탄성체) 위의 얇은 빙판의 처짐을 계측하고 특

성길이 개념에 의해 탄성계수를 산출한다.



Model ice Ship

Density (kg/m
3
) 930 7850

Young’s modulus (GPa) 0.2 210

Compressive strength 

(kPa)
35 -

Poisson’s ratio 0.33 0.3

Failure strain 0.001 -

Shell thickness (m) 0.038 0.04

3.아라온 모형선의 쇄빙하중해석

해빙과 선박 혹은 해양구조물의 충돌에 (Hilding, et 

al., 2011, Ji et al. 2012),  혹은 빙해수조의 모형

선과 모형빙의 쇄빙하중 추정을 위해 유한요소에 기

초한 턴소성 해석이 발표되어 왔다.  모형 쇄빙선

(아라온호)를 모델릴하기 위하여 H-CAD와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형을 구현한 후, CATIA로 

도면을 불러들여 아라온호의 횡절선과 수평절선을 

생성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모형쇄빙선과 모형빙의 

충돌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모델링은 상

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ATRAN에서 수행되었

다. 본 해석은 모형빙과 선박의 충돌에 의한 저항시

험을 구현하기 위함이므로 아라온 호의 중앙단면을 

중심으로 선수부분만 쉘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였고 (빙소주의 유체모델링은 제외), 요

소와 노드의 개수는 각각 3606개, 3750개이다. 쇄

빙선은 실선 아라온 호(전장 111m)를 18.6배 축소

한 모델로 생성하였고, 모형빙은 가로, 세로 5m로 

모델링하였다. 

  모형빙의 물성치는 모형빙 계측 장치(LVDT)를 사

용하여 측정한 탄성계수 갑값과 빙해수조에서 측정

한 값을 토대로 Table 1과 같이 부여하였고, 충돌 

해석은 LS-DYNA 수행되었는데 파단 변형률 (failure 

strain)이 일정 값을 넘으면 요소가 사라지게 

(eroading) 되도록 *MAT MODIFIED PIECEWISE 

LINEAR PLASTICITY를 사용하여 모형빙의 물성을 

정의하였다. 또한 *CONTACT EROADING NODES 

TO SURFACE를 사용하여 아라온 호와 모형빙이 접

촉 시 eroading 되도록 하였다. 아라온 호의 속도는 

실제 빙해수조 실험시의 속도인 0.238m/s를 부여하

였고, 모형빙의 양측 끝단에 고정 경계조건을 주었

다 (Fig.2 )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model ice and model ship

본 해석에서는 아라온호 모형선이 모형빙판을 쇄빙

하며 나갈 때 저항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모형빙판

의 끝단에서의 반력 값을 구하여 이를 실제 빙해수

조 실험에서 나온 저항 값과 비교 분석 하였다.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충돌 후 2초 까지의 쇄빙하중

은 수치해석시 발생하는 피크치를 제외하면 50 - 

100 N 사이로 1.5초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70-80N 정도로 KRISO 빙해수조의 실험으로 측정한 

값 84.5 N에 다소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물에 의한 저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

로 판단되며, 향후 물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한다면 

좀 더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라온 호의 속도와 모형빙의 두께

를 변경해가며 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수치해석의 

정확도를 더 엄밀히 검증하고자 한다. 

Fig. 2 Araon model ship's model ice plate breaking

Fig. 3 Model ice breaking force

4. 결 언

본 연구에서는 북극지방을 중심으로 실해역의 해빙

과 빙해수조에서 생성되는 모형 빙판의 중요한 물리

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근까지



의 주요한 국제적 연구 자료 분석으로 실해역 빙과 

모형빙에 관한 물성치를 알 수 있다. 실해빙과 선박

의 충돌을 유한요소법으로 수치해석한 연구들이 많

이 있으나 모형빙에 관한 연구는 없는 편이나 최근 

북유럽에서는 상당히  발전되고  엄밀한 모형빙에 

과한 수치해석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모형빙의 쇄빙저항력을 유

한요소법으로 구현하였다. 아라온호의 모형선이 빙

해수조의 모형빙판을 쇄빙하는 초기 단계의 빙쇄빙

력은 0.238 m/s에서 실험값은 84.5 N 이고 유한요

소 비선형 충돌해석시는 50 - 100 N 으로 유사한 

수준의 값이 도출됨으로써 향후 쇄빙선 설계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의 연구는 초기 단

계로 향후 수조수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한다면 좀 

더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아라온호의 속도와 충돌시 선박의 모

션과 모형빙의 두께를 변경해가며 해석을 추가로 수

행하여 수치해석의 정확도를 더 엄밀히 검증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2012 지역대학우수과학

자 지원과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의한 

KIOST의 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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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분석 및 향후 개발방향
서대원, 김대헌, 하태범(KR)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 on the Polar Code
Dae-Won Seo, Dae-heon Kim and Tae-bum Ha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요 약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해빙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은 북극해 주변국

뿐만 아니라, 먼 이웃국가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과거 극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설계 및 운용과 관련된 선급 규칙은 

주로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에 의해서 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극지해역을 운

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규정인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Polar Code)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

재 2014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제정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극지방운항

선박 안전코드의 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각 기관의 역할 및 시사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Keywords : Polar Code(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Polar area(극지방); 국제해사기구(IMO); 

1. 서 론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극항로는 상업적인 이용 가

능성이 현재처럼 높게 조명되지 못했으며, 쇄빙선을 포함한 빙해

선박과 선박운항 관련 규정은 세계적으로 통일화되지 않았다. 따

라서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 및 주요 선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빙해선박

의 운항 데이터와 경험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만들어져 

적용 및 유지/보수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북극해 지역이 상업적인 선박의 운항항

로로 고려되었고, 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설계 및 운항과 관

련된 통일된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선

급연합회(IAC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를 중심으로 전세계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의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남극까지 포함해 지구 양 극

지해역을 포함하는 강제화 규정의 제정 작업이 활발히 수행 중이

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북극항로 운용을 위한 기본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Lee et al., 2011; Kim et al., 2013;Na and Kim, 

2010)..

2.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개발 동향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는 Table 1과 같이, 1990년대 초 독

일 및 러시아의 제안으로 북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하는 

국제 규정 제정을 위해 착수하게 되었고, 1993년에 IMO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 작업반(OWG : Outside Working Group)

을 구성하여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북극해역에 인접한 

국가들인 캐나다, 핀란드 및 러시아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

며, 최초 제안 후에 거의 10여년의 제정작업 끝에 북극 빙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위한 지침(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 이하 “IMO 지침”이라 함)이 2002년

에 발표되었다(IMO, 2002). 

2002년 이후 북극해 뿐만 아니라 남극해역에서도 선박 운항

의 증가 및 해상 작업의 증가로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사고가 꾸

준히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 코드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필

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극과 북극은 불리한 

환경조건측면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통신 시스템과 선원

안전등에 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빙에 의한 하중으로 

인해 대빙구조, 추진시스템의 추가적인 부하가 요구된다. 이러한 

유사한 환경적 측면에 따라, 남극조약자문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2004년5월)에서는 2002년에 IMO에서 제

정한 “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를 개정하여 남극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IMO 2004).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설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및 의장 전문 위원회(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 52차 회의(2009년3월)를 통하여 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 중 적용해역을 

북극 빙해역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극지해역으로 대체하여 남극

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규

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었다.

또한 동 회의에서 강제성이 없이 지침으로 되어 있는 IMO 지

침을 코드로 변경하여 강제화하자는 미국 및 라이베리아의 의견

이 있었다. 그러나 바하마, 호주 및 파나마 등 많은 회원국이 추

후 논의를 더 거쳐 강제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

침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극지역선박운항 안전코드

개발이라는 새로운 논의 과제에 대하여 IMO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Ship Design and Equipment) 차원의 작업 프로

그램을 제안하였다.

결국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MSC : Maritime Safety 

Committee)의 86차 회의(2009년 5월)에서 기존의 IMO 

“Guideline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 Covered Waters"

과는 별도의 극지방 선박운항 코드를 2012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의 작업 내용에 포

함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DE)의 53차 회의에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각

국으로부터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관련국의 

이해관계 및 의견차이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2014년까지 

코드의 초안을 완료하여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Table 1).

Table 1 History on development of the Polar Code

3.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논의 경과

극지운항선박 안전코드의 논의경과를 살펴보면, 먼저 54차

(‘10.10)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극지방운항선

박 안전코드 구조를 독일이 제안한 목표기반안전구조(GBS: 

risk-based/goal based approach)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

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장의 코드는 달성하고 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요구조건, 기능적 요구조건을 만족

하기 위한 필수 규정요소 등으로 각 장을 크게 세가지의 틀로 구

성하여 코드의 초안을 구성하였다(IMO, 2010).

통신작업반에서는 독일이 제안한 안을 일부 수용하여 극지방 

안전코드의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코

드 내용의 서문, 정의, 목표, 위험요소별 영향 및 기능적 요구조

건에 대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중 위험요소의 식

별 및 분류와 위험요소별 영향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논쟁이 있

었다. 

의장은 각국의 위험요소에 관한 내용을 취합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식별한 후 위험요소를 세분화하여 각 요소별 영향

을 정립하였다. 또한 남극과 북극 지역의 법률·지리적 차이 및 북

극 해역 운항 선박 증가에 따른 연안 국가에 대한 위험성 증가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IMO 소관 

업무가 아님을 지적하였으나 의장은 본 사안을 법률위원회(LEG)

에 검토 의뢰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55차(‘11.3)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극지방 

운항하게 될 선박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졌다(IMO, 2011). 빙이 없는 극지방해역이라 할지라도 

극지방 특수의 환경적인 위험요소는 산재해 있으므로, 극지방을 

운항하는 크루즈 여객선과 같은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 극지방운항선박

의 등급을 쇄빙기능을 가진 선박, 대빙구조를 가진 선박, 일반 

강선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빙해선박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구획 및 복원성관련 사항은 현존 규정이 극지방운항 선박의 운항

에 충분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복원성 및 어선안전전문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서

문에 연안국의 자국법이 강제조항인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식의 문구 삽입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중

국 및 바하마 등 여러나라에서 반대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재

논의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극지방운항선박에 의해 발생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논의도 본 회의에서 다뤄졌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종류 및 정의를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PEC)에 

요청하였으며,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탱크의 위치 및 보호와 관련

된 코드 내 문구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환경오염에 관련된 별

도의 장으로 구성하기로 정리하였다.

56차(‘12.2)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통신작

업반의 코드초안을 바탕으로 각국의 의제 문서에 대하여 논의하

였다(IMO, 2012). 먼저 선박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인명사고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등을 수록한 극지방운항매뉴얼(PWOM : 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구성, 어선의 적용 포함 여

부, 선체구조 및 구명설비, 항해시스템, 호위작업, 해상얼음상태, 

환경보호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캐나다에서 

Ice-free waters 환경에 적용 가능한 카테고리 D등급의 추가를 



장 제  목 주 요 내 용

총칙
제1조

～제4조

정의(남극 및 북극 범위, 극지선박 분류, 적용대상, 

증서 및 검사, 운항제한)

제1장 일 반 극지운항코드의 적용 및 면제사항, 인증 및 검사 

제2장
극지해역 

운항메뉴얼

선속, 안전거리, 상․하 수선(Waterline), 조종특성, 최

소 설계온도, 고위도에서의 통신 및 항해장비 사용한

계 등

제3장 선체구조 극지 환경조건에 적합한 내빙재료 및 구조치수 등

제4장 복원성
유빙에 의한 선체손상이나 착빙에도 견딜 수 있는 충

분한 복원력 유지 등

제5장

수밀구획 

및 

풍우밀구획

모든 출입문 및 출입문과 연결된 갑판은 방한복을 입

고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 화물창 및 출입문에 

쌓인 얼음이나 눈을 쉽게 제거 가능 등

제6장 기관설비

충분한 조종성능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에 사용되는 액체류, 윤활유 등은 극한기온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제7장 운항안전

거주구역은 극한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하며, 탈출로는 방한복을 입은 사람의 

통행을 방해받지 않는 치수일 것

제8장 화재안전

휴대식 소화기는 저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고정

식 소화기 및 소화펌프 등은 착빙구역에 설치되어서

는 아니됨

제9장 구명설비
구명설비는 영하 30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운항조건에 적합한 개인용 구명설비를 비치할 것

제10장 항해안전

빙상․기상정보 수신기, 예정항해에 견딜 수 있는 AIS, 

서치라이트, 자이로콤파스, 속력계, 수심측정기, 

GPS콤파스 등 비치할 것

제11장 통신
예정항로 어디에서든지 선박 간 또는 선박과 육상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출 것

제12장 운항요건

극지운항 선박은 운항메뉴얼, 훈련메뉴얼을 비

치해야 하며, 극지에 진입하기 전에 구조수색 당국

에 보고해야 함

제13장 훈련․증서
빙 항해사(Ice Navigator)의 자격․훈련 및 증서교부, 

비상절차 마련, 선원의 훈련 등

제14장 비상통제
기름 또는 유해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 비상용 

휴대식 펌프 및 호스를 비치할 것

Table 2 Polar Code draft(Part I-A)

제안하였으나, 선체강도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며 해당 선원이 극

지해역의 운항을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

존의 A, B, C등급으로 적용되도록 잠정 합의하였으며, 명확한 

정의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

하기로 하였다.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5차 회의 이후 통신작업반에서

는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일부 장에 대해서 목표 및 기능요

건에 대한 일관성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및 칠레가 제안한 위험․

목적기반의 접근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이에따라 화

재 안전, 보호 관련 기능요건, 항해시스템 기능요건, 비상통신장

비 기능요건, 선원 고용 및 교육 기능요건등이 추가되기도 하였

다.

57차(‘13.3)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회의에서도 통신작

업반의 코드초안 및 각국에서 제안한 의제문서에 대해서 논의하

였다(IMO, 2013a). 먼저 논란이 되 오던 극지방운항선박의 등급

구분에 관해서는 A, B, C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

한 상세한 재분류 작업이 수행되었다.

또한 극지운항선박 증서(PSC: Polar Ship Certificate)와 극해

지역 매뉴얼(PWOM)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사항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조안전성(2장) 관련하여서는 핀란드/스웨덴(FSICR) 규정에

서 사용된 빙해등급을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에 적용할 수 있

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

드는 극지운항선박(Polar ship)의 IACS UR 규칙과는 다르게 선

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극지방안전운항코드와 같은 단일화된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핀란드/스웨덴(FSICR) 규정과 같은 다른 

표준(other standards)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5차 회의 이후 회기간 작업반 

회의에서는 선박의 재질 및 장비의 선정기준이 될 온도의 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통

계최저일일온도(LMDT)로 제안된 –10°C를 설정하였으나, 현재까

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 추후 상황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 극지

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시점을 Phase 1과 

Phase 2로 각각 나누어, Phase 1에서는 SOLAS 선박(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과 여객선), Phase 2에서는 비SOLAS선박

까지 적용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개발을 위해 설계 및 의

장전문위원회 회의 54차 ~ 57차에 걸쳐 위원회 회의와 작업반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3. 최근 주요 논의 내용

DE 57차(‘13.3)회의 이후 통신작업반 회의(Round 1,2)를 통해, 

새롭게 개정된 Polar Code 초안이 2013년 8월 17일에 배포되었

으며, 이 초안을 바탕으로 2013년 9월 4일에 작업반 회의를 가졌

으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본 Polar Code 초안의 구성은 크

게 강제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뉘며, 기존과는 달리 강제사항으로

는 Part I-A(안전조치), Part II-A(오염방지조치)로 구성되며, 권고

사항으로는 각 Part 별 Part I-B(안전조치), Part II-B(오염방지조

치)로 구성되었다. 강제사항인 Part I-A(안전조치)는 1~14장으로 

구성되며, 극지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사항, 극지운항 매뉴얼, 구조안전성, 충격에 의한 안정성, 수

밀, 기관, 화재안전, 인명구조 및 설비, 항해 안전, 통신, 운항관리, 

긴급조치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장은 목적, 기능적 

요구조건, 규정/요구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제사항인 Part 

II-B(오염방지조치)는 1~5장으로 구성되며 극지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기름오염, 유해액체오염, 오수, 쓰

레기 등에 관한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3)



장 제  목 주 요 내 용

제1장 기름오염
불리한 환경조건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선박의 기름

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 및 조항

제2장

유해 

액체물질 

오염

유해 액체 물질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오염에 관한 

인증 검사 및 요구사항

제3장

패키지

형태의 

유해 오염

진행상황 없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삭제 논의 예정

(IMDG Code)

제4장
선박 오수 

오염

선박 운항 시 발생되는 오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수

단 및 규정

제5장

선박 

쓰레기 

오염

선박 운항 시 발생되는 쓰레기(생활쓰레기)에 의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수단 및 규정

Table 3 Table 3 Polar Code draft(Part II-A)

이렇게 구성된 초안은 SDC 1차 (‘14.1)회의에서 작업반 회의 

및 총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본 회의기간 중 작업반 회의

에서는 온도정의 및 카테고리 C선박의 대빙여부, Polar Code의 

현존선의 적용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Polar Code 개발 초

기부터 온도정의에 대한 내용은 계속 이슈화 되었으며, 본 작업반 

회의를 통해서, 온도정의는 극지운항온도(Poalr Service 

Temperature)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본 제안은 아르헨티나, 캐나다의 제안을 바탕으로 극지운항온도

와 통계최저일일저온도(MLDLT)를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

다. 저온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정으를 운항하는 지역의 MLDLT가 

–10도 보다 낮은 경우로 설정하며, 선체 재질 및 장비의 선택기준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장(구조안전성)에서는 카테고리 C선박의 대빙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A, B 카테고리  이외의 빙지역을 

운항하는 C카테고리 선박도 대빙을 갖추도록 주장함(프랑스, 아이

슬란드, 캐나다)에 따라, 카테고리 C 선박도 대빙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구문삽입을 주장하였으며, 동의되었다. 그러나, 운항이 예정

된 지역에 대해 선박의 구조가 적절하다면, 대빙구조는 필요없음

이 제안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모든 권한을 당국이 판단하도록 하

였다. 

4. 향후 개발 방향 및 고찰

현재의 운영계획 상 2014년까지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개

발을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MSC 및 MEPC의 승인을 통해 극지

방운항선박 안전코드 초안이 확정 될 것이다. 극지방운항선박 안

전코드는 현재까지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DE)에서 주도적

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Fig. 1과 같이 IMO 전문위원회 개편에 

따라 선박설계건조 전문위원회(SDC)에서 논의 할 예정이다. 본 

코드의 내용 중 타 전문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장에 대해서는 타 

전문위원회의  최종 논의 결과로 대체될 예정이며. 타 전문위원

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사항은 10장(항해안전), 11장(통신)은 항

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NCSR), 13장은 인적요소, 훈련, 

당직 전문위원회(HTW)에서 더욱 상세히 수정 및 검토 될 예정이

다.

Fig. 1 List of the united sub-committee at 2014 

SDC 1차 회의를 통해 Table. 4와 같은 일정을 목표로, 2014

년 Polar Code 채택을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전문위원회 회의

와 MSC, MEPC에서 승인 및 채택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예정에 

있다. 그러나, 다른 IMO의 타 코드와 마찬가지로, 북극인접국들

의 복잡한 자국 이익관계로 인해 2014년까지 완료될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관련하여  의

제발굴이 다소 부족한 편이였으나, 최근 국책과제 연구를 통해 

극지역 환경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에 따라 정부는 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제정작업에 국내 

산학연전문가로 구성하여 제정작업 국내자문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산업계의 실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Phase 1에 이어 Phase 2에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발효에 대비하여 가장 합리적인 국내

법 수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제정이 앞으로 극지해역의 선

박 운용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돕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해운 업계는 향후 확장될 극지해역 운용 선박의 활성화에 대한 

경제타당성 분석을 통해 극지항로의 새로운 진출방안을 찾고, 

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 발효에 대비하는 극지운용선대 및 

선박에 대한 최적운항 지침서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정 회의명 회의 내용

1.18 SDC 1

- Polar Code 초안 완료

- SOLAS 개정초안과 MARPOL 개정초안 

주요사항 동의

2.17 HTW 1 - Polar Code의 13장(선원훈련) 논의

3.10 SSE 1 - Polar Code의 9장(인명구조) 논의

4.31
MEPC 

66

- SDC 1의 회의결과를 고려한 논의

- 남아있는 이슈에 대한 Polar code 초안 

완료

MARPOL 개정초안 완료

- MEPC 67차 채택을 위한 MARPOL 

개정초안 승인

5.14
MSC 

93

- SDC 1, HTW 1차 회의 결과를 고려한 

논의

- Polar code 초안 동의, 미결된 장은 NCSR 

1로 송부

- MSC 94차 채택을 위한 SOLAS 개정 초안 

승인

6.30
NCSR 

1

- Polar Code의 10장(항해안전), 11장(통신) 

논의

10.1

3

MEPC 

67

- MSC 93차 NCSR 1차 회의결과를 고려한 

논의

- 최종 Polar code 내용 동의

- MARPOL 개정사항과 관련된 Polar code 

채택

- 미결된 부분은 MSC 94차로 송부

11.1

7

MSC 

94

- MEPC 67차 회의결과를 고려한 논의, 

- 최종 Polar code 내용 동의

- SOLAS 개정사항과 관련된 Polar Code 

채택

향후 극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의 초안작업이 완료되어 시행된

다면, 본 강제규정이 모든 빙해선박 규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따른 각 선급의 규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IMO 극

지방운항선박 안전코드개정에 관련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

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산업계에서 IMO 극지방운항선박 안전

코드의 적용을 위한 사용지침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 이다.

Table 4 Time schedule of the committee related to Polar 

Code

후  기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No. 

10033640),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료지원사업(No. 10045761) 

지원을 받고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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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호를 이용한 아문젠해에서의 국부 빙압력 계측 연구
권용현, 이탁기(경상대학교),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n Measurements of Local Ice Pressures for Ice Breaking

Research Vessel “Araon” at Amundsen Sea
Yong-Hyeon Kwon, Tak-Kee L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yungsik Choi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극지의 빙해역을 운항할

수 있는 쇄빙선이나 내빙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유빙이나 빙판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때 선체구조가 받는 빙하중을 추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빙하중은 편의상 국부 빙하중과 전체 빙하중으로 구분 가능

하고, 국부 빙하중은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판재와 보강재 상의 일부 지역에 국부적으로 작용하는 빙압력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 31일부터 3월20일까지 남극의 Amundsen 해에서 비교적 큰 빙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쇄빙시험 시 계

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부 빙압력 추정을 수행한 것이다. 이 때 스트레인 게이지를 선수 thrust실 좌현과 우현의 선측 외판 내부

의 동일한 위치에 부착함으로써 쇄빙시 빙판과의 충돌에 의해 선체가 받는 하중의 대칭성을 고찰하였다. 계측한 변형률 자료를

이용하여 영향계수법과 직접법으로 빙압력을 환산한 뒤 비교를 통해 두 값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Keywords : Local ice pressure (국부 빙압력), Big floe (큰 빙판), Antarctic voyage (남극 항해), Amundsen Sea (아문젠해), Influence 

coefficient method (영향계수법), Direct method (직접법)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기인한 북극해 해빙으로 북극 

항로가 상당부분 개방되면서 북극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북극 항로의 개방은 무역량의 증가와 쇄빙선 및 내빙선의 수

요를 증가시킬 원천이 될 것이다. 쇄빙선 및 내빙선의 개발과 건

조 시 많은 고려사항이 있는데 극지방의 해빙이 운항 중인 선박

과 접촉 또는 충돌하는 경우 선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빙하중 

또한 고려대상 중 하나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빙하중은 편의상 국부 빙하중과 전체 빙하중으로 분류될 수 

있다 (ABS 2011). 여기서 국부 빙하중은 선체구조를 이루는 판

재와 보강재 상의 일부 면적에 작용하는 빙압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모든 빙해 선박 규칙에는 국부 빙압력이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부 빙압력은 빙의 종류, 빙두께, 빙-선체 

상호작용 및 지배적인 빙 파괴 모드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SC, 2012).

미국의 Polar Sea호는 1982년 9~10월과 1983년 3~4월에 

각각 Beaufort Sea와 Chukchi Sea에서 국부하중을 계측한 바 

있는데 이 계측자료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국부 하중을 

계측한 자료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다 (St. John et al., 1990). 

국내 연구진에 의한 빙하중 계측은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Araon호를 이용하여 2010년 7~8월에 수행한 것이 최초이다 

(Kim et al., 2011). 이 계측에서 연구팀은 시험을 위한 빙판을 

선정한 후 그 빙판상에서 직접 해빙 두께 및 특성 시험을 수행하

기도 하였으며 (Park et al., 2011; Kim et al., 2012), 빙-선체 

상호작용이 발생할 경우, 빙하중에 대한 선속과 빙두께의 영향을 

고찰하고 계측 값을 기준으로 빙하중을 빙압력으로 환산하는 방

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Lee et al., 2013a, 2013b).

연구진들은 2012년 1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Amundsen 해에

서 두 차례의 쇄빙성능 시험을 수행하면서 빙하중 계측을 병행하

였다 (Kim et al., 2013). 이때, 실선시험을 수행하기 전 빙하의 

재료의 특성 등을 파악한 뒤 계측을 수행하고 선수부의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값을 이용하여 영향계수법과 직접법을 적

용하는 방법으로 빙압력을 계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수의 우현과 좌현의 동일한 위치에 스

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함으로써 빙-선체 접촉/충돌 시 선박이 받

는 응력의 대칭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아문젠해 실선 쇄빙 계측 자료

연구진은 2012년 남극의 Amundsen해에서 두 차례의 쇄빙시

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선수선측에 작용하는 국부 빙하중을 계

측할 목적으로 선수 thrust room 내 제2갑판 하부의 106번 프레

임과 111번 프레임 사이의 좌·우현 선체외판 내부에 Fig. 1과 같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착

된 스트레인 게이지는 총 21개이며, 전부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

하였다. 그림에서 L과 R은 좌현과 우현을 나타내며, 1~10번 게

이지는 좌·우현 동일 위치에 부착하였고 R11 게이지의 경우, 좌

현에는 설치 장소가 적절치 않아 우현에만 부착한 것이다.

Fig. 1 Location of strain gauges between Frame No. 106

and No. 111

아문젠해에서 아라온호의 운항 경로와 쇄빙 시험 위치는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다 (Kim et al., 2013). 전체적인 경

로는 Pine Island Glacier에서부터 Cape Burks에 이르는 아문

젠해 전역에 걸쳐 있고, 그림에서 SI 1과 SI 2로 표시된 부분

이 쇄빙 시험을 수행한 장소이다.

첫 번째 시험 빙판은 2012년 2월 21일 73°30'43"S, 109°02' 

11"W 위치에서 선정한 900m×600m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이

며, 그 상태로 보아 1년생 빙판으로 추정되었다. 계측 결과, 이 

빙판의 두께는 Fig. 3과 같으며 가로축은 진행거리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눈 두께와 얼음 두께를 나타낸다. 파란색 선으로 얼음

의 형상을 표시하고, 실제 얼음의 수직 분포를 세로축 방향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시험 당시 대기온도는 -1℃였으며, 풍

속은 약 12노트 정도였다. 아라온의 흘수는 선수흘수 7.04 m, 

우현 중앙부 흘수 7.00 m, 좌현 중앙부 흘수 7.04 m이었다.

 Fig. 4는 쇄빙 시험을 위해 최종적으로 설치된 깃발과 항로를 

촬영한 사진이다(Choi, et al., 2012). 첫 번째와 두 번째 깃발간

의 거리는 300m, 두 번째, 세 번째는 200m, 세 번째, 네 번째 깃

발사이의 간격은 300m로 총 800m 구간이다. Fig. 5는 아라온호

의 위치를 GPS를 이용하여 위도와 경도좌표를 실제와 방향이 같

게 표현한 것으로 남위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경도는 서경으로 

오른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도록 표현하였다. 구간별로 8 MW, 6 

MW 및 5 MW로 엔진 출력을 바꾸어 시험을 수행하였다.

2012년 3월 04일 두 번째 시험 빙판의 위치는 72°15'11"S, 

117°49'32"W 이었고 크기는 대략 1,100m X 600m 정도로 Fig 6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빙판의 가운데에 조금 두꺼운 ridge가 있는 

구조였다. 이 빙판도 한쪽 변이 커다란 빙산에 막혀 있는 비교적 

평탄한 1년생 빙으로 추정되었다. 시험 당시 대기온도는 약 -4.

5℃였으며, 풍속은 약 12노트로 계측되었다. 선박의 흘수는 선수 

흘수 6.88 m, 우현 중앙부 흘수 6.71 m, 좌현 중앙부 흘수 6.84 

m이었다. Fig 7은 두 번째 빙판의 시험 경로를 보여준다. 이 시

험에서는 엔진 출력을 7MW와 8MW로 변경하였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시험 빙판에 대한 빙특성 계측 결과를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첫 번째 빙판의 평균 압축강도는 1.445 

MPa, 평균 굽힘 강도는 274 kPa 수준이었고, 두 번째 빙판의 경

우는 각각 1.32 MPa, 266 kPa이었다 (Ha, et al., 2012). 이때, 

압축강도는 간이 현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직접 빙 코어 시편으로

부터 계측한 것이며, 굽힘 강도는 Timco & O'Brien (1974)의 경

험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Fig. 2 Route of Araon and Ice breaking test sites

Fig. 3 Ice thickness and snow depth of 1st ice floe

Fig. 4 Ice target for ice breaking in the Amundsen Sea 

(1st test)



Fig. 5 Ship trajectory and power data in 1st test

Fig. 6 Ice thickness and snow depth on 2nd ice floe

 Fig. 7 Ship trajectory and power data in 2nd test

3. 빙하중 계측자료 분석

남극해에서의 계측한 두 차례의 쇄빙시험 자료 중 20.0 MPa 

이상인 값만 모아서 피크 응력에 대응하는 선속으로 정리해본 결

과 Fig. 8과 같이 나타났다. 2차 시험에서 선속이 약 3.42노트일 

때 좌현의 채널 L10의 피크 응력이 최고값(180.7 Mpa)으로 계

측되었다. 100 MPa 이상의 피크 응력은 2차 시험에서 계측되었

는데, 이는 2차 시험 빙판의 중간에 빙맥이 존재하는 것과 상관

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시험에서는 빙특성 계측을 위해 

사전에 정해놓은 코스를 비교적 잘 따라가면서 쇄빙 시험이 수행

되었다. 그러나 2차 시험의 경우 Fig. 7에서 보듯이 사전에 정한 

직선 코스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선회하는 형태로 운항

함으로써 예정된 코스를 상당히 벗어나는 쇄빙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Summary of two big floes 

Ice  floe No. 1 2

Location
Longitude 109°02'11"W 117°49'32"W

Latitude 73°30'43"S 72°15'11"S

size
Length(m) 900 1,100

Width(m) 600 600

Air temperature(℃) -1 -4.5

Wind speed(kn) 12 12

Average compressive  

strength(MPa)
1.445 1.32

Average bending  

strength(kPa)
274 266

Fig. 8 Peak stress vs ship speed in the Amundsen Sea

3.1 빙압력 계산 방법

스트레인 게이지로 계측된 값을 빙압력으로 환산할 때 일반적

으로 영향계수법을 사용한다. 즉, 특정한 영역에 압력이 작용하

면 인근 영역에 변형과 응력이 발생되는데 압력을 알고자 하는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압력을 작용시키고 이때 관심 영역

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구조해석을 통해 반복적

으로 수행하면 영향계수를 구할 수 있다 (Lee, et al., 2013b).

이렇게 구해진 영향계수를 응력에 대한 압력의 관계식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는 각각 특정 영역에 대한 응력 및 압력 벡

터이고,   는 응력에 대한 압력의 영향계수 행렬이다.

3.2 빙압력 계산

응력은 3개의 로제트 게이지로부터 계측된 값을 이용하여 계

산 가능한 등가응력 (보통, von-Mises 응력)으로 각각 1차, 2차 



L3 L6 L9

ICM Direct ICM/D ICM Direct ICM/D ICM Direct ICM/D

1.852 1.804 1.026 1.668 1.560 1.069 2.836 2.632 1.078

1.191 1.201 0.992 1.306 1.330 0.982 1.110 1.168 0.951

1.184 1.085 1.092 1.192 1.178 1.012 1.191 1.080 1.103

1.020 1.074 0.950 0.891 0.938 0.950 1.075 1.048 1.026

Port side Average ICM/D = 1.012

R3 R9

ICM Direct ICM/D ICM Direct ICM/D

2.184 1.956 1.117 1.341 1.184 1.133

1.054 0.929 1.134 0.936 0.880 1.063

0.755 0.769 0.982 0.825 0.863 0.956

0.755 0.694 1.088 0.847 0.752 1.127

Starboard side Average ICM/D = 1.067

시험에 대해 좌현의 L3, L6, L9와 우현의 R3, R6, R9에서 계측

된 변형률 데이터로부터 구한 피크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의 우현 R6게이지의 데이터가 제대로 계측

되지 않아서 R6계산 결과는 제외하였다.

표 2, 3에서 ICM은 영향계수법을 이용한 빙압력 계산 값이고, 

Direct는 직접법을 이용한 빙압력 계산 값이다. 또한 ICM/D는 영

향계수법에 상응하는 직접법의 비를 나타낸다. 이 결과를 살펴보

면 최대 빙압력은 2차 시험의 좌현 L9에서  영향계수법으로 계산

한 값 2.836 MPa로 나타났고, 이때의 직접법으로 계산된 빙압력

은 2.632 MPa로 나타났다. 

Fig. 9와 Fig. 10은 1차, 2차 시험에 대해 각각 좌현, 우현의 

영향 계수법과 직접법에 대한 비를 선형 y=x인 그래프와 비교해

놓은 그래프이다. 그래프에 사용된 값들은 1,2차 테스트의 20 

MPa 이상의 피크 값이다. y=x그래프의 기울기 1과  ICM/D의 평

균값인 1.0238의 차이는 0.0238로 매우 적으며 그래프에서 보

듯이 거의 모든 값이 y=x그래프에 근접하므로 직접법과 영향계수

법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접법을 적용하

더라도 실용적으로 빙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2 Calculated ice pressures of port side and star-

board side (1st test)

(unit : MPa)

L3 L6 L9

ICM Direct ICM/D ICM Direct ICM/D ICM Direct ICM/D

2.062 1.940 1.063 1.658 1.516 1.094 1.828 1.688 1.083

1.405 1.316 1.067 1.178 1.238 0.951 1.004 1.130 0.889

0.987 1.024 0.963 1.273 1.171 1.087 0.922 1.006 0.916

1.027 1.016 1.011 0.951 1.152 0.825 0.936 0.884 1.059

Port side Average ICM/D = 1.003

R3 R6 R9

ICM Direct ICM/D ICM Direct ICM/D ICM Direct ICM/D

1.477 1.312 1.125 1.724 1.712 1.007 1.624 1.510 1.075

1.296 1.168 1.109 1.477 1.487 0.993 1.020 0.920 1.109

0.933 0.843 1.107 1.474 1.428 1.032 0.875 0.825 1.060

0.861 0.823 1.046 1.205 1.229 0.981 0.775 0.705 1.100

Starboard side Average ICM/D = 1.013

Table 3 Calculated ice pressures of port side and star-

board side (2nd test)

(unit : MPa)

 Fig. 9 Pressures by ICM and direct method (1st test) 

Fig. 10 Pressures by ICM and direct method (2nd test)



3.3 좌�우현 계측 빙하중의 비교

아라온호 좌�우현의 같은 위치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쇄빙 시 응력 값을 동시에 계측하였다. 이 때 각 차수별 계측 값 

중 가장 큰 값 4개와 그와 동시간대에 계측한 반대편 측정값을 

Table 4에 비교하여 나타냈다. 표에서 시간은 각 시험에서 계측

이 시작된 이후 경과된 시간을 의미한다. Table 4를 보면 한쪽은 

높은 peak값을 가지는데 비해 반대편 값은 미미한 것을 볼 수 있

다. 즉, 첫 번째 시험에서 R2에서 최대값 99.79 MPa일 때 우현

의 동일 위치에서는 3.65 MPa 수준이었으며, 이는 약 3.7% 수

준에 불과한 것이다. 표에서 동시간대 양현의 계측값 차이가 가

장 작은 경우인 5번 게이지 위치에서도 좌현에 비해 우현이 약 

22% 수준으로 매우 작은 빙하중이 계측된 것으로 드러났다. 

쇄빙 시험 시 좌·우현의 동시간대에 받는 응력 값을 좀 더 살

펴보기 위해 1, 2차 시험에서 최대 피크 값을 가질 때 이에 상응

하는 시간대의 반대편의 값을 Fig. 11과 12에 함께 나타내었다. 

Fig. 11을 보면 우현인 R2에서 1차 시험의 최대 peak 값을 가지

는 반면에 같은 시간대에 좌현인 L2의 값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Fig. 12에서도 좌현인 L10에서 2차 시험의 최

대 peak 값을 가지는 반면 우현인 R10의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쇄빙 시험 도중 빙판과의 접촉 상황이 양현에서 차이

가 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2012년 남극 아문젠해에서 계측한 변형률 자료를  

이용하여 빙압력을 환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좌 � 우현 선수

외판 내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선수선측에 작용하는 

빙하중을 계측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향계수법과 직접법을 이용

하여 빙압력을 환산한 결과, 영향계수법을 사용할 때 최대값은 

2.836MPa이고, 직접법을 사용할 때 최대값은 2.632MPa이였다. 

그리고 계측 자료들의 ICM/D(영향계수법에 상응하는 직접법의 

비) 평균값이 1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값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빙압력을 구할 때 효율성 높은 직접

법을 이용해도 무관하다.

또한, 두 차례의 쇄빙 시험 시 가장 큰 빙하중 4개씩을 골라 

이에 대응하는 다른 현의 동일 위치에서 계측한 값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 쇄빙 시험 도중 계측된 빙하중은 좌우현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부터 좌우현의 빙접촉 상황이 유사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후 기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산업원천기술과제 (Grant No. 

10033640)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입니다.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Table. 4 Comparison of port and starboard at the same time

Test 

No.
port

peak stress

(MPa)
STBD

peak stress

(MPa)
Time(sec)

1

L2 3.654 R2 99.79 981.28

L3 77.33 R3 3.008 1048.36

L5 87.59 R5 19.26 1047.88

L8 76.2 R8 2.84 1134.4

2

L4 7.884 R4 101.8 3344.46

L7 129.5 R7 2.645 2823.8

L9 104.9 R9 3.635 2824.12

L10 180.7 R10 3.941 2823.76

 Fig. 11 Example of peak stress measured in 1st test

 Fig. 12 Example of peak stress measured in 2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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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he integrated solutions of simulation based production

for ships and offshore plants
Ho-Jin Hwang(KRISO)

요 약

생산 공정 및 공법 검증, 설비 및 배치의 최적화, 생산 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과제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과제의 주요 결과물이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이며, 원천기

술인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하여 조선소 현장 맞춤화된 응용시스템인 응용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의 개발 현황, 현장 적용 및 효과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통합 솔루션을 구성

하는 5가지 주요 생산 시뮬레이션 응용 분야 및 해당 분야에 활용되는 응용시스템에 대해 기술하며, 응용시스템이 가지는 주요 기능들

을 소개한다. 이러한 통합 솔루션은 향후 조선소 생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조선해양 강국으로의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 Simulation based production(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Simulation framework(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Simulation Application

            (시뮬레이션 응용시스템), Simulation total solution(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

1. 서 론

중국, 브라질 등의 조선 후발국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계 1

위의 조선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

로 설계 및 생산과 관련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

며, 이는 건조 생산성을 향상 시켜 경쟁력을 보다 확고히 하는 

전략으로 풀이가 된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과제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

제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용 시뮬레이션 시

스템을 조선해양산업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비용면으로나 효과

면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조선해양산업에 특하된 전용 시뮬레

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해당 과제의 주요 결과물인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의 개발 현황, 현장 적용 및 효과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통합 솔루션은 조선소의 생산 관련 현안 및 애로

사항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외산 제품의 

도입에 따른 직간접적인 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통합 솔루션을 구성하는 주요한 응용 분야에 

대해 기술하고, 해당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 및 주

요 기능들을 소개한다.

2. 국내외 주요 현황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은 국내 조선소들에 의해 다양한 영

역에서 개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요 부서의 필요에 

의해 국부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해 왔으며, 편의에 따라 개발되어 

각기 다른 구조를 띄고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개발

된 모듈 및 프로그램들이 재활용 및 재사용성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최근 3D CAD 시스템의 본격적인 적용에 의해 CAD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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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integrated framework of simulation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이라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에까지 주력하

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해외의 많은 벤더들이 한

국 및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여 조선해양 전용의 생산 시뮬레이

션 기능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시장인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하여 독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3D 

CAD에서의 전례와 같이 해외 벤더들의 시스템을 맞춤화

(Customization)하기 위해서는, 기존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많

은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

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의 현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선해양 생산 기술에 우리나라 IT기술을 융합한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3.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

3.1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은 기존의 국부적인 시

뮬레이션 기능의 개발과는 큰 차이가 있다. 통합 솔루션은 개발 

모듈의 재활용 및 재사용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워크

(Integrated Framework of Simulation)를 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통합 프레임워크는 네 영역으로 구분되며, 시뮬레이션 엔진, 통

합 데이터베이스, 가시화 엔진, 분석 엔진이 그것이다. Fig. 1은 

통합 프레임워크의 일부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시뮬레이션 엔진은 조선해양 전용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성 커널(Kernel)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데이터

베이스는 시뮬레이션 엔진의 커널들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

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조선소의 기간 시스템(Legacy 

System)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가시화 엔진과 분석 엔진은 후처리 엔진(Post-process Engine)

으로 통칭한다. 가시화 엔진은 시뮬레이션 출력 결과들을 사용자

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시화 관련 기능들을 통합한 엔진

이다. 이는 현장 사용자들로 하여금 모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

이 유사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보들을 동일한 뷰(View)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석 엔진은 엔지니어링 정보

들을 표현하는 각종 테이블, 챠트, 그래프들을 통합 관점에서 제

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점에서는 가시화 엔진의 역할과 유

사하다.

Fig. 2 Integrated DB for SBP

3.2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응용시스템

조선해양 분야의 생산 시뮬레이션 중 조선소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응용분야에 대해 과제 기획에서부터 5가지를 선정하였

다. 이러한 5가지 생산 시뮬레이션 응용분야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전까지는 핵심 커널(Kernel)로 표현되는 응용 분

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통합하였다. 이러한 통합 프레임워크

를 기반으로 조선소 현장 맞춤형 응용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응용분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으며(Hwang, 2012), Fig. 3

은 이 중 4개의 응용시스템을 표현한 것이다.

1)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생산 공정 계획과 생산 일정 계획을 생산계획의 통합 관점에

서 상호검증(Crosscheck)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 공정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행 중일정 검증

  - 블록별, 월별, 공종별, 베이(Bay)별 부하 분석

  - 부하 및 생산량 분석을 통한 최적 선행 중일정 작성 지원

  - 업무 분담 의사 결정 지원



  - 사용자 친화적인 GUI를 통한 손쉬운 공정 모델링

Fig. 1 Application fields of Simulation based Production

2) 블록의 크레인 리프팅 및 탑재 시뮬레이션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에 필요한 블록 턴오버(Turn Over) 

및 리프팅(Lifting), 해상 탑재 등과 같은 위험하고 어려운 작

업의 검증 및 계획을 위한 시뮬레이션

  - 생산 작업의 검증을 통한 크레인 작업 운용도 및 안정전

성 향상

  - 기존 생산 공법 개선 및 신규 생산 공법 검증

  - 다물체계 동역학 기반의 각종 장비 모델링 및 작업 시나

리오 구성 기능

  - 3D 가시화와 그래프를 이용한 과정 및 결과의 실시간 검

토 기능

  - 사용자 친화적인 GUI를 통한 손쉬운 모델링 및 시뮬레이

션 기능

3) GIS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조선소 내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해양 건조에 필요한 

드라이 도크, 안벽 등의 시공간적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 GIS 기반의 안벽 및 도크 모델링

  - 선표 일정에 따른 안벽 및 도크 자동 배치

  - 도크 탑재 3D 현황판 기능

  - 후행 중일정 부하 분석

  - 최적 후행 중일정 계획 도출

4)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

자재의 적치 및 물류, 부재들의 운반 계획, 지번 별 블록 할당 

및 배치 계획을 위한 시뮬레이션

  - GIS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 운송 관리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블록 운송의 현장 작업 지원

  - 블록 정보의 운송 이력 확인 기능

  - 트랜스포터의 공주행 최소화 운송 계획 수립

  - 트랜스포터 정보 관리

  - 3D 블록 정반 배치

  - 중일정 정보 기반의 정반배치 현황 가시화

  - 조선용 CAD 형상 모델 데이터 지원 기능

5) 블록 배량 자동화 시뮬레이션 플랫폼

선표 계획 검증 및 배량 관련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

  - 시나리오 기반의 블록 배량 자동화

  - 사용자 친화적인 GUI를 통한 손쉬운 블록 배량 시나리오 

작성

  - 계층적 분석(AHP)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선표 평가

4. 결 론

생산 공정 및 공법 검증, 설비 및 배치의 최적화, 생산 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생

산성 향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는 중국, 브라질 등의 

후발 조선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 이

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

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과제가 지원하고 있으며,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우리나라 IT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 결과물이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이며, 원천기술인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프레임

워크와 이를 활용하여 조선소 현장 맞춤화된 응용시스템인 응용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의 개발 현황, 현장 적용 및 효과에 대한 방안에 대

해서 다루었다.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와 통합 

솔루션을 구성하는 5가지 주요 생산 시뮬레이션 응용 분야에 대

해 기술하였다. 해당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

과 그 주요 기능들을 서술하였다.

조선해양산업의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외산 제품의 도입 

및 맞춤화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

라 직간접적인 기술 유출이 예상되는 바,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

라 첨단 조선해양 생산 기술에 우리나라 IT기술을 융합한 현장 

적응형, 현장 맞춤화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통

합 솔루션은 향후 조선소 생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한정된 

작업 공간 안에서 최대의 생산 효율성을 획득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조선해양 강국

으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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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에서 선행중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하고 정교한 하위 공정의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중일정을 세우는 시기에 하위 공정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략적인 물량 부하를 통해
선행중일정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중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위 공정에 대한 물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계획 수립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가공해 보여주는 방법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선행중일정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Keywords:Digital Shipyard(가상 조선소), Manufacturing Simulation(생산 시뮬레이션), Information Visualization(정보가시화) 
 

1. 서 론 
 
조선소의 선행중일정은 드라이도크에 탑재 공정을 위해 

거대 블록을 조립하고 도장, 의장 등의 작업을 끝내는 
과정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선소 전체의 경제성이나 연간 
생산량 등을 감안하는 상위 계획과는 다르게 선행중일정은 
하위 단계의 공정을 감안할 경우 매우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은 조선소의 하위 공정을 선행중일정 
수립 단계에서 수행해 보고 생산량이나 부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선행중일정을 수립하는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가시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2.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2.1 조선소 선행중일정 수립 문제점 
조선소에서 생산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생산 

설비는 탑재 공정을 통해 최종 선박을 조립하는 탑재 공정에 

사용하는 드라이도크다. 조선소에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간인데다가, 조선소 특성상 가장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행중일정은 드라이도크에 탑재 공정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블록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세부 공정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따라서 실제 단위 공정을 이루는 하위 
생산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중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하위 
공정에 대해 상세 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하위 
공정을 감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행중일정은 
대상 블록의 중량과 크기를 토대로 공장별 부하를 감안하는 
수준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2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개요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은 앞 절에서 다룬 
이유로 대략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선행중일정 
수립 단계에서의 하위 공정 부하와 일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름처럼 일련의 
수학적 모델과 이 모델을 컴퓨터를 이용해 실행해 실제 생산 
현장의 공정을 모사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H조선소의 경우 
선행중일정의 하위 공정으로 워크패키지(WOP, Work 
Package)와 워크오더(WOD, Work Order)를 사용하고 
실제고 계획과 실적을 자체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었다. 본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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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블록의 리프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적 해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블록을 원하는 위치로 운반한다. 이 때, 운반 대상 블록의 무게가 무겁거나, 기존에 작업을 수행했던

블록과 그 형상이 크게 다르다면 생산 계획에서는 해당 작업을 위한 블록 운반 계획(블록 리프팅 설계)을 수립한다. 블록 리프팅 설계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블록을 들어 올렸을 때 크레인의 각 와이어에 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는지, 그리고 그 장력이 크레인의 최대 하중을

넘지 않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적 해석을 수행하여 크레인이 블록을 들고 정지해 있을 때 블록의 자세나 각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해당 기능을 동적 거동해석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초기 자세를 정의하는데 활용한다면 동적 거동 해석의 해석 시간이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Keywords: block lifting, process planning, static analysis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블록의 리프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적 해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블록을 

원하는 위치로 운반한다. 이 때, 운반 대상 블록의 무게가 

무겁거나, 기존에 작업을 수행했던 블록과 그 형상이 크게 

다르다면 생산 계획에서는 해당 작업을 위한 블록 운반 

계획(블록 리프팅 설계)을 수립한다. 블록 리프팅을 설계하기 

위하여 조선소 현장의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블록을 들어 올렸을 때 크레인의 각 와이어에 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는지, 그리고 그 장력이 크레인의 최대 하중을 넘지 않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다. 이 때 기존에는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중소 조선소에서는 모멘트 및 힘의 

평형식을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계산을 수행하거나 혹은 일부 

조선소에서는 정적 해석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력 

및 자세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적 해석을 수행하여 크레인이 블록을 들고 

정지해 있을 때 블록의 자세나 각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또한 일부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적 해석 프로그램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크레인의 동적 거동해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적 해석 기능을 동적 거동해석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초기 자세를 정의하는데 활용하여 동적 거동 해석의 해석 

시간이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 정적 해석 기능의 이론적 배경 

 

정적인 평형 상태를 찾는 다는 것은 중력뿐 아니라 

와이어로프등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외력 등이 모두 평형을 

이루는 자세를 결정하는 문제를 말한다. 더욱이 이것이 

다물체계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다물체계 시스템의 

구속력까지 모두 평형을 이루는 자세를 찾아야 하며, 이는 

결국 비선형 문제를 푸는 것이다. 

정적 평형 상태를 찾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종류가 있다. 

 

- 포텐셜 에너지 방법 

-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 

- 가상의 힘(power) 방법 

- 동적 안정화 방법 

 

각각의 방법은 모두 장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국 어떤 물체나 다물체계 시스템이 정적 평형을 

이룬다는 의미는 그 자세에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 중 하나가 정적 평형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물체계 시스템은 직교 좌표계 보다는 

일반화 좌표계 (Generalized Coordinate System)를 이용하여 

표현되므로 포텐셜 에너지 역시 일반화 좌표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일반화 좌표계 q 의 함수인 포텐셜 에너지 

V 를 일반화 좌표계로 미분하여 이것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 포텐셜 에너지를 일반화 좌표계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 )TV∂
= −

∂
J F q

q
 (1) 

여기에서 J는 직교 좌표계와 일반화 좌표계 사이의 좌표 

변환을 위한 Jacobian 행렬을 의미하여, ( )F q 는 일반화 

좌표계의 함수로 표현된 직교 좌표계에서의 외력을 

의미한다. 이 외력은 다물체계 시스템에 작용하여 가속도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 T T

J MJq + J MJq = J F�

�� �       (2) 

 

여기서 M 은 질량 메트릭스를 의미한다. 식 (2)와 같은 

다물체계 동역학의 운동 방정식에서 일반화 좌표의 속도의 

가속도가 0인, 즉 정적 평형상태인 0 T
= J F 를 만족하는 

일반화 좌표계를 수치해석을 통해 찾으면 그 지점이 정적 

평형상태가 된다. 

 

3. 결 론 

2절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면 다물체계 시스템의 정적 

평형상태를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크레인을 이용한 블록 리프팅 설계 시 정확한 

장력 및 블록의 평형 자세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설계 

전문가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여기서 계산된 정적 평형 상태는 일반화 좌표계로 

표현되므로 같은 일반화 좌표계로 정의되어 있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역학 해석 모델의 초기자세로 정의할 수 있어, 

동적 거동 해석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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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후행 중일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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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plan optimization using the G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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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 산업의 생산 공정 프로세스는 각 생산시설의 위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특징을 전산적으로 처

리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과 설비들의 지리적인 특질과 속성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지리적 정보를 DB

화 하는 GIS 기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지리정보는 크게 지리 객체와 지리 공간으로 나뉘지만, 야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장 

및 작업장, 도로, 설비, 시설물 등의 지리 객체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물류 이동의 확인 및 시뮬레이션, 도크 및 안벽

설비의 사용 계획 작성등 다양한 생산 관리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GIS 기법으로 야드 설비 정보를 DB화 

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조선소 설비의 증설, 보강, 변경, 폐쇄에 유연하게 적

응하고 다른 조선소에 적용이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Keywords : GIS System(지리 정보 시스템)

1. 서 론

조선 해양 산업은 제한된 조선소 내부에서 보다 많은 수주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특히 도크라는 대체 불가능

한 시설의 영향으로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일정 및 공간의 제약

에 매우 민감한 생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일정 및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RP 및 각종 IT

기술의 도입이 있었으며, 또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통합 일정 및 공간 계획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생산 계획의 시수 

절감 및 효율성, 계획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많은 조선소들이 각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지

만 이들은 해당 조선소에만 적합한 시스템이다. 보다 일반적이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선소 생산 공정에 큰 영향을 주는 

야드와 설비의 형상 및 배치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고, 이를 각 조선소의 여건에 맞도록 확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지형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할 수 있다. GIS 시스템은 지형 및 설비의 

Geometry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지형지물들의 속성데이터도 

함께 관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시스템들에서 다각형으로만 표시

되는 공간을 일정 및 배치계획 정보와 함께 각종 GIS 데이터들로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할 수 있다. GI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

선 생산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선소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조선소의 설비 변경에 

대해 유연하게 적응하며, 변경에 따른 수정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하여 설비 변경 결정에 참조할 수 있게 해 준다.

    

2. GIS 프레임워크의 구축

조선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 개발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인 조

선소의 야드 및 설비 등의 형상 및 배치정보는 각 조선소마다 모

두 다르다. 이러한 지형 및 설비 데이터가 선정된 GIS 규격에 맞

추어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일관된 공간 계획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간계획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정의하면 나머지 

정보는 각 조선소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구축하여 활용이 가능

하게 된다. 그리고 공간 Data Base의 활용을 통해 구축된 각종 

GIS 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면 조선소의 지형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소의 지형 및 설비 등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공간 또는 다른 계획 시스템

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분석하여 계획에 필요한 최소

한의 속성을 정의하고, 조선소 설비의 추가 속성을 찾아 내야 한

다. 

각종 GIS데이터는 자료층(Layer)단위로 표시되는데, GIS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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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은 여러 면의 레이어를 임의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

고 지도의 축척도 몇 단계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의 분석 및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에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GIS의 공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위치에 관련된 것으로 공간 객

체의 속성(Attribute)과 위치(Position)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을 위한 입력 자료의 대부분은 수

치지도와 같은 벡터 자료층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공간분석이

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변수들의 공간적인 위치를 고려한 

분석을 말한다. GIS의 공간 데이터는 공간과 관련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대상이 

되며, 위치정보는 2차원 혹은 3차원의 좌표로, 속성정보는 변수 

또는 관련 정보로 표현된다. 공간 데이터는 분석 목표와 관련한 

각종 공간상의 객체를 일정 형식으로 표현하고 저장, 관리한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앞으로

의 현상을 예측하는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공간 분석을 통하여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간 데이터가 실제 발생하는 현상 또

는 실제 값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해양 생산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GIS 정보를 기

반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3. 후행 중일정 최적화에서의 적용

도크 작업 이전의 중일정 공정에 대한 생산성 평가는 이미 많

은 연구를 통하여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도크 이후의 작업인 후

행 중일정에 대하여는 이러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었

고, 중일정 계획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의 조선산업은 특수선종과 해양구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의장 설비 작업이 수행되는 후행 중일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행 중일정 공정들의 

업무 부하율을 산출하고, 이를 평준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중일정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별 실적함수를 구성하고, 이들을 

합산하여 총 업무 부하율 그래프를 작성한다. 각 공정에 대한 부

하율 분포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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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공정별 실적 함수

공정별 실적 S커브는 각 공정에 맞는 시수와 일정에 따라 위

와 같이 정의되며, 공정율 실적 보정을 위하여 Mean Time 및 곡

률을 통해 재정의가 가능하다. 각각의 공정 실적 함수는 분류단

위에 따라 작업인원별/장비별/야드전체 등의 단위로 합산되어 총 

작업 부하율을 산출하게 된다.

Figure 2. 총 작업 부하율의 합산

산출된 총 작업 부하율을 기준으로 목적함수를 설정하여 최적

화를 수행한다. 목적함수는 부하율의 표준편차, 잔업일 비율, 유

휴일 비율의 합으로 설정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를 조

절한다. 최적화는 Simulated Annealing기법을 사용하여 전역해

를 구한다.

Figure 3. 최적화 수행에 따른 가중치 그래프의 변화

작업 공정 부하율의 산출은 가용 인원 및 조선소 설비에 걸리

는 작업 부하를 산출하고, 과다한 작업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작업부하에는 작업 인원들의 이동시간이나, 공

정에 필요한 설비의 이동시간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는 GIS와 

연동하여 가져올 수 있다.

Figure 4. GIS로 들어오는 시설/장비정보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소 후행 중일정 계획의 부하량 산출과 이를 이

용한 최적 부하량 시뮬레이션의 수행방법과, GIS를 이용한 이들 

정보의 연동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의 GIS 적용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정보

를 표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들어, 시설이

나 계획의 변동에 쉽게 적응하고, 서로 다른 조선소에 적용하는 

경우 데이터 구축이 용이한 범용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된

다. 이러한 기술은 후행 중일정 최적화 이외에도 다양한 시스템

에 적용되어 균형잡힌 생산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여, 조선 

생산 효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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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진중공업과 함께 개발한 조선소 트랜스포터 최적 블록 운송 계획 및 모바일 기반 블록 물류 시스템을

필리핀 수빅 조선소 (HHIC-Phil)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트랜스포터 최적 블록 운송

계획 및 모바일 기반 블록 물류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의 절차로 수행된다. 첫 번째, 트랜스포터로 운송하고자 하는 블록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운송 신청을 하고, 다수 트랜스포터의 공주행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트랜스포터 운송 기사에게 운송 목록을 전달한다. 두 번째, 트랜스포터 운송 기사는 해당 블록을 목적지로 운송한

후, 트랜스포터에 설치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운송 결과를 입력하고, 이 모든 상황을 사무실에서 관제하게 된다. 본

시스템은 2013년 3월 28일,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트랜스포터를 운용하는 부서 내 2대의 컴퓨터와 현재 운용 중인

12대의 트랜스포터에 설치되었으며, 적용 시 발생하는 요청사항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하고 있다.  

 

Keywords: Transporter(트랜스포터), Optimum planning(최적 계획), Block movement control(블록 물류 관제), Mobile system(모바일 시스템) 

 

1. 서 론 

 

대형 조선소에서는 10여 대 이상의 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하루에 100여 개 이상의 블록들을 운송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블록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터의 공주행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블록 운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수 백 개 이상의 블록이 적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블록의 물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블록의 물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트랜스포터 운송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관련 연구 현황 

 

Cha, et al. (2012)은 다수 트랜스포터의 공주행 시간을 

최소로 하는 블록 운송 계획 문제를 다루었으며, Heo, et al. 

(2012)는 Cha, et al. (2012)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손상 

경로를 고려하여 빠르게 재계산이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후 Heo, et al. (2013)은 적치장 배치 

상황까지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Kim, et al. 

(2013)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블록의 물류 현황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Cha, et al. 

(2013)은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블록 운송 배치 

시뮬레이션과 모바일 기반 실적 입력 시스템을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립장 블록 정반 배치 시스템

트랜스포터 최적 블록 운송,

적치장 최적 배치 시스템
모바일 블록 물류 관제 시스템

 
Fig. 1 Configuration of block movement system (Cha, et al. 

2013)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본 논문에서는 Cha, et al. (2013)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블록 적치 현황을 파악하여 트랜스포터 블록 운송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된 목록으로부터 트랜스포터 

공주행 시간을 최소화 하는 운송 계획을 수립해 주며, 

트랜스포터 운송 기사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블록 물류 

현황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필리핀 수빅 조선소(HHIC-Phil)에 적용하였다. 

 

3. 시스템 운용 절차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운용 절차는 Fig. 2와 같다. 

우선 블록 운송 신청자는 해당 블록의 적치 현황을 파악하고 

(Fig. 2-1), 목적지와 운송 시작 및 운송 완료 시각 등을 

입력한다 (Fig. 2-2). 블록 운송 신청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운송 관리자에게 전달되며, 관리자는 수합된 모든 블록 

운송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트랜스포터 공주행 시간을 

최소로 하는 블록 운송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한다 (Fig. 2-3). 

각 트랜스포터 별로 운송 블록 목록을 출력하여 트랜스포터 

운송 기사에게 전달한다 (Fig. 2-4). 트랜스포터 운송 기사는 

운송 목록을 전달 받아 (Fig. 2-5), 블록을 운송하고 (Fig. 

2-6),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블록 운송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입력한다 (Fig. 2-7). 운송 관리자는 사무실에서 블록 

물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Fig. 2-8), 블록 운송 

신청자는 본인이 신청한 블록이 운송 완료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Fig. 2-9). 

운송 신청자 운송 관리자 TP 운송기사

1. 블록 적치 현황 파악

2. 블록 운송 신청 3. 블록 운송 계획 수립

4. 운송 목록 전달 5. 운송 목록 수합

6. 블록 운송

7. 블록 운송 결과 입력8. 블록 물류 현황 파악9. 블록 운송 결과 확인
 

Fig. 2 System operating procedure 

 

실행 메뉴

운송 신청된
블록 목록

선택된
운송 정보

조선소 GIS map

트랜스포터
최적 운송 결과

선택된
트랜스포터 속성

노드, 지번
정보

도로 정보

 
Fig. 3 Transporter optimum planning system 

트랜스포터 최적 블록 운송 시스템의 실행 화면은 Fig. 

3과 같으며, 운송 신청자는 Fig. 4와 같이 대화창을 통하여 

조선소 GIS 지도 상에서 블록의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운송 관리자는 Fig. 5와 같이 선택된 날짜에 신청된 

블록 운송을 트랜스포터에 최적 할당하게 되며, Fig. 6과 

같이 각 트랜스포터 별로 운송 목록을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다. 

출발지번, 도착지번은 직접 입력 또는 Map에서 선택 가능

블록 운송 신규 신청 창

 
 

Fig. 4 Request of block transportation 

트랜스포터에 할당된 블록 목록을 시간대별로 확인

 
Fig. 5 Assignment of the blocks to the transporters 

 

 
Fig. 6 Transportation block list 



모바일 블록 물류 관제 시스템의 실행 화면은 Fig. 7과 

같다. 터치를 이용하여 확대/축소 및 이동이 가능하며, Fig. 

8과 같이 블록을 선택하여 목적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 

외에 선행 탑재 기능, 블록 적치 현황 요약표, 도크 아웃, 

GPS를 이용한 내 위치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 

 

Map 탐색 기능
- Zoom In/Out
- Panning

 
Fig. 7 Mobile block movement control system 

 

블록이동메뉴

①출발지선택
②출발지에적치된블록선택
③도착지선택

해당블록이동

 
Fig. 8 Mobile movement execution 

 

4. 시스템 적용 사례 

 

2014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 수빅 조선소 

(HHIC-Phil)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존에는 한진중공업 생산관리 시스템인 

iProCon을 이용하여 블록 운송 신청을 하거나 직접 수기로 

신청을 하였으며, 트랜스포터 운용 담당자가 경험에 의해 

블록을 트랜스포터에 할당하였다. 그리고 블록이 운송된 

결과는 현장 작업자가 수기로 작성한 후 사무실에 들어와서 

iProCon 시스템에 입력하고 (Fig. 9) 화이트보드 현황판을 

업데이트 하였다 (Fig. 10). 이러한 기존 시스템은 

트랜스포터 운용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블록 운송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블록 물류 현황 입력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누락 및 오류 가능성이 높고 

입력 지연에 따른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Fig. 9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iProCon 

 

 
Fig. 10 Block position view in a white board 

 

우선, Fig. 11과 같이 모바일 기기를 트랜스포터에 

설치하기 위한 거치대를 제작하여 모바일 기기와 연결한 후 

12대의 트랜스포터에 설치하였으며, Fig. 12와 같이 

트랜스포터 운전 기사 및 신호수를 대상으로 모바일 블록 

물류 관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Fig. 

13과 같이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Fig. 14와 같이 

트랜스포터 운용 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진행하였다. 

트랜스포터 운용 기사는 블록을 운송한 후 해당 시스템의 

내위치 기능을 활용하여 트랜스포터의 현 위치를 파악한 

후에 해당 블록의 운송을 완료하였다고 입력하고, 

사무실에서 트랜스포터 운용 관리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향후 블록 운송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모바일기기거치대 트랜스포터조종석에설치
 

Fig. 11 Mobile holder and installation result 

 

 
Fig. 12 Education of the system to the transporter drivers 

 

 
Fig. 13 Yard test of the block transportation 

 

 
Fig. 14 Education of the system to the transporter managers 

현재까지 약 3주 동안 매일 50~100 여 개의 블록 운송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 및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포터 최적 운송 계획 및 모바일 

기반 블록 물류 관제 시스템을 필리핀 수빅 조선소 

(HHIC-Phil)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3주 동안 잘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향후 피드백을 통해 본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조립장 블록 정반 배치 

시스템까지 연계하여 블록 물류를 관할하는 시스템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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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조업 분야에서 일정 계획은 제품의 납기일을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자원을 분배하는 형태로 수행한다. 조선 산업의

경우 다품종 수주 생산 방식으로 동일한 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정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 블록

배량 계획 또한 블록을 제작할 제작처를 정하는 과정으로 블록 및 제작처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선박을 제작하고 블록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에는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ifferential evolution을 적용한 블록 배량 계획 최적화의 초기해 결정 과정에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블록 배량 계획 방법을 적용하여 두 가지 방법의 결함 가능성을 및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Keywords:  Ship Block Allocation(선박 블록 배량), Shipbuilding Scheduling(조선 일정 계획), Optimization(최적화), Differential Evolution  

 

1. 서 론 

 

블록 배량 계획은 조선 중일정 계획 단계의 일정계획 

업무 중의 하나로 조립 블록의 제작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조선소에 따라 조립일정 계획을 포함하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흐름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립 

일정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블록을 제작처에 할당하는 

과정을 블록 배량 계획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소의 수주물량이 많아지고 블록 제작 형태가 사내 

제작에서 사내 제작과 일부 사외 제작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블록 배량 계획 과정이 점점 복잡하게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단순히 사내의 조립장에 블록 제작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는 

문제였지만 현재는 사내의 조립장 부하와 함께 블록의 

특성에 따른 사내 또는 외주 제작 가능 여부, 제작처와 

PE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블록 배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의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약 조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블록 

배량 계획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현황 

 

블록 배량 계획은 조선소의 조립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블록을 제작하는 자원할당 및 일정 계획 문제이다. 

따라서 블록 배량 계획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일정 계획 

최적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수행되어 왔고, 현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로 

Lee & Hong(1994)은 조립 일정 계획 최적화를 통해 블록 

조립 공장의 부하 평준화 문제를 연구하였다. Ko(1996)는 

휴리스틱 방법 중의 하나인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블록 

조립 공장의 부하 평준화 문제를 연구하였다. Kim et 

al.(2002)은 제약 만족 기법을 활용하여 조립 일정 계획의 

제약 조건을 정의하고 ILOG를 사용하여 최적해를 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블록 배량 계획 최적화 연구들은 모두 

조립 공장의 부하 평준화를 목적함수로 하였다. 

최근의 블록 배량 관련 연구로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다이어그램 기반의 시나리오 모델을 활용하여 블록 배량 

계획을 수행한 연구가 있다(Hwang et al., 2013). 이전의 

일정 계획 최적화 연구와 달리 블록 배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약 조건들을 논리적이고 가시성이 뛰어난 

다이어그램 형태로 정의한 연구이다.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제조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하지만 블록 배량 

계획 결과는 정의한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최선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 배량 계획 최적화 과정에 선행 연구를 통해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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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 기반의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 

 

Hwang et al.(2013)이 제안한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을 

일부 수정하여 3가지의 기본 요소과 3가지의 확장 요소로 

정의하였다. 기본 요소는 실제 블록 배량 계획 과정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의하였다. 확장 요소는 제약 조건을 시나리오 모델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가시성 및 편의성을 위해 추가한 3가지 

요소이다. Table 1은 다이어그램 모델의 6가지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Table 1 Entities and diagram of block assignment scenario 

model 

Name Diagram Description 

Decision 
 

Branching based on yes/no 

decision whether the condition is 

met or not 

Condition 
 

Condition statement to branch 

or decide 

Shop 
 

Block manufacturing shop 

Branching 
 

Branching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llocation 
 

Assign a block to shop by 

default assignment algorithm 

Filter 
 

Exclude a block where the 

shop is unique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4. Differential Evolution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을 

접목하여 활용할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휴리스틱 방법 중의 

하나인 Differential Evolution을 사용하였다. Differential 

Evolution은 유전알고리즘과 같이 진화를 통해 최적해를 찾아가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유전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진화 및 돌연변이 

방법에 차이가 존재한다. 유전알고리즘의 진화 연산자의 순서가 

Evaluation->Selectioon->Crossover->Mutiation인 반면 DE의 

순서는 Mutiation->Crossover->Evaluation->Selectioon이다 

(Choi, 2003). Differential Evolution은 조합 최적화 문제에 대해 

국부 최적해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역 최적해는 찾아주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3). Fig.1은 Differential 

Evolution의 전체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G는 세대를 

나타내고, j는 대상 벡터의 인덱스, a, b, c는 임의로 선택된 벡터를 

의미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differential evolution 

 

4.1 Differential evolution의 블록 배량 계획 적용 

 

Differential Evolution을 블록 배량 계획에 적용하기 위해 블록 

배량 계획의 제약 조건과 목적함수를 정의하였다. 목적함수는 

Hwang et al.(2014)이 정의한 제약 조건과 목적함수를 기반으로 

일부 제약조건을 추가하여 정의하였다. 제약 조건 및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다. 

 

제약 조건  : 

 

① 블록 제작처와 PE블록 제작처가 일치하는 블록 개수의 

최대화. 

② 3번 제작처에서 PE블록으로 조립되는 블록은 반드시 3번 

제작처에 배량. 

③ 엔진룸 블록은 1번 또는 2번 제작처를 우선 순위로 배량. 

④ 화물창 블록은 3번 제작처를 우선 순위로 배량. 

⑤ 선수부 블록중 150톤 이하 블록은 4번 제작처를 우선 

순위로 배량. 

 

목적 함수 : 

  

 



 
 

5.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을 활용한 

최적화 방법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시나리오 모델링 방법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처를 하나로 확정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휴리스틱 최적화는 여러 블록 배량 

케이스들 중에서 목적함수의 값을 최소화 시키는 경우를 

찾는 과정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법은 결정성과 무작위성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fferential Evolution 과정에서 하나의 

해를 결정하는 과정인 초기해 선정 과정에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시나리오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모델에 

무작위성을 추가하기 위해 할당(Allocation) 다이어그램의 분배 

알고리즘을 0.7의 확률로 GPE 제작처에 할당되도록 수정하였다. 

Differential Evolution은 유전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일정한 

인구를 가지고 세대를 거듭하여 진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초기해 

선정이 최적화 결과 및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제약조건을 정의한 시나리오 모델을 초기해 결정에 활용하면 

최적해에 근접한 초기해 집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결과 빠르게 

최적해에 수렴하게 된다. 

Fig. 2는 4장에서 정의한 제약 조건에 따라 초기해 결정 

시나리오 모델을 작성한 결과이다. 필터를 활용하여 제작처가 

확정된 블록을 걸러 줌으로써 계산량을 줄이고, 블록의 

PE제작처와 무게 제약 조건을 반영하여 초기해 결정 모델을 

작성하였다. 

 

6. 결 론 

 

조립 일정 계획을 포함한 기존의 블록 배량 계획 관련 

연구는 최적화 제약 조건을 선정하여 최적화 문제를 

수립하고 해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선소의 급변하는 생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블록 배량 계획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선행 연구인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에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초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은 블록 

배량 결과를 하나로 결정하는 방법이고 최적화 알고리즘은 

여러 블록 배량 결과들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찾아주는 

 

 
Fig. 2 Initial solution model using diagram 



방법이다. 즉 한가지 방법은 변수를 하나로 확정하고 다른 

한가지 방법은 변수를 무작위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두 방법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을 휴리스틱 최적화의 진화 과정에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초기해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이어그램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블록 배량 계획 최적화와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이 가진 장점을 결합하는 초기 연구로써 

간단한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초기해를 선정하였다. 향후 

다양한 제약 조건의 적용과 두 방법의 추가적인 결합점을 

찾기 위한 연구를 통해 블록 배량 계획을 위한 다이어그램 

기반의 최적화 모델링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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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함정 외부 위협중에는 지연신관을 가지고 함정내부로 침투하여 폭발하는 미사일이 있다. 이 경우 함정의 수밀격벽의 손상을 입

히고 함정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함정 내부폭발의 경우에는 충격파에 의한 손상뿐만 아니라, 고온고압의 가스 팽창에 따

른 격벽의 손실을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파에 의한 손상과 가스팽창압력에 의한 수밀격벽의 손상을 막아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폭발강

화격벽 (BHB : Blast Hardened Bulkhead)을 설계하고 이를 실험과 전산해석을 통한 검증을 통하여 폭발강화격벽의 설계기술과

해석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Keywords : 폭발강화격벽 (Blast Hardened Bulkhead), 내부폭발, 충격파, 가스팽창압력

1. 서 론

함정은 운용 중에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위협무기의 발

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함정의 생존

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함정의 설계 시 함정의 임무

를 완수하고 승조원의 생존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

다. (Shin,Kwon,Jung, 2012)

함정의 생존성(Survivability) 평가는 함정의 능동적 방어능력의 

척도로서 각종 탐지센서와 위협무기 또는 이들의 효과에 노출되

어 피격될 확률로서 정의되는  피격성(Susceptibility), 위협무기의 

피격에 따른 함정의 손상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고 임무를 계

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손상대처확률로 정의되는  회복성

(Recoverability), 그리고 이런 손상을 조건부 확률로 정의하고 함

정의 수동적 방어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인 취약성(Vulnerability)의 

크게 3가지 형태의 분야로 평가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함정 설계 기술 발달에 따라 함정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

한 형태의 기술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폭발강화격벽과 같이 실제 함적의 설계에 적용되고 건조되고 있

는 실정이다.

대함미사일 중에는 지연신관을 가지고 함정 내부로 침투하여 

폭발하는 SAP (Semi-Armor Piercing)이 있다. 함정의 내부의 폭발

의 경우에는 직접 타격을 받은 함정의 격실뿐만 아니라 수밀격벽

의 손상과 함께 두변 격실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켜 최종적으로 침

수에 의한 전선의 손실을 가져온다.(Shin,Chung,Kwon,Park,2012)

이에 대비한 수동적 설계기술이 폭발강화격벽이다. 내부폭발

에 저항할 수 있는 폭발강화격벽을 설치함으로서 함정의 손상부

위를 한격실로 한정하여 함정의 기능을 유지하고 생존성을 증대

시킨다. 현재 국내함정의 폭발강화격벽의 설계는 국외 전문 기관

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국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오는 폭발강화격벽

의 설계기술을 국산화하여, 국내 함정설계기술을 보호하고 국내 

함정설계 기술발전을 가져오고자 한다. 폭발강화격벽의 설계기술

의 개발을 위해서는 설계를 위한 해석기술의 개발과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각 분야의 최고 연구진

이 참여하여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폭발강화격벽 개요

폭발강화격벽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내부폭발에도 수밀성을 유

지하고 그 변형을 최소화하여 인접 주요장비의 손상을 입히지 안

는 것이다. 외부 폭발과 다르게 내부폭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

지 하중에 의한 손상이 발생한다. 1차적으로 충격파에 의한 손상

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 팽창에 따른 격벽의 

손상이 있다. Fig. 1과 같이 초기의 순간적인 충격파가 발생한 

이후에 고온고압의 가스가 팽창하며 지속적인 압력을 발생시킨

다. 

SHOCK PRESSURE

GAS PRESSURE

Pr

Pg

t0 tgTime

Fig 1 Simplified pressure time history by internal blast

내부폭발에 의한 수밀격벽의 손상은 Fig. 2에서 보는바와 같

이 순간적인 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높은 가

스압력의 지속에 의한 연결부의 파단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내

부 폭발에 견디기 위해서는 연결부 설계를 강화하고 격벽의 변형

을 Membrane 형태로 유도하여 많은 폭발에너지를 흡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화된 연결부 설계는 결과적으로 격벽의 소

성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폭발강화격벽의 주요기능인 수밀성

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Fig. 2 과도한 변형에 의한 연결부 파단형태

3. 국외 폭발강화격벽 기술개발 현황

폭발강화격벽은 이미 선진국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용이 이뤄

졌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건조된 함정도 국외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폭발강화격벽이 적용 되었으며, 현재 운용 중에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들은 폭발강화격벽 설계 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한 폭발강화격벽의 성능을 해석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미국 Alion S&T는 실제 배의 한 섹션을 건조하여, 실제와 같

은 위협 아래에서 그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한 경우가 있었

으며, 네덜란드의 TNO 또한 Fig 3과 Fig 4 같이 실선 실험과 모

델실험을 통한 폭발강화격벽의 설계 검증을 하였다(Galle & 

Erkel, 2002). 이 밖에도 호주의 DSTO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실험

을 통한 설계기술 검증을 하였다.

Fig. 3 Validation test by TNO (Galle & Erkel, 2002).

Fig. 4 Internal blast test by TNO (Galle & Erkel, 2002). 

이처럼 선진국의 경우 폭발강화격벽의 설계와 설계를 위한 해

석기술의 보유분만 아니라 설계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험도 병행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술의 개발과 해석기술개발 그리

고 개발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험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자 한다.



Fig. 6 Integrated System Diagram

4. 폭발강화격벽 설계 및 기술 개발

4.1 국내 폭발강화격벽 기술개발 현황

국내의 실적함에는 폭발강화격벽이 설치되어 건조되고 있으며, 

차기 함정들에 대한 폭발강화격벽의 검토는 기본설계 단계에서부

터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들에 대한 검토는 현재 국외전

문기관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기계

연구원만이 폭발강화격벽관련 해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함

정설계기술의 보호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폭발강화격벽 관

련 기술의 국산화와 그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4.2 폭발강화격벽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

본 기술의 체계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각 분야의 최고 연구

진들이 참여하여, 폭발강화격벽 설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조선소와 해군이 사용가능

한 폭발강화격벽 설계시스템과 해석시스템, 설계지침의 개발이

다. 설계시스템과 해석시스템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

며, Fig.5 와 같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의 2단계로 구성된다. 기

본설계는 간이설계식과 간이효과도를 이용하여 구성되고, 상세설

계 단계에서는 해석시스템과 효과도 분석단계를 통하여 최종 설

계안을 만들어 낸다.

4.2.1 폭발강화격벽 설계기술 개발

함정 설계 시 설계자가 폭발강화격벽의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부터 최종 설계 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설계 시스템의 개발을 하

고자 한다. 초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간이 설계식을 개발하고, 

개발되는 효과도 공식으로 평가를 한다. 간이 설계가 끝난 후 상

세 설계 단계에서는 상세한 해석을 통한 설계 변경을 통하여 최

종적인 폭발강화격벽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에서 간이하중식과 간이설계식을 만들어 초

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설계식을 만들고, KAIST 효과도 공식 

개발팀의 효과도 식에 의하여 평가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KAIST 기본설계 지침개발 연구팀에서 설계시스템

과 유형별 폭발강화격벽 설계지침서를 만들게 된다. 전체적인 설

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팀간의 흐름도는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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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설계시스템 개발 흐름도



4.2.2 폭발강화격벽 해석기술 개발

해석기술은 설계된 폭발강화격벽의 전산해석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기술을 말한다. LS-Dyna를 이용한 내

부폭발에 의한 폭발강화격벽의 거동을 수치적인 방법을 예측하

고, 예측된 결과로부터 설계된 폭발강화격벽의 설계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석기술 개발을 위하여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다. 울산대학교 연구팀의 시편실험을 통하여 폭발강화격벽 재질

에 따른 파단기준 소성경화 방정식을 만들고, 해양대학교 연구팀

에서 LS-Dyna를 이용한 거동평가 기술 개발팀에서는 재료의 파

단기준을 이용하여 해석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KAIST M&S 기술개발팀에서는 개발된 해석기술을 이용하여 

설계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해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험과 해석

기술에 의한 결과를 개발된 M&S 기술을 통하여 검증하게 된다.

해석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팀간의 흐름도는 Fig.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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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해석시스템 개발 흐름도

4.2.3 폭발강화격벽 검증을 위한 실험기술 개발

폭발강화격벽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석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

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는 실험을 통한 시스템의 검증이

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는 아직 내부폭발실험에 대한 데이터

가 없고, 폭발관련 실험의 경우 군사기밀과 자국기술보호라는 이

유로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 폭발강화격벽 폭발실험을 수행하

고, 이로부터 해석기술과 개발되는 폭발강화격벽의 성능을 검증

할 것이다. 폭발실험용 체임버를 제작하고, 폭발실험경험이 많은 

한화의 도움으로 폭발실험을 수행한다. 계측된 실험데이터는 

KAIST M&S 기술개발팀에서 분석하고, 해석시스템의 검증에 사

용하게 된다. 실험개발을 위한 연구팀간의 흐름도는 Fig. 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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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실험기술 개발 흐름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선에 대한 폭발

강화격벽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제약과 금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선실험을 수행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비용을 절감을 위하여, 부분모형실험이라는 개념

을 도입하였다. 선박의 전체를 모사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

기 때문에 폭발강화격벽의 일부분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선정된 위협과 같은 압력을 낼 수 있도록 폭발물의 크기를 

UFC-3-340-02 매뉴얼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실험을 수행한다. 

실제 폭발강화격벽의 일부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하여 본 연

구에서는 부분모형실험이라고 지칭하고 이를 수행할 예정이다. 

폭발실험기술개발팀은 부분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부분모형

의 1/4축소모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방법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축소모형 실험과 관련된 내용은  

“실험을 통한 함정의 내부폭발에 의한 구조적 변형의 검증,2013

“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5.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폭발강화격벽의 설

계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연구의 절반

도 못 미치는 진행이기에 각 세부과제의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는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구체적인 최종 산출물은 구현되지 않았

으나, 기 조사된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각 세부연구에서 예

상되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1차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다.

1차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향후 최종 산출물인 설계/해석    

통합 시스템의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부터 실제 시스템 개발의 시간을 단축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축소모형실험을 통한 실험방법 대한 검증을 하였다. 앞으

로 있을 개발시스템의 검증을 위한 폭발실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하고, 성공적인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합시스템을 개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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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Structural Responses of Bulkhead under Internal 

Explosion
In Sik NH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njae PARK(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ung Taek 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함정이 피격되어 격실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엄청나게 큰 폭발 충격압력으로 인하여 격벽 전체에 걸쳐 큰 소성변형

이 발생함으로써 쉽게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격벽의 수밀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이웃 격실의 연쇄적인 침수를 방지하는 

것은 함정 생존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격벽의 구조가 내부 폭발에 의한 충격 압력파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폭발강화격벽의 구조설계 조건은 격벽이 최대 막 변형이 발생될 때 까지 소성 힌지가 형성된 지지

연결부와 용접부에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변형에 의한 막응력을 고려한  보의 최종강도 간이

해석법을 기반으로 폭발강화 격벽의 구조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Blast hardened bulkhead(폭발강화격벽), Blast impact pressure(폭발충격압력), Survivability of naval ships(함정 생존성)

1. 서 언

전투상황에서 함정의 격실 내부에서 유도탄 등 폭약이 폭발하

는 경우, 엄청나게 큰 폭발 압력으로 인하여 격벽 전체에 걸쳐 

큰 소성변형이 발생함으로써 쉽게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격벽의 수밀 성능을 유지하여 이웃 격실의 손상 및 

연쇄적인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폭발에 의한 충격 압력

으로부터 격벽의 구조 건전성(structural integrity)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폭발 압력은 일반적인 수밀 격벽 설계의 주된 고려 대상인 수

압보다는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소성변형이 발생하게 된

다. 이로 인하여 격벽의 기하학적 형상은 심각하게 변화하게 되

고 작용압력을 통상의 굽힘 강성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대변형에  

의해 효율적으로 인장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기하학적 형상이 

변화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파단될 때 굽힘모멘트보다는 인

장력 쪽이 훨씬 큰 변형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의 

진행 과정에서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이 인장력을 받을 수 있도

록 변형되므로, 궁극적으로 이를 감안하여 격벽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재를 배치하는 것이 최폭발강화격벽(Blast 

Hardened Bulkhead, BHB) 구조설계의 기본 계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강화격벽 구조설계의 초기 단계에 적용 

가능한 간이 해석법과 초기 설계법 개발을 위하여 우선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실험 자료의 폭넓은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내부폭발에 의한 충격압력의 전파와 폭발 충격압력의 최대 

크기, 지속시간 및 시계열을 간이식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폭발강화격벽의 구조거동을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

는 간이 구조해석법과 파라미터 수식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

인 폭발강화격벽 및 연결 구조의 초기 설계기법 개발에 적용

하고자 한다.

2. 내부 폭발에 의한 폭발압력의 추정

통상 오픈된 장소와 폐쇄된 공간에서의 폭발 압력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격실 내부의 폐쇄된 공

간에서 발생하는 내부 폭발 문제만 고찰한다.

폭발 압력은 폭발 즉시 음속으로 작용하는 충격압력(Shock 

pressure)와 준정적인 형태로 자용하는 가스 압력(gas pressure)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격압력은 격벽의 동적응답을 유발하며 

가스 압력은 정적응답을 유발하여 격벽에 심각한 변형을 발생시

킨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밀폐된 격실에서의 폭발 충격 압력과 가스압력의 시간영역 시

계열은 Fig.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통상 Fig. 2와 같이 2개의 삼각형 impulse가 중첩된 형상으로 간

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폭발 압력 시계열을 

단순화하여 표현한다면 압력의 최대치와 지속시간으로부터 충격

압력의 역적(Impulse)을 간략하게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폭발에 의한 충격압력을 신뢰도 높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실험 자료에 바탕을 둔 충분한 database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

의 경우에도 군사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발

표되는 자료 역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폭발하중의 평가는 기존의 고폭이론(high 

explosive theory)이나 실험 결과에 기반한 준 경험적 이론

(semi-empirical theory)를 이용한다. 이미 여러 연구들 통하여 

폭약의 양, 폭발 원점과 구조물과의 거리, 압력파와 구조물의 입

사각, 통기구의 면적 등의 상관관계에 따라 최대압력의 크기, 준

정적 압력의 작용 지속시간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

어 사용 가능한 경험식으로 주어지고 있다. UFC(2008)(또는 

TM5-1300)에서 다양한 경우에 대한 방대한 폭발압력 자료가 정

리되어 있어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도 이를 기반으로 하였다[Nho et al. 

2013]. 

Fig.1 Pressure time history for confined explosion

Fig. 2 Simplified pressure time history 

3. 충격압력에 대한 폭발강화격벽 구조 

거동의 간이 해석법

3.1 보 및 판 구조물의 소성설계법

일반구조물에서 국부적 항복 발생하더라도 즉시 전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구조물이 아직 여유 강성(redundancy)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부적 항복을 설계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

반적인 구조물에서 안전계수를 크게 두고 보수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폭발강화격벽 설계는 극한 상태에서의 내하능

력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대하중에 대하여 대규모 소성변형의 발

생과 전체 구조물에 대한 붕괴를 고려해야 한다. 한 부재의 파괴

는 주위 부재로 전파되며 응력 재분배로 인하여 다른 인접 부재

의 작용하중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통상 보의 소성설계법은 단면의 소성모멘트 (Plastic moment) 



를 기준으로 한다. 소성모멘트는 단면이 완전 소성화 되었을 

때의 작용 모멘트이며 단면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모멘트이다. 보

의 모멘트가 이 값에 도달하면 소성 관절(plastic hinge)이 생성

되어  보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단면의 소성 

단면계수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Fig. 3과 같은 비대칭 부재 (I-, L- 혹은 T-type 보

강재)가 부착된 일반적 형상 단면의 소성단면계수와 중립축 위치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plate, web 및 flange 면적을 , ,  두면, 일

반적으로 보강재 면적이 판 면적보다 작으므로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Fig. 3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단면의 소성 

중립축 (plastic neutral axis)은 판 두께 내부에 위치하며, 그 위

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

단면 전체의 소성단면계수는 각 plate, flange 및 web 소성단

면계수의 합으로 표시 가능하다.

  

 
,

  ,     (2)



Fig. 3 비대칭 보강재 부착 단면

횡 하중을 받는 보의 최대 굽힘모멘트 발생 지점에 소성 힌지 

(plastic hinge) 생성되며, 한 경간에서 3점에 힌지(단순지지점 

또는 소성힌지)가 존재하면 구조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

를 붕괴 기구(collapse mechanism)라고 한다.

횡 하중을 받는 보의 붕괴하중 계산 기법은 통상가상 변위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정된 붕괴기구에서 외적 가상일과 내적 가상

일을 등치시켜 해석한다. 이를 흔히 소성관절법(plastic hinge 

method)라고 한다.

직사각형 평판의 최종강도해석 기법도 이와 거의 유사한 방법

이 적용된다. 이때, 판의 소성 붕괴기구는 국부적으로 집중된 선

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해석법을 소성절선

법(yield line theory)이라 하며, 간단한 직사각형 형상의 극한강

도해석법으로서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3.2 막력을 고려한 보의 최종강도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보의 최종강도 해석법에 따르면, 일

단 보의 1 경간 내에서 핀지지점과 소성관절이 3개 발생되면 그 

경간에 작용하는 추가적인 하중에 대한 굽힘 강성이 영이 되어 

더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붕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양단 지지점에서 축방향 변형이 구속된 경우에는 소

성 절점이 발생한 이후에도 압력이 증가하면 처짐 역시 더욱 커

지고 대변형에 기인하는 비선형 기하학적 특성에 의해 하중지지 

능력이 점차 증가한다. 결국 이에 따른 내부적인 막력의 증가가 

동반되므로 이 추가적인 막력이 점차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단면

의 모든 부분 인장항복으로 소성화된다. Fig. 4에 이 과정을 개

념적으로 보였다.

양단이 고정된 Fig. 5와 같은 일반적 단면 형상의 보에서도 위

의 양단 단순지지 직사각형 단면 보와 유사한 과정으로부터 하중

-처짐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먼저 크기 의 균일 분포하중에 

의한 외적 가상일, 내적 가상일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3)

Fig. 4 보의 소성 대변형 거동 진전과정 

(소성발생 ⇒ 소성모멘트 ⇒ 완전 막력)

Fig. 5 분포하중을 받는 양단 고정 보

여기서, 총 막 신장량은,   







이며,  , 

 , 이므로,

  


 











(4)

가 되고,     에서 다음 식이 유도된다.

 
















(5)

이 식들을 표준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양단 단순지지 보에서 

순수 굽힘 만에 의한 극한 분포 하중  는 다음 식으로 쓸 수 있

다.

 






(6)

Søreide[1981]는 소성굽힘모멘트가 인장력으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단면 내부의 응력이 압축(-)에서 인장(+)으로 바뀌는 지

점 위치(z)를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다. 

  (7)



이 때 는 보의 처짐량을 의미한다. 이 식은 단면의 형상과 

양단지지 조건에 무관하게 성립되므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양단 

고정된 일반적인 형상의 단면 보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따라서, 변형과 막력의 관계는 위치(z)가 단면 내부에 존재하

는 경우 즉, 막력과 굽힘 모멘트 성분이 연성되는 경우와 (z)가 

단면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즉, 단면 내 모든 위치에서의 응력이 

인장 항복상태에 도달하여 막력만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논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변형의 크기에 따라 변형과 막력의 

상관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처짐이     에 이르면 단면 전체에 압축 응력이 

사라지고 전체가 인장 소성역으로 전환되므로 이 변형을 기준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일 때, 

  이므로 일반적 형상에서 z가 단면을 벗어나는 경우, 즉 

   일 때, 단면의 모멘트 성분이 없어지고 막력만 남게 

되므로, 막력은 

가 되며, (5)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

리된다.

 






 (8)

따라서 (6), (7)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중-처짐 관계식이 

유도된다.










・・













・










(9)

여기서, 막력만 존재하는 영역에서 하중-처짐 관계식의 기울

기 는 격벽 판의 두께 로 무차원화하여 다음 식으로 유도된

다.

 












 
 (10)

이 식들은 Søreide[1981]가 유도했던 집중하중을 받는 양단 

단순지지 보에 대한 식과 동일한 형식이며, 이것은 처짐이 커져 

보의 전 구간에서 전 단면에 막력만 작용하는 상태가 되면 양단

의 경계조건의 영향은 거의 무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9)식의 하중-처짐 관계를 바탕으로 파단 하중과 이에 대응되

는 설계 단면적을 유도한다. 먼저, 보의 AC 요소의 막 신장량과 

이에 따른 막 변형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  








 
 



, (11)

Fig. 5 의 의 각 소성관절의 중립축 위치에서 굽힘에 

의한 수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12)

그러나, 소성 관절은 한 점에 집중되므로 굽힘에 의한 소성 관

절에서의 소성변형도는 이론상 국부적으로 무한대로 커지기 때

문에 간이 해석법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변형도 측면의 접근법 보다는 안전율로써 고려하는 것이 타

당해 보인다. 따라서 막력에 의한 평균 변형도가 파단 변형도  

에 이를 때, 처짐량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그리고 파단 분포하중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먼저, 

(6), (10)식에서

 






,  








 

이므로, (8), (9)식으로부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14)

(2)    일 때, 

일반적 형상의 단면 보에서    인 상대적으로 변형

이 작은 구간의 하중-처짐 거동은 막력과 굽힘모멘트가 연성되

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상관곡선(interaction curve)이 

간단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39)식처럼 간단한 형태로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의 최대 내하 능력을 판단하는데 목

적이 있으며, 보가 최종강도에 이르게 하는 큰 하중에서는 변형

이 판의 두께보다는 상당히 큰 대변형 상태가 되고 단면에 작용

하는 내력 역시 거의 막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짐이 

작은 구간의 거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4. 폭발 강화 격벽 설계 

4.1 격벽의 치수 결정식 유도

(1) 보강재의 단면적 결정 

위협무기 종류가 결정되면 폭약의 양과 충격 압력이 계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력 분포하중이 결정되었을 때 이를 견딜 



수 있는 최소 설계 단면적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5)

여기서 

는 보강재 1개와 보강재 사이 폭에 해당되는 격벽 

판의 면적의 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포하중은 압력에 

폭을 곱한 값이므로, 설계압력 

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고,






・

최종적으로 최소 설계 단면적 

는 다음과 같이 설계압력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6)

이때,  최소 설계 단면적 

는  판과 보강재 단면적의 합으로

서 다음과 같다.





 

(17)

여기서,

 : 격벽 보강재 사이 판의 면적, 

  : 보강재 단면적, 

 : 격벽 보강재 간격,  : 판의 두께, 

 : 격벽의 높이(보의 span),

  : 설계 폭발압력(준정적 압력 기준),

  : 재료의 파단변형도, 

 : 재료의 항복응력 

(17)식을 살펴보면 보 단면의 설계면적은 작용압력 

에 비례

하며, 기하학적 형상 즉, 보강재의 배치 간격 , 격벽의 높이 에 

비례한다. 여기서 작용 압력과 보강재 간격은 보에 작용하는 분

포하중의 크기와 직결되고, 격벽의 높이는 보의 길이를 의미하므

로 대변형 시, 막 응력의 크기와 관련된다. 그리고 사용 재료의 

강도와 관련된 재료특성치인 항복응력 

와 파단 변형도 에 

따라 달라진다. 

(2) 격벽 판재의 치수 결정

보강재 사이 격벽 판의 강도 평가는 직사각형 판의 최종강도 

해석법 기반으로 한다.

직사각형 판의 소성 절선 (yield line)이 Fig. 6과 같이 생성된

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격벽 판의 형상은 기로-세로 비(a/b)가 

크므로 Fig.6과 같이 중간에 단위 폭 만큼 떼어낸 보와 최종강도

는 거의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다. 

Fig. 6 격벽의 구조해석 모델링 범위 

따라서 이 후 계산 과정은 위에서 다룬 보강재 부착 단면 보의 

막력을 고려한 최종강도 유도 과정과 유사하게 다룰 수 있다.

Fig. 6 우측의 단위 폭 만큼 절취된 보의 단면은 폭 1, 높이 

의 직사각형 형상이다. 우선 아래에 보인 분포하중에 대한 보 

단면적 의 설계식 (15)식은 여전히 성립한다.

 ・ 
 

 


 

다만, 여기서 격벽의 높이를 나타내는   대신 보강재 사이 간

격 로 대치할 수 있다. 분포하중은 압력에 폭을 곱한 값이므로, 

설계압력 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고,






・  



따라서 격벽 판의  설계 두께 는 다음과 같이 설계압력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8)

4.2 폭발 강화 격벽 설계 과정

격벽 설계의 주안점은 기본적으로 폭발 압력에 발생하는 막력

을 지탱할 수 있도록 주판과 보강재의 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1

차적인 목표이지만, 실제 격벽의 파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하단 

지지부 또는 주판과 curtain plate와의 연결부에서 소성 관절 발

생에 따른 국부적인 굽힘과 과도한 변형도 집중현상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즉, 이론적으로 소성 절점에서 변형도는 무한대로 커지고 국

부적인 과도한 압축변형 때문에 단면이 전체적으로 인장 항복 상

태로 천이하기 전에 국부적인 좌굴 등의 원인에 의해 파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단면이 기본적인 내하 능력을 충분히 발

휘 못하고 강도가 저하되어 파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 개선 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Curvature 



limiter, Curtain plate 등도 이러한 과도한 변형도 집중에 대한 방

지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결국, 폭발 강화 격벽 설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a) 전체적인 막력에 대한 보의 강도를 고려한 주판의 및 보강

재 구조 설계 

b) 국부적 변형 집중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연결부 설계 안 

제시

5. 결언

본 연구에서는 폭발강화격벽 초기 구조설계 단계에 적용 가

능한 간이 해석법 개발을 위하여 폭발압력의 추정과 등가 정적압

력에 의한 격벽 구조 거동의 간이 해석/설계법을 다루었다. 

통상적인 소성모멘트만을 고려하는 보와 판의 최종강도 해석

법에 대변형에 의한 막력의 영향을 보완하여 새롭게 정식화하였

다. 이 해석법을 적용하여 막력을 고려한 주판의 두께 및 보강재 

단면적의 결정 과정을 유도하였다.

차후, 실선의 폭발강화 격벽을 본연구에서 개발된 식을 적용

하여 검증하는 연구와  Curtain plate 효과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추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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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의 함정 내부폭발 응답해석
김성호, 고영빈, 이필승 (KAIST)

Shock response analysis of aluminum foam attached blast 
hardened bulkheads

  Sung-ho Kim, Yeong-bin Ko, Phill-Seung Lee (KAIST)

요 약

함정의 피격으로 인한 내부폭발 및 수밀격벽 파단 시 인접 구역으로 물리적ㆍ기능적 손실 및 연속적인 침수 등 피해가 확산되

어 함정 생존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폭발 시에도 수밀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폭발강화격벽(BHB : Blast Hardened

Bulkhead)의 개발과 설계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강화격벽의 추가적인 대안으로서 BHB 성능, 설치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함정 내부폭발 응답특성을 해석하였다. 또한, 일반

수밀격벽 및 기존 형태의 BHB(커튼형 BHB)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해석에는 LS-DYNA의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사용하였다.

Keywords : Blast hardened bulkhead(폭발강화격벽), Blast impact pressure(폭발충격압력), Survivability of naval ships(함정 생존성), 

Aluminum form (발포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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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압력하중을 받는 비보강판에 대한  
재료물성치의 영향 

조상래(울산대학교), 손승경(울산대학교), 최성일(울산대학교)  

 

Effect of material properties of unstiffened plate under 
impulsive pressure loadings 

Sang-Rai Cho(University of Ulsan), SeungGyung Son(University of Ulsan), Sung-il Choi(University of Ulsan) 

 
 

요 약 
 

Behavior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under impact loads is highly dependent on material properties. The 
finite element method is the primary tool in practice to predict the response of marine structures subject to impact 
loads. From this aspect, to design structures under impact loads, the study of material properties such as strain 
rate hardening, strain hardening needs to be investigated. 

In this paper it is aimed to compare various approximate equations with results of Dynamic tensile tests to define 
the material behavior. And effects of material properties on behavior of plates under impulsive pressure loading are 
studied numerically by using ABAQUS/EXPLICIT. 
 
Keywords : Strain rate effect(변형률 속도 경화),Impulsive pressure loading(충격압력), Dynamic tensile test( 동적 인장 시험). Strain 
hardening(소성 경화) 

1.서 론 
 
선박에 충격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매우 짧은 시간 동

안 큰 동압력이 발생하게 되어 구조의 거동은 정적인 경우
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선급의 규정에 따라 설계
된 선체 구조물에서 심각한 손상 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현재의 선급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최근 ISSC2009 COMMITTEE V.7의 보고
서(Cho et al., 2009)에 따르면 충격의 최대 압력뿐만 아니
라 지속시간 또한 충격 압력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Choung et al.(2011)
은 충격 및 충돌 하중으로부터 구조물의 저항 능력을 정확

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적 관점에서 사용 재
료의 특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실험데이터와 수치해석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ho et al.(2011)
은 폭발 하중을 받는 평판에 대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사
용하여 충격 압력을 받는 비보강판의 손상을 추정하기 위
해 프로그램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압력이 작용하는 폭발하
중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활용
하였다. 

선박의 충격 문제에서 재료특성 정보는 구조물의 거동
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소성경화의 특성과 



동적경화의 특성에 따른 충격 압력을 받는 비보강판의 거
동을 비교해보았다. 

 
2. 재료 물성치 

 
2.1 소성경화 구성 방정식 

 
선박의 충격 문제에서 재료의 소성경화를 어떤 

관계식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구조물의 거동 추정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소성경화는 재료에 따라 다르며, 
인장시험을 통하여 도출하거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관계식에 의해 얻을 수 있다. 

Park and Cho(2006)는 접선계수의 관계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형 소성경화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1) 

 
 소성 경화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은 

Hollomon(1945)의 구성 방식으로, 응력-변형률 관계를 
변형률 경화지수(n)와 강도계수(K)를 이용하여 
소성변형률(ε )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2)   

 
 Zhang et al.(2004)은 이중선체 화물선의 횡충돌을 

받는 경우 임계 변형 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해 
Hollomon(1945)(2)의 식과 같은 형태의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을 제안했다. 

 
                                            (3) 1 	                                      (4) 	 ⁄                                        (5) 

 
 식 (3)~(5)의 표현은 개발된 형태의 식이 아니며, 

수학적 유도과정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Cho and 
Park(2013)의 연구에 따르면 Zhang et al.의 식은 
전반적으로 인장시험 결과와 근접하지만 변형률이 
0.05이하인 구간에서는 오류와 함께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Hollomon식의 경우는 그래프의 전반부 및 
후반부에서 큰 오차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식을 제안했다. 

 1 ′                                   (6) 
 
충격압력을 받는 경우 파단을 동반하지 않는 

대변형률이 생길 때에는 Yield plateau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강도( )의 진변형률( )과 
Yield plateau가 끝나는 지점에서의 진변형률( )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1                            (7) 
	                                 (8) 

                                  (9) 
 
인장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판의 종류에 따라 

식(7)~(9)에서의 재료 특성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 

 
2.2 동적 경화 

 
2.2.1 동적 경화 구성 방정식 

 
 일반적으로 동적 변형의 경우, 변형률의 속도를 그 

속도 별로 분류 하여 1(s-1) 이하라면 저변형률 속도로 
간주하고 1~1000(s-1)의 범위 내의 속도는 고변형률 이라 
간주한다(Choung,2011). 

 동적 경화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정적 
구성방정식에 동적 계수(Dynamic Hardening Factor : 
DHF)를 곱한 형태로 나타낸다.  

 
DHFd ⋅=σσ             (10) 

 
동적 계수는 아래와 같이 변형률 속도 경화 지수(m)을 

이용한 지수형태(식(11))와 Cowper-Symonds의 
DHF(식(12))가 있다.  

 
m
p

m
pp dtdDHF εε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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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질수록 구조물의 거동이 질량 충돌이 일어날 때의 
구조물의 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적 경화를 고려하는 방식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 모델의 Strain rate history를 분석한 결과, 
충격 압력 하중 지속 시간이 판의 고유주기 보다 매우 
짧으면 짧을 수록 충격하중이 일어나는 동안의 Strain 
rate는 현재 수행한 동적 인장 시험에서의 최고 속도인 
100/s 보다 더 큰 약 2000/s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100/s보다 더 큰 고변형률에 대한 동적 
인장 시험과 다양한 시편에 대한 동적 경화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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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모형실험을 통한 폭발강화격벽의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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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식, 한순흥, 나양섭, 김영수 (KAIST),

Validation of Blast Hardened Bulkhead

Performance with Sectional Model Experiment
Gul Gi Choi, Yong Yook Kim(KAIST),Min Jun Kim(Hanwha),

Young Sik Shin, Soonhung Han, Yang Sub Na, Young Soo Kim(KAIST)

요 약

함정의 내부로 침투하여 폭발하는 지연신관을 이용한 대함 미사일은 함정 내부 격실에 높은 내부폭발 충격압력파와 가스 압력

을 발생시켜, 격실 사이를 차단하는 격벽을 파손하고, 폭발이 일어난 격실뿐만 아니라 인접 격실에까지 물리적 및 기능적 손실을 

가져와 최악의 경우 함정 전체의 손실까지 가져오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폭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폭발의 높은 충격압력파와 가스압력을 견디면서 수밀을 유지할 수 있는 폭발강화격벽 (BHB : Blast Hardened Bulkhead)이

국내에서는 일부 채용되어 왔으나 그 적용에 대한 유효성과 성능의 검증은 전산해석과 국외 기술자문 만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전산해석과 국외 기술자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최초로 실제 폭발물을 이용한 내부폭발 

실험을 실시하여 전산해석의 유효성과 폭발강화격벽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격벽 주요 부분을 실스케일 시편

으로 제작하여 폭발실험을 수행하는 부분모형 폭발실험을 수행하여 폭발강화격벽의 성능과 전산해석 결과를 검증하고, 내부폭발

의 물리적 현상과 구조변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Blast Hardened Bulkhead(폭발강화격벽), Internal blast(내부폭발), Semi-armor piercing warhead(지연신관), Sectional model 

experiment(부분모형실험)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부분모형 체임버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
이상갑, 이환수(한국해양대), 김용욱, 신영식, 최걸기(KAIST)

Shock Response Analysis of Part Chamber Model under Internal Blast
Sang-Gab Lee, Hwan-Soo Lee(KMOU) and Yong Yook Kim, Young Sik Shin, Gul Gi Choi(KAIST)  

요 약

함정 격실 내부폭발 시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손상구역을 제한하여야 하며 함내 인접격실로의 피해확산 방지 및 연속적인 침

수 억제를 위하여 폭발강화격벽(BHB: Blast Hardened Bulkhead)의 설계 및 성능검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폭발에

의한 폭발강화격벽의 거동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LS-DYNA code의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이용한 폭발강화격벽 및 연결부 거동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모형 체임버(part model chamber)의 2가지 격벽의 내부폭발 시험에 대하여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거동 해석기법을 검증하고 격벽 모델의 내충격 응답특성도 파악하고자 한다. 

Keywords : Blast Hardened Bulkhead(BHD, 폭발강화격벽), LS-DYNA code,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유체-구조 연성), Internal explosion(내부폭발) Shock response analysis(내충격 응답해석), Part model 

chamber(축소모형 체임버)

1. 서 론

Fig. 1에서와 같이 대함 미사일(Semi Armor Piercing, SAP 

Warhead) 등의 피격에 의한 함정격실 내부폭발(internal 

explosion) 시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손상구역을 제한하

여야 하며 함내 인접격실로의 피해확산 방지 및 연속적인 침수 

억제를 위한 폭발강화격벽(BHB: Blast Hardened Bulkhead)이 

국외에서 개발되어 적용되어 왔으며(Galle & Erkel, 2002; Stark 

& Sajdak, 2012)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국외기술을 채용하여 부

분적으로 적용해 왔다.

Fig. 1 Internal explosion damage of USS Stark (FFG-31) by 

Exocet missiles during Iran–Iraq War

국외에서는 폭발강화격벽의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규모의 실

험을 실시하여 설계 및 해석기술을 검증하였다. TNO는 Fig. 2에

서와 같이 퇴역함을 사용한 내부폭발 실험을 통하여 수밀격벽의 

손상 실험과 개발된 폭발강화격벽에 대한 실제 규모(full scale) 

실험을 수행하였으며(Galle & Erkel, 2002), DSTO에서도 Fig. 

3(a)에서와 같이 실제 규모의 격벽과 격실에 대한 부분적인 모형

을 제작하여 내부폭발 실험을 수행하였다(Raymond, 2001). 미

국의 경우에도 Fig. 3(b)에서와 같이 실제 함정과 같은 규모의 한 

격실을 제작하여 실제 탄두를 사용한 실험 등 다양한 규모의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국외에서의 실험 결과는 자국의 보

안기술로 보호되기에 국내 기술 보유를 위해서는 국내 자체적 실

험 실시가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해석, 설계 및 

검증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Fig. 2 Internal blast test of retired ship and BHD model by 

TNO (Galle & Erke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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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 model by DSTO (Raymond, 2001)        (b) real scale in USA

Fig. 3 Internal blast test of part and full scale bulkhead model  

이와 같은 폭발강화격벽을 국내 함정에 자체 기술로 적용하기 

위한 설계 및 성능검증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폭발강화격벽의 실

제 규모의 내부폭발 실험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축소모

형 체임버의 내부폭발 실험과 내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비교 

검토하였다(Kim et al., 2013; 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규모의 부분모형 체임버의 2가지 격벽의 내

부폭발 실험을 수행하고 내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비교 검토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폭발에 의한 폭발강화격벽의 거동평가 기

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LS-DYNA code(LSTC, 2011)의 MMALE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유체-구조 연

성(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이용한 폭발강

화격벽 및 연결부 거동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한다. 여기서 거동 내충격 응답해석 결과 분석을 통하여 

주요 영향인자를 분석하고 선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내부폭발에 

의한 거동평가 기술은 폭발강화격벽 설계에 따른 다양한 거동을 

실험을 대신하여 수치 해석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폭발강화격별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설계 유형과 규격에 

따른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2. 부분모형 체임버 내부폭발 실험

부분모형 체임버의 내부폭발 실험모델은 Fig. 4에서와 같이 

크게 체임버, 격벽구조 및 구속부 골조(clamp frame)로 구성되어 

있다. 격벽구조는 Fig. 5에서와 같이 탈착식으로 매 실험 시 교

체하고, 체임버와 격벽 카트리지(cartridge)사이에서 폭발충격 압

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벽 카트리지와 구속부 골조 사이

에 다수의 웨지(wedge)로 격벽을 압착시켰다.

 

(a) front view w/o bulkhead        (b) front view w/ bulkhead

 

(c) rear view w/ opening         (d) iso view of chamber model

Fig. 4 Part model chamber for internal blast test

 

Fig. 5 Detachable bulkhead structure in chamber and clamp 

frame for internal blast test

내부폭발 실험에 따른 격벽의 압력, 가속도 및 변형률의 응답

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6에서와 같이 측정 게이지 등을 부착하

여 측정하였다. 체임버의 길이방향의 중앙에 폭약을 폭발시켰을 

경우의 격벽의 손상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내부폭발 실험 중에서 수밀격벽(plain plate bulkhead)의 소성변

형을 특성을 고찰하고자 체임버 길이의 중앙점(0.500L), 체임버 

길이의 중앙에 격벽과의 중앙점(0.250L) 및 격벽에 가깝게 앞의 

위치의 절반(0.125L)에 고탄두 폭약(high explosives; HE)을 폭

발시킨 경우와 균일한 두께의 판 부재를 사용하는 수밀격벽에 비

하여 격벽 상하부에 약간 더 두꺼운 판 부재를 사용하는 커튼격

벽(curtain plate bulkhead)에도 중앙점(0.5L)에서 고탄두 폭약을 

폭발시킨 경우를 고려하였다. 수밀격벽에 체임버 중앙에 약탄두 

폭약(low explosives; LE)을 폭발시킨 경우도 고려하여 고탄두와

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Fig. 6은 0.500L에서의 고탄두 폭약에 의

한 내부폭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6 Sensor gauges and damaged bulkhead in internal blast 

test at 0.500L

3. 부분모형 체임버 내충격 응답 모델링

Fig. 7에서와 같은 부분모형 체임버에 2가지 수밀 및 커튼격

벽 모델에 2가지 대하여 고탄두 및 약탄두 폭약이 폭발하였을 경



우의 내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재질은 체임버와 격벽은 각

각 연강(SS400)과 고장력강(AH36)을 사용하였고, 강재의 물성

치는 Table 1과 같이 Cowper-Symond 변형률 의존 재료 물성치

(strain rate material properties)를 사용하였고 응력-변형률 곡선

은 Fig. 8과 같다. 강재의 파손기준 파단변형률(failure strain)은 

유한요소 크기(요소길이/두께)에 의해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다.

 

(a) iso view of chamber, bulkhead and clamp frames

 

(b) iso view of chamber and bulkhead with and without wedges

 

(c) iso view of plain & curtain plate type bulkheads

  

(d) iso view of air and charge with chamber structure

 HE 0.500 L

 HE 0.250 L

HE 0.125 L

 LE 0.500L

(e) side of air and HE charge with chamber structure

(f) HE  and LE charges

Fig. 7 F.E. configuration of part chamber model

Table 1 Properties of mild and high tensile steels

Property mild steel high tensile steel

Young's modulus 206.0 GPa 206 GPa

Density 7.85×103 kg/m3 7.85×103 kg/m3

Yield stress 235.0 MPa 315.0 MPa

Ultimate stress 445.0 MPa 525.0 MPa

Failure strain 0.15∼0.35 0.15∼0.35

Dynamic yield stress 

constants
D=40.4 s-1, q=5 D=50,194.4 s-1, q=5

Fig. 8 Stress-strain curves of mild & high tensile steel

구조는 shell 요소를, 공기와 폭약의 MMALE는 solid 요소를 

사용하였고, 전반적으로 ALE 격자 및 구조요소의 크기는 약 

2.5cm 정도로서 요소 수는 각각 약 2,365,000개 및 352,000개

이다. 실제 제작과 같이 접촉된 부분은 AUTOMATIC_SURFACE_ 

TO_ SURFACE option을 사용하여 접촉(contact)시켰고, 용접 부

분은 CONSTAINED_NODE_SET option을 사용하여 일체화시켰

다. 웨지는 pre-stress 시켜 격벽구조를 체임버에 밀착시켰다. 공

기는 체임버와 격벽구조를 감싸도록 하였으며 폭약은 체임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모델링하였다. 공기와 폭약의 MMALE는 체임

버 구조와 LS-DYNA code의 CONSTRAINED_LAGRANGE_IN_ 

SOLID option을 사용하여 유체-구조 연성(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6에서와 같은 내부폭

발 시뮬레이션에 따른 격벽의 압력 및 가속도 응답의 측정 위치

는 Fig. 9와 같다. 



Fig. 9 Pressure & acceleration response measuring points

4. 부분모형 체임버 내충격 응답

Fig. 10은 고탄두 폭약을 사용한 경우에 폭약의 위치에 따른 

수직단면에서의 충격파의 전파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폭약의 위

치에 따라 초기 충격파와 내부 체임버의 벽면의 반사에 따라 격

벽에 충격파가 전달되는 과정의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다. Fig. 

11은 고탄두 폭약이 길이방향의 위치에 따라 폭발하였을 경우 

수밀 및 커튼격벽을 포함한 체임버에 발생하는 최대 소성변형률

의 전반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체임버와 구속부 골조에 비

하여 격벽구조에 소성변형률 응답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격벽에 발생하는 소성변형률의 분포를 Figs. 12 & 13에 자

세히 나타내었다.

(a) plain & curtain type plate BH at 0.500 L

(b) plain type plate BH at 0.250 L

(c) plain type plate BH at 0.125 L

Fig. 10 Propagation of shock pressure in part chamber model 

according to HE charge position along chamber length

(a) plain type plate BH 0.500 L  (b) curtain type plate BH 0.500 L

(c) plain type plate BH 0.250 L (d) plain type plate BH 0.125 L

Fig. 11 Plastic strain response configurations of chamber and 

bulkhead structures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a) plain type plate BH 0.500 L  (b) curtain type plate BH 0.500 L

 

(c) plain plate BH 1.2m         (d) plain plate BH 0.6m

Fig. 12 Iso view of plastic strain response configurations of 

bulkhead structures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a) plain type plate BH 0.500 L   (b) curtain type plate BH 0.500 L

 

(c) plain type plate BH 0.250 L  (d) plain type plate BH 0.125 L

Fig. 13 Front view of plastic strain response configurations of 

bulkhead structures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일반적으로 폭약이 격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초기 충격파보다는 반사파에 의해 모퉁이 부분에 큰 충격파가 발

생하므로 이 부분의 큰 소성변형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격벽의 중앙부에 발생하는 큰 변형에 보강재가 크게 

기여하므로 이에 따른 소성변형률도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커튼격벽일 경우 두꺼운 상하부의 격벽판과 상대적으로 얇

은 격벽판과의 연결부에도 큰 소성변형률이 발생하고 있다. 폭약

이 격벽에 가까이 폭발할 경우 초기 충격파에 의해 격벽의 중앙

부에도 큰 소성변형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

강재의 카트리지와의 용접부에도 좌굴이 발생하는 등 가장 큰 소

성변형률이 발생함을 Fig.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5에 폭

약의 위치에 따른 격벽의 중앙점, 모퉁이 및 보강재 끝단에서의 

소성변형률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격벽의 중앙점 보

다는 모퉁이가 약간 더 큰 소성변형률이, 보강재 끝단에 훨씬 더 

큰 변형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폭약이 

격벽 가까이 폭발할수록 더 큰 소성변형률이 발생하고 있다. 그

리고 예상대로 카튼격벽에서의  응답은 보다 작았다.

 

(a) plain type plate BH 0.500 L   (b) curtain type plate BH 0.500 L

 

(c) plain type plate BH 0.250 L  (d) plain type plate BH 0.125 L

Fig. 14 Iso view of plastic strain response configurations of 

bulkhead structures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a) center at BH                  (b) corner at BH

(c) tip toe at stiffener

Fig. 15 Plastic strain response of center, corner of bulkhead 

and tip toe of stiffener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폭약의 위치에 따른 격벽의 변형을 Fig. 16에 보여주고 있다. 

예상하였던 대로 수밀격벽이 커튼격벽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가

운데 부분이 약간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변형하였다. 그러나 

폭약이 격벽에 더 가깝게 폭발하여도 예상과는 달리 변형 영역과 

크기도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ig. 17에서와 

같이 격벽의 중앙에서 상하 및 대각선 방향으로 변형응답을 추적

하였다. 수밀격벽의 경우 폭약이 중앙에서 폭발하였을 때가 전반

적으로 약간 더 크고 넓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약을 격벽에 보다 더 가깝게 0.0625L 만큼 당겨서 폭발한 경

우 가운데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넓게 변형이 발생하였다.

 

(a) plain type plate BH 0.500 L       (b) curtain type plate BH 0.500 L

 

(c) plain type plate BH 0.250 L        (d) plain type plate BH 0.125 L

Fig. 16 Deformation response configurations of bulkhead 

structures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a) area and direction of deformation                  (b) A1



 

(c) B1                              (d) C1

 

(e) A2                              (f) A3

 

(g) B2                              (h) C1

Fig. 17 Deformation responses of bulkhead along three 

directions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수밀 및 커튼격벽의 Fig. 9에서와 같이 격벽의 각 위치에서 고

탄두 및 약탄두 폭약이 체임버 길이의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압

력 및 가속도 응답을 Figs. 18∼23에 나타내었다. 응답은 무차원

으로 나타내었고 응답의 크기(scale)는 축척비(λ)로 나타내었다. 

폭약의 위치가 격벽에 가까워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격벽의 압력

과 가속도의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밀이나 커튼격벽의 경우

에는 초기 충격파 압력이나 가속도 응답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탄두는 고탄두에 비하여 미미할 정도로 응답이 

작았다. Fig. 24에서와 같이 opening에서의 압력과 속력은 각각 

폭탄이 0.250L 및 0.125 L에서 폭발하였을 때 크게 나타났다.  

 

(a) HE plain BH 0.500 L (λ=1.0)     (b) HE curtain BH 0.500 L (λ=1.0) 

 

(c) HE plain BH 0.250 L (λ=1.0)   (d) HE plain BH 0.125 L (λ=4.8)

(e) LE plain BH 0.500 L (λ=0.04)

Fig. 17 Pressure responses of plain & curtain type BH 

according to HE & LE charge location

 

(a) HE plain BH 0.500 L (λ=1.0)     (b) HE plain BH 0.250 L (λ=1.0)

 

(c) HE plain BH 0.125 L (λ=3.33)   (d) HE curtain BH 0.500 L (λ=1.0)

Fig. 18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 curtain type BH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a) LC (λ=1.0)                        (b) RC (λ=1.0)

 

(c) CU (λ=1.0)                        (d) LL (λ=1.0)

 

(e) RU (λ=1.0)                           (f) CL (λ=1.2)



 

(g) CC (λ=4.8)

Fig. 19 Pressure responses of plain type BH at measuring 

points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a) LC (λ=1.0)                   (b) RC (λ=1.0)

 

(c) CU (λ=1.0)                     (f) CL (λ=1.2)

 

(g) CC (λ=3.33)

Fig. 20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type BH at measuring 

points according to HE charge location

 

(a) LC (λ=0.4)                   (b) RC (λ=0.4)

  

(c) CU (λ=0.4).                   (d) LL (λ=0.4)

 

(e) RU (λ=0.4)                       (f) CL (λ=0.4) 

(g) CC (λ=0.4)

Fig. 21 Pressure responses of plain & curtain type BH with 

HE charge at measuring points

 

(a) LC (λ=1.0)                   (b) RC (λ=1.0)

 

(c) CU (λ=1.0)                     (d) CL (λ=1.0)

(e) CC (λ=1.0)

Fig. 22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 curtain type BH 

with HE charge at measuring points

 

(a) LC (λ=0.4)                   (b) RC (λ=0.4)



 

(c) CU (λ=0.4)                     (d) LL (λ=0.4)

  

(e) RU (λ=0.4)                       (f) CL (λ=0.4)

(g) CC (λ=0.4)

Fig. 23 Pressure responses of plain type BH at measuring 

points according to HE & LE charge

 

(a) LC (λ=1.0)                   (b) RC (λ=1.0)

 

(c) CU (λ=1.0)                     (d) CL (λ=1.0)

 

(e) CC (λ=1.0)

Fig. 24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type BH at measuring 

points according to HE & LE charge 

 

(a) pressure (λ=1.0)                  (b) velocity

Fig. 24 Pressure & velocity responses of plain & curtain type 

BH at opening with HE charge

5. 부분모형 체임버 내충격 응답 및 

시험결과 비교

고탄두 폭약이 수밀격벽의 체임버 내에서 길이방향으로 

0.500, 0.250 및 0.125 L에서 폭발한 경우, 고탄두 폭약이 커튼

격벽의 체임버 내에서 0.500 L에서 폭발한 경우 및 약탄두 폭약

이 수밀격벽의 체임버 내에서 0.500 L에 폭발한 경우의 시험 결

과와 내충격 응답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시험 중 

격벽에 부착된 계측 센서들 중 계측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여

기서는 계측된 시험 결과들 중에서 압력과 가속도의 내충격 응답

해석 결과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Figs. 25∼37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폭발시험과 내충격 응답 해석의 압력과 가속도의 응

답은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LC (λ=0.04)                   (b) RC (λ=0.04)

 

(c ) CU (λ=0.04)              (d) LL (λ=0.04)



 

(e) RU (λ=0.04)                (f) CL (λ=0.04)

(g) CC (λ=0.04)

Fig. 25 Pressure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LE charge at 0.500 L(test 1)

 

(a) LC (λ=0.4)                   (b) RC (λ=0.4)

 

(c) CU (λ=0.4)                     (d) CL (λ=0.4)

(e) CC (λ=0.4)

Fig. 26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LE charge at 0.500 L(test 1)

  

(a) LC (λ=0.04)                   (b) RC (λ=0.04)

 

(c ) LL (λ=0.04)                 (d) RU (λ=0.04)

 

(e) CL (λ=0.04)                   (f) CC (λ=0.04)

Fig. 27 Pressure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LE charge at 0.500 L(test 5)

 

(a) LC (λ=0.4)                      (b) RC (λ=0.4)

 

(c) CU (λ=0.4)                     (d) CL (λ=0.4)

(e) CC (λ=0.4)

Fig. 28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LE charge at 0.500 L(test 5)

 

(a) LC (λ=1.0)                   (b) RC (λ=1.0)



 

(c ) CU (λ=1.0)              (d) LL (λ=1.0)

 

(e) RU (λ=1.0)                (f) CL (λ=1.0)

 

(g) CC (λ=1.0)              (h) opening (λ=1.0)

Fig. 29 Pressure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500 L(test 3)

 

(a) LC (λ=1.0)                      (b) RC (λ=1.0)

 

(c) CU (λ=1.0)                    (d) CL (λ=1.0)

 

(e) CC (λ=1.0) 

Fig. 30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500 L(test 3)

 

(a) LC (λ=1.0)                        (b) RC (λ=1.0)

 

(c ) CU (λ=1.0)                    (d) LL (λ=1.0)

 

(e) RU (λ=1.0)                       (f) CL (λ=1.0)

 

(g) CC (λ=1.0)              (h) opening (λ=1.0)

Fig. 31 Pressure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500 L(test 6)

 

(a) LC (λ=1.0)                      (b) RC (λ=1.0)

 

(c) CL (λ=1.0)                     (d) CC (λ=1.0)

Fig. 32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500 L(test 6)



 

(a) LC (λ=1.0)                        (b) RC (λ=1.0)

 

(c ) LL (λ=1.0)                      (d) CL (λ=1.0)

  

(e) CC (λ=1.0)                (f) opening (λ=1.0)

Fig. 33 Pressure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250 L(test 4)

 

(a) LC (λ=1.0)                      (b) CU (λ=1.0)

 

(c) CC (λ=1.0) 

Fig. 34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2500 L(test 4)

 

(a) LC (λ=1.0)                     (b) LL (λ=1.0)

 

(c) CL (λ=2.0)                         (d) CC (λ=2.0)

Fig. 34 Pressure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125 L(test 2)

 

(a) RC (λ=1.2)                         (b) CU (λ=1.2)

(e) CC (λ=1.2)      

Fig. 35 Acceleration responses of pl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125 L(test 2)

 

(a) LC (λ=1.0)                        (b) RC (λ=1.0)

 

(c) LL (λ=1.0)                         (d) CL (λ=1.0)

 

(g) CC (λ=1.0)                       (h) opening (λ=1.0)

Fig. 36 Pressure responses of curt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500 L(test 9)



 

(a) LC (λ=1.0)                   (b) RC (λ=1.0)

 

(c) CU (λ=1.0)                     (d) CL (λ=1.0)

(e) CC (λ=1.0)

Fig. 37 Acceleration responses of curtain type BH between 

simulation and test with HE charge at 0.500 L(test 9)

6. 결 론

본 연구는 LS-DYNA code의 MMALE 및 FSI 해석기법을 이용

하여 함정의 폭발강화격벽 및 연결부 거동평가 기술 개발을 위하

여 수밀 및 커튼격벽 모델에 대한 부분모형 체임버의 고탄두와 

약탄두의 폭발위치에 따른 내부폭발 시험에 대하여 내부폭발 내

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거동 해석기법을 검증하고 격벽 모델

의 내충격 응답특성도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격벽의 중앙점 보다는 모퉁이가 약간 더 큰 소성

변형률이, 보강재 끝단에 훨씬 더 큰 변형률이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폭약이 격벽 가까이 폭발할수록 더 

큰 소성변형률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예상대로 카튼격벽에서의  

응답은 수밀격벽보다 작았다. 

수밀격벽이 커튼격벽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약

간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변형하였다. 그러나 폭약이 격벽에 

더 가깝게 폭발하여도 예상과는 달리 변형 영역과 크기도 크지 

않았다. 수밀격벽의 경우 폭약이 중앙에서 폭발하였을 때가 전반

적으로 약간 더 크고 넓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약의 위치가 격벽에 가까워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격벽의 압

력과 가속도의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밀이나 커튼격벽의 경

우에는 초기 충격파 압력이나 가속도 응답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다. 그리고 약탄두는 고탄두에 비하여 미미할 정도로 응

답이 작았다. 또한 폭발시험과 내충격 응답 해석에 따른 압력과 

가속도의 응답도 대체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Galle, LF and Erkel, van AG (2002). "TNO-PML Developments 

of Blast Resistant Doors and Walls," The 1st European 

Survivability Workshop, Cologne, Germany.

Lee, SG & Zhao, T (2013). "Shock Response Analysis of 

Blast Hardened Bulkhead in Naval Vessel under Internal 

Blast," Proceeding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Jeju, Republic of Korea,  pp 676~685.

LSTC (2012). LS-DYNA User's Manual, Version 971 R6, 

Livermore Soft Technology Corp., USA.

Raymond, IK (2001). Tools for the formation of optimized 

X-80 Steel Blast Tolerant transverse bulkheads, Master of 

Engineering Thesis in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tark, S and Sajdak, J (2012). "Design and Effectiveness 

Criteria for Blast Hardened Bulkhead Applications on Naval 

Combatants,"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 

and Analysis of Protective Structures, Jeju, Republic of 

Korea.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극지역 환경을 고려한 충격하중을 받는 보강판 구조물의 

내충돌성에 관한 연구 
김기종, 박대겸, 이종환,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 

부산대학교 선박 해양플랜트 기술연구원 

 

A Study on the Resistance to Dynamic Penetration of Stiffened Steel 

Plates at Low Temperature;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Ki Jong Kim, Dae Kyeom Park, Jong Hwan Lee, Jung Kwan Seo, Bong Ju Kim and Jeom Kee Paik 

The Korea Ship and Offshore Research Institute (The Lloyd’s Register Foundation Research Center of Excell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요 약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은 충돌이나 중량물의 추락과 같은 충돌사고의 위험에 항상 처해있으며,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극지역 천연자원 개발 및 운항비 감

소를 이유로 극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극지역 저온 환경은 극지역 운항 선박 및 해양플랜

트 구조물에 저온효과를 야기하여, 충돌하중에 대한 내충돌성에 영향을 미친다. 구조물의 내충돌성 평가

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충돌사고를 보강판 구조물에 대한 중량물의 추락으로 이상화하여 보강판 구조물의 

내충돌성 평가하였다. 극지용 고장력강 선급재(DH36)으로 만들어진 판/보강판 구조물에 원뿔형 중량물

의 충돌을 실험하였으며, 상온 및 극지저온(-40oC)의 온도영향 및 충돌속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였다. 

실험 결과는 범용 비선형 유한해석코드인 LS-Dyna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분석 되었다. 극지역 저온효

과를 고려한 판구조물의 내충돌성능 평가법은 극지역 운항 선박 및 극지역 해양플랜트의 구조강도 평가

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Collision, Stiffened steel plates, Drop tes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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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하중을 받는 유공 방폭벽의 구조거동 특성 
리춘보, 김상진, 이종찬, 뢰함인,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 

부산대학교 선박 해양플랜트 기술연구원 

 
Structural Response Characteristics of Perforated Blast Walls 

under Hydrocarbon Explosion 
Chun Bao Li, Sang Jin Kim, Jong Chan Lee, Han Yin Lei, Jung Kwan Seo, Bong Ju Kim and Jeom Kee Paik 

The Korea Ship and Offshore Research Institute (The Lloyd’s Register Foundation Research Center of Excell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요 약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 중 화재 및 폭발 사고는 7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가스 폭발 사고는 
고압과 고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 구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킨다. 일반적으로 폭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
소화 하기 위하여 주요 공정시설 및 구조물에 방폭벽이 설치된다. 방폭벽은 그 형태에 따라서 파형방폭벽 
(corrugated blast wall) 및 판형방폭벽 (flat plated blast wall) 등으로 나누어지며, 과거에는 파형방폭벽이 널리 사용
되었지만, 현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판형방폭벽과 함께 사용하는 추세이다. 

방폭벽은 가스 폭발 시 압력과 같은 충격하중으로부터 인명 및 구조물을 보호하는 구조물로써, 대부분의 방폭
벽은 구멍이 없는 막힌 형태의 판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폭벽은 공기의 흐름을 막으면서 폭발 하중을 고스
란히 받고, 큰 처짐을 유발한다. 반대로, 유공의 판은 무공에 비하여 하중을 적게 받아서 처짐은 작게 발생하지만, 
구멍에 의하여 반대편으로 전파되는 폭발 압력을 막지 못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판형태의 유공방폭벽을 설계하여, 구멍의 위치 및 개수, 그리고 크기에 따른 처짐감소 및 압
력 전파의 관계를 알아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명 및 구조물이 허용 할 수 있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
한 유공방폭벽을 설계한다. 본 연구는 CFD 해석을 통하여 유공의 특성에 따른 압력전파를 알아보고, FEA를 통하여, 
처짐을 계산하여 유공에 따른 압력 전파 및 처짐 관계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첫 단계로써 상용 유한요소코
드를 이용하여, 유공의 특성에 따른 동적 구조응답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통하여 구멍의 크기, 
위치 및 개수에 따른 fitting curves를 제시하였다. 
Keywords Perforated blast wall(다공 방폭벽), Explosion loads(폭발 하중), Structural response(구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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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Benefit Analysis of Blast Walls on Offshore Installations 

Han Yin Lei, Sang Jin Kim, Jong Chan Lee, Chun Bao Li, Jung Kwan Seo, Bong Ju Kim and Jeom Kee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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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폭벽은 폭발 사고와 같은 고위험성의 충격하중으로부터 인명 및 시설을 보호하는 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천연자원 시추 혹은 정제 설비에서 폭발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방폭벽설치가 요구된다. 방폭벽은 폭
발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되며, 폭발발생시 변형을 야기하여 에너지를 흡수 한다. 이는, 처짐량은 방폭벽의 구도거
동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방폭벽이 가지는 강도와 직결됨을 의미한다. 

구조물은 부재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서, 확연한 구조거동 차이를 야기한다. 파형 방폭벽의 구조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파형의 두께 (Thickness), 폭 (Breadth), 높이 (Height), 웨브 각도 (Web angle)이다. 본 연구에
서는 상용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LS-DYNA를 이용하여, 초대형 FPSO에 설치되는 방폭벽을 대상 구조
물로 하여 주요 치수 (두께, 폭, 높이, 웨브 각도) 변화에 따른 최대 처짐량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플랜트에서 방폭벽을 설치 함에 있어서, 충격하중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형상을 
조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질량관점의 비용편익분석이 진행되었다. 
 
Keywords 방폭벽 (Blast walls),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비용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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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레어 시스템은 해양플랜트에서 폐가스와 불용성 오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폐가스와 불용성 오일은 연소 과정을 통해 처리되고 이때 과도한 열이 발생하게 되며, 플레어 시스템의 수분무

설비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구조물, 장비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무 설비에 관한 열저감 효과 실험과 비교를 통해 수분무 설비에 대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해석기법을 정립하였다. 실험은 실제 Flare system의 축소 모델이 이용되었으며, 새롭게 개발된 Flare 

system 용 노즐의 성능 시험을 위해 수행되었다. 비교 및 검증에 이용된 CFD tool은 화재 전용 CFD tool인 Kameleon 

FireEX(KFX)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립된 해석 기법은 다양한 형태의 수분무 설비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롭게 개발된 노즐의

성능에 대한 해석 결과는 추후 CFD를 이용한 열저감 시스템 구축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Keywords: Flare system, Offshore installations, Heat flux, Nozzle, Water spray system, Computational fluid dynamic(CFD), Kameleon

FireEX(K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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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ipeline is one of the important structures in marine equipment. It is the main equipment for transportation of crude oil and 

natural gas to the downstream facilities. Crude oil and natural gas leak will be bring not only political and financial issues but 

also pollution to the environment. Inaccurate predictions of corrosion behavior will make unsafe and hazardous 

consequences. The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and prediction is essential especially for again subsea pipeline. As 

corrosion is concerned, the effects of pipeline failure due to significant reduction of burst strength will make it hard for the 

pipeline operator to maintain the serviceability of pipelines. In this paper, using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calculation the 

PoF (Probability of Failure) and CoF (Consequence of Failure) then depend on PoF and CoF decision criteria for evaluation 

the aging crude oil pipeline. In the end, the future safety of the subsea crude oil pipeline is assessed to predict the risk 

development year in service of crude oil pipelines. 

 

Keywords: QRA(정량적 위험도 평가), PoF(실패확률), CoF(실패결과), Corrosion(부식), Burst pressure(파열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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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30톤급 근해채낚기 어선에 대하여 수치계산과 모형시험을 수행하므로 저항성능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30톤급 

채낚기 어선에 대하여 수치계산으로 선수부와 구상선수를 설계하여, 저항성능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30톤급

채낚기 어선들의 저항성능을 평가하였다. 설계된 30톤급 근해채낚기 어선에 대하여 저항성능을 보다 개선하고자 선미플랩과 선

수날개를 설계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구상선수 설계를 통하여 조파저항의 큰 감소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부가물을 이용한 

저항성능의 개선효과를 파악함으로써 30톤급 근해채낚기 표준어선 선형제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Wave Resistance(조파저항), Bulbous bow(구상선수), Stern flap(선미플랩), Bow fin(선수날개)

1. 서 론

근해 어선의 경우 총톤수 10톤급 이상 140톤급 미만의 선박

으로 어업허가 규정에 선망, 저인망, 트롤 등으로 21업종으로 분

류가 된다. 그리고 근해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 

사항에 규모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대부분 선형이 비대해져 저

항이 증가하고 경쟁조업에 따라 주기관 마력을 필요이상으로 높

여 고비용, 저효율의 선형을 가지고 있다. Yu et al.(2011)의 연

구에서는 최근 한반도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선들의 수요는 증가

하고 있지만, 영세한 국내 어업 종사자들은, 건조비 증가 등의 

이유호 선형을 개선하기 보다는 고 마력 엔진을 사용하여 어선의 

속력을 높이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근해채낚기 어선의 경우 

어선의 척수는 많지만, 선령이 20년에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노

후화 정도가 높다. 따라서 신조선 건조가 될 때에는 주기관 마력

을 필요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속에 맞는 주기관 마력

을 결정하기 위한 선체 설계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

리나라 어선은 작업성, 안전성이 우수한 선형이 선호되어, 이와 

같은 분야외의 어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저항성능에 관한 자료나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

어졌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성들의 이유로 어선의 저항성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Yu et al., 2011). 따라서 

Kim and Lee(1984), Lee(1984), Lee et al.(2006), Kang et 

al.(2007), Lee et al.(2008), Yu and Lee(2008) 그리고 Jee et 

al.(2009)에서 국내 연근해 소형어선 근대화 사업 및 소형어선의 

마력추정과 선형설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어선들의 저

항성능 및 선형요소에 관한 연구 등의 어선 저항성능 향상에 관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졌다. 이러한 저항성능 향상에 관한 기술개

발을 위해서는 CFD와 모형시험 등을 통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저

항성분을 해석하고 선종에 따라 조파저항과 점성저항을 효율적

으로 줄일 수 있는 선수선형, 선미선형 등의 선형설계를 수행한

다. 근해채낚기 어선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계속력에서 프루드 

수가 0.3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파저항성능에 우수한 선형을 설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수부 형상을 설계하거나 구상선수를 부착

시켜 조파저항성능을 개선한다. 일반적인 상선들의 경우에는 구

상선수를 통하여 저항성능의 개선에 활용도가 높지만, 어선들의 

경우에는 저항성능 뿐 아니라 추파 상태에서 선수부 부력을 높여 

안정성에 대비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어선들의 구상선수에는 적

절한 부력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동해나 남해에서 

구상선수를 부착한 어선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적절한 크기를 

선정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 구상선수는 설계를 통하여 제작하

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형상으로 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30톤

급 채낚기 어선 선형에 구상선수 설계를 설계하였으며, 안정성 

관점보다는 초기 연구로써 저항성능 만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

한 부가물을 이용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저항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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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향후 어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저항성능에 유리한 표준 근해채낚기 어

선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대상선형과 수치계산을 이용한 

선수부 설계

연구수행을 위하여 기존에 동해에서 운항 중인 선형을 대상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은 기존선형(w/ bulb)에 대한 정면

도이며, Table 1은 기존선형(w/ bulb)의 주요요목이다. 

Fig. 1 기존선형(w/ bulb)의 정면도

Table 1 기존선형(w/ bulb)의 주요제원

Full scale Model

Scale ratio 1:1 1:10.975

LBP 21.950m 2.000m

LWL 25.743m 2.346m

B 5.160 0.470m

T 1.210m 0.150m

Dis. Vol. 94.148m
3

0.071m
3

W.S.A 158.640m
2

1.317m
2

CB 0.687

Design speed 11knots 1.708m/s

Fn∇ 0.847

또한 기존선형(w/ bulb)을 대상으로 한국종합설계에서는 선형

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선형-N1(w/o bulb)의 정면도는 그림 2, 

주요요목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후 설계선형-N2(w/o bulb)

도 또한 설계선형-N1(w/o bulb)와 주요요목이 동일하다. 기존선

형(w/ bulb)과 설계선형-N1(w/o bulb)의 평흘수 상태에서의 저

항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하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

계산 프로그램인 INHAWAVE-Ⅱ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2 설계선형-N1(w/o bulb)의 정면도 

Table 2 설계선형-N1(w/o bulb)와 설계선형-N2(w/o bulb)의 

주요제원

Full scale Model

Scale ratio 1:1 1:10.85

LBP 21.700m 2.000m

LWL 22.370m 2.062m

B 5.140 0.474m

T 1.310m 0.159m

Dis. Vol. 96.370m
3

0.075m
3

W.S.A 153.550m
2

1.304m
2

CB 0.672

Design speed 11knots 1.718m/s

Fn∇ 0.844

Fig. 3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1(w/o bulb)의 

선체표면 압력저항 비교



그림 3을 보면 수치계산 상의 시간에 따라서 압력저항이 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설계선형-N1(w/o bulb)이 기존선형

(w/ bulb)에 비하여 압력저항이 약 5%정도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과 2에서 보면, 설계선형-N1(w/o bulb)은 기존선

형(w/ bulb)에 비하여 길이가 13.1%정도 작고 폭의 경우에는 

0.4%정도로 크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흘수의 경우에는 

8.3%정도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흘수가 깊어졌지만, 상

대적으로 선체길이가 짧아져 저항성능에는 불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Jee et al.(2000)에서 보면, 정면도 상의 차인선의 

변화가 곡선보다는 직선형태가 저항성능에 유리하였다. 그림 1과 

2을 비교하여 보면, 기존선형(w/ bulb)은 정면도 상에서 직선형

태의 차인선을 가지지만 설계선형-N1(w/o bulb)의 경우 곡선형

태의 차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요

목 뿐 아니라 차인선으로 인하여 설계선형-N1(w/o bulb)이 기존

선형(w/ bulb)에 비하여 저항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는 설계선형-N1(w/o bulb)에 대하여 Fig. 4와 같이, 일반적으

로 조파저항성능에 유리한 거위목 벌브를 설계하였다. Fig. 5는 

수치계산 결과 중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에 대한 파형분포이다.

Fig. 4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의 측면형상

Fig. 5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 주위의 파형분포

Fig. 5를 보면,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이 기존선형

(w/ bulb)에 비하여 파고가 낮게 생성되며, 파도가 뒤집히는 현

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수치계산 결과 중 기

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에 대한 선

체표면 압력저항을 비교한 것이다. 

Fig. 6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의 선체표면 압력분포

  

Fig. 6을 보면,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의 압력분포

는 구상선수 부분에 큰 압력이 생기는 대신, 선체에는 상대적으

로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압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실제로 Fig. 7과 같이,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이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압력저항이 6.2%나 감소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거위목 구상선수는 실선에서의 제작이 어

려워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Fig. 7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1(w/o bulb) 그리고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의 선체표면 압력저항 비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ee et al.(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주요요목을 변화시키지 않고 정면도 상의 차인선을 직선형태로 

설계하였으며, 거위목 구상선수가 아닌 높은 구상선수로 자유수



면 근처에서의 구상선수 체적을 높이려 하였다. 먼저, Fig. 8은 

정면도 상의 차인선을 변화시키는과정에서의 횡단면적 분포와 

수선면(D.L.W.L)에서의 형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설계선형

-N2(w/o bulb)는 설계선형-N1(w/o bulb)에서 주요요목은 변화시

키지 않고 횡단면적 분포를 고정시키므로 선수부의 폭이 상대적

으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최종적으로 결정된 설계선형

-N2(w/o bulb)에 대한 정면도는 Fig. 9와 같다. 

 

Fig. 8 수선면 형상과 횡단면적 분포 비교

Fig. 9 설계선형-N2(w/o bulb)의 정면도

그리고 본 선형들을 대상으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수치계산 상의 시간에 따른 압력저항 변화이다. Fig. 10을 

보면, 설계선형-N2(w/o bulb)가 차인선 변화로 인하여 설계선형

-N1(w/o bulb)에 비하여 압력저항이 약 4%정도 감소하였다. 그

리고 기존선형(w/ bulb)과는 압력저항 약 1% 이내로 근접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설계과정에서 설계선형-N1(w/o bulb)의 

주요요목을 변화시키지 않아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저항감

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면도 상의 차인

선 변화로도 압력저항을 약 4%정도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선형-N2(w/o bulb)에 대하여 Fig. 11

과 같이 높은 구상선수를 설계하였다. Fig. 4의 거위목 구상선수

와 마찬가지로 자유수면 근처에 체적을 분포시키고자 하였으며, 

실선에서의 제작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10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1(w/o bulb) 그리고 

설계선형-N2(w/o bulb)의 선체표면 압력저항 비교

 

Fig. 11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측면형상

Fig. 12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 

주위의 파형분포

 Fig. 12는 수치계산 결과 중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

-N2(w/ high bulb)에 대한 파형분포이다. Fig. 5의 설계선형

-N1(w/ gooseneck bulb)과 마찬가지로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선수부 파고가 낮게 생성되며, 파도가 뒤집히는 현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을 보면,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압력분포는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과 마

찬가지로 구상선수 부분에 큰 압력이 생기는 대신, 선체에는 상

대적으로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압력이 낮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Fig. 14와 같이, 설계선형-N2(w/ high 

bulb)이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압력저항이 10.3%나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선형

(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모형선을 제작하여 모

형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3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선체표면 압력분포

Fig. 14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o bulb) 그리고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선체표면 압력저항 비교

2. 모형시험을 이용한 저항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모형선을 제작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형

시험 시 저항성능 해석방법은 ITTC 1978년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형선의 저항시험에서는 모형선과 실선의 프루드 수를 동일하

게 하여 시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파저항, 형상저항, 마찰저항 

이 세 가지 저항성분으로 분리하는 3차원 외삽법이 어선과 같이 

단순치 않은 형상을 가지는 선형에 대한 실선의 저항성능 추정에

는 보다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Fig. 15는 제작된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모형선이며, 

Fig. 16은 모형시험 시 선수 부분에서 발생되는 파형을 관측하기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이다.

Fig. 15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으로 

각각 제작된 모형선들

Fig. 16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에 

대하여 촬영된 파형사진들(design speed = 11knots)

Fig. 12와 마찬가지로 Fig. 16을 보면,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선수 부분에서 파고가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은 모형시험 시 항주자세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 침하량은 실선의 크기로 나타내었다. Fig. 

17을 보면, 설계선형-N2(w/ high bulb)이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전체적인 침하량은 작지만, 선수트림이 크게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모형시험의 경우 Fig. 16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선수의 선체표면에 가까운 영역에서 비선형적인 파도가 



많이 발생되어, 선체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Y/LBP=0.08되는 위

치에서 파형을 계측하였다(Fig. 18). Fig. 18을 보면, 기존선형

(w/ bulb)에 비하여 설계선형-N2(w/ high bulb)이 전체적으로 파

고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구상선수 채용으로 인하여 조파저항성능이 개선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17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항주자세 비교

Fig. 18 Y/LBP=0.08위치에서의 파형계측 결과

Table 3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 

형상계수들의 비교

Form factor(k)

기존선형(w/ bulb) 0.191

설계선형-N2(w/ high bulb) 0.497

그러나 Fig. 16의 사진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구상선수가 크고, 

또한 Table 1과 2의 주요요목 비 등이 상이함에 의하여 형상저항

은 오히려 설계선형-N2(w/ high bulb)에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

다. Table 3은 저속저항시험으로부터 Prohaska의 방법을 이용하

여 얻어낸 형상계수들을 나타낸다.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설계선형-N2(w/ high bulb)에서 커진 구상선수, 달라진 항주자

세, 그리고 주요요목 비의 차이 등에 의하여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형상저항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Fig. 19를 보

면,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구상선수로 인하여 설계속력 

11knots에서 약 20%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속도영역에서 일정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9 기존선형(w/ bulb)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조파저항계수들 비교

3. 부가물을 이용한 저항성능 개선 효과 

검토

본 연구에서는 Yaakob et al.(2004)의 연구를 참고로 본 설계

선형-N2(w/ high bulb)에 적합한 선미플랩을 설계하고, 또한 선

수날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ACA0015 단면형상을 이

용하여 모형시험들을 수행하였다. Fig. 20은 실선에 적용되었을 

때의 선미플랩 부착 형상을 나타낸다. 

Fig. 20 실선 선미플랩의 부착된 형상

Fig. 21 기존선형(w/ bulb), 설계선형-N2(w/ high bulb) 

그리고 설계선형-N2(w/ high bulb, w/ flap)의 항주자세들 

비교



선미플랩 형상의 경우 항주자세를 고려하여 각도를 0도로 결

정하였으며, 선미플랩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선미플랩을 사용하고 

있는 근해 채낚기선형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선에서 길이 

1m로 결정하였고, 선미플랩의 위치는 모형선 흘수와 동일한 위

치에 부착하였다. Fig. 21은 기존선형(w/ bulb), 설계선형-N2(w/ 

high bulb) 그리고 선미플랩이 적용된 설계선형-N2(w/ high 

bulb, w/ flap)의 항주자세들을 나타낸다. 선미플랩의 적용된 설

계선형-N2(w/ high bulb, w/ flap)의 경우 설계선형-N2(w/ high 

bulb)과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침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선수트림에 있어서는 선미플랩이 적용되었을 때에 기

존의 설계선형-N2(w/ high bulb)에 비하여 더 크게 발생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22 기존선형(w/ bulb), 설계선형-N2(w/ high bulb) 

그리고 설계선형-N2(w/ high bulb, w/ flap)의 저항성분들 

분리

Fig. 22는 모형선과 실선에 대하여 저항성분들을 분리한 그림

이다. Fig. 22(a)는 모형선의 전저항계수로부터 저항성분 분리를 

수행한 결과이며, Fig. 22(b)는 추정된 실선의 전저항계수로부터 

저항성분 분리를 수행한 결과이다. 본 선형들은 상대적으로 전저

항에서 조파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구상선수의 크기와, 항주자세 및 설계선형의 주요요목 등의 

비율 차이로 인하여, 설계선형-N2(w/ high bulb)이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형상저항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파

저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상선수로 인한 조파저항

의 많은 감소로 실선의 전저항 추정결과가 약 14%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선형-N2(w/ high bulb)와 선미플랩이 

적용된 설계선형-N2(w/ high bulb)을 비교하였을 때, 형상저항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미플랩으로 설

계선형-N2(w/ high bulb)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선체의 침하량이 

감소함으로써 형상저항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선수트림의 감소를 위하여 선수에 날개를 부착

하였다. Table 4는 모형선에서의 선수 날개에 대한 제원이고, 선

수 날개의 경우 일반적인 날개 단면형상 중 상대적으로 항력이 

작고 양력의 크기가 큰 NACA0015를 이용하였다. 

Table 4 모형선에서의 선수 날개 제원

Cross-section shape NACA-0015

Chord length 0.06m

Span length 0.03m

Aspect ratio 0.50

Fig. 23 선수부분에 부착된 선수 날개 형상

Fig. 23은 선수부 유동가시화시험과 선수 날개가 부착된 사진

이다. 선수 19.5st.에서 선체표면 한계유선들의 흘수선에 대한 

각도가 약 2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19.5st.에 날개를 입사각이 

약 20도 전후 되는 각도로 부착하고, 각도 별로 모형시험을 수행

하였다. 

Fig. 24 선수 날개 부착에 의한 항주자세 비교

모형시험 시 항주자세는 Fig. 24와 같으며, Fig. 25는 선미플

랩 그리고 선수 날개를 통한 저항성능 개선효과를 보여준다. 선

미플랩의 경우 선수트림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침하량을 작게 하

는 효과가 있어 잉여저항계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선수 날개의 

경우 선체의 항주자세를 변화시켰지만, 선수 날개 자체 저항으로 

인하여 저항감소에는 크게 역할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

다. 본 연구에서의 근해 채낚기어선(G/T 30톤급)에 저항성능 개

선을 위하여 적합한 부가물은 선미플랩이며, Fig. 26과 같이 설



계선형-N2(w/ high bulb)의 경우 구상선수로 인한 조파저항감소

로 실선 유효마력이 약 14%정도 감소하였으며, 선미플랩을 적용

하였을 때는 추가로 약 1%의 저항감소 효과가 있어, 유효마력이 

기존선형에 비하여 약 15%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5 부가물 설계를 통한 저항성능 개선효과

Fig. 26 기존선형(w/ bulb), 설계선형-N2(w/ high bulb), 

그리고 설계선형-N2(w/ high bulb, w/ flap)의 실선 

유효마력들 추정 결과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해 채낚기어선(G/T 30톤급)들에 대하여 선형

설계를 통하여 수치계산과 모형시험으로 저항성능을 평가하였다.

1) 정면도 상의 차인선 변화만으로도 설계선형-N2(w/o bulb)

선형이 설계선형-N1(w/o bulb)보다 압력저항 약 4%정도 감소함

을 보였다. 설계선형-N1(w/o bulb)에서  설계선형-N1(w/ 

gooseneck bulb)를 설계하였을 때,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는 압력저항이 6.2%정도 감소하였으며, 설계선형-N2(w/o bulb)

에서  설계선형-N2(w/ high bulb)를 설계하였을 때,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는 압력저항이 10.3%정도 감소하였다. 구상선수 

설계 시에는 구상선수의 체적 위치를 자유수면 근처에 분포시키

는 방법이 저항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 저항성분을 분리하였을 때, 설계속력에서 형상저항은 설계

선형-N2(w/ high bulb)이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절반가량

이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선형과의 주요요목들의 차이와 상대적

으로 큰 구상선수 크기, 선수트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구상선수 설계를 통하여  설계선형-N2(w/ high bulb)이 기

존선형(w/ bulb) 보다 조파저항이 약 20%정도 감소되었다. 실제

로 Y/LBP=0.08 위치에서 파형을 측정한 결과 설계선형-N2(w/ 

high bulb)이 기존선형(w/ bulb)에 비하여 파고가 낮다. 실제로 

유효마력 추정결과 약 14%정도가 감소하였다.

4) 선미플랩의 경우 침하량을 작게하여 설계선형-N2(w/ high 

bulb)의 유효마력이 약 1%정도의 감소효과를 보았지만, 선수날

개의 경우 날개 자체의 저항으로 인하여 저항감소에는 큰 역할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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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용 PSV 설계 개발
인정강, 김성환, 조성진, 옥군도, 김미영, 배상권, 민정기, 이창희 (극동선박설계)

1. 개요
Worldwide용 PSV(platform supply vessel) 개발을 위한 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개념설계를 1차년에 수행하고 2
차년에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PSV의  임무는 해상플랜트에 물
자 및 인원을 수송하며, 이에 필요한 기능을 갖는 Worldwide용 
PSV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PSV의 운용및 개념을 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실적선 사례를 
조사하여 시스템을 분석하고 운용개념을 파악하여 설계기본계획
을 설정하였다.

PSV는 해상 유전/가스전의 플랫폼/해양구조물, FPSO, RIG, 
Drill ship, 탐사선 등에 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는 기능 및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용개념을 갖는다. 수송 물자는 연료유, 
식수, 화학품, 시멘트, Mud (고체 및 액체), Drill water, Brine 
water, 파이프를 포함한 시추용 자재 및 장비, 식료품 등으로 해
상 플랫폼에 사용되는 모든 물자를 포함한다. 플랫폼으로부터 나
오는 오염된 화학품 및 해양애 투기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육상
으로 수송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플랫폼 지원 기능으로서는 화
재 소화, 유류오염 방제, 인명 구조, 비상 대처 등의 다양한 임무
를 수행한다. 

운항거리는 물류기지로부터 대략 100~200해리이며 선속은  
12~13노트이고 북해의 혹독한 해상상태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
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는 -20℃~+50℃로 적도
부터 북해까지 모든 해상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치수는 PSV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화중량 2500 톤급
과 3800톤급을 만족하는 선형으로 선정하였다.

추진시스템은 3800톤급은 길이가 긴 축로를 없앤 전기 추진 
Azimuth 방식으로 정하고, 2500톤급은 종래의 축방식의 가변피
치프로펠러를 선정하였다.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DP-2 
(Dynamic Positioning)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선형은 일반적인 PSV 선형의 구상선수를 채택한 기본선형으
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3800톤급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실시하였다.

3800톤급의 모형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저항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선간 길이를 증가시키고 재화중량을 4100톤으로 증가
시켰으며, 기본선형의 선수형상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High-bulb형 구상선수를 채택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모
형시험을 실시하였다.  

기본 선형에 대한 중량 및 중심을 추정하였으며, 기본선형에 
대한 선속 및 마력을 추정하여 주기관 및 발전기관을 선정하였
다.

PSV의 운용개념에 따라 바람, 파도, 조류에 의한 외력에 대한 

DP시스템 용량을 추정하여 선수/선미 쓰러스트 용량을 선정하여  
북해의 혹독한 해상상태에서도 위치를 확보하여 임무 수행이 가
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선형에 대하여 비손상 및 손상시 복원성/DP 성능/내항
성능 등의 계산을 수행하였고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기본설계에 반영하였다.

2. Worldwide용 PSV 표준선 
설계기본계획

Worldwide용 PSV 표준선 개발을 위하여 설계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개념설계를 진행하였다.

2.1 주요임무
1) 시추작업 지원
   - Rig/Drill Ship에 물자지원/인원 수송
   - Mud, Cement, Chemical, Drill water, Brine water,
     Base oil, 연료유, Pipe 등 시추용 자재 및 장비, 식수,
     식료품, 기타 자재
2) 생산 작업 지원
   - Production Platform / FPSO에 물자 지원/인원 수송   
   - 연료유, 식수, 식료품, Spare part, 기타 자재
3) 탐사작업 지원
   - 탐사작업선에 물자/인원 수송
   - 연료유, 식수, 식료품, 기타 자재 
4) 폐기물/유해 액체 운송
   - 해양 플랫폼/선박으로부터 해양에 투기할 수 없는 
     폐기물 및 오염된 유해 액체를 육상으로 운송
5) 기타
   - 플랫폼 화재 소화
   - 예인
   - 유회수 및 유류오염 방제
   - 인명 구조
   - 비상 대기

 
2.2 운항해역
    - 북해 선정 (PSV 시장 고려 전 세게 해상 고려)
    - 해상 상태 (DNV ERN 99 North Sea 적용)
       Wave height :  Hs 6.1m
       Wave period  :  10 seconds
       Wind speed  :  21.51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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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  1.5 knots   
 - 온도
    외  부  :  -20℃ ~ +50℃ 
    기관실  :  +50℃ 
    해  수  :  -1℃ ~ +32℃

 2.3 수송화물 및 특성
  - Mud       :  액체 및 고체, 시추용
  - Cement    :  고체, 시추용
  - Chemical   :  액체, IBC code 위험물, 시추용
  - Drill water/ Brine water :  시추용
  - Base oil    :  시추용 
  - Fuel oil     :  Marine diesel oil (가열 불필요)
  - Pipe        :  시추용
  - 식수
  - 식료품  

2.4 설계기본계획

3. Worldwide용 PSV 표준선 기본설계
3.1 일반배치계획

  1) 표준선-1
    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Bow thruster room, 기

관실, 화뭂창, 화물펌프실, 연료유창,Chemical tank, 발라
스트수창, 청수창, 추진기실 등으로 배치하였다.

    갑판 상부는 선수부에 거주구 및 조타실을 배치하여 후
부 갑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Pipe, Container Box 등
을 적재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갑판 하부의 Cement Tank는 구조 강도, 작업성 및 경제
성을 고려하여 Corrugated형의 선체구조 일체형으로 배치
하였다. Chemical tank는 선체구조 일체형에 IBC code를 
만족할 수 있도록 주위를 발라스트수창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연료유창은 선박 손상시 오염 사고를 최소화시키
고자  이중저 상부의 이중선체 내부로 배치하였다.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여 축로 공간이 화물창으로 전
용되어 화물창 용적이 증대되었다.

    하역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화물펌프실을 화물창 중앙
부에 배치하였다

  표준선-1의 일반배치도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일반배치도(표준선-1)
 

   2) 표준선-2
    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쓰러스트실, 기관

실, 화뭂창, 화물펌프실, 연료유창,Chemical tank, 발라
스트수창, 선미쓰러스티실, 조타기실 등으로 배치하였다.

    갑판 상부는 선수부에 거주구 및 조타실을 배치하여 후
부 갑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Pipe, Container Box 등
을 적재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갑판 하부의 Cement Tank는 구조 강도, 작업성 및 경
제성을 고려하여 Corrugated형의 선체 구조 일체형으로 
배치하였다. Chemical tank는 선체구조 일체형에 IBC 

   code를 만족할 수 있도록 주위를 발라스트수창으로 배
치하였다.

    또한, 연료유창은 선박 손상시 오염 사고를 최소화시키
고자  이중저 상부에 이중선체 내부로 배치하였다.

    축계방식의 가변핏치추진기전기를 채택하여 축로 공간
을 화물창 사이로 배치하여 통로와 겸용으로 배치하였다.

    하역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화물펌프실을 화물창 중앙
부에 배치하였다

    표준선-2의 일반배치도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일반배치도 (표준선-2)



3.2 선형개념
1) 표준선-1
    PSV선의 일반적인 선형으로 구상선수를 가진 선수부와  

      Azimuth thruster 장착을 위한 선미부의 형상을 가진 선형  
      으로 계획하였다.

   1차년도 모형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2차년도에는 3가지 선  
      수선형에 대한 CFD 해석을 통하여 파형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선형을 선정하였다.  

   선미부에는 직진성 화보를 위하여 스케그를 설치하였다.  
    정면선도는 그림-3과 같다.   

            그림-3 정면선도 (표준선-1) 

2) 표준선-2
    PSV선의 일반적인 선형으로 구상선수를 가진 선수부와  

      가변핏치 장착 위한 선미부의 형상 및 선미 쓰러스트 설치  
      를 위한 스케그를 가진 선형으로 계획하였다.

    정면선도는 그림-4와 같다.   

             그림-4 정면선도 (표준선-2) 

3) 표준선-1의 내항형 선수선형
  PSV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북해의 혹독한 해상상태   

    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상태를 유지하고 파도속에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선형으로 선수선형의 개념설계를 진행하여 운  
    동성능계산을 비교 수행하였다. 

       그림-5 선도 (표준선-1, 내항형 선수선형) 

3.3 구조설계
  구조강도, 작업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Cement/Mud 화   

    물창을 Corrugated 형의 선체구조 일체형으로 설계하고    
    Cement 화물창 하부는 경사형 구조로 하역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중앙횡단면도는 그림-6와 그림-7과 같다.

              그림-6 중앙횡단면도 (표준선-1)

           그림-7 중앙횡단면도 (표준선-2) 

3.4 추진시스템
Worldwide용 PSV에 적합한 추진장치로 가변피치프로펠러, 

Azimuth thruster, AziPOD를 고려하였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
여 표준선-1은 Azimuth thruster, 표준선-2는 노즐붙이 가변피치
프로펠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 노즐붙이 가변피치프로펠러
    - 가변피치 프로펠러 주위에 노즐을 설치한 것.
    - 고출력 가능
    - 프로펠러의 날개 끝의 하중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날개 끝 공동현상이 쉽게 발생

     
          그림-8 노즐붙이 가변피치프로펠러 

  2) 전동기 Azimuth thruster
    - 360도 회전하므로 조종성 우수
    - 축로 공간 삭제로 구획배치 유연성 증가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주기관 2,040 kW 2 기
축발전기 1,500 kW 2 기
발전기 600 kW 2 기
비상발전기 145 kW 1 기
추진기 CPP, nozzle 2 기
Bow thruster 615 kW 2 기
SternThruster 615 kW 1 기
External Fire pump 1,500 cu.m/h 2 기 Fi-Fi 1
Ballast treatmet 200 cu.m/h 2 기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주발전기 2,600 kW 4 기
정박발전기 450 kW 1 기
비상발전기 250 kW 1 기
추진기 2,500 kW 2 기 CPP,Azimuth
Bow thruster 1,500 kW 1 기
RetractableThruster 1,200 kW 1 기
External Fire pump 3,600 cu.m/h 2 기 Fi-Fi 2
Ballast treatment 200 cu.m/h 2 기

    - 진동, 소음 대폭 감소
    - 축계, 기주 및 타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
    - 기어장치의 복잡성 등으로 고마력 부적합

          
          그림-9 Azimuth thruster 

 3) AziPOD
    - 전동기와 프로펠러가 POD에 설치되므로
      Azimuth의 기계적 동력 전달 문제를 극복하여
      고마력 가능
    - 조종성 우수

  - 구획 배치 유연성 증가
  - 축계, 기주 및 타에 의한 부가 저항 감소
  - 체계 전체 중량 증가
  - 제조원가 높음
  - 동력손실 큼 (축 전달효율 8% 감소)

                그림-10 AziPOD 

3.5 주요장비 및 DP시스템
  1) 표준선-1
    표준선-1의 주요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다.

  2) 표준선-2
    표준선-2의 주요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다.

3.5 기관실배치도 
추정된 기기의 용량 결과에 따른 표준선에 대한 기관실배치도  

  를 작성하였다. 

1) 표준선-1
   표준선-1은 전기추진 Azimuth Thruster를 구동하기 위한  

    주발전기 및 주발전기 2대로 구동되는 외부 소방펌프 등을  
    우선 배치하고 기타 보조펌프 등을 배치하였다.

 기관실배치도는 그림-11과 같다.

 그림-11 기관실배치도 (표준선-1) 

2) 표준선-2
  표준선-2는 CPP Azimuth Thruster를 구동하기 위한 주기관  

    및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외부 소방펌프 등을  우선 배치하고  
    기타 보조펌프 등을 배치하였다.

 기관실배치도는 그림-12과 같다.

 그림-12 기관실배치도 (표준선-2) 

3.6 하역장치도 
PSV선의 운항 특성상 여러 종류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   

  므로 각 화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 화물에 대  
  한 하역장치계통도를 작성하였다.



1) Bulk Cargo  

         그림-13 Bulk Cargo 하역계통도

2) Liquid Mud

   
           그림-14 Liquid Mud 하역계통도

3) Chemical 

 
         그림-15 Chemical 하역계통도

4) Brine

   
           그림-16 Brine 하역계통도

4. 속력-마력 추정
4.1 표준선-1
     표준선-1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예인수조에서 모형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계힉흘수에서의 항해속력은 약      
      14노트 이상(15% 씨마진)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 선형보  
      다 우수한 성능 개선 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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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속력-마력 곡선 (표준선-1)

4.2 표준선-2
  표준선-2는 Yamagata Chart로 저항 및 유효마력을 추정하  

     였고 MAU chart로 추정된 속력은 약 12.5노트(85%MCR,  
     15% 씨마진)로 나타났다. 

            
그림 20 속력-마력 곡선 (표준선-2)



5. 결 론
1) Worldwide용 PSV 표준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고, Worldwide용 PSV의 성능과 기능에 맞는 시스       
     템을 구성하고 일반배치도 및 기본설계를 수행함으로 설   
     계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증을 하였다.

2) Worldwide용 PSV의 기능 및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선형을 개발하였으며, 체계적인 선형개발과정을 통하여 선  
     형의 개선과 성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3) Worldwide용 PSV의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북해의 혹독한  
     해상상태에서도 운항안전성을 확보하고 파랑 중 저항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선수부 형상의 선형 개념을 개발하였다. 

4) 각 화물 시스템 기본설계에 의해 제시된 결과는 구체적인  
     설계를 위한 상세설계과정의 기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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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분 unit 표준선 I 표준선 II XBOW

주요치수

LOA m 약 95.0 약 65.0 약 94.3

LBP  m 85.0 56.3 87.5

B m 20.0 17.0 20.0

D     m 8.6 6.8 8.6

dd m 6.5 5.0 6.5

ds m 7.0 5.5 7.0 

D/W ton 약 4,150 약 2,500 약 4,150

속 력
최대 kts 약 13.7 약 13.0 약 13.7

순항 kts 약 13.2 약 12.0 약 13.2

Capacity

F.O. & D.O Cu.m 약 800 약 900

F.W. Cu.m 약 730 약 500

Cement Cu.m 약 565 약 170

Mud Cu.m 약 686 약 300

Chemical Cu.m 약 796 약 200 

Deck area Sq.m 약 980 약 500

추진기
형식 Azimuth CPP Azimuth

kW 약 2,500 X 2 약 2,000 X 2 약 2,500 X 2

주발전기 kW 약 2,600 X 4 약 600 X 2 약 2,600 X 4

선 원 명 24 24 24

여 객 명 36 16 36

주 요 치 수

4

General Arrangement,  표준선-I 



5

General Arrangement,  표준선–I I

6

Azimuth를 위한
선미형상

Lines,  표준선-I



7

CPP Propeller를
위한 선미형상

Lines, 표준선-I I

8

Design draft 선으로부터 상방으로
sloping 된 것이 특징임.

Lines, XBOW



9

비손상시 복원성, Summary table, 표준선-I

10

비손상시 복원성, Summary table, 표준선-I



11

CEMENT LOAD CONDITION, 표준선-I

12

PIPE LOAD CONDITION, 표준선-I



13

비손상시 복원성,  Summary table, 표준선-I I

14

CEMENT LOAD CONDITION, 표준선-I I



15

PIPE LOAD CONDITION, 표준선-I I

16

손상시 복원성

손상시 복원성 적용 규칙

*. Damage Stability calculation to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Resolution MSC.235(82) “The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offshore supply vessels, 2006”

*. Damage assumption
- Longitudinal extent : Vessels with the length(L) greater than 43m,            

3m plus 3% of the vessel’s length.
- Transverse extent : Transverse extent of damage should be assumed 

as 760mm, measured inboard from the side of the perpendicularly 
to the centerline at the level of the summer load water line.

- Vertical extent : From the underside of the cargo deck, or the 
continuation thereof, for the full depth of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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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시 복원성, Summary table, 표준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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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시 복원성, Summary table, 표준선-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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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I , XBOW  “Wave Profile, Patten, Pressure”

20

표준선-I I“Wave Profile, Patten,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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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 I –DP시스템 용량

Environment Load

Thruster Capacity

- Wind Load  (from OCIMF)

Fyw = ½ Cyw ρ Vw2 AL    = 0.5 x 1.0 x 1.28 x 21.512 x 838.4 =  248.3 kN

Mxyw = ½ Cxyw ρ Vw2 AL   LBP =  0.5 x 0.04 x 1.28 x 21.512 x 838.4 x 85 =  844.1 kN

- Current Load (from OCIMF)

Fxc = ½ Cxc ρ Vc2 LBP T = 0.5 x 0.07 x 1025 x 0.772 x 85 X 6.5 =  11.8 kN

Fyc = ½ Cyc ρ Vc2 LBP T = 0.5 x 0.59 x 1025 x 0.772 x 85 X 6.5 =  99.1 kN
Mxyc = ½ Cxyc ρ Vc2 LBP2 T = 0.5 x 0.02 x 1025 x 0.772 x 852 X 6.5 =  285.4 kN

- Wave Load (from Chart of Small Drill Ship) 
Lref =  400 ft   LOA = 95.0 m = 311.7 ft
Hs = 6.1 m = 20 ft ,  Hs = Hs x (LOA/Lref)  =  20 x (311.7/400)  = 15.59 ft
Mean Wave Drift Force  =  70 Kips for 400 ft Vessel  

Fwd = 70 x (LOA/Lref)2 =  70 x (311.7/400)2 =  42.51 Kips  = 19.28 ton

- Total Load  (Direction 90 deg. (Beam))

Force   =  Fyw +  Fyc +  Fwd  + (Mxyw +  Mxyc) /(LBP/2)  =  248.3 kN + 99.1 kN +  19.28 ton + (844.1+285.4)/42.5           

=  57.4 ton

-Azimuth = 2,500kW / 0.7355 x 2sets x 13kg/hp x 0.5(효율)
=  44.2 ton

-Thruster = 57.4 – 44.2/2 = 35.3 ton (Azimuth one(1) failure)
-Bow thruster = 35,300 / 11 x 0.7355 = 2,360 kW
- Bow thruster 1,500 kW / Retractable Thruster 1,200 kW 선정

22

Station keeping 계산, 표준선I, I I, X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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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I 

Sway

Heave

XBOW 표준선-I I

Heave Heave

Sway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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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I 

Pitch

Roll

XBOW 표준선-I I

Roll Roll

Pitch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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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I 

Yaw

Surge

XBOW 표준선-I I

Surge Surge

Yaw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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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upply Vessel의 전선구조해석을 통한
구조안전성 검토 

허승균, 손무성*, 김대헌**(한국선급)

Structural study of Platform Supply Vessel 
using the global structure analysis

Seung kyun Huh, Moo sung Son*, Dae heon Kim**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요 약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고유가 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해양플랜트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의 시추나 
생산 작업을 지원하는 해양 지원선(Offshore Support Vessel, OSV)의 시장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해양 지원선은 해상에서 운영되는 해양플랜트의 작업을 지원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선박으로 보통 해양에서의 생산 플랫폼 설치, 운
영 및 유지보수 및 석유․가스 시추, 해체 등을 지원하는 선박을 통칭한다. 해양 작업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OSV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
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숫자가 많은 선종은 Anchor Handling Tug Supply(AHTS)와 Platform Supply Vessel(PSV)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 시추 작업에 필요한 각종 연료 및 플랫폼에 상주하는 지원들이 섭취할 식음료, 시추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작업
인력 등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Platform Supply Vessel선박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Platform Supply Vessel
의 경우 선박의 크기가 작으나 해양까지 항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의 특성상 열악한 해양환경에서도 운항을 하여야 하기에 선체
구조강도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 : PSV(해양작업지원선); Global structural analysis

1. 개 요
PSV(Platform Supply Vessel)는 플랫폼 시추작업에 필요한 각

종 연료, 기자재, 작업인력 및 직원들이 섭취할 식음료 등을 운
송하는 해양물자 보급선으로 해양작업선의 한 종류이다.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갑판에 예인작업을 위한 갑판보기(Towing Winch, 
Windlass 등)가 없어 갑판이 넓은 반면 해상구조물(Platform, 시
추선, FPSO)에 근접하여 작업하므로 Bow & Stern Thruster를 
장착하게 되며 DP(Dynamic Position)시스템, Propeller 
System(CPP : Controllable Pitch Propeller)또는 Z-Peller)을 적
용하여 선체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

이런 PSV의 구조를 설계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선급에서는 
축적되어 온 경험에서 만들어진 기준, 규칙 등을 적용하여 설계
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방법은 선체 주요 구조부
재의 치수 결정 및 주부재의 배치 등에 적용되지만 모든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특히 선박

의 특성상 원양을 항해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운항을 해야 하는
PSV는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직접 구조해석법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직접 구조해석법은 그 선박이 설계수명동안 조우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하중 상태를 확률론적 통계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이러한 확률 통계 해석 기법에 의한 극한치의 산정은 
파랑 중 선체에 작용되는 동하중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어느 
위치에서의 극한하중은 그 위치에서의 극한응력을 유발한다는 
가정 하에 관심이 있는 부재의 위치에 있어서의 모든 정현파에 
대한 하중을 계산하고 이들에 대한 확률 통계 해석을 통하여 극
한 하중을 구한 다음 그러한 극한하중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설계
파(Design wave, Equivalent wave)를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설
계파에 의한 3차원 구조 해석을 수행하면, 결국 선체 구조 부재
의 관심이 있는 위치에서의 극한하중이 작용할 경우의 응력분포
를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응력을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최종 판
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구조 해석은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의 하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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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Load condition)과 각각에 대한 설계파에 대하여만 수행할 수 
있어서 구조 해석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SV의 운동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설계파를 적
용하여 선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Fig 1. 구조해석 절차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 구조해석 절차를 나타낸다. 

2. 운동 해석
2.1 운동해석 계산 조건
선박의 운동 응답 및 파랑 하중을 비롯한 모든 내항 성능의 계

산은 불규칙 파랑을 조화파(Harmonic waves)들의 선형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우선 조화파의 응답 특성을 구하고 
불규칙 해상 상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조화
파의 응답 함수를 단기, 장기간의 기대치로 확장함으로서 불규칙 
파랑 중에서의 응답 특성을 구하게 된다.

 · 속도(Speed) :  0 노트
 · 입사각(Heading Angle) : 0° ~ 180 °(30° Interval)
 · 파의 주기(Wave Period) : 40개 
 · 파 스펙트럼(Wave Spectrum) : Pierson-Moskowitz
                                Spectrum
 · 파랑자료(Wave Data) : IACS Standard Wave data

2.2 하중 조건 선정
 우선 주어진 하중 조건 중에서 트림, 최대 수직 굽힘 모멘트, 

VCG, Roll period가 최대 응력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
각하여 Table. 1과 같이 4가지 하중 조건을 선택했다.

Table. 1 하중 조건
조건 단위 No.1 No.2 No.3 No.4

선수 흘수 m 4.877 4.158 6.440 5.705
선미 흘수 m 5.452 5.633 6.465 6.611

트림 m -0.575 -1.475 -0.025 -0.906
최대 수직 

굽힘 모멘트
mt-
m 18702.1 17899.4 12792.5 11741

LCG m 41.799 40.618 41.037 40.180
VCG m 7.358 7.467 7.961 8.059

Roll Period sec 9.9 9.6 12.4 12.3
 No.1 :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No.2 : Normal ballast arrival condition
 No.3 : Pipeload departure condition
 No.4 : Pipeload arrival condition

2.3 파장
 파장의 범위는 장파장은 선박 길이의 최소 4배 이상, 단파장

은 유체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의 최소 5배 이상을 갖는 범위에서 
40개의 파장을 고려하였다.

2.4 운동응답
 선박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6자유

도 운동(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을 계산 하였다. 
운동응답의 경우에는 PSV도 일반적인 선박과 같은 경향을 띄었
다. 

Fig. 2 RAO of the surge motion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3 RAO of the sway motion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4 RAO of the heave motion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5 RAO of the roll motion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6 RAO of the pitch motion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7 RAO of the yaw motion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2.5 하중응답
 파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및 전단

력을 계산 하였다. PSV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선미부에서 3/4 
지점의 비틀림 모멘트가 크게 나오는 경향을 띄었다. 

Fig. 8 RAO of the vertical bending momet at the midship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9 RAO of the horizontal bending moment at the 
midship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10 RAO of the torsional moment at the 1/4L from AP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11 RAO of the torsional moment at the 3/4L from AP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12 RAO of the vertical shear force at the 1/4L from 
AP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13 RAO of the vertical shear force at the midship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 14 RAO of the the vertical shear force at the 3/4L 
from AP under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2.6 설계파 결정
설계파는 입사각, 주기 및 파고로 구성된다. 여기서 입사각과 

주기는 전달함수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의 값으로 선택
되고, 파고 H는 전달함수에서의 최대값 RAO와  장기해석 값 
Long-term value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차원 해석
의 경우 선박의 수명을 대략 20년으로 계산하여 20년 회귀주기



에 해당하는 10-8값을 사용한다.

H = 2 × 
RAO
Longterm

 PSV에서 특징적인 하중응답이 비틀림 모멘트인 것을 감안하
여 Table. 2와 같이 설계파를 결정하였다.

Table. 2 설계파 산정 결과
Loading
Condition

Dominent
Load 

Parameter

위치
(Location

)

입사각도
(Headin
g Angle)

주기
(rad/
sec)

설계파고
(Design
Wave

Height_m)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수직 굽힘
모멘트
(VBM)

Midsip  
from AP 0° 0.8540 12.21

비틀림
모멘트
(TM)

3/4L from 
AP 120° 0.6689 9.20

Normal 
ballast 
arrival 

condition

수직 굽힘
모멘트
(VBM)

Midsip  
from AP 0° 0.8169 12.32

비틀림
모멘트
(TM)

3/4L from 
AP 120° 0.6689 9.83

Pipeload 
departure 
condition

수직 굽힘
모멘트
(VBM)

Midsip  
from AP 0° 0.8653 11.30

비틀림
모멘트
(TM)

3/4L from 
AP 90° 0.6376 9.94

Pipeload 
arrival 

condition

수직 굽힘
모멘트
(VBM)

Midsip  
from AP 0° 0.8653 12.13

비틀림
모멘트
(TM)

3/4L from 
AP 120° 0.6376 9.52

3. PSV 구조 해석
3.1 일반
 
본 논문에서 적용된 PSV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Table. 3 PSV 주요 제원 (Principal Dimension)
종류 (Type) Platform Supply Vessel
전 장 (L.O.A) 95.00 m
수선간장(L.B.P) 85.00 m
형 폭 (Breadth) 20.00 m
형 깊이(Depth) 8.60 m
흘 수 (Draft)       6.5 m

Fig. 15 General arrangment

3.2 모델링 및 경계조건
 전선구조해석을 위한 모델은 전폭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External shell, longi. BHD, Trans. BHD 등 주요 부재의 형상거
동이 잘 구현되게 Shell요소와 Beam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
였다. 

Node 개수 : 62739
Element 개수 : 111014

Fig. 16 The structure analysis model of the Platform Supply 
Vessel

 전선모델에서의 경계조건은 구속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
도록 단순지지의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Table. 4는 전선모델의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Table. 4 전선모델의 경계조건



Fig. 17 Boundary condition

3.3 구조해석 결과
 구조해석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왔으며, 주어진 하중 조

건에서 일반적인 선박과 달리 수직 굽힘 모멘트가 최대일 때의 
설계파보다 비틀림 모멘트가 최대일 때의 설계파에서 더 큰 최대 
응력을 갖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PSV의 경우에 일반 선박과 달
리 선수부쪽의 무게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
과값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Table. 5 구조해석 결과
Loading
Condition

Dominent
Load Parameter

최대 응력
(Maximum Stress)

Midship  from AP 3/4L from AP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

수직 굽힘
모멘트
(VBM)

132.73 MPa 203.17 MPa

비틀림
모멘트
(TM)

148.14 MPa 273.73 MPa

Normal ballast 
arrival condition

수직 굽힘
모멘트
(VBM)

123.87 MPa 192.20 MPa

비틀림
모멘트
(TM)

132.60 MPa 229.45 MPa

Pipeload 
departure 
condition

수직 굽힘
모멘트
(VBM)

114.88 MPa 192.51 MPa

비틀림
모멘트
(TM)

250.34 MPa 242.72 MPa

Pipeload arrival 
condition

수직 굽힘
모멘트
(VBM)

113.80 MPa 174.74 MPa

비틀림
모멘트
(TM)

232.43 MPa 232.43 MPa

Fig. 18 The vertical bending moment at the midship under 
No.1 loading condition

Fig. 19 The vertical bending moment at the 3/4L from AP 
under No.1 loading condition

Fig. 20 The torsional bending moment at the midship under 
No.1 loading condition

Fig. 21 The torsional bending moment at the 3/4L from AP 
under No.1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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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배경
• 석유소비 증가로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해양 유전 개발 확대
• 해양자원 발굴, 시추, 생산을 위한 해양플랜트 발주 증대
•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이나 지원사업에서는 약세
• 해양플랜트 작업을 지원하는 OSV 분야는 고유가 시대에 해양플랜트가 뜨

는 만큼이나 주목 받는 분야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진출이 미약

OSV(Offshore Support Vessel)
해양작업을 지원하는 선박으로 바다에서 해양플랜트를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
한 수단이며, 해양에서의 석유, 가스자원 시추, 생산 플랫폼지원, 유지보수, 
해체, 운송을 지원하는 선박

산업통상자원부 ‘극지환경조건을 고려한 PSV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

OSV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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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용 개발선의 일반배치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5

화물 배치에 대한 특징

• 다양한 화물을 수송하고 그 중 특히 시멘트, mud, 화학물질, brine, 
drill water, pipe 및 해양투기 제한 폐기물 등 다양한 물질을 수송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화물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다양한 화물의 적하를 위해 화물창의 형태도 다양한 형태를 가짐.
– 분말 형태 화물의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사판을 가진 화물창 형태

– 화학 물질을 운반하며 화물창 청소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파형 격벽을 가진 화
물창

– 부분적인 중량물을 실을 수 있는 보강된 지역도 필요

• 다양한 화물창의 배치에도 종강도 및 국부 강도를 만족하면서 원활
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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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특징
• PSV 경우 선수부에 거주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선수부의 높이가 선

미 및 중앙부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구조 중량이 선수부에 편중되어 있는 형태.

• 선수 거주구 및 엔진룸이 LBP의 35%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종방향 구조가 단
절되는 배치로 이루어져 전단력에 취약한 구조.

• 중앙부 및 선미부의 건현이 작으며, deck 부식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

• 파형격벽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배치되는 화물창의 경우 배치 형식 및 상세
구조 설계에 주의가 필요.

• 분말 형태의 화물을 위해 배치한 경사판의 연결 부위 및 배치에 대한 강도 평가
및 상세 구조 설계에 주의.

• 선박의 길이 대비 폭이 매우 큰 선형이며 상대적으로 거더 구조 보다는 횡방향
의 floor 구조가 강도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mother ship의 시계산의 결
과로도 floor에서 상당히 높은 응력이 발생하고 있어 설계시 주의가 필요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7

구조적 특징
• 갑판에 적재하는 pipe 등을 지지하는 rack 구조 및 지지부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중앙평행부가 거의 없으며 생산시 편리성을 위해 횡구조 방식(transverse
system)을 택하고 있으며, 흘수선 상부의 side shell은 충돌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늑골 방식(longitudinal system)을 채택

• 종늑골 방식을 채택한 부위에서의 web frame space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구조해석을 통해 규명해야 할 부위.

• Deck는 종늑골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deck 상에 적재되는 화물의 국부적
인 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부 구조의 보강 필요.

• 흘수선 상부의 선측 구조는 부분적인 충돌 등을 고려하여 판 두께 및 보강재가
강화되어 있으며, 필요시 충돌에 의한 구조강도 평가가 필요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8



구조해석 모델

9

• 탱크형태가 다양하고 중앙평행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영역별 두 가지 종류의 화물창해석 수행

PSV 주요 탱크 형상

10



구조해석 모델

• AFT

• FWD

11

12

• 선미부 모델의 하중조건 (8가지)



• 선수부 화물창의 하중조건(10 가지)

13

• 주요해석 결과 (선미부 화물창)

14



15

• 주요해석 결과 (선수부 화물창)

• 주요 결과

16

• 주요 종부재 및 횡부재는 응력 해석 결과가 허용응력을 만족

• Cement tank 및 mud tank의 경우 화물 비중이 높고 탱크에 100% 적재
하는 경우 국부적인 응력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일부 보강 필요



• Mud tank 및 Cement tank의 경우 국부적
인 구조부재 배치 추가 및 부재 치수 변경이
필요

• 연결 부위의 Detail Design에 집중하여 보
강안 마련 필요

17

• 추후 반영 사항

18

• Q & A



PSV 설계검증을 위한 M&S 기술 적용
김원돈(MTI), 김승태(MTI), 임언수(MTI)

Application of M&S Technology for Verification of PSV Design 
Kim Won Don(MTI), Kim Seong Tae(MTI), Lim Eun Su(MTI)

요 약

 플랫트폼지원선(Platform Supply Vessel)의 설계검증을 위해 Modeling & Simulation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설계
결과물인 2D 설계도면들을 3D 모델링으로 가시화하였으며, 선형 및 구획배치, 탑재장비 배치, 선체주요부재 간섭 등 설계 검증
을 수행하였다. 선박운동 시뮬레이션은 내항성능해석결과를 이용하여 PSV의 6자유도운동을 구현하였으며, 불규칙 해양파 시뮬레
이션은 Standard Wave Spectrum을 이용하여 Spectral Density를 계산하고, 변환한 정현파를 불규칙하게 중첩시켜 구현하였다.
또한 불규칙해양파와 선박운동을 동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PSV 설계검증을 위한 M&S 기술 요소들을 정립하
였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PSV 설계검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Design verification(설계검증), Modeling & Simulation(모델링 & 시뮬레이션), Standard wave spectrum(표준 파도 스펙트럼), Sea
keeping performance analysis(내항성능해석), Platform supply vessel(플랫트폼지원선)

1. 서 론
선박 설계단계에서 설계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주로 실무자의 경험에 의한 검증이 대부분이다. 여기서의 
실무자의 경험은 대부분 기존에 건조되었던 선박설계단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에서 얻어지는 것들이다. 특히 선주입장에서는 
특수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소를 선정할 때 건조경험을 가지고 있
는 조선소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로 특수선 건조시
장에 진입하는 조선소나  중소조선소에서는 특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조선소에서 특수
선박을 건조할 경우에 대한 설계검증 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2. 3D 모델링을 통한 설계검증
설계단계에서 결과물은 대부분 2D 도면이다. 물론 생산설계단

계에서는 대부분 3D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면서 간섭체크 등 설
계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물은 검증된 2D 생산도면이다. 
하지만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자의 머리에서 검증된 2D 도면
이 대부분이며, 설계자의 실무경험이 많고 적음에 따라 도면 품
질이 결정된다. 따라서 기본설계 도면을 토대로 3D 모델링을 완
성한다면 생산설계단계의 검증처럼  선형 및 구획배치에 설계검

증이 가능하다. 여기서 3D 모델링을 얼마만큼 상세하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정의가 필요하다. 기본설계단계에서는 상세설
계를 위한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General Arrangement와 Lines 및 선체주요구조도를 이용하여 
3D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Fig. 1은 Lines을 3D 모델링한 것이다.

Fig. 1 3D Modeling of hull for PSV
탑재장비는 기본사양에 적합한 모델을 추정하여 3D 모델링하

였으며 Fig. 2는 Cargo / Provision / Rescue Crane을 3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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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여 선체부재 간섭, 장비 Operation 공간을 고려한 배치상태
를 나타낸 것이다. 

Fig. 2 Arrangement of the equipment
Fig. 3은 Davit & Rescue / MOB Boat을 3D모델링한 것이며, 

장비의 크기, 선체부재 간섭 및 장비 Operation 공간을 고려한 
배치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Arrangement of the equipment
Fig. 4의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여 각종 Tank 및 구획 배치, 탑

재장비 배치에 대한 설계 검증이 가능하였다.

Fig. 4 3D Modeling of PSV

Fig. 5는 구조도를 참조하여 생산정보를 포함한 선체주요부재
의 3D 모델링이다. 선형은 Fig. 3의 선형 3D 모델링을 활용하였
으며 선형과 선체주요부재의 간섭체크가 가능하였다.

Fig. 5 3D Modeling of PSV hull structure

3. 해양파 및 선박운동 시뮬레이션
3D 모델링을 통한 설계 검증이 완료된 Worldwide용 PSV의 

선박운동 및 불규칙 해양파, 불규칙 해양파와 PSV 선박운동 동
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3.1 해양파 시뮬레이션
해양파의 시뮬레이션은 매우 넓은 영역에 대해서 해수면 격자

를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격자의 각 점에서의 파고를 계산해야 하
기 때문에 유체 역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비어-스톡스
(Navier-Stokes) 방정식(Stam, J., 1999)과 많은 계산이 요구되
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파의 시뮬레이션을 구현
하기 위한 선행연구(Yeo, D.J. et all, 2011)를 통해 본 연구에서
는 스펙트럼 모델을 사용하였다.

스텍트럼 모델은 바다를 정현파(sinusoidal wave)의 중첩으로 
표현한다. 통계적으로 측정된 해양파의 주파수 스펙트럼으로부터 
푸리에 변환을 통해 시간에 따른 해양파의 높이장(height field)을 
생성한다. 정현파들을 중첩할 때 불규칙적인 위상차를 적용하여 
해양파의 모사의 사실감을 더한다.(Yeo, D.J. et all, 2011) 

본 연구에서 스펙트럼 모델은 Worldwide용 PSV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Modified Pierson-Moskowitz Spectrum을 사용하였으
며, 임의의 시간 t, 임의의 위치(x,z)에서 수면의 높이 h는 Short 
Crested Sea를 표현하는 식 (1)과 같으며,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진폭을 가진 다수의 정현파의 합으로 정의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1)
         (2)



 




(3)

식 (1)은 진폭과 주기로 정현파의 모양을 나타내는 식이며 이
들의 합을 의미한다. 식 (2)에서 Xm는 파각도이며, 은 랜덤한 
위상을 만들어 준다.

Sea
State

유의파고(m) 풍속(KTS) 파주기(sec)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범위 Most

Probable
0-1 0-0.1 0.05 0-6 3.0 - -
2 0.1-0.5 0.03 7-10 8.5 51-14.9 6.3
3 0.5-1.25 0.88 11-16 13.5 5.3-16.1 7.5
4 1.25-2.5 1.88 17-21 19.0 6.1-17.2 8.8
5 2.5-4 3.25 22-27 24.5 7.7-17.8 9.7
6 4-6 5.0 28-47 37.5 10.0-18.7 12.4
7 6-9 7.5 48-55 51.5 11.7-19.8 15.0
8 9-14 11.5 56-63 59.5 14.5-21.5 16.4
>8 >14 >14 >63 >63 16.4-22.5 20.0

Table 1 Sea State

Table 1과 같이 Sea State별 유의파고와 파도주기를 사용하
여 파도 스펙트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식 (4)와 같이 정의하였다.

   





   (4)

Fig.6은 Sea state 6일때 유의파고 5m, 파도주기 12.4Sec일
때  파도 스펙트럼 결과이다.

Fig. 6 Breschneider wave spectrum

파도스펙트럼에서 주파수별 정현파를 산출하는 역푸리에변환
을 통해 실시간 불규칙 해양파를 구현하였다. Fig. 7은 Sea 
State 5 일때 유의파고 5m, 파고주기 12sec일때 실시간 해양파
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Mesh 크기는 가로, 세로 200m 크기
이며, Mesh Point 간격은 1m 단위로 표현하였다. 

Fig. 7 Simulation of irregular wave

3.2 PSV 선박운동 시뮬레이션

PSV 선박운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PSV의 내항성능해석결
과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Visual SMP를 이
용하여 내항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Fig.8은 Surge 운동에 대한 
내항성능해석 결과이며, 유의파고, 선속, 선박과 해양파의 각도
별 해석 결과 값들이 나열되어 있다. 

Fig. 8 Result of sea keeping performance for surge
내항성능해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 선박운동 시뮬레

이션을 위해 식 (5), (6), (7), (8), (9), (10), (11)과 같이 정의하
였다. 



 × sin
× 

 (5)
 × sin

× 
 (6)

 × sin
× 

 (7)
  × sin

× 
 (8)

  × sin
× 

 (9)
   × sin

× 
 (10)

위의 식에 내항해석결과 값인 6자유도 운동크기, 6자유도 운
동모달주기를 대입하게 되면 6자유도 운동량이 계산되며, PSV 
선박 운동 실시간 시뮬레이션 구현이 가능하였다. Table 1은 
Visaul  SMP를 이용하여 내항성능해석 결과 중 유의파고 5m, 선
속 0knots, 파도각도는 15°일 때 운동량과 운동주기를 나타낸 것
이다.

Table 2 Result of sea keeping performance analysis

Ship motion
Significant wave height = 5.0m

Ship Speed = 0knots
Head angle = 15°

Displacement Period(sec)
Surge 0.87m 10
Sway 0.29m 11
Heave 1.38m 10
Roll 4.54° 10
Pitch 4.31° 9
Yaw 0.79° 10

3.3. 불규칙 해양파와 PSV 선박운동 동시 시뮬레이션

Fig. 9는 불규칙 해양파와 PSV의 선박운동 시뮬레이션을 동시
에 구현한 결과이다. 

Fig. 9 Simulation of irregular wave and PSV ship motion

해양파와 PSV 선박운동을 연동하기 위해 식 (6), (8), (9), 
(10)을 사용하였으며, 임의의 시간에 대한 파고 높이 정보를 선
박운동 Heave에 반영함으로써 연동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식(5)와 식(7)은 프로그램 구현의 에로사항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반영될 예정이다.

연구를 진행해본 결과 불규칙 해양파의 특성상 임의의 시간에
서의 해양파와 선박운동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웠으며, 그 결과 부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Worldwide용 PSV설계검증을 위해 M&S 기술

요소를 정립 및 적용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설계단계에서 설계 결과물인 2D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가시화하여 선형 및 구획배치, 생산정보가 포함된 선체주요부재
에 대한 간섭체크 등 설계 검증이 가능하였다.

해양파 스펙트럼 및 내항성능해석 결과 값을 이용하여 실시간 
불규칙 해양파 및 PSV선박운동 동시 시뮬레이션이 구현 가능하
였다.

불규칙 해양파 특성상 임의의 시간에 대한 불규칙 해양파와 
PSV 선박운동의 시뮬레이션을 연동시키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
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과제

인 “극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 기술 
개발"의 2차년도 연구 Worldwide용 PSV 최적화 설계 기술 개발
의 연구 결과이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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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주요 수행 실적

• 1차년도 초기선형에 대한 모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 검토

• 최적선형을 도출하기 위해 3개 후보선형 설계

• 저항성능 수치계산 평가를 통해 최적선형 선정

• 최적선형에 대한 저항추진 모형시험 평가

• 최적선형 개선효과 검토

2차년도 연구 내용

Worldwide용 PSV 최적선형 설계
Worldwide용 PSV 최적선형 저항추진성능 시험 평가

4

설계 주안점

• 선수부 조파저항과 선미부 와류저항 개선

• 선체 길이 LBP를 80m에서 85m로 키운 효과를 극대화

• 중저속 선형에 적합한 Cp-curve로 개선하여 저항 감소

• 선수벌브를 설계흘수선 아래에 위치시켜 선수부 조파저항 감소

• 선미단 침하를 최소화하여 선미단 후류 개선을 통한 와류저항 감소

• 선미부 늑골선의 deadrise 각도를 줄여서 추진기 설치 용이

• 추진기가 설치되는 곳의 head box를 제거하여 부가저항 감소

1차년도 초기선형1차년도 초기선형
KIOST Worldwide PSV

DATE :  July. 11, 2013

A.P. F.P.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D I M E N S I O N S >

L P P =  80.000  M

L W L =  84.373  M

BEAM  =  20.000  M

DRAFT =   6.500  M (TF)

          6.500  M (TA)

L/B   =   4.000

B/T   =   3.077

VOL   =   7474.3 M**3 

S     =   2163.9 M**2

CB    =   0.7187  

CBE   =   0.6587  

CBR   =   0.7458  

LCB   =  -1.55 % of LPP

CW    =   0.9194  

CWE   =   0.7494  

CWR   =   1.0644  

CM    =   0.9868 (BR = 2.000 M)

S.C.L =  0.000 M 

SPEED = 14.50 KTSSPEED = 14.50 KTS  (FN   =  0.266)

LE   =   36.000 M (45.00 %)

LX   =    4.000 M ( 5.00 %)

LR   =   40.000 M (50.00 %)

AFP  =   14.486 M**2 (11.29 % of AM)

KB   =    3.632 M

KM   =    9.551 M

BL   =    5.000 M

LCF  =   -5.587 M

TPC  =   15.079 Ton

MTC  =   47.508 Ton-M

D.L.W.L D.L.W.L

-0.98 ST : 0.0362

 0.00 ST : 0.1731

 1.09 ST : 0.3566

 2.18 ST : 0.5266

 3.27 ST : 0.6718

 4.35 ST : 0.7766

 5.44 ST : 0.8521

 7.62 ST : 0.9682

 8.71 ST : 0.9921

 9.00 ST : 0.9938

10.00 ST : 1.0000

11.00 ST : 1.0000

12.00 ST : 0.9860

13.00 ST : 0.9528

14.00 ST : 0.8939

15.00 ST : 0.8029

16.00 ST : 0.6818

17.00 ST : 0.5225

18.00 ST : 0.3321

19.00 ST : 0.2018

20.00 ST : 0.1129

CP  = 0.7283

CPF = 0.7008

CPA = 0.7558

D.L.W.LD.L.W.L

Lines2

DATE : FEB. 08, 2013

A.P. F.P.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D I M E N S I O N S >

L P P =  80.000  M

L W L =  87.555  M

BEAM  =  20.000  M

DRAFT =   6.500  M (TF)

          6.500  M (TA)

L/B   =   4.000

B/T   =   3.077

VOL   =   7320.6 M**3 

S     =   2134.0 M**2

CB    =   0.7039  

CBE   =   0.6194  

CBR   =   0.7256  

LCB   =  -2.42 % of LPP

CW    =   0.8903  

CWE   =   0.6907  

CWR   =   1.0655  

CM    =   0.9868 (BR = 2.200 M)

S.C.L =  0.000 M 

SPEED = 16.00 KTSSPEED = 16.00 KTS  (FN   =  0.294)

LE   =   36.000 M (45.00 %)

LX   =    8.000 M (10.00 %)

LR   =   36.000 M (45.00 %)

AFP  =   19.255 M**2 (15.01 % of AM)

KB   =    3.627 M

KM   =    9.286 M

BL   =    2.200 M

LCF  =   -6.223 M

TPC  =   14.601 Ton

MTC  =   46.272 Ton-M

D.L.W.L D.L.W.L

-0.90 ST : 0.1521

 0.00 ST : 0.2237

 1.00 ST : 0.3294

 2.00 ST : 0.4569

 3.00 ST : 0.5943

 4.00 ST : 0.7254

 5.00 ST : 0.8362

 7.00 ST : 0.9705

 8.00 ST : 0.9937

 9.00 ST : 1.0000

10.00 ST : 1.0000

11.00 ST : 1.0000

12.00 ST : 0.9907

13.00 ST : 0.9539

14.00 ST : 0.8583

15.00 ST : 0.7168

16.00 ST : 0.5535

17.00 ST : 0.4001

18.00 ST : 0.2980

19.00 ST : 0.2219

20.00 ST : 0.1501

20.52 ST : 0.0919

CP  = 0.7134

CPF = 0.6649

CPA = 0.7618

D.L.W.LD.L.W.L

2차년도 최적선형2차년도 최적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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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척의 후보선형 설계

KIOST Worldwide PSV-Hbulb-aft mod

DATE :  Aug. 21, 2013

A.P. F.P.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D I M E N S I O N S >

L P P =  85.000  M

L W L =  89.000  M

BEAM  =  20.000  M

DRAFT =   6.500  M (TF)

          6.500  M (TA)

L/B   =   4.250

B/T   =   3.077

VOL   =   7697.6 M**3 

S     =   2267.6 M**2

CB    =   0.6966  

CBE   =   0.6557  

CBR   =   0.7375  

LCB   =  -2.30 % of LPP

CW    =   0.9093  

CWE   =   0.7427  

CWR   =   1.0759  

CM    =   0.9868 (BR = 2.000 M)

S.C.L =  0.000 M 

SPEED = 14.00 KTSSPEED = 14.00 KTS  (FN   =  0.249)

LE   =   42.500 M (50.00 %)

LX   =    0.000 M ( 0.00 %)

LR   =   42.500 M (50.00 %)

AFP  =   13.292 M**2 (10.36 % of AM)

KB   =    3.715 M

KM   =    9.746 M

BL   =    5.300 M

LCF  =   -6.760 M

TPC  =   15.844 Ton

MTC  =   53.292 Ton-M

D.L.W.L D.L.W.L

-0.94 ST : 0.0381

-0.50 ST : 0.1462

 0.00 ST : 0.2571

 1.00 ST : 0.3745

 2.00 ST : 0.4836

 3.00 ST : 0.5939

 4.00 ST : 0.6980

 5.00 ST : 0.7921

 6.00 ST : 0.8667

 7.00 ST : 0.9253

 8.00 ST : 0.9658

 9.00 ST : 0.9894

10.00 ST : 1.0000

11.00 ST : 0.9908

12.00 ST : 0.9645

13.00 ST : 0.9161

14.00 ST : 0.8410

15.00 ST : 0.7396

16.00 ST : 0.6104

17.00 ST : 0.4540

18.00 ST : 0.3069

19.00 ST : 0.1916

19.50 ST : 0.1456

20.00 ST : 0.1036

20.50 ST : 0.0710

21.00 ST : 0.0272

CP  = 0.7059

CPF = 0.6645

CPA = 0.7474

D.L.W.LD.L.W.L

KIOST Worldwide PSV-Lbulb mod2

DATE :  OCT. 10, 2013

A.P. F.P.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D I M E N S I O N S >

L P P =  85.000  M

L W L =  89.000  M

BEAM  =  20.000  M

DRAFT =   6.500  M (TF)

          6.500  M (TA)

L/B   =   4.250

B/T   =   3.077

VOL   =   7696.6 M**3 

S     =   2268.4 M**2

CB    =   0.6965  

CBE   =   0.6556  

CBR   =   0.7375  

LCB   =  -2.35 % of LPP

CW    =   0.8917  

CWE   =   0.7075  

CWR   =   1.0759  

CM    =   0.9868 (BR = 2.000 M)

S.C.L =  0.000 M 

SPEED = 14.00 KTSSPEED = 14.00 KTS  (FN   =  0.249)

LE   =   42.500 M (50.00 %)

LX   =    0.000 M ( 0.00 %)

LR   =   42.500 M (50.00 %)

AFP  =   12.443 M**2 ( 9.70 % of AM)

KB   =    3.681 M

KM   =    9.624 M

BL   =    4.995 M

LCF  =   -7.538 M

TPC  =   15.537 Ton

MTC  =   40.921 Ton-M

D.L.W.L D.L.W.L

-0.94 ST : 0.0381

-0.50 ST : 0.1462

 0.00 ST : 0.2571

 1.00 ST : 0.3745

 2.00 ST : 0.4836

 3.00 ST : 0.5939

 4.00 ST : 0.6980

 5.00 ST : 0.7921

 6.00 ST : 0.8667

 7.00 ST : 0.9251

 8.00 ST : 0.9658

 9.00 ST : 0.9894

10.00 ST : 1.0000

11.00 ST : 0.9907

12.00 ST : 0.9660

13.00 ST : 0.9172

14.00 ST : 0.8449

15.00 ST : 0.7467

16.00 ST : 0.6142

17.00 ST : 0.4571

18.00 ST : 0.3063

19.00 ST : 0.1892

20.00 ST : 0.0970

20.39 ST : 0.0636

CP  = 0.7059

CPF = 0.6644

CPA = 0.7474

D.L.W.LD.L.W.L

KIOST Worldwide PSV-AX Bow type mod01

DATE :  Oct. 12, 2013

A.P. F.P.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High Bulb (F1 + A)High Bulb (F1 + A) Low Bulb (F2 + A)Low Bulb (F2 + A)

Ax Bulb (F3 + A)Ax Bulb (F3 + A)

• 동일한 선미형상
• 선수부 형상을 3가지로 설계

6

Wave profile 비교

x/L

h/
L

-0.5 0 0.5

-0.005

0

0.005

0.01

H-bulb
L-bulb
Ax-bow
F1A1 Hull

Frame 001 ⏐ 15 Oct 2013 ⏐ Potential flow around userhull Lbulb 2nd-mod1

• 계산 Tool : WAVIS 1.3

• 계산 방법 : Potential flow cal.

• 계산 흘수 : Design Load 6.5 m

• 계산 속도 : 14 knots ( Fn = 0.249 )

• 계산 격자

- 선체표면 : 62 X 31 = 1,922개

- 자유수면 : 133 X 16 = 1,5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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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pattern 비교

x/L

y/
L

-0.5 -0.25 0 0.25

-0.4

-0.3

-0.2

-0.1

0

0.1

0.2

0.3

0.4 h/L
0.010
0.009
0.008
0.007
0.006
0.005
0.004
0.003
0.003
0.002
0.001

-0.000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H-bulb

F1A1 Hullform

Frame 001 ⏐ 15 Oct 2013 ⏐ Potential flow around userhull Hbulb mod2

x/L

y/
L

-0.5 0 0.5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h/L
0.010
0.009
0.008
0.007
0.006
0.005
0.004
0.003
0.003
0.002
0.001

-0.000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H -bulb N 01

L-bulb N 01

Frame 001 ⏐ 15 Oct 2 013 ⏐ P otential flow around userhull H bulb mod2

x/L

y/
L

-0.5 0 0.5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h/L
0.010
0.009
0.008
0.007
0.006
0.005
0.004
0.003
0.003
0.002
0.001

-0.000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H-bulb N01

Ax-bow N01

Frame 001 ⏐ 15 Oct 2013 ⏐ Potential flow around userhull Hbulb mod2

Ax bow Low bulb

초기선형

High bulb

High bulb High bulb

선형

초기선형 0.8656

High bulb 선형 0.1244

Low bulb 선형 0.1324

AX bulb 선형 0.3012

High bulb 선
형을 최적선
형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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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초기선형 2차년도 최적선형

모형선 번호 KS1511 KS1577

축척비 1/14 1/14

Lbp(m) 5.714m 6.071m

모형 추진기 제원 비교

추진시스템 1차년도 2차년도

Twin Azimuth Thrusters 
KP811-2 (w/o duct) 

Twin Azimuth Thrusters 
KP437-8(w/ duct)

프로펠러
주요제원

DM(m) 0.2143(Ds=3.0m) 0.1914(Ds=2.68m)

P/D mean 0.8891 1.175

Ae/Ao 0.7888 1.0102

Z 4 4

모형선과 추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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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 항목

시험종류 흘수 조건 속도 비고

저항시험 Design(6.5m/6.5m) 8속도 -

자항시험 “ 6속도 Twin-ducted
Azimuth Thruster

저항시험 Ballast(4.158/5.633) 8속도 -

자항시험 “ 6속도 Twin-ducted
Azimuth Thruster

POW 시험 Ducted Azimuth thruster

10

모형선과 추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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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 & DFx 동력계

• 덕트 내경 : 196 mm

• 프로펠러 직경 : 191.4 mm

• 동력계 용량 : ± 200N

12

POW 시험용 Uni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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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ed Azimuth Thruster의 POW 해석

⇒ 모형 body에 작용하는 항력은 실선 값으로 확장할 때에
마찰력 감소를 고려하여 경험적으로12% 줄여줌

ITTC1978 해석법 적용

14

POW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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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 = 2.681
AE/AO = 1.017
P/D mean = 1.175
λ =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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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2 0.4 0.6 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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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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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0.6

0.8
M odel
Ship

KRISO

Test No D_P P/D Scale Prop.
--------------------------------------------------
P811O01 3.00 0.752 14.00

1차년도 추진기1차년도 추진기 2차년도 추진기2차년도 추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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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시험(design draft)

14.0 knots

초기선형초기선형

최적선형최적선형

16

저항시험(ballast)

15.0 knots

초기선형초기선형

최적선형최적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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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 결과 비교

구분 초기선형 최적선형

주요목 80.0mLPP x 20.0mB x 6.5mT 85.0mLPP x 20.0mB x 6.5mT

선형계수 0.7075CB x -2.46%LCB 0.6846CB x -1.76%LCB

CR x 10-3 4.267(at 14.0kts) 1.345(at 14.0kts)

Eta_D 0.460 0.482

추진시스템 Twin-Azimuth w/o Duct
Thrusters(KS811/2) 

Twin Azimuth w/ Duct 
Thrusters(KS437/8) 

파형비교

18

저항시험 결과 비교

초기선형초기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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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sign
Ba llast
S cantL.

KRISO 1111000

File Name Draft(T_F,T_A) Displt.(m^3) Load Cond.
--------------------------------------------------

s1511s02.lcj 6.50/ 6.50 7390.0 Design
s1511s04.lcj 5.45/ 5.61 6035.0 Ballast
s1511s06.lcj 7.00/ 7.00 8101.9 ScantL.

C _ T _ S

C _F _ S

C _ R

최적선형최적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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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 S

C F S

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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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 요소 곡선

초기선형초기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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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Power 곡선

초기선형초기선형 최적선형최적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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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 221.2 RPM

4130.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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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개선 검토

LBP 증가로 L/B 증가(4.0 -> 4.25)

Cb 감소, LCB 감소

Cp-curve의 개선

선수 벌브를 포함한 선수선형 개선

선미단 침하량 감소를 통한 후류 개선

선미 늑골형상을 U type으로 하여 추진기 설치 부위 형상 개선 및

Head box 제거로 부가저항 감소

22

모형시험 결과 검토

저항시험 결과

1) 잉여저항이 4.267 x 10-3 => 1.345 x 10-3 로 대폭 감소함

2) 특히 조파저항 성분이 확연히 작아짐.

자항시험 결과

1) 준추진효율이 0.46 에서 0.482로 다소 좋아짐.

2) BHP 4,130kW의 엔진 동력으로 설계 흘수에서 14.90노트, 

발라스트 흘수에서 16.02노트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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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upply Vessel 개념설계안에 대한 
위험도 기반 초기안전성평가 연구

기민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범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성환(극동선박설계), 
조성진(극동선박설계), 김승찬(COENS Energy)

A Study on the Risk Based High-Level Safety Assessment 
for the Conceptual Design of Platform Supply Vessel

Min Suk Ki(KRISO), Beom Jin Park(KRISO), Sung Hwan Kim(FESDEC), 
Sung Jin Cho(FESDEC), Seung Chan Kim(COENS Energy)

요 약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상선 시장의 침체와 달리 해양플랜트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의 시추나 생산 작
업을 지원하는 해양플랜트지원선 시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OSV 건조시장이 비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주되는 사례가 많
기 때문에 오일 메이저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높은 미국과 정책적으로 자국 조선업체에 발주하는 중국과 브라질의 점유가 높은 실정이고 
국내의 경우 자체 설계 경험이 전무하여 확장되는 시장에 국내 조선업계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적인 설계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PSV의 자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개념설계 수행중인 PSV를 대상선박으로 한 초기안전성평가 
절차 중 위험요소 식별 수행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 선박의 설계 및 운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서의 위험요소
를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여 도출된 위험도 저감방안을 개념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위험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전성평
가전문가와 대상 선박의 설계 및 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안전성평가 팀이 구성되어 총 3회의 회의를 거쳐 위험요소를 식별하였고 
이 결과로 개념설계안에 대한 Risk Register를 작성,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 저감방안을 개념설계에 반영하였다. 

Keywords : Platform Supply Vessel, Hazard Identification(HAZID, 위험요소식별), High-Level Safety Assessment(초기안전성평가) 

1. 서 론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상선 시장의 침체와 달리 해양플랜트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의 시추나 
생산 작업을 지원하는 해양플랜트지원선 시장도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Platform Supply Vessel(이하 PSV)은 해양플랜트지원선
(Offshore Support Vessel)의 한 종류로 플랫폼 시추작업에 필요
한 각종 연료, 기자재 및 작업인력등을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일
반적으로 선박의 크기가 크지 않아 초대형 설비를 갖추고 있는 
대형 조선소 보다는 중소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OSV 건조시장이 비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일 메이저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높은 미국과 정책적으
로 자국 조선업체에 발주하는 중국과 브라질의 점유가 높은 실정

이다. 국내의 경우, 일반 상선에 비해 자체 설계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고 외국의 설계 기술을 구매하여 건조하는 상황이다. 시작
은 늦었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PSV를 포함한 OSV의 자체 설계기
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PSV의 자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개념설계 수행중인 PSV를 대상선박으로 한 초
기안전성평가 절차 중 위험요소 식별 수행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 선박의 설계 및 운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서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여 도출된 위험도 
저감방안을 개념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위험도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전문가와 대상 선박의 설계 및 운
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안전성평가 팀이 구성되어 총 3회의 
회의를 거쳐 위험요소를 식별하였고 이 결과로 개념설계안에 대
한 Risk Register를 작성,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 저감방
안을 개념설계에 반영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초기안전성평가 절차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성평가는 대상선박의 개념 안에 내

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그 위험도를 예측하여 위험도
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출하여 기
본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안전요건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성평가를 초기안전성평가라고 
하며 그 절차는 Table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Table 1의 절차
중 위험요소 식별 단계까지 수행하였다.

FSA 단계 초기안전성평가 활동 결과물

0 문제정의
· 개념설계 검토
· 기능, 안전시스템 식별
· 관련 법규/표준 식별
· 관련 사고사례 데이터 수집
· 안전성평가/관리계획 수립

안전성평가/
관리계획서

1 위험요소 
식별 · 기능적 위험도 식별 위험요소 

목록
2 위험도 분석 · 사고시나리오 정의

· 위험도 분석/평가(정성적)
사고시나리
오별 위험도

3 위험도 저감 
방안 정의 · 안전시스템/대체설계안 식별 위험도 저감 

방안 목록
4 비용 효과 

분석 · 비용효과분석 비용효과분
석 보고서

5 제안 · 안전요건/설계대안 제안 안전성평가 
보고서

Table 1 High-level Safety Assessment Procedure

  

  문제 정의 단계는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선박과 범위를 정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또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선박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수정된 안전성평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위험요소 식별 단계에서는 설계하고자 하는 대상 선박의 내재
적인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 위험도를 예측하여 향후 설계 단계
에서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개념설계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식별은 우선적으
로 대상 선박의 기능적 위험도 식별을 수행한다. 기능적 위험도 
식별이란 대상 선박이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
능한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것이다.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아직 대
상 선박의 상세 설계 사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
계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상 선박의 기능 위주로 위
험요소 식별을 수행한다. 또한 위험요소별로 위험도를 예측할 때 
발생빈도와 결과의 심각도는 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
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
고, 구성원에 따라 결과의 신뢰도가 결정될 수 있다. 위험요소 
식별이 완료되면 위험도 값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
가 높은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인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

며 향후 설계 과정동안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추적, 관리
한다.

위험도 분석 단계에서는 앞서 식별된 위험요소 중에서 위험도
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정량적으로 발생 빈도와 
결과의 심각도를 분석한다.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사양이 결
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도록 노
력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
다. 위험도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우선 사고 시나리오를 정의해
야 하고 사고 시나리오가 정의되면 각 사고 시나리오 별로 통계 
분석, 공학적인 계산 및 시뮬레이션등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발생 빈도와 결과의 심각도를 계산하여 위험도를 구한다. 각 사
고 시나리오의 위험도는 안전성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위험도를 
저감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위험도 저감방안 정의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위험도 저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고 시나리오 별로 발생 빈도 및 결과의 심
각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식별한다. 이 때 사고 시나리오의 
발생 방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후 사
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사고 시나리오의 위험도 분석 결과 그 위험도가 평가 기준 상 
노란색 영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위험도 
저감방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비용 효과 분석이란 
각 위험도 저감방안 별로 해당 방안을 채택했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과 저감방안을 적용하여 낮아진 위험도로 인해 얻는 이득을 
비교하는 것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위험도 저감방안을 선정
하여 적용한다.

마지막 제안 단계에서는 앞서 수행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결정권자에게 대상 선박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적절한 위험
도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위험요소 식별
3.1 대상선박 개요

본 연구의 대상선박인 PSV는 재화중량 4,000톤급으로 시추작
업에 필요한 연료와 시멘트, Mud, 메탄올, 파이프등을 운송할 수 
있는 탱크와 장비를 갖추고 있고 60여명의 선원을 수용할 수 있
다. 추진 방식은 전기 추진방식으로 Azimuth 형식의 추진기로 구
성되어 있고 플랫폼으로 화물을 원활히 적/하역 하기 위하여 DP 
system이 구성되어 있다. 대상선박을 포함한 선박에 탑재되는 장
비와 구성요소들은 대기온도 -25℃~45℃, 습도 최대 70%이하, 
해수온도 -2℃~30℃ 에서 운항이 가능하며, 속도는 발라스트 상
태에서 최대 15knot이며 순항 속도는 14knot이다. 대상선박의 
주요목은 Table 2에, 일반배치도는 Fig.1에 나타내었다.  



Length over-all abt. 95.0m
Length water line 85.0m
Breadth moulded 20.0m
Depth moulded 8.6m
Draft designed 6.5m
Draft scantling 7.0m

Table 2 Principle Dimension 

Fig. 1 General Arrangement

3.2 사고사례

2장의 초기안전성평가 절차를 근거로 대상선박인 PSV 선박을 
포함한 상위 선종 개념인 OSV 선박에 대한 사고사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사고사례 데이터는 IHS Fairplay DB에서 
수집하였다. OSV가 운항을 시작한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OSV 사고사례를 조사하였으며 44년동안 총 548건의 사고가 발
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사례 통계 데이터 분석은 사
고타입에 따른 결과와 사고년도에 따른 결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먼저 사고 타입에 따른 통계 결과를 Table 3과 Fig. 2에 나타
내었다. 사고 타입은 충돌, 접촉, 화재/폭발, 침수, 선체/기계 손
상, 교전, 좌초, 실종, 기타등이 있으며 실종, 교전, 기타를 제외
하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충돌
에 의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재/폭발, 선
체/기계 손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충돌을 제외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의 심각도가 높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기준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여 
결과의 심각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사고년도에 따른 통계 결과를 Table 4와 Fig. 3에 
나타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매년 많은 사고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동안 사
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에 제정된 
선박 안전 법규들이 선박들에 적용되면서 사고들이 감소한 것으

로 판단되며 이후 사고가 다시 증가한 이유는 운항선박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추후 연도별 운항 선박 통계 
자료와 함께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다.

Casualty type Casualty 
No.

Serious 
No. 

Casualty 
No.(%)

Serious
(%)

Collision 114 63 20.8 55.2
Contact 80 68 14.6 85

Fire/Explosion 99 91 18.07 91.92
Foundered 69 69 12.59 100

Hull/Macy.Dam 87 74 15.88 85.06
Miscellaneous 2 2 0.36 100

Missing 1 0 0.18 0
War Loss
/Hostilities 20 20 3.65 100
Wrecked
/stranded 76 70 13.87 92.11
TOTAL 548 457 100 83.4

Table 3 Casualty statistic data in accordance with 
casualty types 

Fig. 2 Casualty statistic data 
in accordance with casualty types

Casualty type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Collision 12 32 19 34 17
Contact 10 25 13 26 6

Fire/Explosion 9 18 19 41 11
Foundered 11 22 22 11 2

Hull/Macy.Dam 4 26 16 32 9
Miscellaneous 1 1 0 0 0

Missing 0 0 1 0 0
War Loss
/Hostilities 0 17 0 3 0
Wrecked
/stranded 11 24 12 25 5
TOTAL 58 165 102 172 50

Table 4 Casualty statistic data in accordance with 
casualty date



Fig 3 Casualty statistic data 
in accordance with casualty date

3.3 평가 기준

 본 연구의 평가 기준이 되는 Risk Matrix는  발생 빈도
(Probability index)와 결과의 심각도(Consequence index)를 조
합하여 결정하였다. 평가 기준은 3회의 초기안전성평가 회의를 
거쳐 초기안전성평가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먼저 식별된 위험요소의 발생 빈도를 의미하는 발생 빈도 분
류기준을 Table 5와 같이 결정하였다. 여기서 Extremely remote
는 5000척의 선박 중에서 선박 생명주기(20년) 동안 1번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고, Remote는 1000척의 선박 중에서 1년에 1번 
발생할 확률을, Reasonably probable은 10척의 선박 중에서 1
년에 1번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Frequent는 1척의 
선박에서 1달에 1번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PI Probability Definition
1 Extremely remote 1 × 10-6 per ship year
2 Remote 1 × 10-4 per ship year
3 Reasonably probable 1 × 10-2 per ship year
4 Frequent 1 × 100  per ship year

Table  5 Probability index

다음으로 결과의 심각도 분류기준을 Table 6과 같이 결정하였
다. 이는 식별된 위험요소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이에 대
한 결과를 인명과 선체구조 및 장비 관점의 심각도로 분류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심각도 분류기준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고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각도 분류 기준에 가
중치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생 빈도와 결과의 심각도를 조합하여 Table 7과 
같이 Risk Matrix를 결정하였다. 위험도는 발생 빈도와 결과의 심
각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되지만 Risk matrix에서는 PI와 SI가 로
그 스케일 지표이기 때문에 PI와 SI를 더한 값이 평가 기준이 된
다.

SI Severity Effects on 
Human

Effects on 
Ship 

(structure)
Effects on 

Ship 
(equipment)

1 Minor Single or 
minor injury Dent 현장 수리 

가능
3 Significant

Single 
severe 
injuries

현장 수리 
가능

선박 
보조기능 

상실
5 Severe

Multiple 
severe 
injuries

Docking 
필요

선박 
주요기능 

상실
7 Catastrophic fatality Total Loss 주요 장비 

소실

Table 6 Consequence index

PI
1 2 3 4

SI
7 8 9 10 11
5 6 7 8 9
3 4 5 6 7
1 2 3 4 5

Table 7 Risk matrix

본 연구의 평가 기준에서 위험도가 8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도를 낮추어야 하며 5~7 사이인 경우에는 위험도 저감 방안
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험도 저감 방안
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위험도가 4이하인 경우에는 더 이상 위
험도를 저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4. 위험요소 식별 결과
초기안전성평가의 위험요소 식별 결과를 Table 8에 정리하였

다. 위험요소 식별 결과는 시스템 별로 Hull/Structure, Cargo 
Handling, 계류, 계선 및 DP 시스템, Miscellaneous로 나누어 랭
크 순으로 정리하였다. 위험요소 식별 결과는 시스템 별로 발생
할 수 있는 Hazard Event와 그 원인, Event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결과와 이의 발생빈도, 심각도 지수 및 이를 합한 Rank, 그리
고 마지막으로 각 Hazard Event의 저감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No Hazard  
Event Cause Consequence PI SI RiskControl Rank

 System : Hull/Structure
3-1

Capsize
loading/unloading operation미숙

해상환경(조류,바람)
deck 화물고박불량

전손 손실 1 7 매뉴얼, 프로시저
기상상태에 대한 운항제한

anti-rolling tank
8

3-2 인명 사상 1 7 8
3-3 환경 오염 1 7 8
2-2 충돌

(선박 간)
빈번한 입출항

Supply base 내 pilot 미탑승 선체 손상 2 5 승조원교육
구조보강 7

4-2 좌초 Supply base 내 pilot 미탑승 선체 손상 2 5 승조원 교육 7

Table 8 PSV HAZID Result

 System : Cargo Handling

6-1 Drop object
해상환경(조류, 바람), 조종미숙

position keeping fault
오작동, 체결불량

인명 사상 2 7
승조원교육(Emergency Response 

포함)
강화된 체결장치(이중화등) 

목재 갑판
9

9-3 갑판 화물 
이동

화물 고박불량
해상환경(조류, 바람)

매뉴얼, 프로시저, 목재 갑판
화물구역 fence 설치

화물격리 지주목 (stanchion) 설치
인명 사상 1 7 8

10-1 Fire/
explosion chemical leak 매뉴얼, 프로시저 인명 사상 1 7 8

장비 손상 1 7 810-3
5-1 Moving  

object
해상환경(조류, 바람), 조종미숙
position keeping fault, 오작동 인명 사상 4 3 flexible length hose사용

Emergency shut-down system 7

PSV의 사고사례와 초기안전성평가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식별하였다. 이중에서
도 반드시 위험도를 저감시켜야 하는 Rank 8 이상의 위험 요소
는 다음과 같다.
No System Hazard Event Consequence Rank
6-1 Cargo Handling Drop Object 인명사상 9
3-1 Hull/Structure Capsize 전손손실 8
3-2 Hull/Structure Capsize 인명사상 8
3-3 Hull/Structure Capsize 환경오염 8
9-3 Cargo Handling 갑판 화물 이동 인명사상 8
10-1 Cargo Handling Fire/Explosion 인명사상 8
10-3 Cargo Handling Fire/Explosion 장비손상 8

5. 결 론
총 3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대상선박의 개념설계안에 대한 초

기안전성평가 절차 중 위험요소 식별을 수행하였다. 대상선박의 
설계 및 운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서의 위험요소를 식별하
기 위하여 PSV 선박의 설계 및 운용 전문가들로 팀이 구성되어 
위험요소 식별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상위 개념의 선종인 
OSV의 사고사례를 조사하였다. 

식별된 위험요소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이 되는 발생빈
도와 결과의 심각도 기준을 결정하였고 심각도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 더 높은 기준으로 초기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원인, 발생빈도, 위
험요소가 발생하였을 때의 결과의 심각도,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정리한 초기안전성평가 시트가 작성되었다. 위험도 저감방안
은 대상선박의 개념설계에서 식별된 위험도를 최소화하는데 사
용되며 다음과 같다.

(1) 작업 중 선미부와 플랜트의 잦은 충돌에 대한 위험도 저감방
안으로 선미부에 충격 흡수용 fender를 설치한다.
(2) 운항 또는 작업 중 전복에 대한 위험도 저감방안으로 
Anti-Rolling Tank 설치한다. 
(3) 화물 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화물의 추락등에 대
한 위험도 저감방안으로 화물 구역에 펜스를 설치한다.
(4) 화물 이송용 호스 분리에 대한 위험도 저감방안으로 flexible 
length hose를 적용한다. 
(5) 갑판 위 화물 이동에 대한 위험도 저감방안으로 갑판에 화물
격리지주목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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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현재 선박은 블록의 탑재로 건조된다 조선소에서는 야드에 . 
설치된 크레인 용량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고려하여 블록을 설계
하고 블록조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

블록은 선체의 형상이 반영되는 객체로서 형상의 복잡도에 따
라 조립시간과 투입되는 인력이 변한다 즉 간단한 형상을 가진 . 
블록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반대로 곡이 많은 복잡한 형상의 , 
블록인 경우 많은 제작시간과 작업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블. 
록제작에는 필연적으로 복잡한 블록들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이 , 

그림 1 통상적인 선박 생산 프로세스 

형상이 복잡한 블록의 제작에 소요되는 공수 및 상대적인 제작단
가에 대한 정보는 생산계획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다.

블록제작에 필요한 주요 단계는 선박생산프로세스에서 보이듯
이 철판의 절단 가공 그리고 조립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평, , ( 1). 
판인 철판의 절단에는 통상 자동절단기기가 이용되므로 작업자
의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가공단계에서는 평판인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곡판이 관련되
는 경우 특별한 가공기술을 필요로 한다 차 곡인 경우 콜드벤. 1
딩작업에 의한 자동 또는 반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차 곡을 가진 , 2
부품의 경우 반복적인 벤딩 혹은 열가공을 필요로 한다 열가공. 
이 수반되는 경우 가공의 시간과 작업자의 노력이 증폭되며 이는 
곧 생산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조립의 경우 블록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용접법과 자세가 필

선체의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한 설계초기단계의 
블록조립단가 산정 알고리즘 개발

남종호 황윤석 한국해양대학교, ( )

Algorithm for rough estimation of assembly cost of blocks 
at early design stage

Jong-Ho Nam & Yoon Suk Hwang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요 약

선박은 곡판과 평판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복합구조물로서 기하학적인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기하학적 특성은 선박의 . 
제반 성능뿐만 아니라 선박건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박설계자는 설계 초기단계에서 최적의 선형도출에 많은 시간을 , 
할애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요소가 선박건조 특히 조립단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이 영향력의 본질을 선박건조. , . 
에 필요한 비용으로 환산하는 스칼라지표를  제시하여 설계초기에 건조추정가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건조단, . 
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하학적요소와 생산요소 그리고 인간공학적요소로 분할하여 고려하고 이를 통합하는 단가추정방법, 
론을 제시한다.

Keywords : 선박생산 조립단가 기하학적정보Shipbuilding process( ), Assembly cost( ), Geometric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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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선박생산 시뮬레이션 적용 전략 수립 
이광국 (경남대학교 조선해양IT공학과), 김호경, 김상환 (STX조선해양 자동화기술팀) 

 
Strategy Planning of Digital Shipbuilding Simulation  

by Workflow Analysis of Production Planning in a Shipyard 
Kwangkook Lee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IT Engineering, Kyungnam Univ.), Ho-Kyeong Kim, 

Sang-Hwan Kim (Production Technology R&D Team, STX O&S) 
 

요 약 
 

Digital shipbuilding is a technology to reduce the total cost and lead time inevitably made by reschedule and rework in a
shipyard. Strategic planning should be undertaken in order to have an effect on the applicable field. We aim at planning a
strategy of digital shipbuilding technology by analysis of production planning workflow in this paper. In the basis of BPR
methodology, the as-is business process is analyzed to build a workflow model, and derive the bottleneck business 
process. We dig into the inside details of the process to illustrate a diagram of the core improvement opportunities, and 
perform process simulation not only to create the application scenarios but also to expect the main effects. The application
strategy will make a basic sketch to save both the production cost and time for high quality products in the shipyards. 
 
Keywords: Digital shipbuilding, Production planning, Workflow analysis, Process simulation  
 

1. 서 론 
조선소들은 안전 및 경제적 운항이 가능한 양질의 제품과 

더불어 이의 건조 비용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00년 이후 
디지털 생산기술 (Digital Manufacturing)과 조선 산업의 
접목이 대표적 화두가 되어, 선박의 개념 설계에서부터 운용 
유지까지 전 과정을 컴퓨터 속에서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는 
디지털 선박생산(Digital Shipbuilding) 기술이 부각 받고 
있다(Hwang and Gong, 2011). 

본 연구에서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개념을 기반으로 조선소 생산계획 업무를 상세히 분석하고, 
분석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디지털 선박생산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신기술 도입 및 변화 요구 시 선박 건조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한다. 

 
2.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2.1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수행 절차 

 Fig. 1 BPR procedure for workflow analysis 
 
조선소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BPR 

방법론을 활용하여 Fig. 1과 같이 자료분석, AS-IS 프로세스 
모델링, TO-BE 프로세스 모델링,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는 다섯 가지 절차 
순으로 진행하였다. AS-IS 및 TO-BE 프로세스 모델링 작업 
시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였고, 이를 
상호보완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의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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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조선소에서 운영하는 
중일정 계획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표현하였고, 개괄적으로 
표현된 생산계획 프로세스를 상세히 분석하여 중요 
Task에서의 Activity와 산출물을 도출한 순서도는 Fig. 2와 
같다.  

 

Fig. 2 Production planning process logic 
 
특히, 도크 및 안벽 배치를 통해 나오는 산출물로는 

DOCK/안벽 배치도, 해당 부하표가 있고, 호선/직종별 
부하분석을 통해 나오는 산출물로는 건조선표, 사내외 물량, 
기간별(연/월/주) 물량 및 시수계획, 인력운영계획, 호선 및 
직종별진도율 등이 있다. 

 
2.2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 모델링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 및 유관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프로세스 타입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계층도에 맞춰 프로세스 타입 매핑을 수행하였다. 

 

 
Fig. 3 Parent-child data structure with process map 

 
비즈니스 프로세스 계층도인 Value Chain, Process chain, 

Process L2, L3, L4, Task, Step에 해당하는 Level 0∼Level 
6까지의 프로세스 명칭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명을 부여하고, 각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타입이 부모-자식 
간의 상호 계층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Level 
0∼Level 5에 해당하는 업무 프로세스 228개는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2.3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고찰 
업무 프로세스 그래프(Process graph)에서 표현되듯이 

생산계획 업무프로세스 영역의 전체 리드타임을 
PERT/CPM(Critical Path Method) 방법으로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를 나타내면 전체리드타임이 계산된다. 
이를 유관 시스템 별 나눠진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23개소의 부하가 발생하는 병목구간을 도출하였다. 해당 
병목구간은 시스템 간의 프로세스 연계 미흡, 정보 공유 
부족, 업무 처리 시 필요한 기능의 부재가 주요 원인임을 
규명하였다. 

세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Activity / Item 링크 및 
Routing 생성 지원 공정계획 시스템” 수행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에 따른 기존 호선에 대한 생산계획의 
리드타임은 25.5일이 소요되었고, 신규 호선일 경우에는 
BOM 구조 생성에 대한 소요시간으로 19.4일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전체 리드타임은 44.9일이 걸렸다 

 
Table. 1 A scenario simulation result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조선소를 대상으로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해당 업무 수행 시 디지털 선박생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적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행 생산계획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 및 
워크플로우 모델링을 하였고, PERT/CPM 기법 기반 
크리티컬 패스를 도출하였다.  

크리티컬 패스에 놓여진 업무 프로세스를 상세 분석하여 
주요 이슈 리스트를 만들고, 도출 프로세스를 통하여 핵심 
개선 기회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핵심 개선 리스트를 
중심으로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고, 기대효과까지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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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 산업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인 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건조하기 때문에 복잡한 제조공정을 가진다. 또 주문형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라인 생산 방식과 다른 Job Shop 생산 방식을 통해 선박을 건조한다. 복잡한 작업
환경을 반영해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 초기에 이러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결과의 재활용성과 시뮬레이션 정보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정보체계는 기존 제조에서 주로 고려하는 제품, 공정, 설비 정보 이외의 공간, 작업자, 
일정을 추가한 정보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6 Factor 기반 정보체계는 유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확장하여 다수의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참조 체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기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words : Data Model(정보 모델), Production Simulation(생산 시뮬레이션), Shipyard Production(조선생산)  
 

1. 서 론 
국내 조선산업은 최근 일부 선종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선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신흥 조선국들의 
진입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대형 
조선소들은 상선 중심의 건조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제품인 해양플랜트 중심으로 변경하고 있고, 기존 조선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고 
공정을 설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조선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고효율 생산기술로 신뢰도 높은 생산/건조 능력, 신 
건조공법 개발 및 검증, 생산성 향상 및 공기 단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Gong and Hwang, 2011; Song et al., 2009). 하지만 
이를 현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다른 
조선소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품, 공정, 자원에 초점을 
두었던 정보구조를 확장하여 제품, 공정, 설비 정보 이외의 
공간, 작업자, 일정을 추가한 정보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시 표준화된 정보체계를 
참조한 정보모델을 활용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도출된 시뮬레이션 모델 및 결과의 
재사용성 및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2. 관련 연구 동향 및 한계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 모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시작되었다. NIST에서는 공장 데이터 모델 
기반의 설비 중심 중립 정보 모델을 정의하여 초기 공장 
데이터 모델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NIST의 모델은 
공장의 전체적인 관리를 중심으로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설비나 세부적인 물류 흐름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Lu et al., 2003). Lee et al.(2011)은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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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정보 구조를 고려한 NESIS(NEutral SImulation Schema)을 
연구하였다(Fig.1). NESIS는 XML을 이용하여 전체 정보의 
구조와 속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제품, 공정, 자원으로 
그룹화하여 체계화하였다. 하지만 수주 산업인 조선업과 
달리 양산 제조업에 초점을 둔 정보 모델이라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모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Fig. 1 Structure of NESIS (Lee et al., 2011) 
 

3. 6 Factor 기반의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체계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존 정보체계에서는 
주문형 대형 구조물 건조 특성으로 타 산업에서 관리하는 
제품, 공정, 자원 정보에 건조 일정(schedule)정보를 추가한 
PPR-S 구조를 사용하였다.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정보체계 
개발을 위해 조선소 생산 관리 시스템과 시스템 정보를 
분석하고, WBS 기준의 조선소 생산 정보를 도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모델 관점에서의 조선소 생산 정보를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소 설비 요소는 Job Shop과 
혼류 생산 방식으로 인해 자원의 경우 공정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특성별로 자원을 
세분화하여 공간, 설비, 사람 요소로 추가해서 Fig. 2와 같은 
6 Factor 정보 모델을 정의하였다. 6 Factor 정보 모델은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간의 통합 및 확장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 모델링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정보 교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정보체계 구성은 중립정보 모델에서 많이 
상용하는 방식인 XML(eXtensive Markup Language)을 통해 
정보 명세를 수행하여 생산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형태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6 Factor 정의된 정보 모델을 참조하여 해당 
시뮬레이션의 필요한 정보 모델을 구성할 경우 개별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는데 소요되는 
공수를 절감할 수 있고,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은 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시뮬레이션 및 타 
조선소에 대한 확장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2 6 factor data model for shipyard simul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선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구조를 
보완하고, 기존 자원정보를 설비, 사람, 공간 정보로 
세부화한 6 Factor 정보모델에 대한 명세를 수행하였다. 6 
Factor 기반 정보체계는 유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확장하여 
다수의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참조 체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기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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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업종 PLM 적용을 위한 진단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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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제조업계에서 PLM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용어가 아니다.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제품 정보관리와

협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법론 및 시스템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성숙기에 다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성숙기에 있는 영역은 주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제품의 수명주기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일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영역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 업무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미흡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정보공학
관점에서 수준별 평가 기법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또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부족할 경우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해양업종 기업이 PLM을
적용하는데 있어 최소의 노력과 시간으로 PLM 적용 관점에서의 기업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제품 수명주기 관리), Diagnosis(진단)  
 

1. 서 론 
 
최근 PLM의 정의는 이전에 비해 보다 포괄적으로 제품의 기

획 단계를 포함하여 제품의 단종 단계에 이르는 제품 수명주기 
전반의 제품정보와 개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하는 제품 중심의 시스템 구축 서비스 및 운영 서비스로 정의
되고 있다. 또한, PLM 구축의 방향성이 기존의 연구산출물 중심
의 관리형태에서 제품전략운영 (포트폴리오)과 생산, 조달 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개발 프로세스 및 관리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보
다 거시적으로는 Global한 연구개발 환경 및 Open Outsourcing 
등을 위한 Collaboration의 니즈에 대한 대응 또한 강조되고 있
다. 유사한 개념으로 조선 PLM은 기획 단계부터 단종/사후관리
에 이르는 제품 수명주기 전반의 제품정보, 개발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품 정보 
중심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Figure 1). 

통상적으로 PLM은 정보화 중장기 전략 수립 시점 구현과제
로 도출되어, PI(Process Innovation)를 통해 시스템 구현이 진행
된다. 이는 다른 종류의 기간시스템과는 다르게 PLM은 연구개
발 업무 프로세스 및 유관부서와의 많은 협업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 이전에 PI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PLM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하는데 선행하여 대상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수준 측정 및 분석 

활동으로서, 간략화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혹은 
PI(Process Innovation) 방법론의 일부를 차용하여사용하고 있지
만 ISP의 경우 체계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이유와 또한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로서 많은 공수와 비용
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PLM 
수준진단방법론이 ISP 및 PI 활동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목표체
계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보다는 현행체계의 객관적인 
진단에 목적을 둔다는 점과 구체적인 대상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PLM 수준진단
방법론의 필요성은 대상 기업의 PLM 수준 현황에 대한 이해, 
PLM 중점 추진 분야 도출 및 PLM 시스템 구현 사업에 대한 타
당성 제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 PLM Framework for Shipbuilding 

이러한 PLM  수준진단체계는 PLM 시스템 구축 이전에 단기
간에 수행하는 고객 연구개발 분야의 수준 측정 및 분석 활동으
로서 고객 관점의 개선 과제 도출을 통하여 향후 컨설팅 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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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Figure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해양 업종의 PLM 수준진단을 위

한 진단체계를 구성하고 각 항목별포 필요한 진단항목 및 평가

를 위한 기준 정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체계의 기준은 Table 1을 따르고자 한다.

 

 
Figure 2 Point of Time of PLM Level Diagnosis 

Table 1 Overall Framework of PLM for Shipbuilding 

Level 1: Industry Standard Level 2: Ship Standard Level 3: Business Process 

Marketing/Strategy 

Business Sales Sales Mgmt. 
Sales Design 

Quotation Quotation Mgmt. 
Contract Mgmt. 

Business Administration Cost Planning 
Medium/Long Term Strategy Master Schedule Planning 

Development/Portfolio 

Ship/Plant Portfolio Mgmt. 
Progress Mgmt. 

Project Project Mgmt. 
Budget Mgmt. 

Design/Development 
Hull Design 
Outfitting Design 
Production Design 

Engineering Structural Analysis 
Fluidic Analysis 

Manufacturing 
Construction 

Production Technology 
Production Planning 
Process Mgmt. 

Quality Quality Mgmt. 
Accuracy Control 

Procurement 
Order POR Mgmt. 

PND Mgmt. 
Delivery Entrance Mgmt. 

Release Mgmt. 

Logistics 
Logistics Planning 

Fabrication Logistics 
Assembly Logistics 
Block Logistics 

Logistics Monitoring 
Fabrication Logistics 
Assembly Logistics 
Block Logistics 

Sales/AS 
Delivery Sea Trial 

Bill Mgmt. 
Service Customer Requirement Mgmt. 

Service Chain M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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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tigue Damage Induced Hydrodynamic Force of 

Energy Saving Device  
Dong Beom Lee, Beom Seon Jang 

 

요 약 
Various types of energy saving devices (ESD) have been developed due to the soaring oil price and the demand of CO2 reduc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In harsh environment, the heave and pitch motion of a vessel becomes larger and the fin-shaped ESD 
would experience large out-of-plane load. Consequently, there is a high risk of structural failure and low cycle fatigue.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ydrodynamic force imposed on a specified ESD and propose a strength and a fatigue assessment
procedure. In this paper, we have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 of hydrodynamic force such as nonlinearity of drag force, relation among
inlet flow velocity, vertical velocity, lift and drag force. Also the expandability of local model to whole model is tested. To analyze the 
hydrodynamic force on the hydrofoil, Fluent, a commercial CFD software, has been used for all the calculations. 
 
Keywords: ESD(에너지 절감장치), CFD(계산유체역학),   
 

1. 서 론 
최근 EEDI 의 발효를 앞두고 환경보호를 위한 CO2절감의 요

구와 급증하는 유가로 인한 연료절감에 대한 요구가 맞물려 다
양한 타입의 연료절감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에너지절감장치
는 주로 핀이나 덕트 타입으로서 선체후미 및 프로펠러 주변에 
유동의 흐름을 따라 부착되어 추진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감장치에 작용하는 유체력의 크기는 평상시의 운
항 때는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하지만 악천후
에서 운항할 경우 선박의 히브 및 피치운동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 경우 핀타입의 ESD에는 평면 수직방향의 큰 유체력이 
작용하게 되어 구조 손상 및 로우사이클 피로파괴의 위험이 커
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장치의 구
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며 대부분
의 연구는 에너지 절감장치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중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 (Woo Min, et al.,2013).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절감장치의 유체력에 의한 구조 거동을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로서 날개의 상하수직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Dynamic Mesh 기능을 지원하는 상용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여 히브 운동하는 2차원 및 3차원 날개단면의 
비정상 유동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부모델과 전선모델의 연관성에 대해
서도 조사하였다.  

 
2. 유동해석 
2.1 계산조건 

본 연구에서는 유한체적법을 기반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3st 
order implicit방법을 사용하였고 시간간격은 기존의 논문에서 사
용된 t=0.001을 선택하였다 (Pyoung-Kuk Lee, et al.,2007). 또
한 각각의 시간에 대한 sub-iteration은 100으로 정하였다. 

지배방정식의 대류항과 난류항에는 3차 정확도의 
MUSLC(Monotone upstream-centered schemes for 
conservation laws)법을 속도와 압력의 연성에는 transient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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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반복계산의 수렴을 위한 완
화계수로는 압력의 경우 0.3, 운동량은 0.7, 난류운동에너지 및 
소산율은 0.8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물체의 주기적인 상하운동
을 표현하기 위하여 물체를 포함한 구역의 전체 격자계를 움직
이는 Layer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Gyu-Ho Lee, et al., 2011). 
보다 자세한 해석조건은 아래의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Numerical simulation method for CFD analysis 

Software Fluent 14.5.7 
Turbulence model realizable k-ε 

Scheme PISO 
Turbulent Kinetic Energy Third-order MUSCL 

Turbulent Dissipation Rate Third-order MUSCL 
Time step size(s) 0.001 
Iteration/time step 100 

 
2.2 해석대상 및 격자 

계산대상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단면인 NACA0012를 선
택하였고 계산대상의 기하학적 특성은 아래의 그림 Fig. 1과 같
다. 단면은 대칭단면으로서 캠버가 없고 코드길이는 1m 두께는 
코드길이의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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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y of NACA 0012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절감장치를 물체형상의 변화가 없는 강

체로 가정하였고 격자의 경우는 정규격자와 비정규격자가 포함
된 혼합격자계를 사용하였다. 

격자생성의 경우 ANSYS Meshing을 사용하여 다중블록격자
를 구성하였고 dynamic mesh 기능에 적합하게 moving mesh가 
작용하는 boundary layer부근에서는 정렬격자로 생성하였다. 

또한 날개표면에서의 유동변화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날
개표면에 접해있는 영역은 Inflation 기능을 사용하여 촘촘히 격
자 층을 생성하였다.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알아보기 위한 계산에서 모델은 

총 3가지를 사용하였다. 
첫째, 2차원 계산공간에서 영역의 정가운데에 날개가 위치한 

경우이다. 아래의 Fig. 2에서와 같이 날개는 계산영역의 가운데
에 위치하며 전체 계산영역의 크기는 날개의 운동방향으로 물체
특성길이의 40배인 40m, 운동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마찬가
지로 40m로 설정하였다. 계산영역의 왼쪽 경계면은 
velocity-inlet으로 오른쪽 경계면은 pressure-outlet 조건을 적용
하였으며 위아래 경계 면과 물체의 표면은 No-slip 벽면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2 Detail of 2D simulation 
 

둘째, 3차원 계산 공간에서 한쪽 벽면에 3.2m의 길이를 가진 
날개가 위치한 경우이다. 아래의 Fig. 3에서와 같이 날개는 유입
경계 면으로부터 10m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계산영역의 크기는 
날개의 운동방향으로 40m, 운동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30m로 
설정하였다. 또한 날개의 길이방향으로는 날개 길이의 10배인 
32m로 설정하였다. 



 
Fig. 3 Detail of 3D simulation with one-sided wall 

셋째, 3차원 계산공간에서 실제 선형의 선미에 3.2m의 길이
의 날개가 위치한 경우이다. 아래의 Fig. 4에서와 같이 계산영역
의 크기는 선체의 길이방향으로 445m, 깊이 방향으로 79.5m, 
그리고 폭 방향으로 75m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수부분의 유무
가 날개주변의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편의상 선수부분은 생략하였다. 선미의 프로펠러 
앞부분에 위치한 날개주위의 형상에 대해서는 Fig. 5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Fig. 4 Detail of 3D simulation with hull form 

 
Fig. 5 Detail of hydrofoil 

2.3 해석 조건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력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입력속도와 양력 및 항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상하운동 속도는 고
정된 상태에서 입력속도는 8.0 m/s부터 20.0 m/s까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유체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둘째로 상하운동속도
와 양력 및 항력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입력속도는 고정된 상태
에서 최대 상하운동 속도를 6.28m/s부터 11.0m/s까지 바꿔가
면서 유체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6 Operating condition 
 

셋째로는 규칙운동상태와 불규칙 운동상태에서의 결과를 비
교하였고 넷째로는 국부모델에서의 결과를 전선모델에 이용하
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입력 속도와 양력 및 항력과의 관계 
규칙적인 상하운동상태에서 입력속도만을 다르게 주어 계산

된 양력과 항력의 값들이 아래의 Fig. 8에 나타나있다. 상하운동 



주파수는 1.75Hz로 고정된 상태이고 날개가 상하진동의 중심을 
지날 때의 최대 속도는 11.0 m/s, 상하진동의 최고와 최하점에 
이르렀을 대의 속도는 0.0 m/s이다. 상하운동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아래의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상하진동운동의 영향
으로 받음각이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어 양력 및 항력계수가 상
하운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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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tion of hydrofoil 

아래의 그림 8에서는 각각의 항력과 양력이 유입속도가 빨라
짐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양력의 경우 그 
최대값이 상하진동속도의 최대값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항력의 경우는 최대값의 위치가 상하진동속도의 
최대값의 위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로파
괴를 계산할 경우 양력과 항력의 최대값은 동시에 적용된다면 
실제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절대적인 크기만을 
고려하였을 때 항력의 크기는 양력의 약 10%정도로서 이는 날
개단면이 상하운동방향에 대해 큰 투영면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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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let flow velocity vs Lift and Drag force (Model I) 

Fig. 9는 유입속도와 양력계수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양력 및 
항력계수의 경우 유입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양력과 항력의 경우 계수와 입력속도의 제곱
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수가 줄어드는 양보다 입력속도가 증가하
는 양이 더 많고 따라서 양력과 항력 값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은 유입속도와 양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유입속도와 
양력의 관계가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
존의 선형적인 방법으로 ESD를 위한 하중을 계산할 경우 실제
의 하중과는 차이를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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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하운동 속도와 양력 및 항력과의 관계 
아래의 Fig. 11에서는 균일한 유입속도를 가질 때 상하운동속

도의 변화에 따른 양력과 항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입력속도는 
20.0m/s로 고정되어있고 상하운동주파수는 1.0Hz 부터 
1.75Hz까지 변화시켜가며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1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상하진동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양력과 항력이 같
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3.1에서와 마찬가지로 양
력의 경우 최대값은 상하운동속도가 최대일 경우 발생하지만 항
력의 경우는 이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2와 13은 상하운동속도와 양력 및 항력과의 관계를 나
타낸다. 3.1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하운동속도와 양력과의 관계가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입속도뿐만 아니
라 상하운동속도의 비선형성 또한 ESD를 위한 하중계산시에 중
요한 인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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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ertical velocity vs Lift and Drag force (Mode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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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x vertical velocity vs CL (Mode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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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ax vertical velocity vs Lift force (Model I) 

 
3.3 규칙 운동과 불규칙 운동상태에서의 결과비교 

일반적으로 선미에 위치한 에너지절감장치부근의 유동은 선
박의 불규칙운동에 의해 복잡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규칙운
동과 불규칙운동상태에서의 에너지절감장치에 작용하는 유체력
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비교를 위해서 불규칙운동상태에서의 양력과 항력
을 규칙운동상태에서의 값과 비교하였다. 결과비교를 위해서는 
2차원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날개 끝단에서의 볼텍스를 제
외하고는 2차원 모델이 3차원벽면모델과의 항력 및 양력 비교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운동과 불규
칙운동에서의 비교를 통해 메모리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Fig. 14~18에는 규칙운동과 불규칙운동에서 각각 계산된 양
력 값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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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gular motion vs Irregular motion (2.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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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gular motion vs Irregular motion (5.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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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egular motion vs Irregular motion (6.0 m/s) 

 
Fig. 17 Regular motion vs Irregular motion (7.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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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Regular motion vs Irregular motion (10 m/s) 

규칙운동과 불규칙운동에서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의 최대 상하 운동속도일 때의 최대 양력계수를 비교하였다. 규
칙운동의 경우 아래의 Fig. 19에서와 같이 최대 상하운동속도를 



2.5m/s로 설정하였다. 또한 불규칙운동의 경우에는 아래의 Fig. 
20과 같이 최대 상하운동속도가 2.5m/s를 갖도록 임의의 10개
의 경우를 생성하였다. 결과를 보면 규칙운동의 경우는 양력과 
상하운동간의 관계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고 같은 속도에서 동
일한 양력 값을 가짐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불규칙운동의 경우는 
양력의 응답이 상하운동과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수의 시간 차이와 양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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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Regular motion (2.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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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Irregular motion (2.5 m/s) 
 

Fig. 21과 Table 2에서는 규칙운동과 불규칙운동간의 양력계
수의 차이에 대해 비교해놓았다. 아래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규칙운동과 불규칙운동에서의 양력계수 값의 차이는 최대 38% 
최소 10% 정도를 보이며 불규칙운동에서의 양력계수는 규칙운
동에서의 값보다 항상 작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규칙운동의 경우 운동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동적 실속 및 
memory effect로 인하여 규칙운동상태와는 다른 유동의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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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egular motion vs Irregular motion 
 
Table 2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 Regular motion vs 
Irregular motion 

Max vertical 
speed(m/s) 

CL -Regular 
motion 

CL - Average 
irregular motion Difference (%)

2.5 0.625 0.386 38 
5.0 1.213 0.902 26 
6.0 1.281 1.155 10 
7.5 1.600 1.438 10 
10.0 2.465 1.989 19 

 
3.4 국부모델과 전선모델에서의 결과비교 

확률계산을 위한 CFD해석의 경우 방대한 양의 해석은 필수



적이다. 하지만 전체 선형을 포함한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
당히 긴 해석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은 메쉬수를 가지는 국부모델을 사용하여 
전체해석시간을 줄이는 것은 효율적인 계산을 위하여 필수적이
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경
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첫째로 2
차원 모델과 3차원단순벽모델의 유체력 비교를 통하여 날개 끝
단에서 발생하는 볼텍스가 유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둘째로는 3차원 단순 벽모델과 3차원 선형 모델의 비교
를 통하여 선형의 존재가 유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위의 세가지 모델에 대한 양력계수비교결과는 아래의 
Table 3에 요약되어있다. 최대 수직방향속도는 12.5 m/s에 고정
되어있고 유압속도는 8m/s부터 14m/s까지 변화를 주었다. 

-14

-12

-10

-8

-6

-4

-2

0

2

4

6

8

10

12

0.0 0.1 0.2 0.3 0.4 0.5C L

Time (s)

Model I Model II Model III

 
Fig. 22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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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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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14m/s) 
 

Fig. 25와 Table 3는 모델 I과 모델 II에서 계산된 양력계수의 
차이가 대략 10% 이내로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델 I과 모델 II의 유사성은 날개끝단에서의 다운워시 효과가 이 
해석에서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모델 III의 경우
는 모델 I과 II에 비해 주목할만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는 선형
에 의한 유압흐름의 방향변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26
은 선형이 고려된 해석에서 유입흐름의 방향이 날개와 평행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하운동이 주어진 해석의 경우 받음각
이 0일지라도 상하움직임에 의해 상승할 때는 양력이 추가되고 
하강할 때는 양력이 감소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유입속도
만 고려하여 하중을 계산한다면 실제의 경우와 큰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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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Regular motion vs Irregular motion 
 
 
 



Table 3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 Local model vs Global model 
Inlet flow speed Model Max CL Min CL Range Percentage (%) 

8m/s 
Model I 10.025 -11.732 21.756 100 
Model II 9.343 -10.833 20.176 93 

 Model III 10.415 -2.654 13.069 60 

10m/s 
Model I 6.742 -8.323 15.065 100 
Model II 6.341 -7.558 13.898 92 
Model III 8.116 -1.598 9.714 64 

14m/s 
Model I 4.499 -5.237 9.736 100 
Model II 4.089 -4.614 8.703 89 
Model III 5.75 -0.735 6.485 67 

 

Fig. 26 Stream line in steady state (U=10m/s) 
 

4.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CFD를 통하여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

력의 주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체력의 특성은 양
력과 항력의 무차원계수인 CL과 CD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2차원공간과 3차원공간을 대표하는 각각의 모델을 기반으로 계
산되었다.  

날개에 작용하는 힘은 유동방향과 수직인 양력과 평행인 항
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체력은 비선형의 특성을 가
지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비선형성은 날개에 작용
하는 유체력을 계산하기 위한 기존의 선형적인 가정을 사용한 
방법들의 적용을 힘들게 만든다.  

양력과 항력의 비교를 위한 위의 해석에서 항력의 비율은 양
력의 약 1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하운동에 대
한 날개의 큰 투영면적이 양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3.1와 3.2에서 계산결과의 비교는 입력속도와 상하운동속도
가 유체력과 각각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는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모
델이 가지는 특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델 I과 모델 II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델 III의 경우 큰 차이를 보였
다. 이를 통해 다운워시효과의 경우 양력과 항력에 큰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날개에 유입되는 유동의 방향 또한 주
요한 계산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균일운동과 불규칙운동간의 비교를 통해 유동의 
memory effect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낮은 상하
운동속도에서는 균일운동과 불규칙운동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만 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듦을 볼 수 있
다.  

또한 불규칙 운동의 경우 그 결과 값이 규칙운동의 경우와 비
교해서 항상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불규칙 운동으로 인한 
날개 주변의 유동변화가 날개의 양력감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
여진다. 

향후 CFD계산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날개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비선형성에 대한 통계적 처리 및 비선형전달함
수를 통한 동적응답의 예측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에너지절감장치의 피로파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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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rry Iron Sand Carrier의 피로 강도 향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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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r Improving Fatigue Strength of Slurry Iron Sand Carrier  

Cheol-min Jang†*, Dae-hun Kim*, Kyu-ho Lee* and Sang-bock Lee* 
 

 

Abstract  
 

In general, when ships are designed, structural strength and fatigue strength must be verified based on the relative rules
respectively. In case of Slurry Iron Sand Carrier designed to carry Iron-Sand saturated at water content, there is no special
consideration of fatigue strength analysis. However, this vessel is similar to Ore Carrier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loaded cargo and the shape of cargo hold. Therefore we verified fatigue strength based on fatigue 
analysis procedure of ore carrier in DNV Rules and carried out the study for improving of fatigue strength of Slurry Iron Sand 
Carrier. 
 
Keywords: Slurry Iron Sand Carrier(슬러리 사철 운반선), Ore Carrier(광석 운반선), Fatigue Strength(피로 강도) 
 

1. 서 론 
 
Slurry Iron Sand Carrier(이하 Slurry Carrier)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사철(Iron-Sand)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선박으로, 그림 1에 위치한 뉴질랜드 Taharoa Port 인근의 
사철을 중국 등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는 선박이다. 

  

 
Fig. 1 Taharoa Port of New Zealand 

그림 2와 같은 모습과 입자를 가진 사철은 선박에 적재할 
때 수분과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섞어서 싣게 되고, 선박 
내에 갖춰진 De-watering system을 통해 수분을 분리하여 
배출시킨다. 수분 함유량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었을 때 출
항이 가능하게 되고, 운항 중에도 화물의 수분이 점차 배출
되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약 5% 가량의 수분만이 남게 
된다. 

 

 
Fig. 2 Slurry Ore (Iron sand + Water) 
 

수분 함유량이 변하는 동안 화물의 비중도 변하게 되는데, 
표 1는 수분 함유량에 따른 화물의 비중에 대한 연구자료로 
수분이 거의 없는 건조한 상태의 사철은 비중이 최대 
4.6까지 증가될 수 있다.  

 
Table 1 Includes weight of water (saturated) plus sand 

 
 
그리고 Slurry Carrier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De-watering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System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화물의 특징이나 
선박의 형상 등이 Ore Carrier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lurry Carrier는 화물의 적재와 운항 시의 특성에 

맞게 일반 운항 시의 비중인 3.3과 최대 비중인 4.6의 두 
가지 화물에 대하여 구조 안정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Ore Carrier에 필요한 구조 및 피로 강도 검증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강도 안정성 검증과 더불어 필요한 

피로 강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피로 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선박의 일반적 특징 
 
연구의 대상이 되는 Slurry Carrier는 그림 3과 같은 일반 

배치와 형상을 가지고 있다. 
 

 
Fig. 3 General Arrangement 

 
그리고 화물창의 형상과 Tight Bulkhead의 De-watering 

System 주요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Fig. 4 Dewatering System  
 

 
Fig. 5 Loading Diagram 

화물을 적재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5의 도표와 같이 
원산지에서 채취한 사철을 물과 섞어 Pipe Line을 통해 인근 
해상의 SBM(Single buoy Mooring)으로 보내고, 여기서 
선박과 연결된 Floating Hose를 통해 선박의 각 화물창에 
적재시키게 된다. 
 

그리고 화물을 실을 때에는 그림 6에서 나타낸 예시와 
같이 Loading Sequence를 구성하여 절차에 맞게 적재를 
유도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전 화물창에 골고루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산적화물선과 
같이 화물창 한 곳 또는 그 이상을 비운 상태로 운항을 
하지는 않는다.  
 



 
Fig. 6 Example of Loading Sequence 
 

 
 
 
 
 
 

3. 연구 배경 및 범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lurry Carrier는 큰 비중을 가진 

화물을 전 화물창에 동일하게 적재한 상태로 운송하며 
화물창이 그림 7과 같은 Ore Carrier의 형상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7 Cargo Configuration of Ore Carrier 
 

큰 비중의 화물을 싣는 대형 선박인 Ore Carrier에서 그림 
8 ~ 9와 같이 Longitudinal과 Web frame 접합 부위의 Slot 
Edge, Stiffener의 Web 및 Scallop 등의 위치에서 
피로파괴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하여 Ore Carrier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진 Slurry Carrier에 대한 피로 강도 검증과 
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설계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Fig. 8 Fatigue Crack of Slot and Scallop 
 

 
Fig. 9 Fatigue Crack of Web Stiffener 

Slurry Carrier에 대한 별도의 피로 강도 검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Ore Carrier의 피로 강도 검증 절차 및 
요구 수준에 준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은 
Ore Carrier의 피로해석 적용방법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DNV Classification Notes No. 30.7, “Fatigue 
Assessment of Ship Structures”을 적용하였다. 
 

DNV Rule에서의 피로 강도 검증 절차는 선종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여 절차에 따라 수행하면서, 선박의 설계 수명 
대비 Fraction of time 값은 표2와 같이 Ore Carrier의 값을 
적용하였다. 
 
Table 2 Faction of time in DNV Rule (CN 30.7) 

 
 

피로 강도 평가 위치는 High Stress Zone인 Stringer Toe, 
Tight Bulkhead 하부 부재들의 교차 부분, 그리고 피로파괴 
발생이 우려 되는 Longitudinal과 Web frame의 교차 부분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피로해석을 통한 피로 강도 계산과 
더불어 피로수명이 낮은 위치를 대상으로 응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형상 변경, 부재 치수의 적절 여부에 대한 



판단 등 피로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계 
지침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4. 연구 절차 
 
4 – 1. F.E Modeling 
 
먼저 피로해석에 필요한 화물창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림 10과 같이 선박의 중앙부 화물창을 대상으로 앞 뒤 
화물창의 절반까지 확장하여 Modeling을 수행하였다. 

 

 
Fig. 10 Extended Models 
 

이어서 피로 강도 평가 위치의 상세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t x t 크기로 very fine mesh를 수행하였다. 각 위치의 
모델은 그림 11 ~ 13과 같다. 
 

 
Fig. 11 F. E. Modeling i.w.o Stringer Toe 

 
Fig. 12 F. E. Modeling i.w.o Longitudinal Connection 
 

 
Fig. 13 F. E. Modeling i.w.o T.BHD Connection 

 
 
4 – 2. Boundary Condition 
 
피로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은 그림 14와 같이 구조해석 

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14 Boundary Condition 

 
4 – 3. Loading Condition 
 
하중 조건은 그림 15 ~ 16과 같이 피로 강도 계산에 

필요한 Homogenous(Loaded)와 Ballast 상태의 두 가지에 
맞추어 적용하였다. 화물의 비중이 운항 중에 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강도 검증용으로 사용되는 비중 값 4.6과 운항 시 
고려되는 비중 값 3.3을 각각 적용하여 더 보수적인 결과를 
피로 계산에 사용하였다. 

 

 
Fig. 15 Loading Condition of Loaded Case 
 

 
Fig. 16 Loading Condition of Ballast Case 
 

그리고 파랑에 의한 Hull Girder Bending Moment는 
모델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Rule의 계산식으로 Hull Girder 
Stress를 계산하였다. 이 값은 Load Case에서 나온 값에 
부재 위치와 배치를 고려하여 종부재에 각각 더해주었다.  
 

 
4 – 4. Evaluation  

 
피로해석과 계산에 따라 도출된 응력값으로 피로 강도를 

계산하여 World Wide 기준으로 설계수명이 20년 이상 
되는지를 검증하였다.  

 
피로 설계의 기준이 되는 허용응력 범위는 Rule에서 계산 

기준으로 제시한 표 3과 그림 17의 S-N Curves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부재의 Welding 여부에 따라 각각 적용하였다. 
 
Table 3 S-N Parameters in DNV Rule (CN 30.7) 

 
 

 
Fig. 17 S-N Curves in DNV Rule (CN 30.7) 

 
 
 
 
 
 
 
 
 
 
 
 
 
 
 

5. 연구 결과 및 분석 



 
5 - 1 Stringer Toe & Bracket Connection 
 
Stringer Toe에 대한 연구는 Stringer의 Face Plate End와 

Toe 끝의 용접 부분에 대해 Stringer End Bracket의 반경과 
길이를 변경하면서 피로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4 Fatigue Life of STR Toe  

Position 
Fatigue Life(years) 

Case1 Case2 

Side Shell 

No.2 STR 5.7 21.2 

No.3 STR 3.5 21.6 

No.4 STR 9.5 45.0 

INNER 

HULL 

No.2 STR 145.1 - 

No.3 STR 15.5 107.6 

No.4 STR 22.2 - 

 

 
표 4는 위치와 Bracket 형상에 따른 피로 수명 비교 

결과로 다양한 형상과 크기 중에서 피로 강도가 취약한 것과 
최적화된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었다. 위치적으로는 
해수압의 영향이 가장 큰 중앙 부분 Stringer 부근이 다른 
높이의 Stringer보다 취약하였고, Inner Hull 부근 보다는 Side 
Shell에 위치한 Stringer가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형상에 따라서는 Stringer End Bracket의 길이가 짧고 
Radius가 클수록 끝 단의 응력 집중이 과도해져 피로 
강도가 취약하게 나타나 응력을 완화 할 수 있는 형상으로 
최적화 하였다.  

다음은 Void 구간의 Stringer Face Plate와 Web Frame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해 표 5의 Case 1과 같이 Face Plate가 
Web Frame을 관통하지 않는 구조의 피로 강도 검증으로 
그림 18에 표시한 교차 부분에 대해 각각 피로 해석을 
수행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 관통하는 구조로 변경 
하여 비교하였다.  
 

 
Fig. 18 Check Point of Stringer i.w.o Void Space 
 

표 5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ace Plate가 관통하지 
않는 경우에 Key Hole 주변의 응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Case 2와 같이 Face Plate를 관통시키는 
구조나 Snip이 아닌 Bracket 형태로 Ending 처리하는 
방향으로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Table 5 Fatigue Life of STR Bracket i.w.o Void Space 

Position Fatigue Life(years) 

Key Hole 
Case1 4.0 

Case2 57.6 

 
 
 
 
 
5 - 2 Web frame & Longitudinal Connection 
 
Web frame과 Longitudinal의 교차 부분에 대한 피로 

강도는 화물창 중앙부의 Web frame의 Longitudinal 중 크게 
Lower Side Shell, Upper Side Shell, Hopper 그리고 Inner 
Hull의 네 구간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먼저, Lower Side Shell 교차 부분은 당사 표준 Slot과 
Collar Plate가 아래 방향으로 설치된 형상을 기본으로 
검증하였다. 

 
피로해석 결과에서 이 위치의 피로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Scantling Draft에서 해수압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을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이 하부 방향으로 설치된 Collar 
Plate와 Web의 용접 부분과 이와 대각선의 Free Edge에서 



과도한 압축으로 인해 응력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피로수명을 계산해보면 표 7의 Case 
1과 같이 용접 부분에서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9 Deformation at Loading Case (Loaded - External) 

 
응력이 집중되는 Edge 부위에 용접을 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Collar Plate의 방향을 표 6의 Case 2와 
같이 반대로 바꾸어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로 강도가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Table 6 Fatigue Life of Side Shell Longitudinal (No.28) 

Position Fatigue Life(years) 

L.NO.28 

(Collar) 

Case1 1.7 

Case2 24.6 

 

 
 

다음으로, 그림 20과 같은 Upper Side Shell 상부 교차 
부분은 Lower Side Shell 과 동일한 절차로 검증하였다. 

 

 

Fig. 20 Check Point of Side Shell Longitudinal (Upper Part) 
 

이 위치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표 7과 같이 기본 Slot 
방향의 응력 집중 부분에 용접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피로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Table 7 Fatigue Life of Side Shell Longitudinal (No.40) 

Position Fatigue Life(years) 

L.NO.39 

(Collar) 

Case1 3.5 

Case2 20.7 

 

Hopper Longitudinal의 교차 부분은 앞서 검증한 Side 
Shell 부분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1과 같이 상부 방향의 
Slot을 기본 형상으로 두고 검증하였다.  

 

 
Fig. 21 Check Point of Hopper Longitudinal 

 
이 부분의 Inner Bottom 방향 하부 위치는 피로 수명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상부 두 위치는 Slot의 
방향과 무관하게 피로 수명에 취약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부분의 설계는 Slot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하여 표 8과 같이 Full Collar 
Type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였다. 
 
Table 8 Fatigue Life of Hopper Longitudinal (No.32)  

Position Fatigue Life(years) 

L.NO.32 

(Collar) 

Case1 3.2 

Case2 22.6 



 

 
 
 
 
 

마지막으로 Inner Hull의 Longitudinal은 위치상 Slot 
방향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으로 판단하여 그림 22와 같이 
하부 방향 Slot을 기본으로 검증하였으며, 표 9과 같이 
적절한 피로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2 Check Point of Inner Hull Longitudinal 
 
Table 9 Fatigue Life of Inner Hull Longitudinal 

Position Fatigue Life(years) Remark 

L.NO.39 20.5 Collar 

L.NO.45 21.7 Collar 

 
 
5 -3 Tight Bulkhead Connection 
 
Tight Bulkhead 부분은 Vertical Stiffener와 Stringer의 

교차 부분과 Tight Bulkhead가 Bottom Longitudinal과 
만나는 교차 부분의 피로 강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Vertical Stiffener와 Stringer의 교차 부분은 Slot에 

Collar Plate가 부착된 형태를 기본으로 검증하였다. 
 
이 부분의 피로 강도는 전반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으나, 그림 23와 같이 Stringer 중간에 설치된 Large 
Opening과 인접한 Stiffener의 Collar Plate 용접 부분이 표 
10의 Case 1과 같이 Opening의 영향으로 피로 강도가 
부족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래서 Opening에 인접한 3개의 
Stiffener를 Full Collar Type으로 변경하고 부족한 Shear 
Area를 보상하기 위해 판 두께를 증가시켜 표 10의 Case 
2와 같이 피로 강도를 향상시켜 주었다.  

 

 
Fig.23 Check Point of T.BHD Vertical Stiffener 
 
Table 10 Fatigue Life of T.BHD Vertical Stiffener 

Position Fatigue Life(years) 

Collar 
Case1 8.4 

Case2 23.9 

 

 
 
그리고 그림 24와 같이 Tight Bulkhead가 Bottom 

Longitudinal과 만나는 교차 부분의 피로 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Ballast에 의한 변형이 가장 큰 위치를 선정하고 
Bulkhead와 Longitudinal 사이에 설치된 Bracket의 끝 단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Tight 
Bulkhead의 앞/뒤 Web Frame의 하부에 설치된 Tripping 
Bracket의 Toe와 Heel 부분도 함께 검증하였다. 

 

 
Fig.24 Check Point of T.BHD Vertical Stiffener 

이 부분은 화물이나 해수압의 영향보다는 Ballast Tank에 
의한 압력과 종방향 선체 Hull Girder Bending에 의한 응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으로 피로해석 결과 표 11와 같이 
충분한 피로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1 Fatigue Life of T.BHD Lower Connection 

Position Fatigue Life(years) Remark 

T.BHD 
FWD 49.6 V.Stiff. 

AFT 43.1 Long’l 

FWD SEC 34.0 Long’l 

AFT SEC 33.4 Long’l 

 
 
 

 
5. 결 론 

 
Slurry Carrier는 Ore Carrier와 같이 비중이 높은 화물을 

싣고 다니는 선박으로 선박의 안정성을 위하여 설계 시 피로 
수명에 대한 검증이 동반되어야 하며, 피로 강도 향상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Stringer Bracket Toe 부분은 대부분의 선박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위치로 응력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Bracket의 길이와 반경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 응력을 완화시키고 피로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Stringer의 Face Plate와 Web 
frame이 교차되는 부분은 Face Plate를 관통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Web frame과 Longitudinal 교차 부분은 선박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위치 별 변형의 분석을 통해 Slot 
방향과 Full Collar Plate 설치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적화된 피로 설계를 위해서 Longitudinal 교차 
부분에 Slot 공법 보다는 Slit 공법을 적용하여 Round 
Edge의 응력 집중 부분에 용접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Tight Bulkhead의 Vertical Stiffener의 Slot 주변에 Large 
Opening이 위치하는 경우 Full Collar Type을 적용하여 
Shear Area를 보상해주고 응력이 집중될 수 있는 Slot의 
Edge의 피로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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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pringing is estimated by assuming the ship hull as an elastic beam (Timoshenko beam). Eigenvalue analysis is carried out 
numerically by finite difference method. Hydrodynamic forces on the beam are calculated by quadratic-strip theory. 
Hydrodynamic coefficients are calculated by using Ursell’s and Tasai’s method. They are compared with BEM and 
experimental results. The first and second order VBM at midship of a container ship in regular waves are calculated. The 
locations of peak values of VBM are discussed along the frequencies.  
 
Keywords: Springing(스프링잉), Quadratic strip theory(2차 스트립 이론), Timoshenko beam(티모센코 보), Container ship(컨테이너 선), 
Hydrodynamic coefficient(유체동역학 계수), Lewis form(루이스 형상) 
 

1. 서 론 
 
근래에 Arctic ocean route의 개발이 본격화 되는 등, 거친 

해상환경에서의 선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더욱 
엄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선박의 경향이 
대형화 및 고속화 되는 추세이므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체 거더의 
고유 진동수는 점점 더 입사파의 진동수와 가까워 지고 있다. 
결국, 스프링잉이라 부르는 공진 현상이 더 빈번히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컨테이너선에서는 보통 갑판상에 커다란 
해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횡 굽힘 또는 비틀림 진동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진동수에서 발생하게 되어 진동에 대한 
우려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과도한 스프링잉은 선체 거더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주어, 선박의 피로수명을 줄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체 거더의 진동을 컨테이너 선에 대하여 
스트립 이론에 기반한 수치적 해석 프로그램(USPRIN)으로 
계산하였다. 선체는 Timoshenko보로 가정하였다. 수치 
계산에 앞서, 선박에 가해지는 유체력의 정확한 계산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단순한 2차원 단면에서 부가 질량 및 감쇠 
계수를 BEM 계산 결과 및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2차원 단면의 동유체력 계수는 Ursell(1949)이 반원형 
단면에 대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Tasai(1960) 및 
Grim(1960)이 Lewis form으로 등각사상하여 다양한 
선체단면 형상에 대하여 확장하였고 Vugts(1968)는 
실험으로 이들을 구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Tasai & 
Koterayama(1976)는 비선형유체력으로 확장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차 스트립 이론은 Jensen 
& Pedersen(1979) 그리고 Jensen & Pedersen(1981)을 
참조하여 수행 되었으며, 하중 계산에 효율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계산임을 입증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 

 
2. 1 선박의 운동 방정식 
 
선박 운동의 저차 모드는 선체 거더를 단순한 보로 놓고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끝이 자유단의 경계조건을 
가지는 Timoshenko보를 이용하여, 수직 하중과 응답은 이차 
스트립 이론을 이용하였다. 

비균일 단면의 Timoshenko보의 수직 단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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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 , )w x t 는 전체 변위, ( , )x tϕ 는 회전각, EI 는 

굽힘 강성, GAµ 는 전단 강성, η 는 내부 감쇠 계수이다. 
( )sm x 는 단위 길이당 질량, 2 ( )sm r x 는 y축(횡 방향)에 대한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 ( , )F x t 는 단위 길이당 외력이다. 
식 (1)과 (2)는 모드 중첩법으로 풀 수 있다. 위의 보에서 

어떠한 함수가 경계조건을 만족 한다면, 그 함수를 무한대의 
고유 벡터의 선형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의 
회전각과 전체 변위는 선형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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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간 항과 관련된 ( )u t 는 고유 벡터에 의해 

정해지고, ( )i xα 와 ( )iv x 는 비감쇠 진동의 해 중에서 0 이 
아닌 값이 된다. 고유벡터는 고유값 문제로 풀 수 있다. 

그리고 수치적 기법으로는 유한 요소를 이용한 접근 방법이 
아닌, 대체 방법으로 Collatz(1963)이 제안한 Stodola’s 
method를 사용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Jensen(2001)의 논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유 함수 ( ),i iv α 와 ( ),j jv α 는 직교성을 가지며 표준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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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jδ 는 Kronecker delta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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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jω 는 j번째 고유 함수에 따른 고유 값이다. 식 (6)의 해는 

1차항과 2차항의 합으로 구해진다. 
(1 ) ( 2 )( ) ( ) ( )j j ju t u t u t= +                          (7) 

2.2 이차 스트립 이론 
 
Gerritsma & Beukelman(1964)에 의해 제시된 다음의 식에 

따르면, 선체에 가해지는 외력은 선박의 순간 침수 표면의 폭에 
의해 결정된다. 단위 길이당 유체 동역학적 힘은 선박의 운동에 
따라 얻어지는 부가 질량의 시간 미분항, 조파 감쇠, 복원력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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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m x 는 단위 길이당 부가 질량, ( )N x 은 조파 감쇠 
계수, ( )B x 는 폭을 의미한다. 상대 운동 z w hκ= −  는 선체 
변위의 값과 선수면의 높이 차를 Smith 보정 계수 κ 에 의해 
변화된 값이다. 

Taylor series 전개를 통하여 선형 항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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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전개를 바탕으로, 1차항과 2차항의 변위와 힘의 성분을 
구할 수 있다. (Jensen & Pedersen, 1979). 외력과 모멘트는 식 
(6)에 적용되고, 1차항과 2차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항 (1) (2)( , )F x t F F= +  과 (1) (2)( , )M x t M M= + 는 
Froude-Krylov 힘과 유체 동역학적 힘 그리고 모멘트를 
포함한다. 

 
3. 계산 결과 

 
3.1 유체 동역학적 계수의 비교 
 
Ursell(1949)은 원형 단면을 가진 주상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경우, 이를 수직 방향으로 흔들었을 때, 정상파와 전진파 두 
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정상파에는 다중 극을 수직 
방향으로 무한 개 분포하고, 전진파는 원의 중심에 소스를 두어 
표현 하였다. 그리고 각각 포텐셜과 유선 함수로 표현하여,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여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를 구하였다. 

Tasai(1960)는 원에 한정된 Ursell의 방법을 확장하여, Lewis 
form으로 등각 사상된 다양한 선체 단면에서 부가 질량과 
감쇠계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Heave added mass of semi-circle 

 

Fig. 2 Heave damping of semi-circle 
 

이 때 등각 사상을 위해 사용된 파라미터 
1H 과 1β 은 다음과 

같다. 
1 2

BH
T

=                                       (10) 

1
wA

BT
β =                                       (11) 

 
여기서, B 는 폭을, T 는 흘수, wA 는 단면적이다. 두 

파라미터를 통해 계수를 구하여 반원에서 등각 사상 되도록 
하였다. 

위의 계산들을 Fig. 1과 Fig. 2에서 반원형 단면의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를 Ursell 방법의 계산 결과와 Vugts(1960) 
의 실험 결과 및 BEM 계산 결과와 같이 비교하였다. 그리고 
Fig. 3과 Fig. 4에서 Lewis form으로 등각사상된 직사각 
단면(B/T=2)에 대하여 Tasai의 방법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비교 하였다. 두 결과 모두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3 Heave added mass of rectangle(B/T=2) 

 
Fig. 4 Heave damping of rectangle(B/T=2)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Flokstra container 
Principal dimensions Container ship 

LBP 270m 
B 32.2m 
T 10.85m 
Fn 0.2 

 
3.2 수직 굽힘 모멘트의 계산 결과 
 

운동 방정식에서 구한 굽힘 모멘트 (1) (2)( , )M x t M M= + 를 
1차항과 2차항으로 분류 하여 각각의 항을 코사인 성분과 사인 
성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차항에서는 주파수의 차이로 인해 
평균값이 들어가게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1) ( ) cos ( ) sinc sM a M x t M x tω ω⎡ ⎤= +⎣ ⎦  
(2) 2

2 ( )cos2 ( ) ( )sin2c c sM a M x t M x M x tω ω+ − +⎡ ⎤= + +⎣ ⎦  (12) 
 



 Fig. 5  Vertical bending moment of Flokstra container  
 

그리고, 각각의 항들의 진폭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1차항의 진폭과 2차항 중 평균값을 뺀 진폭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1/22 2

1
c sM a M M⎡ ⎤= +⎢ ⎥⎣ ⎦

 
( ) ( )

1/22 22
2

c sM a M M+ +⎡ ⎤= +⎢ ⎥⎣ ⎦
                   (13) 

여기서, a 는 입사파의 파 진폭을 나타낸다. 굽힘 
모멘트의 각 항의 크기는 1차항의 진폭과 2차항의 진폭을 
조우 주파수에 따라 비교 함으로써 확인해 보았다. 두 항 
중에서, 1차항의 값은 선형 스트립 이론인 Gerrisma- 
Beukelman의 계산과 같은 값을 의미 한다. 

계산을 수행한 선박은 Table 1에 그 제원을 표시한 
Flokstra(1974)의 컨테이너 선을 사용하였다. 계산 결과는 
Fig. 5에서 1차항과 2차항 VBM을 조우 주파수 별로 
나타내었다. 2차항의 모멘트가 1차항의 조우 주파수보다 더 
낮은 곳에서 공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공진의 크기는 2차항의 값에서 폭( B )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므로 1차항에 비해 매우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선체의 스프링잉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 

프로그램 (USPRIN)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굽힘 
모멘트를 계산하기 전에, 단면에서의 유체력을 다른 
결과들과 비교해 보았고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컨테이너 선에 대하여 굽힘 모멘트를 1차항과 2차항으로 
나누어 조우 주파수 별로 계산하였고 공진이 2차항의 
모멘트가 1차항의 모멘트보다 더 낮은 주파수에서 
일어나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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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화물창의 슬로싱 강도평가를 위한 다상유동모델을 적용한 
FSI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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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Gas bubble on the sloshing pressure simulated by a 
multiphase flow of droplet and liquid 

Se Yun Hwang(Inha university), Jang Hyun Lee(Inha university), Sung Chan Kim(Inha technical college), Ho Sang 

Jang(Inha university) 

 
요 약 

Gas bubble in LNG sloshing may have a large effect on excited pressures and structural response. Compressibility of the
entrapped gas bubble may limit the maximum pressure. A multi-phase CFD model has been introduced to simulate the 
impact of the LNG sloshing. The numerical model is based on an Euler model that employs the Control Volume-Based Finite 
Element Method CVFEM. It includes the particle motion of gas bubble to simulate not only the interphase interaction between 
LNG liquid and the gas bubbles and the impact load on the LNG insulation box. Sloshing impact in a rectangular container is
simulated to compare the sloshing impacts induced by LNG carrying gas bubble. The study focused on simulating the flow 
velocities and impact pressures induced by the LNG carrying gas bubble. Also,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for the bubble 
flow is discussed. 
 
Keywords: Sloshing impact(슬로싱 충격), Fluid-structure interaction (유체 구조 연성), Multi phase fluid flow (다상 유동)  
 

1. 서 론 
 
LNG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유체충격현상은 그 

거동이 매우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ABS, DNV 등의 선급이나 대형 조선사들에서는 
자체적인 슬로싱 해석 절차를 제시하고 대상의 선박의 
슬로싱 하중산정 및 강도해석을 본 절차에 다라 직접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슬로싱 현상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슬로싱 강도평가를 위한 
선급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구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를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ABS 선급에서 제시한 방법으로써 모형 실험을 
통해 획득된 압력이력을 이상화 시키고 scale law를 
적용하여 확장한 후 정적/동적 해석 및 유체-구조 연성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유체-구조 연성 
기법을 이용한 해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Lee, et al., 2010, Mravak,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Hwang, et al., 2013)에 
이어서 유체-구조 연성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FSI 기법을 

이용한 MARK Ⅲ 방열판의 강도 평가법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특히 슬로싱 유체충격 발생 시 LNG에 Gas가 
혼합된 유체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다상유동을 이용한 유체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수치 모델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는 순간의 유체는 LNG내부에 

Gas 기포가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상유동모델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충격유체를 다상유동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Eulerian-Eulerian 접근방법에 기반하여 
continuous fluid로 LNG를 모델링하고 dispersed fluid로 
Gas를 모델링하여 LNG에 Gas가 스며든 상태로 다상유동을 
정의하였다. Eulerian fluid 모델링 기법은 유체 상태에 대해서 
ensemble-averaged mass와 운동량 보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dispersed 상태의 유체는 각각의 유체입자에서 그 
평균값을 계산하여 두 유체를 커플링하는 기법이다. 또한 
유체 domain에서 volume fraction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은 
각 유체별로 계산된다. 여기서 두 유체의 volume frac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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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1”이며, phase a 에 대한 volume fraction ar 는 유체 
domain의 부피 V 와 해당 유체의 부피 aV 에 의해서 다음의 
식 (1)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a

a
Vr
V

=                                                      (1) 
 
다상유동의 밀도( ρ )는 아래의 식 (2)에서와 같이 각 

유체의 밀도의 합으로 표현이되며, dispersed 유체 β 에 대한 
다상유동의 interfacial 영역에서의 밀도 Aαβ 는 식 (3)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m a arρ ρ=∑                                            (2) 

 
6r

A
d

β
αβ

β

=                                                 (3) 
 
다상유동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유체는 inhomogeneous 

hydrodynamics 로 정의할 수 있고, 이를 정의하기 위한 
지배방정식은 다음의 식들 의해서 정의된다.  

 
• Momentum Equation 
• Continuity Equation 
• Volume Conservation Equation 

 
질량과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1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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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 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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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ρ

µ

+ +
=

∂
+∇ ⋅ ⊗

∂

= − ∇ +∇ ⋅ ∇ + ∇

+ Γ −Γ + +∑

   (4) 

 
여기서 U 는 유체의 속도이며, αβΓ 는 단위 부피당 유체 

β 에서 α 로의 mass flow 이며, 다음의 식 (5)에서와 같이 
정의된다. 

 
m Aαβ αβ αβ αβ βα

+ +Γ = = Γ −Γ                        (5) 
 
여기서, mαβ 는 단위 interfacial 영역에서의 mass flow 이며, 

위의 식에서 U Uαβ β βα α
+ +Γ − Γ 항은 운동량의 전달을 

의미한다. 
 
또한 연속 방정식은 다음의 식 (6)에서와 같이 정의된다. 
 
( ) ( ) 1

pNr r U
t α α α α α αββ

ρ ρ
=

∂
+∇ ⋅ = Γ

∂ ∑       (6) 
 
또한 다상유동의 volume conservation은 다음과 같이 

volume fraction의 합이 “1”이 되는 형태로 식 (7)에서와 
같이 정의된다. 

 
1

1pN rαα =
=∑                                             (7) 

 
그리고 다상유동에서 발생하는 drag force ( Dα )는 

다음과 같이 식 (8)에 의해서 정의된다. 
 

( )
8

DCD A U U U Uα αβ β α β α= − −         (8) 
 
여기서 DC 는 drag 계수이며, Ishii-Zuber model을 

사용하였다. 
 
LNG에서 Gas가 유입된 유체를 다상유동모델을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며 이는 Gas를 입자형태의 공기방울의 형태를 
가지는 유체로 정의하기 위한 방법이다. 유체 영역내에서 
정의된 Gas 입자들의 운동은 다음의 식 (9)에서와 같이 Gas 
입자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drag force와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buoyancy force로 표현될 수 있다. 

 
p

p D B

dU
m

dt
= +F F                                (9) 

 
여기서, pm 는 Gas 입자의 질량이다. 
 

21 ( )
8D p D P Pd C U U U Uπρ= − −F        (10) 

 
여기서, ρ 는 continuous fluid 의 밀도이며, U 와 PU 는 

각각 유체와 입자의 속도이다. DC 는 drag force 계수로서 
다음의 식 (11)에서와 같이 Schiller-Naumann의 drag 
correlation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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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e 는 Reynold numbers이다. 
 
그리고, BF 는 Gas입자에 작용하는 부력이며, 다음의 식 

(12)에서와 같이 정의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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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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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

π
ρ ρ= −F                                  (12) 

 
또한, LNG 화물창에서 유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응답은 다음의 식 (13)에서와 같이 정의하고 implicit 
방법인 Newmark time integration method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 [ ] [ ]M u C u K u F+ + =                  (13) 
 
여기서 [ ]M , [ ]C , [ ]K  는 각각 mass, damping, 

stiffness matrix를 나타내며, 본 계산에서는 damping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F 는 FSI 경계면에서 발생한 
외력이며 u , u , u 는 각각 시간 nt 에서의 가속도, 속도, 
변위이다. 

 
3. FSI 시뮬레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는 Gas 입자가 혼합된 LNG와 LNG 방열판의 

충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ANSYS CFX와 ANSYS 
Structural Software를 사용하여 모델을 작성하였다.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위해서 Mark III 타입의 화물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Fig. 1 에서와 같이 thin 
corrugated membrane, plywood, R-PUF(Reinforced PUF), 
triplex membrane 그리고 mastic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R-PUF의 경우 triplex membrane에 의해 두 층으로 나뉘어 
있다. FSI 해석을 위한 구조 모델은 Fig. 2에서와 같이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FSI 경계면을 모델링 하여 
FSI 해석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유체영역은 inlet에서 Gas와 혼합된 LNG가 21m/s의 
속도로 유입되고 opening 면을 통해서 유체가 배출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유체속도는 기존의 연구에서 계산된 
유체 속도이다(Hwang, et al., 2013). 유체 속도를 이용하여 

발사된 유체는 FSI 경계면에서 충격을 발생시켜서 Structural 
FE code에서 구조응답이 계산된다. 

 
Fig. 1 Schematic view of Mark III insulation panel 

 

 
Fig. 2 LNG CCS FE model of FSI Model 

 

 
Fig. 3 Boundary Condition of fluid domain of FSI Model 

 
Mark III CCS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재료물성은 Table 

1에서와 같이 ABS(2006)에서 제안한 값을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며, plywood, R-PUF는 이방성 재료로 mastic은 
등방성 재료로 이상화하였다. 또한 다상유동의 유체영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앞 절에서 설명한 다상유동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Table 2과 Table 3에서와 같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Mark III CCS 

Material 
properties Plywood R-PUF Mastic

Temp. 
(°C) 

20 -170 20 -170 20 

Density 
(Kg/m3) 710 125 1,500 

Poisson’s 
ratio 

ν12=0.17
ν23=ν13=

0.10 

ν12=0.17 
ν23=ν13=0

.10 

ν12=0.4, 
ν23=ν13=

0.24 

ν12=0.3
2 

ν23=ν13
= 

0.22 

0.3 

Elastic 
Coefficien

t (MPa) 

E1=E2= 
7,700, 

E3=520 

E1=E2= 
1,1300, 
E3=600 

E1=E2= 
130, 

E3=55 

E1=E2=
190, 

E3=105
2,877 

Shear 
Modulus 

(MPa) 

G12= 
3,290, 

G23=G13
=200 

G12= 
4,830, 

G23=G13=
250 

G12=46, 
G23=G13

=12 

G12=72
, 

G23=G1
3=23 

1,106.5 

 
Table 2. Morphology of domain 

Component 
Morphology  
in Domain 

Material 

LNG Continuous Fluid 
LNG 

Liquid 

Gases Dispersed Fluid 
Natural 

Gas 
CCS Continuous Solid CCS 

 
Table 3. Multi-phase fluid model of FSI model 

Multi-phase model 
(LNG and Gas) Selected Model 

Interphase transfer Particle Model 

Drag force of droplet Schiller Naumann 

Turbulence transfer Sato Enhanced Eddy 
Viscosity 

 
4. 계산 결과 

 
슬로싱 유체 충격 발생 시 LNG를 Gas 가 유입된 

다상유동으로 정의하여 LNG CCS에서 발생하는 유체 
충격압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구조응답을 계산하였다. Fig. 
4는 유체충격압에 의해 FSI 경계면에서 발생한 
압력분포이며, dispersed fluid로 Gas를 정의하고 LNG와 
혼합된 형태로 유체 모델을 정의하였을 때, Fig. 5에서와 
같이 Gas 유입효과로 인해 continuous fluid 모델보다 최대 

압력이 약 20% 낮게 계산되었다. 
계산된 슬로싱 유체압력으로 LNG CCS에서 구조응답을 

계산한 결과, Fig. 7에서와 같이 최대 변형량은 약 0.01mm 
이내로서 변형량이 적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6에서와 같이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CCS 구성부재들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Fig. 8, Fig. 
9과 Fig. 10 에서와 같이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Fig. 12과 Fig. 13은 각 부재들의 충격압력 발생시간 
동안의 압력변화를 나타낸다. 

 

 
Fig. 4 Pressure Distribution on FSI wall 

 

 
Fig. 5 Max. Pressure histories on FSI wall 

 

 
Fig. 6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Mark III CCS 



 

Fig. 7 Max. Deformation histories of Mark III CCS 
 

 
Fig. 8 x-stress distribution of plywood 

 

 
Fig. 9 x-stress distribution of R-PUF 
 

 
Fig. 10 von-Mises Stress of Mastic 

 
Fig. 11 Max. Stress histories of plywood 
 

 
Fig. 12 Max. Stress histories of R-PUF 

 

 
Fig. 13 Max. Stress histories of Mastic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강도평가에서 다상유동을 이용한 

유체-구조 연성방법해석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는 
유체 충격 발생의 시뮬레이션 시 Gas가 유입된 Aerated 
LNG를 모델링 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슬로싱 유체충격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양한 FSI 해석 모델링 기법과 비교 및 분석의 
연구를 계속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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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al Response due to Different 

Spatial Distribution of Sloshing Impac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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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enerally, the sloshing pressure has complex shape and various patterns. Also, the structural response induced by the 
sloshing pressure is affected by the pattern of sloshing press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response by the
perspective view of pressure shape, it is more efficient to make sloshing pressure pattern than to reflect the complex pressure 
history. In this study, the sloshing pressures obtained by the small scale model test are categorized to different spatial
distributions such as Triangular pyramid, Rhombic shape and Gaussian distribution types. Dynamic analyses of Mark-III LNG 
CCS are then parametrically performed with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types of sloshing impact. Thereafter, efficient
method to prevent structural redundancy are investigated after dynamic finite element analyses and comparisons of the
structural response. 
 
Keywords: Sloshing impact(슬로싱 충격), Pressure pattern(압력 유형), Dynamic structural analysis(동적 구조 해석)  
 

1. 서 론 
 
슬로싱과 같은 유체유동으로 인한 충격현상은 그 거동이 

매우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ABS, DNV 등의 선급이나 대형 조선사들에서는 자체적인 
슬로싱 해석 절차를 제시하고 대상의 선박의 슬로싱 
하중산정 및 강도해석을 본 절차에 다라 직접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하중산정 시 축척 모형 탱크를 이용한 
슬로싱 실험이나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충격압력을 고려하여 
슬로싱 하중을 산정한다. 

슬로싱 충격하중을 CFD 등 수치해석 기법만으로 
예측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로 축적 모형실험에 
의존하고 있다. 모형실험 역시 여러 여러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화물창이 받는 최대 충격압력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를 예측하여 CCS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신뢰도 높은 수단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모형실험을 통해 슬로싱 충격압력이 구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CCS의 구조해석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LNG 
선의 구조해석은 정적 해석으로부터 점차 비선형 유탄성 
해석으로 고도화 되는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척모형 실험으로 얻어진 슬로싱 압력 시계열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선택하고 축척효과를 반영하여 CCS 
설계를 위한 슬로싱 하중으로 적용한다. 

모형 실험을 이용한 CCS 설계는 기본적으로 축척 모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상사성과 함께 시간적 축척을 
합리적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축척 효과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해석 시 일반적으로 Froude 압력 축척 법칙을 
사용하여 모형실험에서 획득된 압력을 실선압력으로 
변환하고 CCS 모델 전체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CCS를 중구조로 설계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슬로싱 
압력을 CCS 설계 반영 시, 공간상에서의 기하학적 분포를 
반영한 구조 응답 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공간상에서 슬로싱 압력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4x4, 
3x7 panel sensor에서 계측된 압력시계열을 이용하였으며, 
슬로싱 압력분포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4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슬로싱 압력은 모형실험결과를 
이용한 CCS의 구조강도평가에서 실선 scal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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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압력 형태를 parallelepiped 분포 
형태로 정의하고, 분포 형상에 따라 Rhombic, Pyramid, 
Gaussian type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압력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응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2. 모형실험에서의 공간분포 압력 

 
공간상에서 슬로싱 압력분포 형상파악을 위해 사용된 

모형실험 결과는 Fig.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50분의 1 축척 
비를 가지는 prismatic tank의 실험에서 panel sensor에서 
계측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슬로싱 압력은 95% 적재 시 탱크 상부 면에서 4x4 
센서에서 계측된 압력이력을 사용하였고, 15% 적재 조건은 
선박의 좌현에 위치한 3x7 센서에서 계측된 압력이력을 
사용하였다. 모형 실험결과는 압력파형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센서의 상세정보 및 운동조건은 
기술하지 않았다. 95% 적재 시 탱크 상부에서 발생하는 
슬로싱충격 압력은 Fig. 2에서와 같이 총 16개 센서에서 
같은 시간에 계측되었다. 각 충격 압력 유형의 유형은 한쪽 
모서리에서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공간상에서 압력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Fig. 3에서의 붉은색 면과 같이 panel 
sensor의 한쪽 모서리에 집중된 형태로 최대압력이 
분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본 압력이 4x4 판넬 
센서에서 계측되지 못 한 공간상의 압력을 고려하여, 압력 
분포를 대칭면으로 확장하여 가정하면 Fig. 3에서와 같이 
삼각뿔과 유사한 형태로 압력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15% 적재 시 탱크의 좌현 측면에서 발생한 슬로싱 
압력의 공간분포는 3x7 센서의 21개 센서에서 계측된 압력 
중 3x3 센서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압력이 계측되었다. Fig. 
4는 3x7 센서 중 압력신호가 계측된 3x3 센서에서의 압력 
시계열이고, 최대압력이 발생한 시점의 압력분포를 살펴보면 
Fig. 5에서와 같이 3*3 센서에서 슬로싱 압력이 계측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 Configurations of prismatic tank and panel sensors 

 
Fig. 2 Sloshing pressure histories on 4x4 panel sensors at 
95% filling ratio 

 

  

(a) case1                  (b) case2 

  

(c) case3                   (d) case4 
Fig. 3 Maximum pressure distributions on 4x4 panel sensors 
at 95% filling ratio 

 

 
Fig. 4 Sloshing pressure histories on parts of 3x7 panel 
sensors at 15% filling ratio 



 

(a) case5                (b) case6 

 

(c) case7                  (d) case8 
Fig. 5 Maximum pressure distributions on 4x4 panel sensors 
at 15% filling ratio 

 
 

3. 슬로싱 압력의 공간분포 유형 
 
공간상에서의 기하학적 분포를 가진 슬로싱 압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형실험에서 계측된 압력 이력에서 최대 
압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간상에서의 슬로싱 
압력을 정의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슬로싱 압력을 정의하기 
위해서 슬로싱 압력은 Fig. 8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슬로싱 
강도평가에 사용되는 Parallelepiped Type과 압력 분포 
형태에 따라 Rhombic Type, Pyramid Type, Gaussian 
Type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Fig. 
6에서와 같이 계측된 압력을 spline 선으로 연결할 때 
생성되는 각도( iθ )를 다음의 식 (1)에서와 같이 

, ,peak i i+1P P P 의 함수로서 정의하여 계산하였다. 계산된 
각도는 식(2)에서 정의한 유형 별 분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각도를 기준으로 슬로싱 압력을 분류하였다. Fig. 7은 유형별 
압력 분류를 위해 정의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된 3가지 압력 유형의 부피를 기준으로 그 충격량을 
환산하여 Parallelepiped Type과 비교하였을 때, Table 
1에서와 같이 충격량이 Rhombic type의 경우 50%이하이고, 
Pyramid Type의 경우 33%, Gaussian Type의 경우 14%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 , , )i peak i i+1f P P P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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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arameters for sloshing pressure pattern 

 

 
Fig. 7 Parameters for sloshing pressure pattern 

 

  

(a) Parallelepiped type     (b) Rhombic type 

  

(c) Pyramid type          (d) Gaussian type 
Fig. 8 Categorized sloshing pressure type in space 



Table 1 Impulse of each pressure type 
 Peak pressure 

[kPa] 
Impulse Ratio [%] 

(Measured/Parallelized) 
Parallelepiped type 0.01 100 

Rhombic type 0.01 48 

Pyramid type 0.01 33 

Gaussian type 0.01 14 

 
모형실험에서 계측된 슬로싱 압력 중 대표적인 압력 

유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Table 2에서와 같이 총 8개의 슬로싱 공간분포 압력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간상에서 발생한 
슬로싱 압력이 생성하는 부피를 적분하여 그 충격량을 
계산하여 Parallelepiped Type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50% 
이하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Peak pressure and relative impulse of each pressure 
model 

 Information Type Impulse [%] 

Case1 

95% Filling, 
4x4 array 

Pyramid 24 

Case2 Pyramid 20 

Case3 Pyramid 32 

Case4 Rhombic 48 

Case5 

15% Filling, 
3x7 array 

Rhombic 48 

Case6 Gaussian 12 

Case7 Pyramid 24 

Case8 Rhombic 47 
 

또한 유형별로 분류된 공간상에서의 슬로싱 압력의 
지속시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실험에서 계측된 각 압력을 
모형실험 하중평가 기준에 따라 압력피크치(pressure 
amplitude), 상승시간(rising time), 지속시간(duration time), 
skewness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슬로싱 압력의 지속시간은 
1/100 ~ 1/1,000 sec이며, skewness는 2 이하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 1/1,000 sec의 지속시간 
구간에서 skewness가 구조강도에 미치는 미미하다고 
판단된 기존연구를 참고로 하여 1로 가정하였다. 상기 
값들은 Froude 상사법칙에 의해 실선scale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Froude 상사법칙은 비압축성, 비점성, 
표면장력이 없다고 가정하여 적용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최대 압력 결정시에는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압력과 지속시간은 다음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m od m od m od m od m od

,real real real real real

el el el el el

P L t L
P L t L

ρ
ρ

= =   (3) 

여기서 P, L, t는 압력(pressure), 길이(length) 및 
지속시간(time)을 의미한다. 

 
4. 구조강도 평가 

 
4.1 구조해석 모델 

 
설계 시 극한 슬로싱 압력을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형 

동적 응답해석을 통해 슬로싱 압력하에서 발생하는 LNG 
방열판의 구조거동을 계산하였다. 구조해석은 분류된 유형별 
충격압에 대해서 다양한 duration time으로 선형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Mark III 방열박스에 대해 수행하였다. 

또한 구조해석 모델 작성 시 실질적으로 공간분포 압력이 
발생하는 3x3 센서 영역을 기준으로 Fig. 9에서와 같이 
1개의 Mark III 방열판을 clipping 하여 모델을 작성하였다. 

하중 및 구속조건은 Fig. 10에서와 같이 각 유형별로 
다르게 모델링하여 시간변화 하중으로 방열박스 상부면에 
분포 압력으로 적용하였다. 하중조건은 시간 이력의 효과만 
고려하였으며 슬로싱압력은 최대 압력이 10kPa이 되도록 
적용하였다. 압력 지속시간은 0.0005~0.03sec, 
skewness는 1로 가정하였다. 구조해석 결과는 각 부재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채택하였다. 구조적 감쇄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간 변화에서 최대 응력과 최대 변형량을 
검토하였다. 

 

Fig. 9 Finite element model area of Mark III CCS 
 

  

(a) Parallelepiped type     (b) Rhombic type 

  

(c) Pyramid type          (d) Gaussian type 
Fig. 10 Finite element model and Load conditions 



4.2 Material Property 
 
사용된 재료물성은 Table 3에서와 같이 ABS(2006)에서 

제안한 값을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며, plywood, R-PUF는 
이방성 재료로 mastic은 등방성 재료로 이상화하였다. 또한 
구조응답을 기초로 재료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Table 4에서와 같이 재료의 최종강도를 사용하였다. 

 
Table 3. Material properties for FE analysis 

Material 
properties Plywood R-PUF Mastic

Temp. 
(°C) 

20 -170 20 -170 20 

Density 
(Kg/m3) 710 125 1,500 

Poisson’s 
ratio 

ν12=0.17
ν23=ν13=

0.10 

ν12=0.17 
ν23=ν13=0

.10 

ν12=0.4, 
ν23=ν13=

0.24 

ν12=0.3
2 

ν23=ν13
= 

0.22 

0.3 

Elastic 
Coefficien

t (MPa) 

E1=E2= 
7,700, 

E3=520 

E1=E2= 
1,1300, 
E3=600 

E1=E2= 
130, 

E3=55 

E1=E2=
190, 

E3=105
2,877 

Shear 
Modulus 

(MPa) 

G12= 
3,290, 

G23=G13
=200 

G12= 
4,830, 

G23=G13=
250 

G12=46, 
G23=G13

=12 

G12=72
, 

G23=G1
3=23 

1,106.5 

 
Table 4. Ultimate strength of materials 

Orientation Plywood R-PUF Mastic 

Horizontal 
Tension 40 MPa 2.4 MPa 

15 MPa 

Horizontal 
Compression 40 MPa 2.4 MPa 

Vertical 
Tension 2 MPa 1.4 MPa 

Vertical 
Compression 20 MPa 2.0 MPa 

Shearing 2.8 MPa 1.4 MPa 

 
 

4.3 슬로싱 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LNG CCS의 구조 강도 평가를 위해서 

해당 CCS의 각 부재의 손상을 발생시키는 파괴 압력을 
계산하여 강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파괴 압력을 
구하기 위해 전체 모델 및 모든 하중조건에 대해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모델에 대한 damage index를 구한다. 따라서 화물창 전체에 
대해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는 대신에 넓은 범위의 충격압 
지속시간과 skewness에 대해 관련된 파괴 압력과 damage 
index를 구하는 것은 간단한 모델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 
(ABS, 2006). 

슬로싱 충격압은 그 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에서의 충격하중의 영향이 충격압의 크기와 지속시간 
및 skewness로 표현된다고 가정하였다. 구조응답을 계산할 
때 각각의 충격압의 영향도는 응력의 크기로 평가되는데 
특히, membrane, plywood, mastic 각 부재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병열 시스템의 강도를 나타내줄 수 있다. 선형 
탄성해석을 통해 critical pressure를 단순하게 유추할 수 
있고, 초기설계 단계에서 하중평가를 위해 모델실험과 함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극한 손상조건(critical 
damage condition)에 해당하는 슬로싱 압력의 역계산이 
가능하고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max max( , )K Skewness DurationTime Pσ = ×         (4) 

 
여기서 maxσ 와 ( , )K Skewness DurationTime 는 최대 

응력과 transferring strength coefficient이다. 위 식 (4)의 
maxσ 에 각 부재의 최종강도( ultimateσ )를 가정하면 식 (5)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failureP 는 각 부재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극한 압력(critical pressure)을 의미한다. 

 
/ ( , )failure ultimateP K Skewness DurationTimeσ=     (5) 

 
5. 유형별 구조강도 평가 

 
모형실험의 판넬 센서에서 계측된 슬로싱 압력은 

구조응답 및 구조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슬로싱 충격압의 지속시간 및 
skewness의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련의 선형 동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단위 하중에 대한 
일련의 구조응답을 계산하고 앞서 제시된 슬로싱 강도평가 
방법에 따라 극한 압력( failureP )을 계산하였다. 

Mark III CCS의 각 부재의 극한 압력을 각 유형별로 
계산한 결과 기 슬로싱 강도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Parallelepiped type의 경우 Fig. 11과 Fig. 15에서와 같이 
plywood 부재의 극한압력이 가장 낮게 평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Fig. 13과 Fig. 14은 각 유형별로 계산된 극한 
압력을 나타낸다. Parallelepiped type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 
극한 압력을 비교했을 때, Table 2에서 계산된 슬로싱 
압력의 충격량의 차이와 다르게 Table 5에서와 같이 
Rhombic type의 경우 약 3~9%정도 낮게 평가가 되었으며, 
Pyramid와 Gaussian Type의 경우 약 23~37%정도 낮게 
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lywood이를 통해서 슬로싱 
압력의 충격량보다 발생하는 최대 압력이 CCS 부재의 
극한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Comparisons of shear failure pressure of plywood and deviation ratio with parallelepiped type for each types 
DT 

[sec] 

Case1 Case2(Rhombic) Case3(Pyramid) Case4(Gaussian) 

Plywood 
Shear Failure 

Pressure 
[MPa] 

Plywood 
Shear Failure 

Pressure 
[MPa] 

Deviation 
with case1 

[%] 

Plywood 
Shear Failure 

Pressure 
[MPa] 

Deviation 
with case1

[%] 

Plywood 
Shear Failure 

Pressure 
[MPa] 

Deviation with 
case1 
[%] 

0.0005 10.050 10.363 3.0 13.158 23.6 13.699 26.6 

0.001 5.089 5.249 3.1 6.645 23.4 6.944 26.7 

0.002 2.656 2.743 3.2 3.484 23.8 3.643 27.1 

0.004 1.515 1.587 4.5 2.014 24.8 2.116 28.4 

0.006 1.149 1.212 5.2 1.550 25.9 1.653 30.5 

0.008 0.962 1.036 7.2 1.325 27.4 1.418 32.2 

0.01 0.847 0.926 8.5 1.190 28.8 1.274 33.5 

0.015 0.687 0.760 9.6 0.980 29.9 1.053 34.7 

0.03 0.568 0.613 7.4 0.840 32.4 0.901 36.9 

 

 

Fig. 11 Capacity curve of Mark III CCS by Parallelepiped 
typed sloshing pressure  

 
Fig. 12 Capacity curve of Mark III CCS by Rhombic typed 
sloshing pressure 

 

Fig. 13 Capacity curve of Mark III CCS by Pyramid typed 
sloshing pressure 

 

Fig. 14 Capacity curve of Mark III CCS by Gaussian typed 
sloshing pressure 

 



 

Fig. 15 Comparisons of shear stress at plywood member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강도평가 과정에서 구조해석 시 

일반적으로 모형실험 또는 수치적 방법으로 획득된 슬로싱 
압력을 삼각형 형태로 이상화하여 CCS 모델 전체에 
적용하는 평가 방법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슬로싱 압력의 
공간분포를 고려한 평가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또한 
슬로싱 압력의 공간상에서의 모델링 방법과 이에 따른 구조 
응답 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공간상에서 슬로싱 압력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모형실험의 panel sensor에서 
계측된 압력시계열을 이용하였으며, 슬로싱 압력분포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4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압력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응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압력의 
충격량은 기존 CCS 설계에 반영되어 온 압력 모델의 
50%이하의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유형 별 
구조응답을 통해 CCS의 국부적인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자는 슬로싱 압력의 충격량보다 최대압력이 주요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충격량에 따라 CCS 각 부재의 극한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 슬로싱 
강도평가에서 사용된 압력 모델링 방법을 압력 분포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Rhombic, Pyramid, Gaussian type 압력 
유형을 사용할 경우 CCS의 중구조 설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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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vessels or marine structures in polar, it is the most important to
consider the ice load that is the interaction between ice and structures. For most ship-ice interaction scenarios, the ice 
load applied to the ship can be considered as a quasi-static load. This paper studied the condition that static ice load was
applied on the hull structure, which included the five parts of the structures such as side shell plate, longitudinal
stiffeners, stringers, web frames and inner hull. Meanwhile, it was based on a normal merchant tanker which was the 
non-stiffened ship. Due to analysis results, this paper had a discussion on the structural strength and polar application 
for the normal non-stiffened ship. 

Keywords:  Static ice loads; Hull structural; Strength evaluation; Interaction between ice and ships; 
 
 

1. Introduction 
 

  Since the 20th century, due to the global 
warming, the thickness and coverage area of the 
Arctic sea ice gradually decreases, which makes 
Arctic marine transportation and exploitation for 
oil, gas and other resources possible. With its 
gradual opening, the Arctic Ocean route has 
become the focus of the world attention. 
  The main advantage of the Arctic route is that it 
can greatly shorten the voyage between Asia and 
Europe, and reduce the transport costs and time on 
the sea. However, Arctic development needs new 
type vessels adapting to the polar ice, which 
includes related design experience and rules, 
construction time and costs. Those problems 
cannot be solved quickly within short time. 
Compared with the new type ships, the mount of 
the existing ocean vessels is huge, based on the 
condition of the relatively stable environment and 
having the icebreaker assist, whether those ships 

can apply to Arctic Ocean route or not are also 
under study.  
  This paper researched on the collision between 
a ship and level ice. Normally, in order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vessels or marine 
structures in polar, it is the most important to 
consider the ice load that is the interaction 
between ice and structures. For most ship-ice 
interaction scenarios, the ice load applied to the 
ship can be considered as a quasi-static load. As 
the first stage, this paper studied the condition that 
static ice load was applied on the hull structure, 
which included the five parts of the structures 
such as side shell plates, longitudinal stiffeners, 
stringers, web frames and inner hull. Meanwhile, 
it was based on a normal merchant tanker which 
was the non-stiffened ship. Due to analysis results, 
this paper had a discussion on the structural 
strength and polar application for the normal 
non-stiffened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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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more steps to do, such as dynamic analysis and 
simul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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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구조 연결 부분의 강도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
과 웨이, 배 동명, 조 박, 치 다롱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A Study on the Strength and Stability of the Joints on the 
Hull 

Guo Wei, Dong-Myung Bae, Cao Bo, Qi Dalong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hip structure is composed of components which connect with structural joints. The mechanical property of structural 
joints directly affects the load bearing capacity of the ship structure. The damage of joints is mainly caused by the 
following three types: strength damage, buckling damage (instability) and fatigue damage. Due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marine structural joints, it is difficult to get the direct calculation formula. This paper used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to analyze the mechanical property of typical structural joints by strength analysis and buckling analysis, and
evaluated the mechanical property of strength and buckling of different dimensions of brackets, which provided references
for structure design of actual ship.

Keywords :structural joints(선체 구조 연결 부분); strength(강도); stability(안정성); bracket(브래킷).

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along with the fact of increasing ship 

marine accidents, people who are from nation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 and the other related fields 
agreed that the ship design and technical parameters 
should be re-evaluated. This is the direct cause of 
updating of the norms and rules using in ship structure, 
and the technical requirements increasingly high in recent 

years. Under the above background, as a result, the 
sizing optimization of ship structure has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at not only meeting the regulatory 
requirements, but also guarantee safety of the ship 
structure. This article relied on professional software which 
was based on finite element method, then built the finite 
element models, through the analysis of strengthen 
brackets which were set up in the joints of ship bottom 
longitudinal and bottom floor, at last getting a series of 
theoretical data, which could provide references for sizing 
optimization of structure and construction of ships. The 
theoretical references may also be used for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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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 structure such as the connections of bulkheads 
and deck girders even the joints of beams and plates. 

2. Research methods 
   

For the strength study, traditional research methods are 
used, getting the maximum stresses and maximum 
displacements under the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which have been set, then do the comparisons. 

For stability study, the eigenvalue buckling analysis are 
used. The eigenvalue buckling analysis, also known as 
"structural elastic stability analysis", it means that under 
external loads, in addition to the original state of 
equilibrium, the emergence of a second equilibrium. In the 
mathematical derivation, due to it is an eigenvalue 
problem, therefore the method is called the eigenvalue 
buckling analysis.

3. Calculation and Analysis of models  
   There are so many structures which meet the research 
condition above mentioned, bu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this paper, the joint of bottom 
longitudinal and bottom floor of 17K ton chemical/oil 
tanker is kept as the basic model, by changing the size of 
strengthen brackets to obtain a series of calculations.

  It is used by the program of Patran & Nastran. For 
having the comparability, the joints of bottom longitudinal 
and bottom floor are based on the 17K ton chemical/oil 
tanker. The listed joints would be analysed under the same 
loading condition and boundary condition.

3.1 Physical dimension of the basic model

   
Fig.1  Mid-section of tanker

Fig.2  Principal dimensions of the basic model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basic model

Item dimension
Length of bottom plating L 1000 mm 
Breadth of bottom plating B 500 mm

Thickness of bottom plating   12 mm
Height of bottom 

longitudinal  h 150 mm
 Breadth of bottom 

longitudinal b 90 mm
Thickness of bottom 

longitudinal t 12 mm
Length of bracket a a
Height of bracket a a

Thickness of bracket T T
(The dimensions in Fig.2 are listed at Table 1)

In the Figure.2, the bracket is isosceles right triangle 
with the side length is (a) and the thickness is (T), the 
bottom longitudinal is angle steel L150 * 90 * 12. 
According to the standard, the side length of bracket (a) 
should be not less than twice of the height of bottom 
longitudinal (h). However in order to evaluate the influence 
on the strength and stability of the model as a whole with 
the size of the bracket changing, the side length (a) is 
taken as 1.6h, 1.8h, 2.0h, 2.2h, 2.4h. On the other hand, 
for every size of side length of the bracket, the thickness 
of bracket (T) is related to the thickness of bottom 
longitudinal (t),  taken as 0.8t, 0.9t, 1.0t, 1.1t, 1.2t, 1.3t. 
Then, a series of models are created and then analyzed 
and calculated based on the above size.

3.2 Model materials and properties
All the material of models is steel Q235, and its 

properties are shown in the table 2 below.



Location of the independent point
Translational Rotational
Dx Dy Dz Rx Ry Rz

 The bottom floor part of model Fix Fix Fix Fix Fix Fix
The bottom longitudinal part of model Fix - - - Fix Fix

Edge part of bottom plating of model - Fix - Fix - Fix

Table 2  Model materials and properties
Item value

Poisson Ratio 0.3
Elastic modulus 205 GPa

Density 7.85X10-9t/mm3

3.3 FE modeling
The modeling for the joints of bottom longitudinal and 

bottom floor are made by Patran. Materials and element 
types which are used in 30 FE models are the same. The 
basic model is shown in the following figure (Fig.3).

Fig.3  Basic FE model

3.4 Loading condition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structures mainly bear the 

uniform water pressure that from the bottom shell of the 
vessel. However, in this calculation, in order to simulate 
the maximum stress closely which the structure can 
withstand, the pressure is taken as 200 kN/m2, the mode 
of action is out of the bottom plating uniformly. Diagram is 
shown below.

Fig.4  Loading condition

3.5 Boundary condition
Bottom longitudinal is bended by the load of water 

pressure. Due to the rigidity of bottom floor is much bigger 
than the bottom longitudinal, so it can be regarded as 
rigid mount in this paper. On the other hand, owing to the 
bottom plating part and bottom longitudinal part are 
continuous, the boundary condition of them is symmetrical 
constraint. And then bottom longitudinal is main 
considered, the boundary condition is according to the 
following table.

Table 3  Boundary condition

3.6 Calculation result

Fig.5 Stress result for basic model



Item Side length of bracket (a)

Thickness of bracket (T)

Maximum Stress(Mpa) 1.6h 1.8h 2.0h 2.2h 2.4h
0.8t 214 209 196 178 168
0.9t 208 202 189 172 163
1.0t 202 196 183 166 158
1.1t 197 189 178 161 155
1.2t 197 184 172 158 154
1.3t 199 185 172 160 154

Allowable   Criteria (Mpa) 235 235 235 235 235

Item Side length of bracket (a)

Thickness of bracket (T)

The factor of strength reserve
1.6h 1.8h 2.0h 2.2h 2.4h

0.8t 1.10 1.12 1.20 1.32 1.40
0.9t 1.13 1.16 1.24 1.37 1.44
1.0t 1.16 1.20 1.28 1.42 1.49
1.1t 1.19 1.24 1.32 1.46 1.52
1.2t 1.19 1.28 1.37 1.49 1.53
1.3t 1.18 1.27 1.37 1.47 1.53

Item Side length of bracket (a)

Thickness of bracket (T)

Maximum displacement (mm)
1.6h 1.8h 2.0h 2.2h 2.4h

0.8t 2.53 2.42 2.31 2.20 2.10
0.9t 2.50 2.39 2.28 2.17 2.07
1.0t 2.47 2.36 2.25 2.14 2.04
1.1t 2.45 2.34 2.22 2.12 2.01
1.2t 2.43 2.31 2.20 2.09 1.99
1.3t 2.41 2.30 2.18 2.07 1.97

Table 4  Result for stress analysis

Fig.6 Stress results of models

Table 5  The factor of strength reserve for stress analysis

Fig.7 The results of factor of strength reserve
Where, the factor of strength reserve = max



       -------the yield limit of material.
       max-----the calculated maximum stress of 
models.

Fig.8 Displacement result for basic model

Table 6  Result for displacement analysis



Item Side length of bracket (a)

Thickness of bracket (T)

Buckling factor 1.6h 1.8h 2.0h 2.2h 2.4h
0.8t 22.7 19.5 17.0 15.2 13.8
0.9t 26.9 25.2 22.2 20.0 18.2
1.0t 27.1 27.8 27.7 25.2 23.0
1.1t 27.2 28.0 28.9 29.7 28.2
1.2t 27.3 28.1 29.1 30.1 31.2
1.3t 27.4 28.2 29.2 30.3 31.5

Fig.9 Displacement results of models

Fig.10 Buckling result for basic model

Table 7  Result for buckling analysis

Fig.11 The results of buckling factor

The above buckling calculation is calculated in the 
elastic range of material.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the 
inelastic correction also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literature, the correction formula is as follows:

     =(
 ), when ≥ 




     = , when ≤ 



where, ------the stress of elastic buckling;
       -------the yield limit of material;
       ------the critical stress.

According to table 4 and 5 and Fig.6 and 7. (1). In 
case of the side length of bracket (a) is constant value, 
with the increase of the thickness of bracket (T), the 
strength of model is better and better. And in order to get 
the best strength of model, the thickness of bracket (T) is 
1.2 or 1.3 times of the thickness of bottom longitudinal 
(t). (2).While the thickness of bracket (T) is constant 
value, with the side length of bracket (a) is bigger the 
strength of model is better.

According to table 6 and Fig.9, not only the side length 
of bracket (a) is constant value while the thickness (T) is 
changing, but also the thickness of bracket (T) is constant 
value with side length (a) is changing, the maximum 
displacement is almost a linear variation trend.



According to table 7 and Fig.11. (1). In case of the 
side length of bracket (a) is constant value, as expected, 
with the increase of the thickness of bracket (T), the 
buckling factor increased at the beginning, but when the 
thickness reach to a certain value, the buckling factor no 
change, and the tendency is related to the side length (a) 
(2).On the other hand, with the thickness of bracket (T) is 
constant value, the buckling factor presents the opposite 
change which related to the thickness (T). At last, when 
the thickness of bracket (T) is bigger than 1.2 times of 
thickness of bottom longitudinal (t), the difference is 
almost constant value.

4. Conclusion
Through the FEM analysis, it can be obtained the 

results of the maximum stress, the factor of strength 
reserve, maximum displacement and the buckling factor of 
the models. According to the standard, the side length of 
the bracket (a) should be not less than twice of the height 
of bottom longitudinal (h). It is verified by the experimental 
comparison.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it can be known that when the 
thickness of bracket (T) is 1.2 times of thickness of 
longitudinal (t), the property of model is best both in 
strength and buckling analysis. However, considering 
different building situation and requirement, the types of 
models have its characteristics each other. This study 
would provide references for the sizing optimization of 
structure and construction of ships. In addition, the 
theoretical references may also be used for local 
strengthen structure such as the connections of bulkheads 
and deck girders, even the joints of beams and plates.

 
References

VAARANIEMIK, PRAMILAA. Ultimate load carrying capacity of 
brackets [J]. Int. shipbuilding Progress, 2003, 50 (1&2): 
89-108

UEDAY, YAOT. A method to determine necessary thickness of 
a corner bracket [J]. Soc. Naval Arch. of Japan, 1972, 
152:429-439

DNV-OS-C107, October 2008 Structural Design of 
Ship-shaped Drilling and Well Service Units[S]. 2008.

AISC ASD, 13th Edition AISC Manual Steel Construction - 
Allowable Stress Design[S]

Jordan C. In service performance of structural details[R]. 
SSC-272, 1978:188.



CSR법에 의한 파형 격벽 구조 변형 특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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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Deformation of 
Corrugated Bulkhead Based on CSR Rules

Qi Dalong, Dong-Myung Bae, Cao Bo, Guo Wei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Nowaday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such as good stability and being easy for tank cleaning and construction,

etc, corrugated bulkhead is usually used in the oil or chemical tanker. As corrugated bulkhead are used in structure, 
it is important to know the features of them. By using Patran & Nastran to calculate the distribution of displacement 
and stress under 4 loading cases, the main study 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deformation for the 
corrugated bulkhead of the oil/chemical tanker. The study can be referenced by those who design the joints for the
corrugated bulkhead of the oil/chemical tanker.

Keywords :Tank with Corrugated bulkhead, Oil/chemical tanker, Structural deformation, FEM;

1. Introduction
With large number of the crude oil tankers or products 

carriers used in the commercial transportation, the 
transportation market of chemical products is growing step 
by step at the same time. And the quantity demanded of 
oil/chemical tanker is bigger than before. Although the 
ship can load with not only product oil but also chemical 
products, firstly it needs to solve several problems such as 
loading several different kinds of liquid cargos, keeping 
the corrosion resistance and being complex for tank 
cleaning, etc. So it is advantageous for corrugated 
bulkhead to solve last problems. It can make the force 

distribute on the deck and inner bottom equably and avoid 
the local stress concentration producing. It has benefits to 
the stability through decreasing the rolling of the liquid 
level. Also, it is easy for tank cleaning and construction 
and so on. But there are some shortages in corrugated 
bulkhead, like stress concentration is possible to happen 
in the joint of longitudinal and transverse bulkhead and 
easy for welding portion to produce crack, etc.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corrugated bulkhead  
based on 17K ton oil/chemical tanker. The corrugated 
bulkhead with four types of loading cases of is considered 
and compared to get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deformation under the same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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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eling introduction
With large number of the crude oil tankers or products 

carriers used in the commercial transportation, the 
transportation market of chemical products is growing step by 
step in the same time. For study, this paper take 17K ton 
chemical/oil tanker as model. Principal dimensions of 17K ton 
chemical/oil tanker are shown in Table 1 and Table 2 and FE 
model is Fig.1.

Table1 Principal dimensions of 17K ton chemical/oil tanker
Item dimension

Length   Loa     144.00 m 
  Length   Lbp    136.00 m 

Breath Moulded    22.60 m
  Depth Moulded   12.5 m
 Draft Scantling   9.20 m
 Speed service   14.00 knots

Table2 Thicknesses of plates on the tanker
Item Materials Thickness (mm)

Side shell plate   steel     13
  Shell bilge plate   steel    12.5
Hopper side plate   steel    13.5

Deck plate   steel   12
Longitudinal 
bulkhead   steel  22.5
Inner hull 

longitudinal bulkhead   steel   12
Bottom center girder   steel 18
Bottom side girder   steel 12

Fig.1 FE model of 17K ton oil/chemical tanker

In normal situation, a bulkhead which is comprised of 
plating arranged in a corrugated fashion is called corrugated 
bulkhead. The basic corrugated bulkheads are arranged on 
the part of the liquid cargo tanker with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one. The corrugated bulkhead is shown in the 
Figure. 2 and FEM model is Figure. 3.

  

Fig.2 Corrugated bulkhead on the oil/chemical tanker

Fig.3 FE model of corrugated bulkhead

Because it is easy for the corrugated bulkhead to produce 
the stress concentration and the weld crack, so it should be 
taken more attention on the structural deformation.

3. Calculation and Analysis  
   It is used by the program of Patran & Nastran. For having 
the comparability, the listed joints would be analysed under 
the same loading condition and boundary condition.

3.1 Boundary condition
The data of boundary condition is from CSR for Double 

Hull Oil Tanker,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Location of the independent point
Translational Rotational

Dx Dy Dz Rx Ry Rz
 Independent point on aft end of model Fix - - - -/Mv-end -/Mh-end
Independent point on fore end of model - - - - -/Mv-end -/Mh-end
Deck, inner bottom and outer shell - Springs - - - -

Side, inner skin and longitudinal bulkhead - - Springs - - -

Liquid:   gasoline 97#;  T=20℃;

ρ=7.39X10-10t/mm3 P=ρgh
=7.39X10-10X9.81X103X
 1.025X104

=7.43X10-2  Mpa

g=9.81X103mm/s2

h=10250.00mm

Table 3  Boundary condition

 3.2 Loading condition
 As the oil or chemical tanker is used for loading the liquid 

cargo, so the corrugate bulkhead is loaded by liquid. It takes 
gasoline 97#(20℃)as an example in this paper. Because the 
most dangerous loading condition is that liquid cargo is  
loaded in adjacent cater-corner tankers. The main form of 
the loading is the uniform liner stress of the liquid cargo. 
Also, it is convenient for the different types to do the 
compared analysis, just put the vertical uniform stress on the 
structure (Table 4).

Table 4  Liquid cargo load

Fig.4 Loading condition for model

3.3 Loading case
According to the CSR for Double Hull Oil Tanker, the 

different loading cases are shown as follows.

Fig.5 Loading cases of CSR

Based on  the Loading cases of CSR (fig.5), here are 4 
types of loading cas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y are 
shown from fig.6 to fig.9.

Fig.6 Loading case 1

Fig.7 Loading case 2



Fig.8 Loading case 3

Fig.9 Loading case 4

3.5 Calculation result

Fig.10 Stress result for Loading case 1

Fig.11 Stress result for Loading case 2

Fig.12 Stress result for Loading case 3

Fig.13 Stress result for Loading case 4



Loading case 1 2 3 4
Maximum   Displacement(mm) 6.08 6.08 6.01 7.01

Loading case 1 2 3 4
Materials steel steel steel steel
Maximum   Stress(Mpa) 47.9 50.0 49.6 53.1
Allowable   Criteria(Mpa) 235 235 235 235

Table 5  Result for stress analysis

Fig.14 Displacement result for Loading case 1

Fig.15 Displacement result for Loading case 2

Fig.16 Displacement result for Loading case 3

Fig.17 Displacement result for Loading case 4

Table 6 Result for displacement analysis

     
4. Conclusion

Through the FE analysis, it can be obtained the results of 
the maximum stress and maximum displacement in the tank. 
Then it can be known that all maximum stress in the four load 



cases is under the allowable criteria. Therefore, it can have a 
discussion about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ank using 
corrugated bulkhead. From the results, it can be received that 
the inner side longitudinal bulkhead got more stress and 
deformation than the corrugated bulkhead itself. The 
corrugated bulkhead has more advantages on the linear 
pressure load than normal plates.  

It is only enough for this analysis to certify the ship quality 
in the former cases. Besides global strength analysis, there 
are also many analyses in the CSR rules. After this analysis, 
the ship should be checked by the other ones to certify the 
good quality of the ship.

 
References

Yasuhisa Dkumoto, Yu Takeda, Tetsuo Okada, 2009. Design 
of Ship Hull Structure.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JeffreyM. Steel. 1989. Applied Finite Element Modeling. New 
York: Eastman Kodak Company Rochester.

TENG Xiao-qing, LI Run-pei, 2000. Ultimate Strength of the 
Corrugated Bulkhead. Journal of Ship Mechanics of China, 
2004, 8, 4(4). 

ZHANG Xue-biao, LIN yan, JI Zhou-shang, et al. 2004. Fintie 
Element Analysis for Pontoon Structural Strength during 
Ship Launching[J]. Journal of Ship Mechanics of China, 
2004, 18(6):113-122.

Sang-Hoon Shin, Sung-Kil Nam, 2003, A Study on Optimum 
Structure Design of the Corrugated Bulkhead Considering 
Stool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40, No.4, pp. 53-58.

Gan Xilin, Zhou Dianbang, etc. 1997, Ultimate Load-Bearing 
Capacity Analysis of Corrugated Bulkhead of 29000 DWT 
Bulk Carrier. Journal of Ship Mechanics of China, 199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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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paper,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and residual strength of damaged box girders under longitudinal bending
moment were investigated by applying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The box girder models and longitudinal bending
condition adopted in this study could represent the situation of a damaged ship hull girder due to collision or grounding. For
numerical analysis, 720 mm ⅹ 720 mm box girder models were used and several kind of damage was induced to each 
model except for intact model. Numerical modeling and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ABAQUS CAE/FEA and test data
were used for validation of FEM. It was found that the reduction in strength is dependent on the size of damage and location.
The result presented could serve as basis for prediction of the residual strength of an actual ship hull girder in case of
collision and grounding accident. 
 
Keywords: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비선형 유한요소법), Damaged box girder (손상 박스거더), Residual strength (잔류강도)  
 

1. 서 론 
 
호깅과 새깅으로 대표되는 종방향 굽힘 하중은 전체 

선각구조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계속되는 선박의 
대형화 및 경량화 경향으로 인해 선박의 최종 종강도 평가는 
구조설계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단일선체 유조선, 이중선체 유조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을 이상화한 9개의 모델에 대하여 4점 굽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Nishihara, 1983), 영국에서는 실제 
프리깃함을 1/3로 축소한 대형모델에 대해서 굽힘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Dow, 1991).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실제 
선각구조의 최종강도를 예측하고 최적화된 선박을 
설계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충돌이나 좌초 등에 의해 선박의 구조가 손상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종강도의 손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995년 씨프린스호의 사고나,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사고, 2013년 마리타임메이지호 사고와 같은 
충돌 혹은 좌초 사고의 경우를 보았을 때, 이 때 만약 거친 
해상상황이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선체가 두 동강나서 
침몰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환경재앙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물론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경우 선박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도 충분한 
최종강도를 갖도록 설계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손상된 
박스거더 모델에 대해서는 주로 수치해석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한국에서 충돌 및 좌초로 인한 손상모델에 
대한 최종강도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Lee & Rim. 2008). 

 

 
Fig. 1 Accident of Maritime Maisie 
[http://www.marineinsight.com/shipp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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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손상 및 손상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그 종강도의 손실을 평가하였고, 손상 
크기, 손상 위치 등 변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수치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CAE/FEA를 이용하여 모델링 및 
최종강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2. 비손상 및 손상모델 실험 

 
2.1 비손상 모델 실험 

 
선각 구조의 최종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선체구조를 이상화한 비손상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최종강도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일본의 Nishihara는 각각 
단일선체 유조선, 이중선체 유조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을 형상화한 박스거더 모델의 최종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는 Nishihara 모델의 단면을 나타내며 Fig. 
3은 4점굽힘 실험을 위해 모델을 장착한 모습이다. 

 

 
Fig. 2 Dimensions of test models (Nishihara, 1983) 
 

 
Fig. 3 Drawing for test set up (Nishihara, 1983) 
 

단일선체 유조선 모델은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호깅은 

고려하지 않은 채 두께만 변화시켰으며, 다른 모델들은 
호깅과 새깅 모두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Nishihara의 최종강도 실험 결과이다. MSD 모델과 MSC 
모델은 새깅 조건에서 최종강도가 크게 나온 반면, MSB 모델은 
호깅 조건에서 더 큰 최종강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Nishihara model 

Model Mu (kN∙m) 
MST3 576.338 
MST4 927.045 

MSD-H 593.505 
MSD-S 838.755 
MSB-H 1113.435 
MSB-S 863.28 
MSC-H 481.671 
MSC-S 671.985 

 
또한 영국에서는 실제 프리깃함의 1/3 크기로 전체 폭 4m에 

전체 높이는 2.8m의 대형 모델에 대해서 최종강도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Fig. 4는 실험모델의 단면과 제작 모습을 나타내며, Fig. 
5는 최종강도 실험과 이론적 계산의 결과이다. 
 

 
Fig. 4 1/3 frigate model test (Dow, 1991) 
 

 
Fig. 5 Comparison of test result and theoretical prediction of 
ultimate strength of 1/3 Frigate model (Dow, 1991) 



2.2 손상 모델 실험 
 

한국의 Lee & Rim 에 의해 손상을 입은 박스거더 구조물에 
대한 최종강도 시험이 수행되었다. Fig. 6 은 손상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낸 그림으로, 충돌에 의한 선측 손상과 좌초로 
인한 선저 손상을 가정하였다. 선측 손상의 경우 타원형 
손상을 가정하였고, 타원의 장축길이를 72, 144, 216으로 
변화시키며 최종강도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선저 손상의 경우 
마름모꼴 손상을 가정하여 대각선 길이를 72, 144, 216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CO-1~3, SR-1~3은 판을 잘라내어 
손상을 만들었고, CO-4와 SR-4는 실제 충돌 및 좌초의 
경우를 재현하여 프레스 가공을 통해 모델에 손상을 
만들었다. 이 때 판의 전체적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상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고정을 시켰다. Table 2는 
손상모델에 대한 최종강도 실험의 결과이다.  
 

 
Fig. 6 Locations and shape of damage (Lee & Rim, 2008)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damaged box girder test 
models 

Model Type of 
damage 

Damage size 
(mm) Mu (kN∙m) 

ND-1 - - 568 
CO-1 cutting 72 486.576 
CO-2 cutting 144 447.336 
CO-3 cutting 216 461.07 
CO-4 pressing 144 519.93 
SR-1 cutting 72 485.693 
SR-2 cutting 144 447.827 
SR-3 cutting 216 447.042 
SR-4 pressing 144 371.995 

 
비손상 모델과 비교하여 최종강도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종강도의 감소가 손상의 크기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는데 각 모델의 초기변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레스 가공으로 

손상을 만든 모델의 결과 비교를 통해 손상은 되었으나 판 
부재에 남아있는 부분이 최종강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CO-4의 경우 변형되어 남아있는 부분에 의해 
CO-2와 비교하여 최종강도가 약 1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SR-4의 경우 남아있는 부분이 붕괴를 가속시켜 SR-2와 
비교하였을 때 최종강도가 오히려 17%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3. 수치해석 모델 및 검증 
 

3.1 수치해석 모델 
 

이상의 실험을 토대로 수치해석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실제 실험은 4점 굽힘 실험으로 시험용 지그에 모델이 
장착되어있으며, 가력점에 의해 수직 방향 하중이 가해진다. 
그러나 4점 굽힘 실험 자체를 연장부까지 모델링 하여 
수치해석 할 때와, 실험 모델 부분만 모델링 하여 종방향 
모멘트를 주는 것에 해석 결과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Benson, 2013).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석 
시간을 고려하여 실험 모델 부분만 모델링 하여 양쪽 단면에 
굽힘 모멘트를 주는 방식으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7 Numerical modeling of intact model 
 

 
Fig. 8 Numerical modeling of damaged model 
 

Fig. 7은 Nishihara의 비손상 박스거더 모델 중 MST 
모델과 MSB 모델을 모델링 한 것으로 단면의 크기는 
720mmⅹ720mm이며 전체 길이는 900mm이다. 또한 



연장부에 부착되는 부분의 브라켓까지 모델링 하였으며, 
횡보강재 간의 간격은 실험에서와 같이 540mm로 모델링 
하였다. Fig. 8은 손상모델을 모델링 한 것으로 비손상 모델에 
비해 손상부위의 판이 제거되었다. 

Nishihara의 모델은 총 세 종류의 판으로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모델은 3.05mm의 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MST4 
모델은 4.35mm의 판으로 제작되었으며, MSC 모델의 
개구부는 5.60mm의 판으로 제작되었다. Dow의 Frigate 
모델에서는 2t에서 10t까지 다양한 두께의 판이 
사용되었으나, 물성치는 같다고 가정되었다. 그리고 
손상실험에 대해서도 두께는 같지만, 각각 다른 물성치의 
판이 사용되었다. Table 3은 각 모델에 쓰인 판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intact and damaged models 

Model Thickness 
(mm) E (GPa) σy (MPa) ν 

Nishihara 
3.05 206.994 287.443 0.277 
4.35 207.972 263.889 0.281 
5.60 206.991 314.901 0.289 

1/3 
Frigate 2 – 10t 207 245 0.33 

Damage 
(Collision) 3 200 284 0.33 
Damage 
(Stranding 3 200 290 0.33 
 
또한 대부분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은 용접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 때 용접열에 의해 구조물에 초기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압축응력을 받는 상태에서 구조물의 초기변형은 
최종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Paik & Thayamballi, 
200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박스거더 구조물의 경우 종방향 
굽힘 하에서 갑판부가 압축을 받게 되므로, 수치해석에 있어 
구조물의 초기변형을 적절히 예측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기변형 모드를 
나타낸다. 

 
Fig. 9 Determination of initial imperfections 
 
A0는 판이 국부적으로 변형된 정도를 나타내며, B0는 보강재가 

전체적으로 변형된 정도, C0는 보강재가 뒤틀린 정도를 나타낸다. 

초기변형의 평균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Smith,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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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렴성 검증 

 
유한요소법에서 요소의 크기와 그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사용할 경우 그 해석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요소의 크기와 숫자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치해석에 사용할 적절한 유한요소의 크기를 
선정하기 위해 수렴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같은 조건에서 
요소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최종강도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수렴성 검증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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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s of convergence test 
 

수렴성 검증 결과 요소의 크기가 모델의 5배인 15mm이고 
요소의 수가 16810개일 때 수렴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해석모델들은 각 모델의 두께의 
5배만큼의 요소 크기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3.3 수치해석법 검증 

 
수치해석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비손상 모델에 대해 

수치해석을 실시하고,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결과는 Nishihara의 모델과 Dow의 1/3 scale Frigate 
모델을 사용하였고, 수치해석 결과를 실험값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Table 4는 비손상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값과 
수치해석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4 Verifications of numerical modeling (intact model) 
Model Exp. (kN∙m) Num. (kN∙m) Xm 
MST3 576.338 563.519 0.978 
MST4 927.045 918.113 0.990 

MSD-S 593.505 575.912 0.970 
MSD-H 838.755 783.507 0.934 
MSC-S 1113.435 1027.51 0.923 
MSC-H 863.28 831.979 0.964 
MSB-S 481.671 478.598 0.994 
MSB-H 671.985 751.797 1.119 
Frigate 9780.72 10632.7 1.087 

mean 0.995 
COV 6.23% 

 
수치해석법 검증 결과 평균이 0.995이며 COV는 

6.23%로, 비손상 모델의 해석에 있어 본 연구에 적용된 
수치해석법이 타당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Fig. 11~14는 
비손상 모델의 수치해석 결과를 모델 별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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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ertical bending moment-curvature response of M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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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ertical bending moment-curvature response of MS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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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ertical bending moment-curvature response of MS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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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ertical bending moment-cdusrnurvature response of 
MSB model 
 

비손상 모델에 이어, 손상이 있는 모델에 대해서 
수치해석법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는 Lee 등의 
실험결과를 사용하였으며, Table 5는 손상모델의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5 Verifications of numerical modeling (damaged 
model) 

Model Exp. (kN∙m) Num. (kN∙m) Xm  
CO-1 486.576 496.006 1.019 
CO-2 447.336 474.511 1.061 
CO-3 461.07 469.357 1.018 
SR-1 485.693 485 0.999 
SR-2 447.827 467.531 1.044 
SR-3 447.042 461.884 1.033 

  mean 1.029 
  COV 1.94% 

 
손상모델의 경우 평균이 1.029로 3%의 오차를 보였으며, 

COV는 1.94%로 손상모델의 해석 역시 수치해석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Fig. 15와 Fig. 16은 



각각 충돌 손상과 좌초 손상의 경우에 손상의 크기 별로 
최종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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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ertical bending moment-curvature response of 
damaged model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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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Vertical bending moment-curvature response of 
damaged model (Stranding) 
 

4. Parametric Study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해석법의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손상 박스거더 모델의 최종강도를 예측할 때 
설계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Parametric Study를 
실시하였다. 영향을 알아볼 설계변수로는 손상의 크기와 
위치를 택하였다. 
 

4.1 손상크기의 영향 
 

손상을 입은 박스거더 구조물이 굽힘 하중을 받을 때, 
손상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손상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손상의 종류는 
충돌로 인한 선측 손상과 좌초로 인한 선저 손상을 
가정하였다. 선측 손상을 입은 모델은 새깅 상태를 
가정하였고, 선저손상을 입은 모델은 호깅 상태를 

가정하였다. 
먼저 충돌로 인해 선측 손상을 입은 모델에 대하여 타원형 

손상의 장축 길이를 변화 시키며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손상의 크기는 손상이 없는 모델부터 전체 높이의 20%가 
손상된 경우까지 가정하였다. Fig. 17은 충돌로 인한 선측 
손상의 크기에 따라 최종강도의 감소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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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ffect of damage size on ultimate strength (Collision) 
 

손상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손상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최종강도의 감소율 역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손상의 크기가 20%까지 증가하였지만, 
최종강도의 감소율은 4%가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손상의 
크기보다는 손상의 유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다음으로 좌초로 인해 선저 손상이 있는 모델에 대하여 
마름모의 대각선 길이를 변화시키며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손상의 크기는 손상이 없는 상태부터 전체 폭의 20% 
크기까지 변화시켰으며, 선저부가 압축 하중을 받는 호깅 
조건을 가정하였다.  Fig. 18은 좌초로 인한 선저 손상의 
크기에 따른 최종강도의 감소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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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 of damage size on ultimate strength 
(Stranding) 
 
 



좌초로 인한 선저 손상의 경우에도 손상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강도의 감소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때 손상의 크기가 20%까지 증가했을 때 최종강도의 
감소율은 8%가 증가하여 충돌로 인한 선측손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손상의 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손상위치의 영향 

 
박스거더 구조물이 손상을 입은 채로 굽힘 하중을 받을 때, 

손상의 위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손상의 위치를 
변화 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9는 각각 
충돌손상과 좌초손상의 경우에 손상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9 Location of damage (Collision & Stranding) 
 

충돌로 인한 선측손상의 경우 중립 축을 기준으로 위쪽을 
양의 방향으로 두고 아래쪽을 음의 방향으로 두었다. 그리고 
새깅 조건을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좌초로 인한 
선저손상의 경우 구조물이 좌우대칭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21과 Fig. 
22는 각각 충돌 손상과 좌초 손상의 경우에 위치를 
바꿔가며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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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Effect of damage location on ultimate strength 
(Collision) 

충돌 손상의 경우 새깅 조건으로 갑판부가 압축을 받기 
때문에 손상 위치가 갑판에 가까울수록 최종강도의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보강재와 판이 함께 손상을 
입은 경우에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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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ffect of damage location on ultimate strength 
(Stranding) 
 

좌초 손상의 경우 역시 보강재와 판이 함께 손상을 입은 
경우 더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손상부가 선저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감소폭을 보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충돌로 인한 선측 손상과 좌초로 인한 

선저 손상을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비손상 및 손상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설계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비손상 모델에서 평균 0.995에 
COV 6.23%, 손상모델에서 평균 1.029에 COV 1.94%로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해석법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2) 충돌로 인한 선측 손상 및 좌초로 인한 선저 손상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손상의 크기가 최종강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손상의 크기보다는 손상의 유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충돌로 인한 선측 손상의 경우 손상의 위치가 
갑판부에 가까울수록 새깅 조건하에서 최종강도 감소율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좌초로 인한 선저 손상의 경우 
손상의 위치가 선저 중심에 가까울수록 최종강도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더 큰 손상을 가진 박스거더 모델에 대한 최종강도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실제 선박 구조가 충돌이나 좌초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의 최종강도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No. 
20124030200110 and No. 20128520020010) 입니다. 

  
참 고 문 헌 

 
Benson, S.  AbuBakar, A. & Dow, R. S., 2013. A comparison 

of computational methods to predict the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of a damaged box girder. Engineering 
Structures, 48, pp.266-280.  

Dow, R. S., 1991. Testing and analysis of a 1/3-scale welded 
steel frigate mode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Marine Structures, 
Dunfermline, Scotland, pp. 749-773 

Lee, T. K., 2008. Ultimate strength tests considering 
stranding da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11(2), pp.86-91.  

Lee, T. K. & Rim, C. H., 2008.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ship structures damaged 
due to side colli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22(2), 

Nishihara, S., 1983. Analysis of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rectangular plate (4th report) – on the ultimate bending 
moment of ship hull girder.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Japan, 154, pp.367-375. 

Paik, J. K. & Thayamballi, A. K., 2003. Ultimate limit state 
design of steel-plated structures. John Wiley & Sons. 

Smith, C. S.  Anderson, A.  Chapman J. C.  Davidson, P. C. 
& Dowling, P. J., 1991. Strength of stiffened plating under 
combined compression and lateral pressure. Transcript of 
Royal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s, pp.131-147.  

 



멤브레인형 LNG선 단열시스템의 복합재 충격 손상 해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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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act damage analysis for composite material of 
membrane type LNG carrier ins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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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umerical analysis scheme for evaluation of dynamic strength and the 
corresponding local damage of insulation system of LNG carrier under impact loads. The composite materials have a 
complicate behavior and various failure characteristics unlike homogeneous materials. Furthermore, the impact damage is 
hidden and cannot be easily detected by visual inspection.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f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behavior is a major concern to assess the structural strength made of composite materials. The impact damage 
initiation and propagation were simulated by the progressive failure dynamic analyses using GENOA/LS-DYNA and found 
the similar tendency of impact damage compared to experimental results. Through the scheme suggested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assess the structural strength and impact damage of composite materials for insulation system practically. 
 
Keywords: Impact Damage(충격 손상), LNGC Insulation System(LNG 운반선 단열시스템), Composite Materials(복합재료), Progressive Failure 
Dynamic Analysis(점진적 동적 파손해석), Delamination(층간분리) 
 
 

1. 서 론 
 
최근 세계적인 LNG(Liquefied Natural Gas)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LNG 운반선의 수요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조선해양업계에서는 관련 제품의 주력제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07a). LNG 운반선의 대형화와 더불어 투입 
해역이 극한 환경하중을 받는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LNG 화물창의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07b).  

특히 LNG 적재 및 하역에 따른 비교적 단순한(Low & High 
Filling) 패턴과는 달리 다양한 하중 적재 상태로 Sloshing에 의한 
충격하중으로부터 화물창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Chun et al. 2007). 또한, 등방성 재료가 아닌 
여러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LNG 단열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강도평가에 앞서 복합재료의 물성치, 적절한 평가법, 손상 파괴 
기준 등에 대한 연구도  대두 되고 있다.  

Sloshing 하중에 대한 LNG화물창의 구조안전성 평가로 실험 
및 해석적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가해지는 충격 하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단열시스템 구조의 충격 
안전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법도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MARK-Ⅲ 멤브레인형 LNG 단열 시스템의  
충격 강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물의 미시 레벨에서 
손상경로 및 재료 강성 저하를 수행하는 점진적 파손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복합재료의 손상정도 파악 및 평가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Dry drop test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단열시스템의 개요 및 구조 

 
 LNG 운반선의 단열시스템은 극저온상태의 액화천연가스로 

부터 전달되는 온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사고로부터의 누출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방지 하도록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각종 
해상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Sloshing 현상으로부터 
충격하중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는 것에 동적 하중에 
의한 설계 및 평가가 필수적이다. LNG 화물창 단열시스템의 
구조는 1차 방벽(SUS304) > Plywood > RPUF > 2차 
방벽(Triplex) > RPUF > Plywood > Mastic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재료이며 Fig.1에 나타내었다.  SUS304 멤브레인 판넬은 
LNG 화물창의 1차 방벽으로 기∙수밀 유지를 담당하며 열 
변형에 의한 수축 및 팽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일정간격마다 주름형상을 갖는다. RPUF(Reinforced 
Polyurethane Foam)은 Glass Fiber가 함침된 고밀도 강화 
폴리우레탄 폼이다. 일반적으로 Glass Mat 7장을 층 구분 없이 
적층하여 제작하며 Fiber의 무게 비율은 약 10%정도 이다.  
2차 방벽 역할을 하는 Triplex는 Glass cloth 두 층 사이에 
Aluminum Foil을 함께 적층하여 제작된다. 이처럼 1차방벽을 
포함한 Mastic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방성 재료가 아닌 복합재로 
이루져 있으며, 이에 대한 충격강도 평가를 위한 정립이 
필요하다. 

 

 
Fig. 1 Structure of Mark-Ⅲ LNGC insulation system 

 
3. GENOA를 이용한 파손해석 

 
3.1 복합재료의 특징 및 파손이론 

 
복합재료는 금속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강성/비강도가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경량화가 요구되는 항공우주 
산업 뿐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 조선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합재의 두께방향으로는 보강재가 
존재하지 않아 두께방향의 강성 및 강도가 취약하고 섬유 사이 
기지층의 낮은 취성으로 인하여 충격에 의한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은 외관상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적층 구조물의 경우 내부에 상당한 손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충격에 의한 복합재 구조물의 물리적 거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파괴의 원인이 되는 손상모드를 정확히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다. 적층된 복합재 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진 지점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고 이는 횡 방향의 높은 전단 및 수직응력을 야기해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 미세균열이 진전하여 
기지균열(Matrix cracking),섬유파단(Fiber breakage), 섬유/기지 
분리(Fiber/matrix debonding) 및 층간 분리(Delamination)등의 
다양한 파손을 일으킨다. 복합재료의 파괴 기준에 대한 연구는 
최근 30~40년간 많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등방성 재료와 달리 
이론 및 적용이 어렵고, 통용되는 파괴이론이 없어 결함 및 취약 
부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Fig.2는 1996년 AIAA(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에서 조사한 복합재료 
파괴기준의 사용현황을 나타낸다. 비록 오래 전의 조사 
결과이지만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며 현재는 진일보한 
Hashin 및 Puck의 파괴기준 사용이 늘고 있다. 파괴기준은 
Limit criteria(maximum stress/strain), Interactive criteria(Tsai-Hill, 
Tsai-Wu), Separate mode criteria(Hashin, Hashin-Rotem, 
Puck)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Limit 
criteria는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각 
응력들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보수적이다. Interactive criteria는 각 응력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파괴 기준식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파괴모드를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Separate mode criteria는 위 Limit criteria와  Interactive criteria의 
장점을 살린 기준이다. 즉, 파괴모드를 예측 할 수 있으며 각 
응력들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완할 점은 많이 있으며 복합재료 자체의 복잡한 물리적 
거동으로 파괴기준을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다. 복합재료의 파괴 
기준은 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험과의 타당성 검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Fig. 2 Usage rate for failure criteria(Sun, C. T et al.1996) 
 

 
 



3.2 GENOA의 파손해석 기법 
 
GENOA는 복합재 구조물의 미시레벨에서 손상정도, 경로 및 

재료 강성 저하를 수행하는 점진적 파손해석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와의 
상호작용으로 그 기능을 증대시켜 준다. GENOA의 점진적 
파손해석 기법은 초기손상, 파손의 위치 및 하중레벨, 
손상진전에 따른 하중 이력과 기하학적 특징 그리고 구조물의 
붕괴 및 구조물이 견디는 최대하중 등을 예측한다. 거시적 
레벨에서 일반적인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부터의 결과를 
가지고 Laminate, Lamina 및 여러 가닥의 섬유와 수지로 
구성되는 단위셀로 그리고 단위셀을 좀 더 세분화한 서브 
단위셀의 미시 스케일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완전한 계층 
모델링 방법을 통해 미시레벨에서의 파손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Fig.3은 GENOA에서 사용하는 계층 모델링의 개념을 
나타낸다(Mohit Garg et al.2010).  

 

 
Fig. 3 Full hierarchical modeling concept of GENOA 

 
위와 같은 개념의 해석 기법을 통해 충격하중으로부터 점진적 

파손기법에 의한 동적 해석(Progessive Failure Dynamic 
Analysis, PFDA)이 가능하다. PFDA 해석에서 거시적 레벨의 
구조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게 되며 
입력파일을 생성하여 GENOA와 연동하게 되면 주어진 Time 
step에 따라   반복연산 과정을 통해 파손해석이 수행되는데 이 
과정이 PFDA이다.   

GENOA의 미시역학 모듈에 의해 섬유/기지의 물성치에서 
복합재 적층판의 형상 및 파손정보에 따라서 강성 
행렬(A,B,D)을 계산하고 이를 사용하여 LS-DYNA에서 해석이 
수행된다. LS-DYNA에서 해석한 결과는 다시 미시역학 모듈에 
넘겨져 Ply 및 섬유/기지 레벨의 결과로 전환되며 
GENOA에서의 Damage control module을 통해 파손 여부가 
결정된다. 파손이 발생하면 강성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물성을 
다시 LS-DYNA에서 해당 Time step이 수렴될 때까지 반복적인 
해석을 수행한다. LS-DYNA에서 얻어진 응력, 변형률 등의 

결과는 다음 스텝의 해석에 이용되어 전체적으로 LS-DYNA와 
GENOA의 상호작용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Fig.4는 
PFDA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나타낸다(Mohit Garg et al.2010). 

 

 
Fig. 4 Flowchart for PFDA using LS-DYNA and GENOA 
 

4. 해 석 
 

4.1 해석 형상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해석모델의 크기는 400mm X 400mm X 
270mm 이며, Fig.5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평균 요소 
크기는 10mm이며, 해석에 있어 복합재료 특성파악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LNG 화물창의 1차 방벽인 SUS304 판넬은 
모델에서 생략하였다. 4개의 Mastic이 지지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며, 680kg의 Steel Impactor가 상부 plywood 위 300mm 
에서 자유 낙하하는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반복적인 
충격하중이 아닌 1회 충격하중에 대한 복합재의 파손, 변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동적 응답 거동을 살펴보았다. 자유낙하 
충격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Impactor의 초기속도는 2405mm/s, 
구속 조건은 수직 상/하 방향의 병진과 회전방향을 제외하고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으며, 하부의 Hull 바닥면 전체에 대해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Fig.6에 경계 및 하중조건을 
나타내었다. 

 

 
Fig. 5 F.E modeling of LNGC insulation system 
 



 
Fig. 6 Load and boundary conditions for PFDA 
 

4.2 해석 결과 
 

LNG 운반선의 단열시스템의 단위구조 모델에 대한 압축 
충격하중으로부터 점진적 파손기법에 의한 동적 해석(PFDA) 
결과 아래의 Fig.7, Fig.8과 같은 얻어졌다. 압축 충격하중에 
의해 상/하부 plywood에서 대부분의 Damage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Chi-Seung 
Lee, Jae-Myung Lee, 2014)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내부 
Damage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7 Damage distribution at maximum reaction force 
 

 
Fig. 8 Internal damage distribution at maximum reaction force 
 
 

시험 결과와의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충격 시 단열 시스템 
중앙 지점에서의 반력과 변형량을 측정한 결과와 해석결과를 
Fig.9, Fig.10에 나타내었다. 시험은 4개의 Load cell에 의해 
측정된 반력의 합산으로 얻어진 것이며,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서의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총 3번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반력과 변형량 모두 
유사한 경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압축하중에는 
압축응력의 크기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지만, 충돌 후 stress 
wave에 의한 탄성 반동 효과에 기인한 인장 응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돌 후 탄성반동에 의한 damping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복합재로 이루어진 본 단열 
시스템의 각 요소에 대한 정확한 물성 정의가 필요하다. 
ASTM에 근거한 다양한 물성시험을 통해 Database를 확보하고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하중시나리오에 따른 
구조시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Fig. 9 Comparison of tested and simulated results for time - 
reaction force 
 

 
Fig. 10 Comparison of tested and simulated results for time 
- deformat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 운반선의 단열시스템의 단위구조 모델을 
대상으로 압축 충격하중에 대한 점진적 파손기법에 의한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물성치는 내부적인 자료와 
부산대학교의 일부 시험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복합재료의 손상 
및 재료 강성저하를 수행하면서 점진적 파손해석 기법을 
제공하는 GENOA를 상용 Explicit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와 
연동하였다. 각 복합재료에 대한 물성에 따라 해석결과에 많은 
오차를 야기하고 물리적인 거동 및 특성이 정확히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물성시험을 통한 Database를 확보하고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 병행연구도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GENOA를 이용한 충격 하중에 의한 복합재의 
손상예측을 위한 해석 절차를 구축하였다. 충격에 의한 복합재 
내부의 손상 진전 정도를 파악하였고 기존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손상모드의 경향성 관점에서 타당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정확한 물성 확보를 통해 LNG 운반선 
단열시스템의 정/동적 강도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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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f ultimate strength of welded stiffened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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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 lot of interest about the research of ultimate strength are shown for the reasonable structure design of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Among the most basic strength members of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stiffened plate needs to be studied.
Used stiffeners in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are resulted in failure mode at the region of interaction in yield and elastic
buckling. Also, the combinations of different types of load on stiffened plates are resulted in various forms of failure mode. 
Therefore, ultimate strength of the stiffened plates needs to be reliably estimated to meet the Classification rules and suitably
designed. In this paper, using ABAQUS stiffened plates with different number of stiffeners and shapes were estimated. In
addition, the results considering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due to the welding of stiffened plates are shown. 
 
Keywords: Stiffened plate (보강판), Initial imperfection (초기결함), Ultimate strength (최종강도), 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  
 

1. 서론 
 
안정성을 유지하며 경제성 있는 합리적인 구조설계를 

위해서 선박해양구조물의 주요 강도 부재인 보강판의 
최종강도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조 부재 
중에서 얇고 긴 종보강재(stiffener)의 경우 최종강도가 
탄성좌굴강도에 지배를 받게 되고, 다소 두껍고 짧은 
횡보강재(girder)의 경우 항복강도에 의하여 최종강도가 결정 
된다. 보강판의 최종강도를 추정방법으로는 해석적인 
설계식(Cho, 2000)을 통하여 결과를 추정할 수 있지만 
초기결함과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응력 몇 변형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함은 보강판의 강도 및 강성의 감소 
때문에 보강판의 최종강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보강판의 최종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연성붕괴모드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보강재의 축 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수치해석을 하므로 횡보강재의 
기둥좌굴과 비틂좌굴은 고려하지 않는다. 판의 국부좌굴은 
종보강재의 수가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보강판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강재의 플랜지 역할을 
하는 유효폭의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종보강재 및 판의 기둥형 붕괴는 보통 
종보강재의 비틂좌굴붕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두 
조건을 고려하여 보강판의 최종강도를 해석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강재의 수와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자유단 폭의 영향, 모델의 초기결함과 하중의 편심에 의한 
영향을 알아본다. 통상 판에 가까운 곳에 편심을 주면 판의 
붕괴로 인한 보강판 붕괴가 발생하고, 보강재에 인장응력이 
걸리게 된다. 보강재에 가까운 편심을 주면 보강재의 붕괴로 
보강재에 압축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강재에 트리핑이 발생하게 된다. 즉, 보강재가 얇고 길기 
때문에 비틂 좌굴이 일어나는데 이때 보강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편심은 위치에 따라 
최종강도에 가장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수 많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한, 다이얼 게이지와 디지털 
게이지로 계측한 초기결함 데이터와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Hughes, 1983)도 고려하여 상용프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여 용접 보강판 최종강도를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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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신뢰성 있는 최종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초기변형과 
편심이 최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초기변형의 
경우 강도에 큰 영향을 준다. 변형을 최대치가 많게는 4mm 
이상이 되는 모델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초기변형이 
큰 곳에서 보강재 붕괴모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보강재의 초기변형은 고려하지 않은 모델을 
수치해석 하였다. 약 30%이상의 최종강도가 차이가 났으며 
보강재 붕괴형상도 달랐다. 결국 초기결함이 붕괴모드의 
형상을 많이 좌우한다. 모델을 실험장치에 삽입 할 때 
위치판(positioning plate)에 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마 
연속용접에 의한 입열량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모델자체에 
비틂 변형이 크게 발생했고, 이로 인한 초기변형과 모델 
내부의 잔류응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S3F11의 경우 실험값과 수치해석 값의 차이가 
명백하지만 이 또한 초기변형 및 실험을 하면서 편심이 이동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 
모델을 선정할 때 모두 평강 형상이며, S3F11과 S3F12은 
판의 좌굴로 인한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머지 모델에서 
보강재의 비틂좌굴에 의한 붕괴형태가 나타났다. 편심의 
위치를 이동하여 최종강도를 찾고, 추가적으로 역앵글 
형상의 보강재를 수치해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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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n scaling effects in mass impact tests on unstiffened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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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or several decades scaling effects on structures under dynamic loads were analyzed from experimental and analytical
aspects. From those, it was revealed that the effects arise from differences in strain rates. However, the effects under
dynamic loads could not be easily investigated due to different structural behaviors with those under static loads. This paper
is about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scaling effects in mass impact loading with special emphasize
on material properties through dynamic tensile tests. Drop weight tests were conducted on unstiffened plates with three
different scales and numerical analyses, using ABAQUS, were performed on test models and on models with larger scales.
However, there were small differences between tested models, for larger scale models scale effects were found in numerical 
analysis results. 
 
Keywords: Strain rate (변형률 속도), Dynamic tensile test (동적 인장 실험), Scale effect (크기효과), Drop test (낙하실험), 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  
 

1. 서론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폭발 등의 돌발적인 사고는 

엄청난 재산, 인명피해와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따라서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박의 사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선박의 실선 크기의 
실험은 막대한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하며 그 실험을 위한 
환경의 조성도 쉽지가 않은 현실이다(C. Guedes Soares, 
2013). 따라서 많은 연구기관에서 축소 크기의 구조물에 
대해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복잡하고 실제 
크기의 구조물의 충돌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구조, 유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N. Jones, 2008 and 2012). 
 구조물의 충돌이나 정적 하중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험적, 

분석적, 그리고 수치해석적인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구조물 크기의 전체적인 비율의 차이에 따라 충돌 후 변형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며 이를 
크기효과(Scale Effect)라고 부른다(Cho and Park, 2011 and  
Jiang, 2006).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각 크기에서의 구조물이 충돌을 
받는 중에 변형률의 속도의 차이에 따른 동적 경화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알려졌으나(Alves and Oshiro, 2004), 
하지만 이 역시 변형률 속도에 대한 동적 응답이 
비선형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한 응력으로는 크기효과를 
반영하기 힘든 점이 있어 구조물의 내부 역학적인 
부분에서는 연구가 어렵다고 알려 져 있다. 또한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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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민감한 연강으로 된 구조물일 경우 고장력강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Alves and Oshiro, 2005). 

 이와 관련된 논문 및 서적을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형상의 구조물의 경우 축소구조물의 충돌 후 변형이 실제 
구조물의 결과보다 작게 나타난다. 만약 실제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크기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구조물의 
충격강도를 과대 평가하게 되고 앞서 언급한 돌발적인 
사고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물을 설계하게 될 것이다.  

 

 
Fig. 1 Impact scalability of steel structures (Booth , 1983) 
 
이번 논문에서는 Cho and Park(2010)의 크기효과 실험에 

대한 수치해석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오늘날 
수치해석에서는 동적 경화구정 방정식인 Cowper 
Symonds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식을 구성하는 
재료 상수를 연강의 경우에 대해 일반적인 값을 사용하고 
있다. 크기효과의 검증에 앞서 동적 인장 실험을 통해 그 
재료상수 값을 독자적으로 도출을 하여 역시 수치해석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2. 크기효과의 실험 
 

2.1 이전의 크기효과에 대한 실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돌에 대한 크기효과의 

실험은 다양한 재질 및 형상의 모델에 대해 연구가 되었다. 
Oshiro and Alves(2006)의 연구에서는 초기변형이 있는 
평판을 Fig. 2과 같이 설치하고 중량물을 낙하시켜 그 
결과로 경사각 θ 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이 된 
물체는 연강과 알루미늄이었으며 Fig. 3 (a)와 (b)에서 
보다시피 연강의 경우에서 크기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 Jones(2008)의 실험에서는 
평판에 중량물의 형상에 따른 파단 모양의 실험 결과 크기에 
따라 그 형상이 다른 것을 분석한 바가 있다. 

 

Fig. 2 Sketch of two-plate structure under axial impact. 
Oshiro and Alves(2006) 
 

 

Fig. 3 (a) Result of two-plate structure under axial impact for 
Mild Steel. (Oshiro and Alves, 2006) 

 

 

Fig. 3 (b) Result of two-plate structure under axial impact for 
Aluminum. (Oshiro and Alves, 2006) 

 

2.2 크기효과 실험 
 
본 논문에서 다룰 실험은 Cho와 Park(2010)의 평판에 

대한 knife-edge의 충돌체의 낙하실험이다. 실험에 사용이 
된 평판은 일반 조선용 강재로 된 정사각형 판이다. 각 판의 
길이 및 두께는 가장 큰 판의 경우 각각 1000mm와 



5mm(1.0 Scale Model), 두 번째로 큰 것은 800mm와 
4mm(0.8 Scale Model) 그리고 가장 작은 판은 600mm와 
3mm(0.6 Scale Model)의 치수로 선정하였다. 자세한 판의 
형상과 재료의 특성, 그리고 충돌체의 형상과 치수에 대한 
정보는 Fig. 5, Table 1 에서 찾을 수 있다. 

실험은 각 크기의 판에 대해 1.3m와 2.0m, 2.3m의 세 
높이에서 중량물을 낙하 시켜 변형이 가장 큰 knife edge의 
양 끝점에서의 수직 방향 변형의 평균으로 변형량을 측정을 
하였으며 이 변형량을 각 판의 두께와 항복응력, 탄성계수를 
고려한 무차원화를 한 값을 통해 비교하였다. 

 
2.3 실험의 결과 

 
실험 후의 형상은 Fig. 6와 같으며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로는 Fig. 7과 같다. 2.3m에서의 낙하 실험의 경우 0.8 
Scale의 결과가 예외적으로 큰 변형을 일으킨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무차원화를 한 
변형량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5 (a) Sketch of three plates of different scales including 
thickness. 
 

 
Fig. 5 (b) Sketch of striker for the scale of 1.0.  

 
Table. 1 Mass and length of edge of each scale of striker. 

Scale 
Mass 

(Kg) 

Edge Length 

(mm) 

1.0 400 500 

0.8 206 400 

0.6 83 300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est models 

Name of Properties Values 

Yield Stress (MPa), σY 260 
Elastic Modulus (MPa), E 210000 
Mass Density (ton/mm3), ρ 7.85ⅹ10-9 

Poisson’s Ratio, ν 0.3 
 
그 크기는 각 높이에서의 1.0 Scale Model에서 0.6 Scale 

Model로의 변형 감소량을 비교할 경우 1.3m 에서의 낙하 
시 8.4%, 2.0m 에서의 낙하 시 19.0%, 2.3m 에서의 경우 
18.0%의 감소를 보였다.  

 

 
Fig. 6 Photographs of the entire and part of experiment 
model 0.6 Scale. 
 

 
Fig. 7 The result of non dimension deflection on thickness 
for each plate. Values were averages of two edges of striker 
 

3. 크기효과의 수치해석 
 

3.1 동적 경화 
 

수치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충돌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 특성에 대한 부분 중 변형률 속도에 의한 동적 경화의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동적 인장 실험을 토대로 한 



실험적 연구를 포함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적 변형의 경우, 변형률의 속도를 분류를 

한다면 1s-1 이하라면 저변형률 속도로 간주되어 준정적 
문제로 취급이 가능하며 고변형률 이라 함은 1~1000s-1의 
범위 내의 속도를 뜻한다. 

동적 경화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식 (1)과 
같다. 주로 정적 구성방정식에 동적 계수(DHF, Dynamic 
Hardening Factor)를 곱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다. 식 
(2)는 지수 형태로 나타낸 DHF를 뜻하며 여기서 m은 
변형률 속도 경화 지수(Strain rate hardening exponent)라 
정의한다. 그리고 식 (3)은 Cowper-Symonds의 DHF를 
나타낸다. Cowper-Symonds는 정적 유동 응력을 두 배로 
증폭시키는 변형률 속도를 정의하기 위하여 재료 상수 D와 
q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식 (4)는 응력에 대한 동적 
응력(σd)과 정적 응력(σs)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Cowper-Symonds의 동적 경화 구성방정식은 두 가지의 
재료 상수를 가지게 된다. 

DHFd ⋅=σσ     (1) 
m
p

m
pp dtdDHF εε == )/(    (2) 

q
CS DDHF /1)/(1 ε+=    (3) 

q
sd D /1)/1( εσσ +=    (4) 

많은 참고 문헌에 의하면 Cowper-Symonds의 공식의 
재료 상수로써 D는 40s-1 내외, q는 5 내외의 값을 
적용하는데 이는 Table. 3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료뿐만 아니라 시편의 형상에 의해서도 다양한 연구 
결론이 나오고 있다. 

 
Table.3 Cowper-Symonds coefficients for Mild Steel. H is 
the plate thickness 

H (mm) Dy (s-1) qy 
1.6 0.76 7.2 
3 24.0 6.1 
6 44.3 5.0 

 
3.2 동적 인장 실험 

 
Cowper-Symonds의 공식에 사용이 되는 재료 상수를 

유도해 내기 위한 동적 인장 시편의 실험을 창원에 위치한 
KIMS 재료연구소에 의뢰를 하였다. 시편의 재료는 SS-41 
강으로써 실험에 사용이 되었던 구조물의 재료인 일반 
조선용 강과는 다른 것이다. 인장 실험에 쓰인 장치는 
Instron VHS-65/80-25로써 최대 속도 20m/s와 최대 하중 
100kN을 가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를 이용하여 의뢰를 

맡긴 21개의 시편 중 총 8개의 시편이 2개의 10s-1, 3개의 
50s-1, 나머지 3개가 100s-1의 속도에 대해 인장 실험 
자료를 얻는 데에 성공을 하였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식 
(4)에 나타나 있는 Cowper-Symonds의 공식을 식 (5)로 
변형을 하여 재료 상수인 D의 값과 q의 값을 도출하여 낸 
결과 D = 310.17 s-1, q = 3.22가 유도되었다. 

 
)ln()1ln()ln( Dq

Y

YD
p +−⋅=

σ
σε   (5) 

 
Fig. 8 Dynamic Tensile Test Machine 

 
3.3 크기효과 수치해석 

 
본 연구의 해석 모델은 2.2절의 Cho and Park(2010)의 

실험을 형상화 하였다. 요소의 형식은 4개의 절점을 가지는 
Shell요소(S4R) 형식으로 하였으며 소성 경화 부분의 
데이터는 정적 인장 실험을 통한 진응력-진변형률을 
이용하였다. 또한 네킹 이 후의 영역은 Ludwik 변형률 경화 
법칙을 이용하여 연장하였다. 또한 동적 인장 시험의 값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크기효과실험의 경우에는 항복응력이 
260MPa, 동적 인장 시험의 시편 재료는 정적 인장시험의 
결과 항복응력이 304MPa로 차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연강으로 분류되는 두 재료이므로 서로의 
항복응력의 비를 통해 동적 인장 시험의 값을 추정을 
하였다. 

 

 
Fig. 9 (a) True stress-strain curve of dynamic tensile test 10s-1 



 
Fig. 9 (b) True stress-strain curve of dynamic tensile test 10s-1 

 
 

 
Fig. 9 (c) True stress-strain curve of dynamic tensile test 10s-1 

 
수치해석은 각 모델에 대하여 동적 경화를 구성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조건은 밑의 Table. 4와 
같다. 

 
 Fig. 10 Model of assembled plate and striker. 

 
Table. 4 Descriptions for three different cases. 
 Description 

Case 1 Cowper Symonds equation with D=40s-1, q=5 
Case 2 Cowper Symonds equation with D=310.17s-1, q=3.22 
Case 3 Static tensile test result and dynamic tensile results of 

10s-1, 50s-1, 100s-1 
 
 
여기서 Case 3은 Cowper Symonds의 공식이 아닌, 

변형률 속도 별 인장 실험의 결과를 직접 이용한 것이다. 
본격적인 수치해석에 앞서 질량물의 낙하 높이 1.3m에 

0.6 Scale model인 하나의 실험 모델 조건을 통해 적절한 
요소의 크기를 찾는 수렴성 검증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두께가 3mm인 경우 요소의 길이가 그 2배인 6mm보다 
작을 경우 increment의 과부하로 Shell요소의 두께를 
자동적으로 줄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6mm이상의 
크기에서부터 요소의 길이를 증가시키며 수렴성 검증을 
하였다. 

 

 
Fig. 11 Result of convergence test 
 

 그 결과 요소의 크기에 따른 해석 결과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지나치게 큰 요소의 경우 그에 의한 오차가 
커질 것이라 예상되어 모든 해석 모델에 대해 가능한 가장 
작은 크기인 판의 두께의 2배에 해당하는 요소 크기로 
선정하였다. 
   

3.4 수치해석의 결과 
 

3.4.1 변형 형상 이력 
  
 실험의 결과는 9개의 각 모델에 대하여 세 가지의 동적 

경화 조건을 줌으로써 총 27개의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들 
중 같은 1.3m 낙하 높이에 대한 서로 다른 동적 경화 
조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변형 형상 이력은 다음 Fig. 13과 
같다. 

 
Fig. 12 Figure of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model. 

 그 결과, 충격 지속 시간과 탄소성 변형 최대점의 크기가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크기가 작아질수록 무차원화한 변형의 크기는 작아지는 



크기효과를 보였다. 모든 경우의 모델의 실험값과 세 가지 
조건에서의 수치해석 비교값을 Table. 5에 나타낸다. 

 

 
Fig. 13(a) Deflection history of Case 1 of 2.0m drop 

height and 0.6 scale model 

 
Fig. 13(b) Deflection history of Case 2 of 2.0m drop 

height and 0.6 scale model 
 

 Fig. 13(c) Deflection history of Case 3 of 2.0m drop 
height and 0.6 scale model 

 
3.4.2 실험값과의 비교 

 
 결과의 특징은 Case 1 보다 Case 2의 경우가 실험값에 

보다 가까웠다. 즉, 연강에서의 Cowper Symonds의 식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재료 상수에는 구체적인 재료, 
그리고 형상에 따라 타당한 값을 도출을 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Cowper Symonds의 식은 
추정식이므로 Case 3과 같은 변형률 속도별 인장 시험 값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정확도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험값과의 비교에서 Case 1의 경우 평균 
오차가 20%, 편차가 8.31이었으며 Case 2의 경우 14%, 
8.66,  Case 3의 경우 6%에 8.23의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5(a)  Result of non dimension deflection for every 
case. 

Scale

Drop 

height 

(m) 

Experiment Case 1 Case 2 Case 3

1.00 

1.3 

7.25  8.87  8.26 7.88 

0.80 7.05  8.81  8.44 7.55 

0.60 6.69  8.21  7.86 7.13 

1.00 

2 

9.55  10.73  10.12 9.69 

0.80 8.35  10.47  9.92 9.08 

0.60 8.02  10.31  9.85 9.10 

1.00 

2.3 

9.90  11.41  10.85 10.40 

0.80 11.65  11.27  10.66 9.83 

0.60 8.39  11.04  10.57 9.81 

 
Table. 5(b)  Result of non dimension deflection for every 
case compared to experiment result as basis. 

Scale

Drop 

height 

(m) 

Experiment Case 1 Case 2 Case 3

1.00 

1.3 

1.00  1.224  1.139 1.087 

0.80 1.00  1.248  1.197 1.070 

0.60 1.00  1.229  1.176 1.067 

1.00 

2 

1.00  1.124  1.059 1.014 

0.80 1.00  1.254  1.187 1.087 

0.60 1.00  1.285  1.228 1.134 

1.00 

2.3 

1.00  1.153  1.096 1.051 

0.80 1.00  0.967  0.915 0.844 

0.60 1.00  1.317  1.260 1.170 

Mean 1.00 1.200 1.140 1.058

COV (%) 1.00 8.31 8.66 8.23 

 
3.4.3 변형률 속도 이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기효과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변형률 속도의 차이에 따른 동적 경화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크기가 작을수록 변형이 작다는 것은 변형률 속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수치해석에서도 변형률 
속도의 이력을 낙하 높이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Fig. 14와 
같다. 

변형률 속도의 이력은 시간에 따라 비선형적이며 
파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값에 도달하는 것은 0.6 Scale 
model의 경우에 가장 먼저 나타났으며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변형률 속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 역시 
크기에 따라 변형 형상 이력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Fig. 14(a) Result of strain rate history of drop height 1.3m 
 

 
Fig. 14(b) Result of strain rate history of drop height 2.0 m 

 

 
Fig. 14(c) Result of strain rate history of drop height 2.3 m 

 
4. 결 론 

 이번 논문에서는 Cho and Park(2010)의 정사각형 
평판에 대한 크기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적 경화 
추정식인 Cowper Symonds의 식에서 연강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상수 값을 동적 인장 시험을 통해 
직접 도출 한 값을 이용하고, 또한 추정식이 아닌 변형률 
속도 별 인장 시험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기존의 일반적인 재료 상수를 이용한 Cowper 
Symonds 공식의 경우를 포함하여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수치해석을 한 결과 새로운 재료 상수를 이용한 결과가 
6%의 오차 감소율을 보였고, 인장 시험의 결과를 직접 
이용한 경우 14%의 오차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Cowper Symonds의 식의 재료 상수 값에 대한 논의는 동적 
인장 시험을 통해 더욱 많은 재료에 대해 논의될 필요성을 
느끼며 이러한 추정식 역시 개선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수치해석을 통한 변형률 속도의 결과는 
크기효과에 대한 원인 분석에 상응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직접적으로 강도 증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변형률 
속도에 대한 동적 응답이 비선형적이라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참 고 문 헌 
 
R. Villavicencio., C. Guedes Soares., 2013, Impact 

response of rectangular and square stiffened plates 
supported on two opposite edges. Thin-Walled Structures, 
68, pp. 164 – 182. 

N. Jones., R.S.Birch., 2008, On the Scaling of 
Low-Velocity Perforation of Mild Steel Plates, Journal of 
Pressure Vessel Technology, 130. 

N. Jones., F.J. Yang., M.Z. Hassan., W.J. Cantwell., 
2012, Scaling effects in the low velocity impact response of 
sandwich structures, Composite Structures, 99, 97 – 104 

S.R.Cho., J.Y.Park., 2011, Numerical investigations on 
the scale effects of plated structures subjected to collision 
load, University of Ulsan. 

Booth, E., Collier D. and Miles, J., 1983, Impact 
scalability of plated steel structures, Structural 
Crashworthiness, Butterworths publishers, pp. 136 - 174  

Jiang,P., Tian,C.J., Xie,R.Z. and Meng,D.S., 2006,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to scaling laws for conical 
shells struck by projectiles',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vol 32, Issue 8, pp 1284-1298. 

M. Alves., R.E.Oshiro., 2006, Scaling the impact of a 
mass on a stru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32, pp. 1158 – 1173. 



M. Alves., R.E.Oshiro., 2006, Scaling impacted 
structures when the prototype and the model are made of 
different mate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Solids and 
Structures, 43, pp. 2744 – 2760. 

J.M.Choung., C.S.Shim., K.S.Kim., 2011, Plasticity and 
Fracture Behaviors of Marine Structural Steel, Part 
I:Theoretical Backgrounds of Strain Hardening and Rate 

Hardening,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25, pp. 134 – 144. 

N. Jones., 2012, The credibility of predictions for 
structural designs subjected to large dynamic loadings 
causing inelastic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53, pp.106 - 114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선박 침수 시뮬레이션
이상갑, 이환수(한국해양대), 신영균(STX조선해양), 우희규(KAIST)

Ship Flooding Simulation u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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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미 트림상태의 선박이 open water에 계류 중 폭탄성 저기압 하에서 강풍을 동반한 해일성 파도가 갑판 개구부 등을 덮치고 갑판에 
고여 있는 해수가 침수되어 급진적으로 선미가 침하되고 상하운동 및 동요되면서 선미 계류색이 파단되고 선수부도 침수되는 침수사고
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LS-DYNA code의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
기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일성 파도를 구현하여 선박의 선측을 강타하고 쇄파가 갑판을 덮치며, 개구부를 통하여 선
내로 침수하며 화물창 및 각 구획의 관통구를 통하여 전파되도록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파악한 침수사고의 해수 침수경로를 대체적으로
잘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기법개발은 앞으로 수준 높은 침수⦁침몰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 ship flooding(선박 침수), LS-DYNA code,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유체-구조 연성), simulation(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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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중에 대한 구조응답 해석시 하중적용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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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Blast load 
to Structural Response Analysis 

Jaemin Jeong, Myojung Kwak, Seungmin Kwon, Yoonsik Hwang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요 약 
 

해양 플랜트에서의 사고는 작업자 및 생산 설비에 타격을 주어 인명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유출된 오일 등으로 인하여 환경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인 사고로는 화재, 폭발, 충돌, 낙하에 의한 충격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재, 폭발은 그 사고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폭발 등에 의한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 응답 해석은 기존의 탄성응답을 이용한 해석과 달리 재료의 복잡성 및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적절하게 고려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폭발 하중에 대한 구조 응답 해석은 시간에 따른 하중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하중 프로파일을 적용한 비선형 과도응답 해석과 계산된 동적 하중을 해당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비교하고 적절한 DLF(Dynamic Load Factor)를 적용하여 동적 하중을 단순화 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제 해양 플랜트의 특정 구조물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 함으로써 실제 설계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석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ywords: Dynamic Load Factor(DLF), 사고 하중(Accidental Load), 비선형 과도응답 해석(Nonlinear Transient Analysis) 
 

1. 서 론 
 

최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에너지 소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의 국제정세 불안과 석유 
시장의 투기 자금으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유전 개발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 유전 개발에 필요한 해양 플랜트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플랜트는 각국의 심해 
자원 개발 경쟁으로 인하여 작업 환경이 열악한 심해와 
극지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Deepwater Horizon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해양플랜트 설비 설계시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와 관련 안전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 하는 상황에서 
해양 플랜트 설계시 특정 구조물에 대한 폭발 구조응답 
해석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폭발 하중에 대한 구조응답 해석시 필요한 대표적인 하중 

적용 기법을 실제 해양 플랜트의 특정 구조물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실제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가 
필요에 의해 적절한 해석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론 
일반적으로 해양 플랜트에서 가스의 폭발에 따른 하중의 

계산에는 전문적인 CFD 프로그램이 사용되며, 이 폭발 
하중에 대한 구조 응답 해석에는 보이론을 이용한 단순 계산 
(DNV-RP-C204, 2010) 또는 유한 요소를 이용한 구조 해석 
등이 이용된다. 특히 유한 요소를 이용한 구조 해석 
방법에는 시간에 따른 하중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하중 프로파일을 적용한 비선형 과도응답 해석 (Method 
1)과 계산된 동적 하중을 해당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비교하고 적절한 DLF(Dynamic Load Factor)를 적용하여 
동적 하중을 단순화 시켜서 계산하는 방법 (Method 2)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 요소를 이용하여 구조응답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다루었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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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해석 결과 검토 
구조물이 하중을 받아 항복응력을 초과하는 응력을 

받으면 소성변형이 발생하며, 이러한 변형은 하중이 
제거되어도 구조물에 남게 된다. 이러한 소성 변형 정도를 
이용하여 해당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 하는 방법을 여러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폭발 하중의 
적용 방법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모델 
Girder의 중앙에 위치한 절점에 대하여 수직 방향에 대한 
최대 변형을 측정하여 비교 하였으며 Table 2-3에 정리 
하였다. 
 
Table 2-3 Maximum vertical deformation from all methods 

 
 
우선 보강판 모델(Model No.2)의 단순 계산법과 FEA를 

이용한 방법에서 결과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 이는 
FEA를 이용한 방법과 비교하여 단순 계산시 계산된 고유 
주기와 구조물의 Resistance의 추정에 사용된 부정확한 
가정에 기인한 오류로 이해된다. FEA를 이용한 방법에서 
결과의 차이는 Method 2에서 무시한 변형률 속도 효과에 
따른 항복응력의 변화와 부정확한 DLF 적용에 따른 
차이점으로 이해된다. 특히 Model No.2의 경우 FEA 
Methods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Pulse 
Duration이 Model No.3, 4에 비해 2배 짧기 때문에 변형률 
속도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ulse 
Duration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Method 2는 동적 구조응답 해석에서 Pulse 
Duration이 긴 경우보다 많은 오차를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2)에서 고유 진동수는 정도 높은 DLF 산출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다. Model No.3의 경우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도 높은 고유 진동수를 계산할 수가 있고 
신뢰할 만한 DLF 산출로 이어진다. 그러나 Model No.4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경우 고유 진동 해석을 하더라도 하중 
방향에 대한 구조물의 정확한 고유 모드를 찾아내기는 
어렵고, 이는 부정확한 DLF의 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구조 설계 적용을 위한 DLF 계산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FEA Method 2로부터 
계산한 결과는 시간에 따른 하중 프로파일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다 실제 거동에 근접한 Method 1의 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설계 
단계에서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해양 플랜트에서 폭발사고는 인명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폭발 하중에 대한 구조 응답 해석의 
필요성 역시 해양플랜트에서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과 프로그램의 사용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폭발 하중에 대한 구조 응답 해석시 하중의 
적용 방법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지가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 하중의 적용 방법에 따른 그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방법을 구조 모델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고 향후 설계자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하중의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폭발에 대한 최적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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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Analysis Models
Simple

Calculation
FEA

(Method 1)
FEA

(Method 2)

1 Simple Girder - 25.56 27.73

2 Stiffened Panel with Girder 33.35 25.56 30.56

3
Deck Structure

of Shale Shaker Room
- 14.66 14.39

4 Shale Shaker Room - 32.47 30.42



세라믹 백킹재를 이용한 일면 맞대기 용접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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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Life Comparison for Single-Sided Butt Weld Zone 
Using Ceramic Backing Plate in 2G, 3G weld position 

Yongman Park, Beomseon Jang, Sungwook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Yuchul Jeon, Seongmin Kim(DSME)

 
 

ABSTRACT 
 

Although single-sided weld method using ceramic backing plate is widely being us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because 
of convenience of use, the method is rarely used in the shipbuilding and offshore industries because the fatigue life of weld 
zone is not well verified. As a bid for accumulating data to make the fatigue strength of single-sided weld guaranteed, in this 
study, fatigue tests for 40 specimens which are single-sided welded in 2G and 3G weld directions are performed.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2G specimens have better fatigue strength than 3G specimens. Moreover, both have better fatigue 
strength than DNV's criteria for double-sided butt weld. 
 
Keywords: Single-sided butt welding(일면 맞대기 용접), Ceramic backing plate(세라믹 백킹재), Weld position(용접 자세), Fatigue life 
test(피로실험)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라믹 백킹재를 이용한 일면 용접은 이면 용접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여 여러 산업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용접 
방법이다. 하지만 조선해양분야의 경우, 일면 용접부의 
피로강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면 
용접의 적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일면 용접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나 
1G(아래보기)용접에 대한 실험에 국한되어 있다. 용접 
자세가 달라지면 입열량 및 용융금속의 유동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피로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양한 
자세에 대한 피로실험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G, 3G용접 시편들에 하여 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G, 3G용접 대한 피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crack 발생 및 파단위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G, 3G 일면 용접의 성능이 이면 
용접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실험이 수행되어 일면 용접의 
피로강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일면 용접을 적용하여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G
Flat position

2G
Horizontal position

3G
Vertical position  

Fig. 1  Welding positions 
 

1.2 시편 정보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백킹재를 이용하여 2G, 3G 자세로 
일면 용접된 시편 각 20개, 총 40개에 대하여 피로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EH36 강으로 제작되었으며, 항복응력은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478MPa이다. 탄성계수는 210GPa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편의 형상 및 제원은 그림 2과 같으며, 이는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만족한다. 

 
R400

640

120
140 120

1005025t

 
Fig. 2  Dimensions of the specimen (unit : mm) 

 
그림 3은 2G, 3G 시편의 용접 경로와 비드의 형상을 

나타낸다. 2G, 3G 시편 모두 백킹재가 있던 위치의 비드가 
반대편의 비드보다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에의 편의를 위하여, 비드의 크기와 용접 
경로를 바탕으로 시편의 네 방향을 그림 4와 같이 
정의하였다. 앞(F), 뒤(B)의 구분은 상대적인 비드의 크기로 
구분한다. 비드가 큰 쪽이 앞(F), 반대쪽이 뒤(B)이다. 위(U), 
아래(L)의 구분은 용접경로의 순서로 구분한다. 마지막 
경로가 위치한 쪽이 위(U), 반대쪽이 아래(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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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Welding path and bead profile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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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ur directions of the specimen 

 
균열의 발생이 가능한 4위치의 hot spot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드 끝단으로부터 0.5t(12.5mm), 
1.5t(37.5mm) 떨어진 위치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그림 5, 6은 2G와 3G시편에 부착된 8개의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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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ain gauges attached on 2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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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in gauges attached on 3G specimen 

 
1.3 실험 장비 

 
Table 1  Specification of devices for fatigue test 

Device Capacity Production Company 
Frame. 500kN 

4 column Samyeon Technology 
Actuator. 500kN MTS 
Hydraulic  

Power Unit 500kN MTS 
Controller - MTS 

Grip 500kN Samyeon Technology 
DAQ 16 channel National Instrument 



Chiller - Bumyang 
 
표 1은 피로실험 장비의 모습과 사양을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할 시편을 상부와 하부의 grip에 장착하고, hydraulic 
power unit으로부터 actuator에 유압이 공급되면, 
controller를 이용하여 actuator의 변위 또는 가해지는 
하중을 제어할 수 있다. DAQ는 시편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로부터 측정되는 전기신호를 읽어 들이고, 
이를 스트레인 값으로 변환하여 PC에 전달한다. Chiller는 
피로실험 시 상승하는 유압용 기름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한 
냉각장치이다. 

2. 실험 조건 및 실험 과정 
 

Table 2  Conditions for fatigue test 
Stress 
range 
[MPa] 

Test 
number 

Stress 
[MPa] 

Load 
[kN] Frequency

[Hz] Max Min Max Min 
330 2 347 17  434  21  3 
300 2 316 16  395  20  3 
270 3 284 15  356  18  4 
240 3 253 13  316  16  4 
210 3 221 11  277  14  4~6 

180 3 189 9  236  11  6~10 
150 2 158 8  198  10  6~10 
120 2 126 6  158  8  6~10 
 
표 2와 같이 총 120 ~ 330MPa의 8가지 응력범위에 

대하여 피로실험을 수행하였다. 응력 범위가 0.05가 되도록 
응력의 최대값, 최소값을 설정하였으며, 시편의 단면적 
(25mm×50mm)을 곱하여 해당되는 하중을 계산하였다. 
실험은 하중제어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상부 grip의 자중만큼 하중을 offset하여 load cell의 
값을 0으로 맞춘다. 

(2) 상부-하부 순으로 grip에 시편을 장착한다. 
(3) 하중 제어를 통해 grip에 의해 발생한 하중을 없앤 

후, 스트레인 게이지를 calibration 한다. 
(4) 응력 범위에 따라 가진 주파수를 설정한다. 
(5) 하중의 feedback이 command를 잘 따라오도록 

tuning을 수행한다. 
(6) 실험을 시작한다. 
(7) 시편에 파단이 발생하면 실험이 종료된다. 
(8) 피로수명이 500만 싸이클을 넘어갈 경우, 실험을 

강제로 종료한다. 



3. 결과 분석 
 

피로 실험의 결과를 logS–logN 축에 타점하고, 2010년 
4월 개정된 DNV-RP-C203의 S-N curve 중 이면 맞대기 
용접에 해당하는 E curve와 비교하였다. 백킹재를 이용한 
일면 맞대기 용접시편에 해당하는 것은 F curve 이지만, 
보다 더 보수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E curve를 
이용하였다. DNV-RP-C203는 각 커브의 design (mean – 
2σ) curve를 제시하는데, σ = 0.2를 이용하여 mean curve를 
도출하였다.  

그림 7은 DNV E, F mean curve에 대한 2G, 3G 실험 
결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Least square method를 
이용, 2G와 3G 시편 각각에 대하여 선형 추세선을 
도시하였다. S-N curve의 기울기(m)는 3.0으로 
고정하였으며, 피로한도 (500만 싸이클)를 넘어선 시편들은 
제외되었다. 표 3에서 나타나듯 2G 시편이 3G 시편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수명이 좋게 평가되었으며, 2G와 3G 
시편 모두 이면 용접에 해당하는 DNV E mean curve 보다 
더 좋은 수명을 보였다. 이를 통해 세라믹 백킹재를 이용한 
일면 용접이 피로 강도 면에서 일면 용접에 뒤지지 않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일면 용접의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Negative inverse slope and intercept of the curves 

Curve m loga 
2G Least Square Fitting 3.0 12.548 
3G Least Square Fitting 3.0 12.451 

DNV E mean 3.0 12.410 
DNV F mean 3.0 12.255 

 
그림 8, 9는 각각 2G, 3G 시편의 대표적인 파단위치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시편에서 앞면(F)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백킹재를 사용한 일면 용접부의 경우, 불충분한 penetration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뒷면(B)에서 파단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실험 결과는 이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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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presentative failure zone of 2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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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between test result and DNV E & F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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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presentative failure zone of 3G specimen 

 
3G시편은 FL, FU 구역에서 비슷한 빈도로 파단이 발생한 

반면, 2G 시편은 대부분 FL 구역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G시편의 형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에 나타나듯이 2G시편의 뒷면(B)의 비드는 
아래쪽으로 편중되어있다. 이를 통해 용접 시, 위아래로 
같은 위치에 열이 가해져 큰 곡률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편에 인장하중이 가해질 때 곡률이 큰 부분에는 
굽힘 변형으로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리 
구역에서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백킹재를 이용한 일면 맞대기 

용접방법이 적용된 시편에 대하여 피로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2G(수평보기)와 3G(수직보기) 용접된 각 20개 
시편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백킹재를 이용한 
일면 용접부의 경우, 백킹재가 위치했던 뒷부분에서 파손이 
발생하고, 피로 수명은 이면 용접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 대부분의 시편이 앞면에서 
파손이 발생하였고, DNV에서 제시하는 양면 용접된 시편에 
대한 기준보다 더 나은 피로수명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일면 
용접부의 파손 발생위치 및 피로수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를 통한 세라믹 백킹재를 이용한 일면 
맞대기 용접부의 피로성능의 재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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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 산업이 전통적인 상선 건조 위주에서 해양 구조물로 전환되면서 상선 건조 시 잘 적용되지 않던 후육 강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후열처리 수요도 증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열처리(PWHT, Post Weld Heat 
Treatment)는 용접 잔류응력을 이완시켜 용접부의 피로 특성 및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키고 저하된 연성(ductility) 및
인성(toughness)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후육 강관은 특별히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나 wall thickness가 3 
mm 이상으로 일반 강관에 비해 두꺼운 관을 의미한다. 후육 강관은 관련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하였음에도 대상물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강관 내/외부에 온도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통해 후열처리 시 발생하는 내/외부의 온도편차를 계측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온도 편차를 갖는 관의 후열처리 전후의 용접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측정 및 해석
결과로부터 용접 잔류응력의 이완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Keywords: PWHT(후열처리), Welding Residual stresses(용접 잔류응력), Residual stress Relaxation (잔류응력 완화), X-ray diffraction 
method(X선회절법) 
 

 



파랑하중에 의한 Steel Catenary Riser 피로손상 평가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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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wave induced fatigue analysis methods for Steel Catenary Riser 
Jeong-Dae Lee (DSME), Sung-Je Lee(DSME), Chang-Hwan Jang(DSME), Seock-Hee Jun(DSME), Yeong-Tae Oh(DSME) 

 
 

요 약 
For the riser wave fatigue analysis, there are several methods which are spectral, regular wave and rain flow counting 

method. Spectral method is a stochastic irregular wave fatigue analysis using spectral moments. Regular wave method is a 
deterministic regular wave fatigue analysis that uses a regular wave scatter diagram. Rain flow counting method is 
deterministic irregular wave fatigue analysis with rain flow counting. To perform the wave fatigue analysis for riser system, 
hydrodynamic analysis results for floating vessels are required to be applied adequately to the system model. In this paper, a 
comparative study was performed in terms of wave fatigue analysis methods for a riser system and theoretical backgrounds 
for each method are also discussed. A steel catenary riser (SCR) line on FPSO was considered and marine dynamic program
(OrcaFlex) was used for static and dynamic analysis. 

 
Keywords: SCR, Regular wave scatter diagram, Rain-flow counting, Spectral response analysis 

 
1. 서 론 

 
라이저(Riser)는 거동 형태, 사용 목적, 기하학적 형상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된다. 이 중 SCR(Steel Catenary Riser)은 
부유체의 거동을 라이저의 변형으로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설치 비용이 다른 라이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에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라이저 형태이다. 

라이저는 설치 후 설계 수명 동안 교체되지 않으므로 강도 해
석뿐만 아니라 피로 평가 역시 수행되어야 한다. 라이저에 작용
하는 하중으로는 내부 유체에 의한 하중과 환경하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환경하중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다. 라이저에 
작용하는 환경하중으로는 해양파, 해류(current), 부유체의 거동, 
해류에 의한 와류(vortex)등이 있다. 이중 해류, 라이저의 자중 
및 부력은 정적 하중이며 나머지 하중들은 동적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FPSO에 부착된 SCR에 대하여 vortex 및 내부 
유체 하중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하중을 고려한 피로 해석을 수
행하였다. 피로 해석은 spectral 법, regular wave 법, rain flow 

counting 법 등 세가지 형태의 계산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들을 비교 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 과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피로해석에 필요한 시스템 모델링 및 동적 응력 해
석은 상용 S/W OrcaFlex를 활용하였다. 

 
2. 해석 모델 및 해상 상태 

 
해석에 고려된 부유체는 vessel 타입의 FPSO이며 길이가 

370m이고 총 배수량은 약 231,800톤인 흘수를 가진다. 파랑하
중에 대한 부유체의 거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motion RAO를 입
력 값으로 정의 하였다. OrcaFlex는 이와 같은 정보와 사용자가 
정의한 해양파를 활용하여 부유체의 거동을 계산하여 라이저의 
동적 응력을 계산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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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칙파의 발생빈도 및 S-N 선도 데이터를 통하여 피로 수명
을 결정한다. 만일, n개의 파 방향을 고려할 경우 동적해석 개수
는 n x 147개가 될 것이다. Fig.10은 Regular wave 법의 계산 흐
름을 보여주고 있다. 

Regular wave 법은 실제 피로 해석 시 계산 시간 및 정확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Spectral 법의 경우 비선형성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rain-flow counting 법의 경우 많은 
계산 시간과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Regular wave 법은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상기 두 방법의 단점을 극복 할 수 있
다. 

4.3 Rain-flow counting 법 
Rain-flow counting 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피로해석 방법 중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한 피로 수명을 주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알
려져 있다. 불규칙 해상상태에 대응하는 동적 응력을 시간 이력
에 따라 계산한 후 발생한 응력 폭을 rain-flow counting 법을 통
하여 stress histogram으로 변환한 후 S-N 선도와 대응하여 피
로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Wave scatter diagram의 각 해상 상태를 FFT를 통하여 불규
칙 파로 정의 하여 동적 해석을 수행한다. 결과의 안정성을 위하
여 충분한 simulation time이 필요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해상 
상태 별 1200초(20분)를 고려하였다. 계산된 stress range별 발
생 횟수를 실제 해상상태 노출 시간과 simulation time의 비율만
큼 증가시켜 준다. 이후 S-N 선도와 대응 시켜 피로 수명을 계
산한다.  

Rain-flow counting 법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법에 비하여 정
확한 결과를 주지만 오랜 해석 시간과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필요
로 하므로 초기 해석 단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
다. Fig.11은 Rain-flow counting 법의 계산 흐름을 보여주고 있
다. Table 4는 각 피로해석 방법에 따라 가해준 파랑하중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4 Dynamic analysis methods for each method 
Fatigue analysis method Waves for dynamic analysis 

Spectral White noise spectrum 

Regular Regular wave scatter 
diagram(Regular waves) 

Rain-flow counting Wave scatter diagram 
(random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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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탑재장비의 내충격 설계기준 적용 방안에 따른 
충격 응답 비교 연구

권 정일, 정 정훈, 신 윤호 (한국기계연구원)

Study for shock response of shipboard equipment according to
analysis method against non-contact underwater explosion

Kwon Jeong-IL, Chung Jung-Hoon, Shin Yoon-Ho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요 약

The shock resistance capacity of shipboard equipment in warship against the underwater explosion shock loading 
should be proved before installation. For this purpose, the validation process using the specific shock test machine and 
analysis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pecification and rule has been conducted each country. Generally, 
before the shock proving test, the equipment required shock hardening performance have been studied with the well 
known analysis approach method such as DDAM, BV043 etc. But the shock response characteristic under the various 
analysis condition and assumption can be changed and obtained the different response. In this study, the numerical 
shock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the various analysis model has been carried out and evaluated individually for an 
shipboard system/equipment and furthermore, has been compared with the integrated model coupled with hull through 
the full ship shock analysis result using LS-DYNA/USA. 
Keywords : 내충격 시험(MIL-S-901D), transient analysis(과도응답해석), keel shock factor(용골충격계수)

1. 서 론
일반적으로 수중폭발 충격하중에 대해서 함정 탑재 장비/설비

는 선체구조(이들 장비/설비의 받침대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내충격 안전성 확보 관점에서 이들 장비/설
비를 기준으로 내충격 설계기준 및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정 내충격 관련 기준이 대표적으
로 용골충격계수(Keel Shock Factor, KSF)로 알려진 물리량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충격 설계기준은 각
국 해군이 엄격히 군사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
련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러한 장비/설비 관점
에서 내충격 설계기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 및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국외 
관련 규정 역시 대부분은 발행연도가 20년 이상이어서 과연 현재 
각국에서 내충격 관련 설계기준으로 적용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
정이다. 

함정 탑재 장비/설비가 새로 건조 예정이거나 기존 함정에 탑

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설비의 충격등급에 따라 장비의 내충
격 성능을 시험 또는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공인기관으로
부터 반드시 인증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량과 제원
을 고려했을 때 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MIL-S-910D 
(1989)의 충격시험을 통해 대상 장비의 내충격 성능을 인증 받아
야 하는데, 충격등급 ‘A’인 항목은 충격시험 동안과 후에 충분한 
기능성과 구조안전성, 충격등급 ‘B’인 장비는 충격시험 동안과 
후에 충분한 구조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한편, 시험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NAVSEA 0908-LP-000-3010A’에 명시된 절
차 및 방법에 따라 동적설계해석방법(dynamic design analysis 
method, DDAM)(NAVSEA, 1995)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내충격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동적설계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과도응답해석방법
(transient response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고 내충격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해군의 탑재를 위해 요구하는 있는 내충
격 설계요구 조건(해군, 2005) 검토를 위한 접근 방법에 따른 내
충격 해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충격 응답 비교를 통해 적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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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상호 연계성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임의의 대형 탑재 장비의 한 종류인 발전기 세트를 대상으
로 간단한 수치적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내충격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2. 함정 탑재장비 내충격 강화 기준 및 
성능 검증 방법

한국 해군의 탑재장비는 Table 1에 도시한 것과 같이 해당 장
비의 특성에 따라 내충격 요구조건을 반드시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궁극적으로 함정에 있어 KSF로 정의되는 
최종적인 내충격 설계요건을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해군은  
함정의 크기에 따라 Table 2와 같은 폭발 조건 및 기준 KSF에 
따라 내충격 성능 검증을 하고 있다.

Table 1 한국 해군 탑재장비에 대한 내충격 요구조건

Table 2 미국 해군의 실선충격 시험 규정(NAVSEA, 1975)
폭약 종류 함의 전장(LOA) (ft) 폭약 중량 (lb)

HBX-1
LOA <425 1,200

425 LOA 625 10,000
LOA >625 40,000

함정 탑재장비의 내충격 성능 검증을 위해서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험 또는 해석적 방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시험에 의한 내충격 성능평가 
미국해군을 비롯한 각국 해군에서는 탑재 장비의 중량과 제원

을 고려했을 때 충격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해 
대상 장비의 내충격 성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탑재장비
의 내충격 성능평가를 위한 충격시험을 규정하는 방법은 크게 2
가지로 충격시험 하중의 시간이력이나 충격응답스펙트럼을 명시
하는 방법과 MIL-S-901D와 같이 충격시험기 자체와 이를 이용
한 시험절차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충격시험 하
중의 충격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방법은 피시험체의 중량이 
매우 작거나 충격하중에 대해 강체거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피시험체와 충격시험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충격시험기가 
명시된 충격실험 하중의 시간이력이나 충격응답스펙트럼을 재현
하는데 있어서의 허용오차 폭이 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 시험방법이다. 이들 방법에서는 충격시험 동안 충격시험기의 
충격하중을 반드시 계측하여 명시된 시간이력이나 충격응답스펙
트럼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재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만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충격시험기를 사
용하여도 무방하다. 

2.1.1 MIL-S-901D 충격시험 방법
MIL-S-901D 충격시험에서는 시험을 위한 충격시험기와 시험

절차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충격시험기나 피시험
체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을 계측할 필요가 없다. MIL-S-90D에서
는 시험보조 장치(충격시험기에 시험대상 장비를 설치할 fixture 
또는 mount, 각종 볼트 및 너트 포함.)를 포함한 시험대상 장비
의 총 중량에 따라 충격시험 범주를 경중량(lightweight), 중간중
량(medium weight) 및 중중량(heavyweight) 충격시험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각 충격시험을 위한 충격시험기와 시험 절차 및 방
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대형 탑재
장비인 경우에는 중중량 충격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때 총 
시험 중량이 60,000lb까지는 표준 부유식 충격플랫폼(standard 
floating shock platform, SFSP)를, 400,000lb까지는 대형 부유
식 충격플랫폼(large floating shock platform(LFSP)을 사용하여 
실제 수중폭발 시험을 실시한다. SFSP는 1959년에 미국 
NSRDC의 UERD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며, 최대 
총 시험 중량을 30,000lb로 하여 설계되었으나 현재의 
MIL-S-901D에서는 60,000lb의 중량까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SFSP 구조는 실제 탑재되는 함정 선체구조를 모
사하기 위해 3ft 깊이의 이중저(double bottom) 구조로 되어 있
으며, SFSP를 둘러싼 외판은 대부분이 1inch 의 두께를 갖는 고
장력강(HY-80)이다. 시험대상 장비는 가급적 실제 함정에 설치
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SFSP에 설치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해저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수심이 적어도 35～
40ft 이상 되는 곳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해군의 중 중량 장비의 충격시험 규정에 있어서 가
장 가혹한 수중폭발 조건에 대하여 이를 용골충격계수로 환산하



여 보면 대략 XX이다. 따라서 미국해군의 경우, 대상함에 탑재되
는 고가의 탑재 장비/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수중폭발 공
격에 대한 취약성 평가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최
대 허용 실선 충격시험 조건은 대상함의 내충격 설계기준 KSF 
값의 2/3에 해당하는 수중폭발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Fig. 1 미국해군의 중 중량 장비의 충격시험 규정 검토 내용
2.1.2 내충격 강화기준 충격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 시험방법

 독일해군과 같이 함정 탑재장비에 대한 내충격 성능 검증을 
위한 설계하중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충격시험
을 수행할 수도 있다. 독일 해군의 탑재장비 및 받침대에 대한 
내충격 강화 사양인 BV043-1985(Shock Resistance -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Proof, 1985)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충격 강화
기준 충격응답스펙트럼 분류방법은 함정의 종류, 배수량, 장비 
및 받침대의 함정 내 설치위치, 그리고 충격하중 방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내충격 강화기준 충격응답스펙트럼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충격 강화기준 충격응답스펙트럼 값을 원칙적으로는 
비밀자료로 취급하고 있고, 내충격 강화를 위한 시험과 해석에 
동일한 충격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하고 있다. 탑재장비의 내충격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을 위해서는 충격시험기를 제어할 수 있는 
충격하중 시간이력 자료가 필요한데, 독일 해군의 내충격 강화기
준 충격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충격시험에 사용할 충격하중 시간
이력을 이중 반정현파(double half sine) 펄스 또는 이중 삼각형
(double triangular) 펄스 형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 계산식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해군의 경우에도 MIL-S-901D에
서와 마찬가지로 충격등급 ‘A’인 장비는 충격시험 동안과 후에 
충분한 기능성과 구조안전성을 가져야 하며, 충격등급 ‘B’인 장
비는 충격시험 동안과 후에 기능에 상관없이 충분한 구조안전성
을 가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2.2 해석에 의한 내충격 설계검증 
 시험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그 대안으로써 해석을 통

해 대상 장비의 내충격 성능을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충격 
해석은 충격시험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도 시험 전에 내충격 설
계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도 그 유용성이 있다. 한편, 해석을 통
해 대상 장비가 내충격 강화기준 충격하중에 대해 충분한 기능성

을 갖는 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에 의
한 내충격 성능검증은 구조안전성 검토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탑
재장비 받침대에 대해서는 시험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 해
석을 통해 내충격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2.2.1 등가 정적가속도 해석방법
 본 해석방법은 d'Alembert의 원리에 따라 장비가 받는 충격

하중을 장비의 질량에 중력가속도 'g'의 단위로 주어지는 충격설
계계수(shock design factor)를 곱하여 등가의 정적하중으로 치
환하고 장비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적 해석
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해군 및 NATO 해군 국
가들은 많은 충격시험결과를 토대로 장비의 중량 및 충격하중 방
향에 따라 충격설계계수를 명시하고 있다. 본 해석방법은 개념이 
간단하여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장 오
래된 방법이지만, 대상 장비의 동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해석결과의 정확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 1995년도에 개
정된 미국해군의 DDAM 해석방법에 의한 수상함 탑재장비 및 받침
대의 내충격 설계기준서인 NAVSEA 0908-LP-000-3010A (1995)
에서는 더 이상 본 해석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2.2.2 DDAM 해석방법
  DDAM 해석방법은 1960년에 미국해군연구소의 Belsheim과 

O'Hara에 의해서 제안된 정규모드이론(normal mode theory)에 
기초한 스펙트럴 해석방법(spectral analysis method)이다. 스펙
트럴 해석방법은 응답스펙트럼의 형태로 주어지는 구조물의 지
지부(Base) 하중에 대하여 모드중첩법(mode superposition 
method)에 의하여 변위, 응력 과 같은 구조물의 전체응답을 계
산하는 방법으로 1932년 Biot에 의해 처음으로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내진해석(seismic analysis)을 위해서 제안되었다. Biot
에 의해 구조물 내진 설계기준응답스펙트럼으로써 동일한 위치
에서 발생한 여러 개의 지진 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각각의 응
답스펙트럼을 모두 포락(envelope)하는 포락응답스펙트럼(envelope 
response spectrum)을 사용하도록 제안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포락응답스펙트럼의 개념에는 지지부 위에 놓이
는 구조물이 지지부 운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을 내포하고 있다. 

 구조물과 지지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선체와 비교했을 
때 무한질량의 고정지지부로 간주할 수 있는 지반과 그 위에 놓
이게 되는 구조물간에는 크지 않아 무시할 수 있지만 선체와 선
체구조를 지지부로 하는 탑재장비 간에는 무시할 수가 없다. 미
국해군에서는 이러한 장비와 선체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관련
연구를 통해 탑재장비의 고정지지부 고유진동수(장비의 지지부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장비만의 고유진동수)
에서의 ‘Spectrum Dip'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로부
터 장비의 고정지지부 고유진동수와 해당모드의 유효중량(modal 
effective weight)의 함수로써 표현되는 내충격 설계기준 충격응
답스펙트럼 계산식을 도출하였다. 



 한편, DDAM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대상 시스템의 충격응답이 선형이고, 탄성한도 내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비선형성 시스템에는 원칙적으로 적
용할 수가 없다. 대상 시스템의 감쇠를 고려할 수가 없고, 5 Hz 
이하의 고정지지부 고유진동수를 갖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용
할 수가 없다. 또한, 매우 근접한 고정지지부 고유진동수들을 갖
는 시스템(system with closely spaced modes)에 대해서는 실제 
현상과는 달리 매우 과도한 결과를 줄 수 있다. 상기 DDAM 해석
방법이 갖는 한계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비선형 하중-변위 특성
을 갖는 탄성마운트들에 의해 지지되는 장비들(많은 경우 상당히 
낮은 고정지지부 고유진동수를 가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DDAM 해석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2.3 과도응답 해석방법
직접시간적분법에 의한 시간영역에서의 충격응답을 계산하는 

과도응답 해석방법은 DDAM 해석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대상 시
스템의 감쇠를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특히 DDAM 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비선형 하중-변위 특성을 갖는 탄성마운
트에 의해 지지되는 장비의 충격응답 해석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다. 본 방법을 적용하기 위에서는 대상 장비에 작용하는 충격하
중 시간이력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해군에서는 
NAVSEA에서 이들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해군(BR 3021)
에서는 충격속도 시간이력을, 독일해군(BV043-1985)에서는 내
충격 강화기준 충격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이중 반정현파 펄스 
또는 이중 삼각형 펄스 형태의 충격가속도 시간이력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명시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들 자료들을 비밀
로 취급하고 있다. 

3. 내충격 설계검증 해석 방법에 따른 
충격 응답 비교 및 검토

2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해석에 의한 함정 탑재장비의 내충격 성
능 검증 방법에 대하여 임의의 탑재장비 모델을 이용하여 충격 해
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충격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접근 방법에 
있어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내충격 설계검증 적용 방법 비교를 위한 해석 
시나리오

Table 3에서는 Fig. 2에 도시한 임의의 발전기 세트 모델을 
이용하여 구성한 탑재장비 모델을 이용하여 내충격 설계검증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해석 방법을 이용한 해석 시나리오를 
나타내었다. 우선 임의의 해석 대상 장비가 탄성 마운트가 부착
된 장비로 가정하였으므로 DDAM보다 BV-043의 내충격 설계기
준 하중을 이용한 과도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대형 장비로 
인한 중량 보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5톤 중량 보정 전,후의 

설계하중을 이용한 해석 조건을 고려하였다. 또한, 미국 해군의 
해석적 검토 방법보다 시험적 검토 방법인 MIL-S-901D의 중중
량 시험조건을 해석을 통해 구현하였으며, 측면에서 폭발하는 3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탑재 장비 내
충격 검증의 최종 목표가 되는 실선에의 내충격 적용 기준에 따
른 응답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한국해군의 신조함정을 이용
하여 내충격 설계가준 및 이에 대한 2/3 수준 두 가지를 고려한 
충격 해석을 수행하고, 해당 장비의 응답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Fig. 2 내충격 성능 평가를 위한 해석 방법 적용 대상 장비
Table 3 내충격 성능 평가를 위한 해석 시나리오

해석 
방법

MIL-S-901D
중중량 충격 
시험에 대한 
충격 해석

BV043을 이용한 
과도응답 해석

가상 실선 
충격시험 M&S

해석 
조건

3 가지 조건 2 가지 조건 2 가지 조건
( Stand off  

Dist.:50ft, 65ft, 
80ft )

(5 ton 중량 
보정 적용 

전/후의 SRS )
(한국 해군의 

내충격 설계기준 
및 2/3 기준)

비고
중중량 충격 

시험기(LFSP)를 
이용한 수치해석

BV-043에서 
제시하는 내충격 
설계기준 하중 

적용

한국해군의 
실제함정을 
이용한 가상 

실선충격 해석

Fig. 3에서는 MIL-S-901D의 중중량 충격 시험조건에 대한 해
석 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4에서는 BV043을 이용한 과도
응답 해석에서 사용하게 될 내충격 설계기준을 도시하였는데 전
형적인 변위, 속도, 가속도로 구성되는 충격응답 스펙트럼을 적
용하였다. 한편, Fig 5에서는 실제함정을 대상으로 가상 실선 충
격 모델링·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현재 고려중인 대상 장비를 반
영한 모습을 도시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함정 내충격 안전성 검토
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탑재장비의 모델링 구성방식인 단일절점 



중량요소(one point mass)을 이용한 모델과 내충격 성능평가를 위
한 3차원 해석 모델을 반영한 2가지 해석 모델을 함께 고려하였다.

Fig. 3 검토 대상 장비에 대한 MIL-S-901D 
중중량 충격 시험 해석 모델

Fig. 4 내충격 강화기준 충격응답스펙트럼의 전형적인 형태

Fig. 5 실제함정을 대상으로 가상 실선 충격시험 
M&S 해석 모델

3.2 내충격 설계검증 적용 방법에 따른 해석 결과
Table 3에서 고려한 해석 시나리오에 따라 Fig. 6 및 7에 간

략히 초기 충격파 전파 모습을 도시하였다.

Fig. 6 검토 대상 장비에 대한 MIL-S-901D 중중량 충격 
시험 해석 결과 : Stand off Distance-80 ft 조건

Fig. 7 실제함정을 대상으로 가상 실선 충격시험 M&S 해석 
결과

 각 해석 방법에 따라 대상 장비의 지지부(base) 위치에서 계
산된 수직방향 충격가속도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주파수 
4~400Hz 범위에서 감쇠 의사속도 충격응답스펙트럼(Damped 
Pseudo-Velocity Shock Response Spectrum)을 계산하고, 그 결
과들을 그래프로 정리하여 Fig.8에 제시하였다. 충격응답스펙트
럼의 계산을 위해 1%의 모달감쇠비(modal damping ratio)를 가
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체 길이 및 폭 방향의 충격응답이 수직
방향의 충격응답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에 수직방향에 대해서만 
충격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였다. 

결과 그림과 같이 해석 시나리오에 고려한 해석 방법에 대한 
충격 응답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이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
다. 또한, 가상 실선충격 시험 조건에서는 현재 한국 해군의 내
충격 설계 기준보다 약 2/3정도 수준의 응답 조건에서 보다 탑재
장비의 측면에서 요구하는 내충격 설계기준과의 부합성이 더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해석 장비 모델링에 따른 응답 차
이는 크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알져진 바와 같이 단일절점 중
량요소를 이용한 모델 역시 장비의 내충격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
히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해군의 중중량 충격시험 
조건에 따른 해석 결과에서는 폭발 조건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과도응답해석에서 독일해



군의 적용 기준을 통한 해석 결과, 본 대상 장비와 같이 중량이 비
교적 큰 대형 장비인 경우, 5톤 중량 보정여부에 따른 충격응답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량 보정을 하지 않는 
조건은 요구하는 내충격 설계기준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a) 한국 해군의 내충격 설계 기준 조건

(b) 한국 해군의 내충격 설계 기준 2/3 조건

(c) MIL-S-901D 중중량 충격 시험 해석 조건
Fig. 8 내충격 해석 방법에 대한 충격 응답 비교 결과

4. 결 론
임의의 대형장비인 발전기 세트를 대상으로 한국 해군의 탑재

를 위해 요구하는 있는 내충격 설계요구 조건에 대하여 안전성 
도출을 위한 접근 방법에 따른 내충격 해석을 수행하고, 이로부
터 충격 응답 비교를 통해 적용 방법에 대한 상호 연계성과 그 
타당성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미국 해군의 탑재장비에 적용하고 
있는 MIL-S901D 및 과도응답 해석과 같이 현재까지 국내에 알
려진 내충격 검토 방법을 대상으로 일련의 수치해석 결과, 대상
함에 탑재되는 탑재 장비/설비의 운용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서 수중폭발 공격에 대한 취약성 평가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줄 수 있는 내충격 설계기준은 한국 해군의 신조함정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충격 설계 지표인 KSF 값의 2/3와 상당한 충격 

응답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한국해군의 
내충격 설계기준도 이러한 구분없이 한 가지의 기준만을 적용하
는 것보다 기준치와 목표치로 구분하고, 보다 세분화되고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탑재장비에 대한 내충격 성능 관리를 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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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prediction of damage extents of double hull tankers  

subjected to sid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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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ven though in recent years safety of ship has been increased as a result of development in technology of ship
construction and design, the accident caused by ship collision remain serious problem. Therefore the demand of research to
improve the analysis methods or formulae has been increased to estimate the collision strength.  

In this paper, numerical simulations using the finite element software ABAQUS/EXPLICIT are conducted to verify the
analytical method, applied to experiments, by comparing with the calculation results of energy dissipation by deformation. 
The model was double hull structure, on the side of vessel, under dynamic load by edge shape striker which had been
investigated before. 
 
Keywords : Ship collision (배의 충돌), Double hulled structure (이중선체 구조), Simplified analytical method (간이 해석 방법), Non-linear FEM 
(비선형 유한요소법), Energy dissipation(에너지 소실) 
 
 

1. 서 론 
 
선박 건조 및 설계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박간 충돌로 인한 사고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 
재산적 손실과 해양환경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소성 
변형으로 흡수되는 에너지와 거동 특성을 이론적, 
실험적으로 추정하여 실제 구조 배치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Minorsky(1959)는 26개의 실선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구조물의 손상량을 추정하는 경험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충돌 및 좌초로 인한 손상 응답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선형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손상된 부재의 양만으로 흡수 
에너지를 추정한 Minorsky의 경험식은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선체 구조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손상 모드 별 흡수 에너지를 이론적, 실험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이로부터 얻어낸 간이 해석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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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et al. (2002)는 측면충돌을 고려한 33개의 보강판 
모델에 Knife edge 형상의 충돌체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 
항복 라인 에서의 소성 힌지의 굽힘과 판의 막인장으로 인한 
에너지 흡수량을 표현하는 식을 제시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적합성을 입증하였다.  
Lin Hong and Amdahl (2008)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해석법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국부 면내 하중을 받는 
웹 거더의 압괴에 대한 변형 모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간이 
해석법을 제시하여 ASIS, DTU 등에서 수행되었던 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에 
수행되었던 이중선체 구조의 충돌실험의 결과값과 이전에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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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소성 힌지 굽힘으로 손실되는 에너지  
 

소성 힌지 형성으로 인해 손실되는 에너지는 힌지 라인의 
회전각, 길이, 그리고 소성 굽힘 모멘트로 표현된다. 

 2 2 4  (7) 
여기에서,   
 

3.2.2.2 막인장으로 소실되는 에너지  
 

판의 소성 막인장으로 인해 손실되는 에너지는 Fig.7에서 
볼 수 있듯이 (Ⅰ)구역과 (Ⅱ)으로 나누어서 추정할 수 있다. 
두 지역에서의 소성 변형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8) 
 여기서 는 동적 항복응력이다.  
 
 따라서 막인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실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2                                          (9) 
 

4. 간이해석식의 검증 
 

4.1 이전에 수행되었던 실험에의 적용 
 

충돌 시 이중선체 구조물로 인한 손실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 앞서 소개했던 이중선각 선측 구조의 충돌 실험(Cho 
and Kim 2010)에 간이해석식을 적용하였다. 
 

4.1.1 식 적용을 위한 변형형상 가정과 적용과정 
 

Fig.6 은 실험 후 실제 변형 형상과 거의 유사한데, 이를 
통해 변형 형상을 가정해보면, Knife edge 형상의 충돌체와 
평행한 두 거더사이의 외판의 변형을 Fig.7의 판 변형 
형상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충돌체에 수직인 두 거더의 
변형을 웹 거더의 변형형상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식 (7)을 이용하여 소성 힌지 굽힘으로 손실되는 
에너지 를 구하고, 식 (8),(9)를 이용하여 막인장으로 
소실되는 에너지 를 구하여 외판의 전체 소성변형 
에너지 손실량을 구하였고, 식 (5)를 이용하여 웹 거더의 
변형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을 구하여 두 개의 웹 거더에 
적용하였다.  

 

4.1.2 계산 결과 및 비교 
 

Table  1와 Table 2 에 정리된  두 개의 모델의 재료 물성 
치와 실험 조건을 대입하여 계산한 에너지 손실량을 Tabel 5 
에 나타내었다.  

또한 충돌 시 처음 구조물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Ek) 로 가정하고 간이해석식으로 계산한 전체 흡수 
에너지(Et) 및 수치해석에 의한 전체 흡수 에너지(En)와 
비교한 결과를 Table 6 에 정리하였다. 

 
Table 5. Analytical method results 
 

Model   
DH-1 

(δ=56mm) 1014.76J 971.27J 7017.95J 
DH-2 

(δ=43mm) 1157.63J 673.81J 4073.01J 
 
Table 6. Comparison analytical method results with those of 
test and numerical analysis. 

Model Total absorbed 
energy ( ) 

Kinetic 
energy ( ) 

Numerical 
analysis ( )

DH-1 10.02 KJ 10.43 KJ 9.12KJ 
DH-2 7.06 KJ 7.84 KJ 6.63 KJ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이중선각 구조의 충돌 

실험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간이 
해석식들 중 가장 적합한 식을 소개하고, 실험 결과값 및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떤 
충돌 상황이 가정되었을 때,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 ( ) 값을 기초로 하여 시행착오법을 통해 
충돌로 인한 외판의 변형깊이(δ) 를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Table 6 에 정리한 결과값을 검토해 보면, 같은 변형깊이 
(δ)를 가정하였을 때의 흡수된 운동에너지( )가 운동에너지 
( )로 가정된 충격에너지의 -4.1% (DH-1), -10% (DH-2) 
의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수치해석 결과가 , 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탄성 스프링백 현상이 일어날 
때 흡수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간이 해석식을 통한 손상추정 방법이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간이해석식에는 변형률 속도의 영향은 무시 하고, 
변형 경화만을 고려하여 flow stress 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준정적이 아닌 동적 충돌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변형률 속도의 
영향에 대해 앞으로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준정적인 실험을 통한 
bulbous bow형상을 고려한 충돌에 대한 간이해석식을 
동적인 충돌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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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선박용 200kW급 전동기의 구조진동 및 방사소음 해석
조양욱(KOMERI), 강규홍(KOMERI)

An Analysis on the Structural Vibration and Radiated Noise of the 
200kW Motor for electric propulsion ship

Cho Yanguk(KOMERI), Kang Gyuhong(KOMERI)

요 약

This paper presents the process of the radiated noise analysis of the motor and carried out analysis of the 200kW
motor for electric propulsion ship. FE model of the 200kW motor was compared with impact test result for reliability. 
Compute electromagnetic forces which are used structural vibration analysis and conduct a radiated noise analysis by 
BEM method using the motor structural vibration response. The important fact of the motor vibration is cogging torque
therefore reduction of the vibration and the noise is required not only structural design but also electromagnetic 
design.

Keywords : Motor(전동기), Radiated noise(방사소음), Structural vibration(구조진동), Electromagnetic force(전자기력),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1. 서 론
전동기의 활용 분야의 증가와 함께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
한 설계로 전동기의 진동 및 소음은 간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의 원인은 전자기적, 기계적 
원인과 유체 역학적인 원인으로 나뉜다(Kim, Hong & Chung, 
2008). 전동기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
지로 변환하는 것이므로 전동기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전동기에
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경 
방향의 전자기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Verma & Balan, 
1993). 전동기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은 전동기에서의 운전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력과 구조 공진을 발생시키지 않도
록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기의 진동 
특성과 고유 진동수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추진선박용 200kW급 전동기에 대해서 신
뢰성 있는 FE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충격가진(Impact test) 시
험과 비교 검증 하였고, 전자기 해석을 통해 전자기력을 구하여 
구조진동해석의 가진력으로 인가하였다. 전자기력에 의한 구조 

진동 해석 결과는 음향해석을 위한 경계요소법의 경계치로 사용
하여 최종적으로 방사소음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 결과를 바
탕으로 200kW급 전동기의 진동 소음 해석 절차를 제시하고 진
동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2. 해석모델 및 검증
해석에 사용된 전기추진선박용 200kW급 전동기의 주요 제원

은 표1과 같고 FE 모델을 Fig.1에 나타내었다. 실제와 가까운 유
한 요소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실험 모드 결과를 이용해 유한 요
소 모델에 사용되는 물성치를 조정하면서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1 FEM model of 200kW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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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200kW motor
Item Specification

Rated Speed[rpm] 3500
Number of poles 16
Number of Slots 18

Air-gap length[mm] 2
Stator diameter[mm]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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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ig. 2는 200kW 전동기 Rear cover의 자기 가진점

(Self-excitation point)에서의 주파수 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를 실험과 전산해석을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비교 검증을 통해 유한 요소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3. 수치해석
3.1 전자기력 해석

본 연구에서 전동기의 전자기 특성은 유한요소해석을 적용하
였으며, 전자기 특성 해석은 물론 전동기의 가진력(Radial force)
이 진동·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공극의 자속 밀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3 자속 밀도와 자속 선도

Fig. 3는 16극 18슬롯 중 1/2모델에 대한 자속 밀도 분포와 
자속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영구자석의 분할과 자로의 형상 및 
극/슬롯의 조합은 코깅 토크Cogging torque)의 저감과 토크 리
플의 최소화를 위해 시험계획법을 통해 최적화하였다.

Fig. 4  시간과 거리에 따른 가진력 분포

Fig. 4은 Fig. 3의 3시 방향에 위치한 치(Teeth)의 시간 및 거
리의 변화에 따른 가진력을 나타낸 것이다. 회전자 표면에 작용
하는 불평형 자기력은 자속밀도의 맥스웰 응력 텐서(Maxwell 
stress tensor)로 계산하였으며 수식(1)와 같다(Gieras, Wang & 
Lai, 2006).

   



 

           (1)

여기서, 는 힘 밀도(force density)의 반경방향 성분, 
과 는 공극자속 밀도의 반경방향과 접선방향 성분, 는 자
유공간(free space)에서의 투자율, 는 angular position, 는 
시간이다. 회전자 표면과 고정자 치 사이의 전자기적 가진력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공극에서 평형하게 발생함을 가정하였고, 
매 시간에 대한 가진력의 분포의 합을 계산하여 구조해석의 입력
원으로 하였다.

3.2 구조진동 해석
전자기해석에서 계산된 전자기력을 전동기 구조 유한요소모델

에 가진력으로 모델링하여 주파수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전동기 하우징 표면 한 점에서의 응답을 Fig. 5에 나타내었고  
코깅토크 주파수 성분(933Hz)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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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Electromagnetic forced Response
 



3.3 방사소음 해석
전동기 방사소음 해석은 전자기력에 의한 구조진동해석 결과

를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부여하여 상용음향해석 프
로그램인 LMS.Sysnoise를 사용하여 경계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요소 모델은 전동기 외곽면의 요소와 바닥면, 수음점을 모델
링하였다. 바닥면의 반사조건 설정을 위해 바닥은 symmetry 
plane으로 설정하였고 수음점(Field point)은 Fig. 6과 같이 ISO 
3744 규격에 따라 전동기 표면에서 1m 떨어진 반구형태의 격자
를 생성하였다.

Fig. 6 Field point mesh according to ISO 3744

Fig. 7 Sound pressure distribution over the field point 
mesh

 전자기력에 의한 전동기의 방사소음의 음압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수음점에서의 음압 분포를 살펴보면 최고 86.1 
dB(A)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8은 수음점에서의 음압
을 1/3 Octave band로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고주파 대역
에서 음압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2500Hz 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 Radiated noise by electromagnetic source

 
4. 결 론

본 논문에서 전자기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동기의 방사소음 해
석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전기추진선박용 200kW 전동기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신뢰성 있는 유한 요소 모델을 구축
하기 위해서 충격가진 시험과 비교 검증하였고, 전자기 해석에 
의해서 전자기적 가진력을 도출하고 구조진동해석에서의 가진력
으로 인가하여 전동기의 방사소음을 해석하였다. 

전동기 표면에서 주파수 응답을 보면 코깅 토크 성분이 나타
났으며 코깅 토크 성분이 주요 가진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음점에서의 음압 분포를 보면 최고 86.1 dB(A)가 나왔
으며 2500 Hz 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동기의 진동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 진동 소음 특성을 갖는 구조적 설계뿐만 아
니라 전자기적 측면에서 코깅토크의 저감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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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전력계통 사고에 의한 전력부하 Arc-Flash 해석 및 
시험적 검증

최영호(KOMERI), 강규홍(KOMERI)

Arc-Flash Analysis of Power Equipment 
in Offshore Power System by accident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Young-Ho Choi(KOMERI), Gyu-Hong Kang(KOMERI)

요 약
해양플랜트  전력계통에는 전기구동의 다양한 전력부하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 영역에서 진동, 염수 및 고온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환경에서 전력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하 에서 발생하는 Arc-Flash에 대한 화재폭발 사
고위험도에 대해 IEEE1584 기준과 상용계산프로그램인 ETAP을 이용하여 분석 및 전력부하의 사고 실증 시험을 통해 ETAP 시물레이션
에서 얻은 데이터를 검증 하였다.

Keywords : 해양플랜트(Offshore); 아크플래쉬(Arc-Flash); 전기화재(Electrical fire); 전력계통 과도 해석프로그램(ETAP); 실증시험(Verification 
test)

1. 서 론
최근에 육상과 근해의 자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석유 및 가스

의 채굴과 생산과정은 극지 및 심해로 이동하고 있고, 관련된 시
추 및 생산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해상자원의 채굴 및 생산의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 물질이 주로 
위험한 가스나 오일이고 또 극지 및 심해로 이동하면서 열약한 
작업환경 때문에 잠재적으로 큰 화재사고나 폭발사고에 노출되
어 있다. 사고 발생 시 규모나 확산속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크
고 빠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고에 대한 위험도 기반 
설계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 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 
Topside에서 발생하는 폭발 및 화재사고는 누출사고와 전기설비
의 전기적 점화원의 결합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

폭발 및 화재사고의 점화원으로는 Arc-Flash, Spark 등이 있
으며, 해양플랜트 Topside의 전기설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점화
원에 대해 IEEE1584의 Arc-Flash 사고 에너지 계산방식이 적용
된 ETAP을 이용하여 모의사고 및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하는 
Arc-Flash 에너지를 분석하였다. 시물레이션으로 얻은 결과 값
을 검증 하기위해 실제 해양플랜트 전기계통의 축소 모델을 선정
하여 시물레이션 및 시험적 검증을 통해 시물레이션 결과의 적정
성을 확인하였다.

Fig. 1 Arc Flash Accident

2. Arc-Flash
2.1 Arc-Flash 발생 원인

 전류를 차단하거나 투입할 때 발생하는 전기적인 충격으로
서, 주로 전류를 차단할 때 Arc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Arc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전류를 차단할 때 발생한다. 전기를 끊을 때 
갑자기 전류의 흐름을 절단 시키면 전류가 갑자기 큰 저항을 가
진 공기를 만나 계속 흐르려는 성질에 의해 큰 저항이 걸려 빛과 
열이 발생 하게 된다.

2.2 IEEE1584
 ETAP 시물레이션의 Arc-Flash 사고 에너지 계산방법은 

IEEE 1584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IEEE1584는 Arc-Flash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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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입사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IEEE표준이다. 
IEEE 1584는 수많은 실험과 통계 분석에서 개발된 실험식을 이
용하여 사고 에너지를 계산하며, 저압계통의 사고에너지 계산에 
실험식에 근간을 둔 수식들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IEEE 1584
는 실제 Arc고장 전류의 크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압계통에서 
실제로 계산된 Arc 고장전류의 크기는 대략 최대 3상 단락전류의 
45% 수준으로 낮은 Arc사고 전류의 크기는 오히려 Arc-Flash 
해석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사고에너지
를 얻기 위해서는 Arc사고 전류의 크기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고
려해야 한다.

3. 해양플랜트 Topside의 Modeling 및  
전력부하 Arc-Flash 해석

3.1 해양플랜트 Topside 전력계통 Modeling.

Fig. 2 Modeling of the electrical system in offshore 
topside

해양플랜트 전기계통의 사고발생 시 사고 전류 및 사고에너지
도출을 위해 Fig 2.와 같이 ETAP을 통한 Modeling을 하였다. 
Modeling에 사용된 전기계통도의 구성은 28개의 Bus와 166개의 
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부하는 induction Motor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전기계통의 전력부하 사고 전류 및 사고에너지 분석

Fig 3 에서 Fig 6까지의 시물레이션 결과에서 보는것과 같이 
전기계통도의 166개 부하 각각에 3상단락, 1선지락, 선간단락, 
2선지락 및 Arc-Flash 사고에 따른 사고 전류 및 사고에너지를 
도출 하였다.

Fig. 3 Topside offshore accident simulation results of the 
power load_1

Fig. 4 Topside offshore accident simulation results of 
the power load_2

Fig. 5 Topside offshore accident simulation results of 
the power load_3



Fig. 6 Topside offshore accident simulation results of 
the power load_4 

4. 시물레이션 결과 시험적 검증
4.1 실증시험용 전력계통 축소모델 시물레이션

시물레이션을 통한 사고결과 특히 사고에너지의 적정성을 확
인 하기위해 실증 시험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Fig .2의 에 사용
된 전력부하는 최소 수십kW에서 수MW급의 부하를 사용하기 때
문에 실증 시험을 하기에 시간적 및 위험성으로 인하여 Fig 7.와 
같이 전력계통 축소모델을 선정하였다. 축소된 전력계통의 부하 
용량은 축소되었으나, Fig 8.의 구성도와 같이 Power source, 변
압기, 차단기 및 부하 등 해양플랜트 Topside 전력계통도의 갖추
어야 할 전력장비들은 갖추어진 모델이다. Fig 7.과 같이 축소모
델 전력계통도 Modeling하였으며, 사고 Point는 부하 입력측에 3
상단락으로 상정하였다. 부하로 사용되어진 Induction Motor의 
동작조건은 실증시험에 적용할 무부하로 시험의 조건으로 하였
으며, 무부하 구동 시 0.94A로 시물레이션 하였다. 각 전력부하 
및 전력기기들의 사양은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Arc-flash 사고에너지 및 사고전류는 Table 1.와 같다.  

Fig. 7 Simulation modeling of scale down model 

Table 1. Simulation Results. 
ETAP 시물레이션 결과[Induction Motor 0.4kW]
사고 전류 0.93kA

사고 에너지 cal J
0.14 0.5852

4.2 실증 시험을 위한 Testbed 구축
Fig 2.의 축소 모델링 한 시물레이션의 실증 시험적 검증을 위

해 Fig 8.와 같이 Testbed를 구축하였다. Testbed 내 전원공급
기, 차단기, 변압기, 분전반, 및 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9
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고 전류 측정을 위한 CT와 칼로리측정기
를 이용하여 Arc-Flash 발생 시 사고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Table 2. Specification of scale down model . 
전력

장비명 사 양
Power 
supply 용량: 12kVA / 입력전압: 190V~250V(3상)

C.B
정격전류: 30A / 정격절연전압: 690V
정격차단전류: 25kA(380기준)
차단방식: 열동전자식

변압기 용량: 20kW / 1차-2차 전압: 380V-380V
기타: 건식타입

분전반 용량: 20kW / 용도: 전력분전
기타: 4P 1ea, 3P 2ea, 2P 4ea

부하
용량: 0.4kW / 극수 4극
주파수: 60Hz / 전압: 380V(3상)
RPM: 1720 / 무부하전류: 0.94A

Fig. 8 Scale down model in Power System testbed 
configuration and deployment



Fig. 9 C.T & Calorie meter

4.3 시물레이션 검증을 위한 실증 시험
Fig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물레이션과 동일한 사고 Point

인 Induction Motor 입력단에 3상 단락을 Fig 11.와 같이 결선 
하였다. 결선 한 선의 굵기는 두 가지 종류로 Table 3.의 조건으
로, 각각의 선 굵기로 5차례 시험을 실시 하였다.

 

Fig. 10 Open terminal state between before power is 
disconnected

Fig. 11 사고에너지 및 사고전류 측정

Table 3. Cable types used in the test

1선 재질: 구리 / 지름: 0.24mm

2선 
꼬임선

재질: 구리 / 지름: 0.48mm
기타: 0.24mm 두 개의 선을 꼬임

0.24mm의 1선으로 3상 단락을 시켜 나온 시험적 결과는 
Fig.12와 같고, 0.24mm의 2선을 꼬은선으로 시험적 결과는 Fig 
13.와 같다. 각 시험적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물레이션의 
Arc-Flash 사고에너지 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 이상 
사고에너지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2 Compare test result of Simulation result and 
Verification test' result(1-wire)

Fig. 13 Compare test result of Simulation result and 
Verification test' result(2-wire)



사고에너지의 차이는 사고 직후 단자간의 단락시킨 선이 아크 
발생 후 존재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4.에서 
나온 시험 후 단자대의 상태를 확인 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Arc-flash 사고에너지가 측정된 경우는 단자간에 연결된 선이 그
대로 남아 있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Arc-flash 사고에너지가 측
정된 경우는 단자간에 연결된 선이 사라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rc-Flash의 발생 이유는 절연물이 파괴되면서 발생 하는데 
사고 전류가 단자간 및 단락을 위해 연결된 선에 흘러 사고 직후
에도 단자간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단자간의 절연상태
가 아닌 단락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Arc-Flash 발생 에너지가 생
성 될 수 없기 때문이다. 

Fig. 14 Low incident energy(L), High incident 
energy(R)

시물레이션 사고결과와 실증 시험의 사고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IEEE1584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저전류에서는 시험과 오차
를 보일수 있는것과, 단락을 위해 단자간 연결 방법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 질 수 있다.

5. 결 론
해양플랜트 Topside 전기계통에 연결된 전력부하의 

Arc-Flash 사고 에너지 도출을 위해 시물레이션을 통한 사고에
너지를 도출 하였으며, 시물레이션의 사고에너지 결과값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 시험을 실시 하여 사고에너지를 도출 
하였다. 시물레이션과 실증시험 사고에너지의 차이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향 후 시험 시료의 용량을 크게 늘릴뿐만 아니라 시험
의 다양성 및 시험 조건에 대해 정확히 규정 할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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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활주선형을 가진 삼동선의 수중충격 응답해석
 이명훈(충남 학교), 권정일, 정정훈, 신윤호(한국기계연구원), 신영식(KAIST)

요 약
삼동선은 주 선체 양쪽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된 아우트리거의 영향으로 고속에서 뛰어난 내항성능과 안정성으로 점차 상업용도

뿐만 아니라 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형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단동선형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던 선체 수중충격응답 해
석을 다동선의 한 종류인 삼동선에 하여 수중폭발 하중에 의한 응답 연구를 수행하였다. LS-DYNA의 유체구조 상호작용을 해
석하기위한 ALE 코드를 사용하였다. 고속 주행 시 선체자세에 따른 수중폭발 응답을 고려하기 위하여 고속 주행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고, 이 결과에 따른 수중폭발에 의한 선체 응답을 도출하였다. 

Keywords : Multi-Hull(다동선); Trimaran(삼동선), UNDEX(수중폭발), Shock response(충격응답), High Speed craft(고속선), FSI(유체구조 연성)

            Wetted surface area(접수표면)

Table 1. Dimension of Multi-Hull Vessel in Operating (Wiki)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함정 건조 시 선형으로 쌍동선형
(Catamaran) 또는 삼동선(Trimaran) 형태의 다동선(Multi-Hull)선
형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동선형은 기존의 단동선형 선
체보다 고속 주행 시 우수한 내항성능과 횡 복원성, 단동선 비 
높은 용적률으로 인한 높은 공간 활용상의 이점 등으로 미국의 
LCS Independence II, HVS-X1와 같은 군수목적의 함정의 선형
으로 채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점차 이러한 이
유로 함정 건조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은 다동선형을 가진 함정일
지라도 적의 위협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중 폭발 충격 하중에 한 
내충격 성능을 만족해야한다. 하지만 기존의 단동선체를 상으
로 한 내충격 해석 및 설계는 다수 수행되어 설계해석 절차가 수
립되어 있지만 다동선의 경우는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가 거의 
없어 다동선체 내충격 해석 절차 및 노하우 적립을 위한 사전 연
구로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3개의 단동선체로 구성된 삼동선체를 상으로 하
였고, 고속 주행 시 삼동선의 자세변화와 이에 따른 수중 폭발 
시 내충격 응답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 수행은 비
선형 동적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S-DYNA[1]의 ALE(Arbitrary 
Eulerian Lagrangian)코드를 활용하여 고속주행 시 자세변화에 

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속도 상황을 변수로 하여  
임의의 수중폭발 조건에서 내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2. 다동선형(Multi-Hull)의 특징

다동선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단동선체를 갑판으로 연결한 
선박으로 선체를 구성하는 단동선체의 수에 따라 쌍동선, 삼동
선, 사동선으로 구분되는 배수량형선이다. SWATH(Small 
Waterplane Area Twin Hull), 수중익선(Hydrofoil craft),  표면효
과선(Surface effect ship)등의 수선면적을 최소화한 초고속선형
은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고속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에서 이러한 다동선형을 가진 함정이 많이 건조 되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1의 외국의 주요 다동선형 실적함의 주요 치수 나타낸 
것으로, LCS Independence II 미 해군의 표적인 연안방어를 
위한 해군함정으로 삼동선형을 채택하였다. HSV-X1은 쌍동선 
타입으로 미육군의 고속 수송함으로 사용 중이며 중국의 
Type-22 미사일 고속정은 쌍동선 타입이다. 기본적인 선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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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imaran hull form for UNDEX simulation

Fig. 2 Trimaran model for running and UNDEX simulation

Fig. 3 Fluid and trimaran model for running simulation

항목 내용

장점

⦁중앙의 선체의 양현으로 현외부재(Outrriger)까지의 
데크의  너비가 큰 영향으로 큰 수선면 모멘트가 발생
해 횡 복원력이 우수하다. 
⦁ 넓은 갑판의 넓이로 단동선 비 높은 용적률을 가
지게 설 계가 가능하므로 공간 활용상의 이점이 있다. 
⦁ 일반적으로 길이-배수량비(L/∇1/3)를 크게 설계하
기 때문에 고속에서 내항성능이 우수하다. 

단점

⦁ 고속선이라는 특징으로 고속 세장형 단동선체가 결
합 된 형태이므로 갑판아래 공간이 협소하여 중량과 크
기가 큰 장비의 탑재가 제한된다. 
⦁ 저항추진 측면에서 침수표면적이 단동선에 비해 상

적으로 크므로 마찰 저항이 크다.
⦁ 선체의 L/B가 단동선보다 작아 횡 고유 주기가 작아 
승무원의 안락성(comfortability)를 저하 하게 된다.

Table 2. Merit and Demerit of Multi-Hull
Dimension Trimaran Model
DWT (t) 57
LOA(m) 30.2
D (m) 11
B (m) 12.8
b (m) 2.8
L/∇1/3 7.8
S/L 0.23

Table 3. Dimension of Trimaran Model

요 치수는 단동선체에서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나  다동선체 
치수가 기존의 단동선체와 차이나는 점은 외현부재(Outrigger) 
너비(b), 길이-배수량비(L/∇1/3), S/L비이다. 이들 다동선형을 채
택한 함정은 공통적으로 길이-배수량비(L/∇1/3)와 7이상으로 긴 
세장비를 바탕으로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S/L비는 주행 시 중앙 선체와 현외부재(Outrigger)에 의해 만들
어진 파도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여 부가저항으로 작용하므로 중
앙선체와 현외부재를 간섭이 생기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하여 설
계하는 것이 단동선 선형 설계와 차이 나는 점이다. 이러한 다동
선형 치수의 특징을 바탕으로 단동선과 구별되는 장단점[2]은 
다음 Table 2와 같다. 

3. 삼동선 충격해석 모델

 
 Table 2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삼동선의 선형을 선형 모델링 툴인 
Multi-Surf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참고한 선형은 고속 활주 선
형인 DTMB 4467 series를 기초로 하여 중앙선체를  활주선형인 
Deep V 형상으로 하였다. 또한, 현외부재는 중앙 선체폭 기준으
로 1/10 Scale로 줄여서 모델링하여 해석을 위한 델타 형상의 
LOA 30m 정도의 고속 활주형 삼동선체 선형을 Fig.1과 같이 완

성하였다. 모델링한 삼동선의 기본 제원은 Table 3에 정리 하였
으며, Table 1의 기존 실적선 들의 일반제원들과 비교하여 보면, 
본 모델의 제원과 Table 1의 쌍동선과 삼동선이 섞여 있어 실적
선 데이터와 절 적인 비교가 무리가 있지만 다동선의 특징을 나
타내는 무차원 값인 길이-배수량비와 S/L이 7.8과 0.23으로 기
존 실적선들과 비교하여 유사하게 모델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선형모델을 바탕으로 삼동선의 고속 주행 시 자세응답과 수중
폭발에 의한 선체응답에 한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4. 고속 주행 시 자세응답

 
 본 절에서는 삼동선 해석 모델의 자세변화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주행 선속이 높은 고속 영역에서는 활주선형은 부력
보다는 유체 동역학적인 동압(Hydrodynamic pressure)을 이용하
여 선체의 중량을 지지하게 되다. 또한 동압에 의한 비선형성이 



Fig. 4 Running simulation for trimaran employing ALE 

Fig. 5 Response for 트림angle variation in planing state
 

Froude 
number

Speed range 
(knot) Ship state Test speed 

(knot)
Fn>0.5 V≤20 Displacement 25

0.5≤Fn<0.8 20≤V≤35 Semi -
displacement 35

Fn≥0.8 V≥35 Planing 45

Table 4. Classification of vessel state in running simulation

Fig. 6 Coordinate system for trimaran attitude  

Fig. 7 Response for trimaran attitude in planing state

나타나므로 해석적인 방법으로 선체 자세응답을 구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에서의 삼동선의 자세변화
응답을 구하기 위해 LS-DYNA 내 유체구조 연성 상호작용을 해
석하기 위한 ALE 코드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통상적인 활주현상은 프르두 수(Froude number: Fn)로 판단 할 
수 있고, 해석에서 사용한 속도에 따른 선체의 부양상태와 Fn와 
선속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Fn이 0.5이하에서는 부력에 의
해 선체중량이 부분 지지되는 배수량 상태이고, 0.5에서 0.8구
간에서는 동압이 부력을 신해 선체를 부양하기 시작하며 활주 
현상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0.8이상 구간에서는 중량의 절반이상
이 동압에 의해 지지되는 활주현상이 지배적인 구간이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활주 구간이 시작되는 Fn 0.5이상의 구간 속도 
25, 35, 45노트를 주행입력 속도로 하여 선체 자세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수행을 위한 유체모델은 Fig 3와 같이 길이 
350m, 너비30m, 길이 20m의 박스형상의 공기와 해수 파트로 
구성하였고, 삼동선의 주행 해석수행은 19초간 계산하였다. 
 Fig. 4와 5은 고속주행 해석의 결과로 각 테스트 속도마다의 삼
동선의 주행 모습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의 결과를 보면 
25노트의 경우 선체가 유체부력에 의해지지 되는 전형적인 배수



Fig. 8 Shock pressure and bubble oscillation motion

Fig. 9 Shock wave pressure comparison with empirical   
         pressure 

 Speed
(knot) Trim(°) Wetted area(m2)

25 0~4.8 321
35 0~5.9 215
45 0~4.6 132

Table 5. Result of high speed trimaran running simulation 

량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5노트의 경우 선수 부분부
터 선체 중앙까지 물 밖으로 노출되어 동압에 의해 지지되는데 
선체 하단은 유체 부력에 의해 지지되는 전형적인 활주선의 주행
형태가 나타났으며, 45노트의 경우 선저부분만 유체에 잠기고 나
머지 선체는 동압에 의해 지지되는 형상으로 활주선의 특징적 자
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삼동선의 고속주행에 따른 선체 자세응답으로 회전 자유도인 
Pitch, Roll, Yaw 운동의 회전운동 성분만 고려하였다. 각 자유도
마다 회전각은 Fig. 6의 선체좌표계를 기준으로 회전운동 변화를 
계산하여 Fig.8의 시간에 따른 자세응답의 결과로 정리하였다. 
해석수행 결과 25, 35, 45노트 경우 모두 Roll과 Yaw 운동응답
은 모두 –1~1° 사이로 작게 나타나므로 고속 주행 중 직주성능
과 횡 방향으로의 운동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Pitch의 경우 Roll과 Yaw에 비해 응답이 크게 나타나므
로 고속 주행 중 트림각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25노트의 경우 최  트림각은 4.5°로 10초 이후 안정되는 구
간이 나타나고, 35노트 의 경우 최  트림각이 5.8°으로 안정구
간이 5초~10초 사이 트림각 변화가 1° 내외로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5노트의 경우 최  트림각 4.5°로 이후 일정한 
범위내로 안정화되는 구간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평균 접수면적은 Fig. 5에서의 결과와 같이 25노트의 경
우 선체 중량이 동압보다는 해수의 부력에 의해 지지되어 접수면
적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고, 35노트와 45노트의 경우 
유체 동압에 의해 선체 중량이 지지되므로 접수면적이 배수량 상
태 일 때 보다 확연히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시간동안
의 결과는 Table 5에 정리하였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배수량 상태 일 때의 충격응답과 고속 주행 시 동압에 의해 선체 
중량이 지지 되는 성분이 많아 질 때의 충격응답에 관하여 비교 
해 보고자 한다.   

5. 고속 주행 시 
수중폭발 하중에 의한 응답

 본 절에서는 삼동선체의 고속 주행 시 수중폭발 하중에 의한 삼
동선체의 선체응답에 하여 기술한다.

5.1 Free field 에서의 수중폭발 하중

 고속 주행 시 삼동선체의 수중폭발하중에 의한 충격응답 해석을 
위하여 먼저 구조물이 없는 유체영역만 고려한 Free field 상태에
서의 수중폭발하중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본 수중폭발 해석 역
시 ALE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유체모델을 공기와 해수, 그리고 
자유수면 하 10m 지점에 폭약 모델링하여 총 3개의 유체영역으
로 구성하였다. 공기, 해수, 폭약은 오일러(Euler)요소를 사용하
여 모델링하였고, 공기와 해수는 다항식의 상태방정식
(Polynomial)을, 폭약은 JWL(Jones-Wilkins-Lee)의 상태방정식
을 갖도록 물성을 부여하였다. 

 Fig. 8은 TNT 100kg을 수심10m에서 폭발시킨 근접수중 폭발해
석의 결과로 초기 기폭 후 가스 버블이 자유 수면에서 붕괴되기
까지의 연속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ree field에서 수중폭발 
현상의 과정은 먼저 TNT 기폭 후 최초 충격파에 의한 최  압력
이 나타나고 그 이후 가스버블 운동이 시작되어 첫 번째 버블 주
기 이후 버블이 다시 수축하면서 수축맥동(contraction pulse)에 
의한 두 번째 충격압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시 버블이 두 번째 
주기 운동에서 팽창하여 2번째 수축 시 수축맥동에 의한 세 번째 



Fig. 11 Data measurement @ Location: 
        Keel, First platform, Main deck

Fig. 12 Acceleration data @ Location: 5th of Keel, First  
          platform, Main deck

Fig. 10 Integration model and shock wave propagation

Fig. 13 maximum acceleration @ Location:  
        Keel, First platform, Main deck

충격압력 발생한 후 자유 수면에서 버블이 붕괴가 되는 수중폭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9 는 초기 최  충격파의 압력을 경
험식의 압력 곡선과 비교한 것으로 폭발원점에서 가까운 1m 지
점에서는 경험식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5.2 고속주행 중 수중폭발 하중에 의한 선체응답

  고속 주행에 따른 삼동선의 수중폭발에 한 응답을 얻기 위해 
삼동선에 인가되는 폭발하중은 5.1절의 Free field 상태에서의 수
중폭발 하중을 본 해석에서 적용하였으며 초기 최 압력을 나타
내는 초기 충격파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본 유체모델과 동일한 
조건의 유체모델에 삼동선 구조를 합하여 Fig. 10의 (a)와 같이 
모델을 구성하였고, (b)는 정적인 상태 일 때의 선체로의 충격파 
전파모습이고 (c)는 4절에서 수행하였던 주행 속도에 따른 선체 
트림각과 접수면적을 실제 충격모델 (a)에 부여하여 해석한 것으
로 삼동선에 초기속도(25, 35, 45노트)와 Table 5의 트림각 변화
와 접수면적을 모델에 적용하여 충격해석을 수행하였다.

 측정한 데이터는 Fig. 11 와 같이 삼동선의 중앙 선체의 주요 
구조물인 용골(Keel), 제1 하부갑판(Frist platform), 주갑판(Main 
deck)의 종 방향으로 각 구조물마다 10개의 측정 지점을 선정하
였다. 



Fig. 14 maximum average acceleration  @ Location:     
           Keel, First platform, Main deck

 각 측정지점의 명칭은 함수부터 함미까지 용골의 경우 
K1~K10, 제1 하부갑판의 경우 P1~P10, 주 갑판의 경우 
M1~M10으로 지정하여 총 30개소에서 가속도를 측정하여 
Butterworth low pass filter로 300Hz 이상의 고주파수 성분은 제
거하여 신호처리를 하였다.  
 30군데의 가속도 측정지점에서 계측한 신호 중  Fig. 12에서는 
폭심 바로 위쪽에 위치하여 가장 선체응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5번째 측정지점의 가속도 응답을 표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와 같은 과정을 25, 35, 45노트 해석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하
여 각 케이스마다 측정지점에서의 최  가속도를 산출해 Fig. 13
에서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35노트의 경우 전형적인 자세를 
나타낸 35노트의 경우가 부분의 측정지점에서 가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활주선의 전형적인 주행 형상이 아니었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주행시켰던 45노트의 경우 35노트와 25노트의 사이 
값으로 존재 하였고, 25노트의 배수량선의 주행 자세에서의 충격
응답은 용골에서의 응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조물에서는 다른 
해석 케이스 보다 낮은 응답을 보였다.

6. 결 론

 
 Fig. 14는 각 주요구조물의 가속도 측정지점에서 최 가속도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삼동선 선체의 주요 구조물에 해 전반적
인 충격응답의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결과에 확인 할 수 있
듯이 삼동선이 비교적 저속인 25노트로 주행하는 경우 부력에 
의해 선체 중량이 지지되어 주행 중 일 때의 충격응답보다 35노
트, 45노트의 고속 주행 시 동압에 의해 선체 중량이 지지될 때 
충격응답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정지 
상태이거나 저속의 배수량 상태 일 때 해수와 닿는 접수면적이 
클 때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의 총량이 더 많아지므로 선체 
충격응답이 클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고속으로 주행 중 일 때 
선체 중량이 동압에 의해지지 되어 비록 접수면적은 줄어들지만 
충격하중에 의한 선체응답이 접수 면적이 큰 배수량 상태 일 때 
보다 커지는 경향이 나타 났다. 이는 고속에서의 선체를 부양하
는 동압이 선체 충격응답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동

압에 의해 선체가 지지될 때의 충격하중이 일반적인 정적이 배수
량상태 일 때 보다 충격응답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으
로 추가적 검증 또는 실험을 통해 동압이 충격 응답에 미치는 영
향에 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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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리프팅 러그의 강도평가와 설계
이주성(울산대학교), 김민술(울산대학교), 허남학(티에스엠텍)

 The Strength Assesment and Design of T-type Lifting lug.
Joo-sung Lee(Univ. of Ulsan), Min-sul Kim(Univ. of Ulsan), Nam-Hak Heo(TSM Tech Co., Ltd.)

요 약
  리프팅 러그(lifting lug)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반전(turn over)작업 및 운반 작업, 계류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조물의 중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적절한 용량의 러그 선정하는 것은 생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러그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T형 러그에 대한 강도특성을 비교 평가하고, 러그 본체의 두께를 줄여가면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최적의 치수를 결정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수치해석의 결과를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과정과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강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하중 조건에 대해 네 가지 용량의 T 형 러그 본체의 두께를 감소시켜 가면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시 계획한 안전계수 즉, 구조적안전성을 만족하는 최적의 두께를 결정하고 중량 감소의 정도를 산출함으로써 각 용량별 최적의 치수를 제안하였다.

Keywords : T type lug(T 형 러그),Lifting(인양), Non-linear structure analysis(비선형 구조해석)

1. 서 론
리프팅 러그는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블록의 이동, 반전(turn over)등에 사용되며,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양이 사용된다. 그리고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건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블록단위의 구조물이 점점 대형화되고 이에 따라 운반 및 반전 시 위치의 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블록의 이동 등에 사용되는 많은 수의 러그를 제작, 설치, 해체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면서 단순화, 경량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또한 리프팅 러그가 파단 되었을 때에 안전과 공정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석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해 실험값과 수치해석의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T형 러그(T-type lug)를 선정하여 비선형 구조해석결과를 토대로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 중 가장 변형이 가장 심한 경우의 면내, 면외 하중방향에서의 최종강도가 안전계수를 적용한 하중보다 높으므로 러그본체의 두께를 2mm씩 감소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하여 상용프로그램(Abaqus/CAE User’s Manual, Ver. 6-11)을 사용하였다. 변위(Displacement)가 러그 홀의 반지름이상 늘어났을 때를 Ultimate stress라고 기준을 정하였고, 러그 본체의 두께를 2mm씩 감소에 시키면서 각각의 감소시킨 두께 따른 Ultmate load를 선정하였다. 이 Ultmate load와 ASME BTH-1에 제시된 설계기준의 안전계수(3.0)를 고려하여 최적의 T형 러그를 선정해보았다.

2. 해석과정의 타당성 검토
먼저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표되었던 리프팅 러그 관련 논문과 비교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 적용한 해석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기존 논문의 결과 값 중에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값과 논문에 명시된 실험 모델에 대한 부재치수 및 물성치를 적용하여 실시한 해석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보았다. 검증을 위하여 실험 및 해석에 적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항복응력(yielding strress)의 경우 러그는 300MPa, pin은 10GPa로 설정하고 탄성계수((elastic modulus)와 Poission 비(poisson’s ratio)는 러그와 샤클 핀(chackle pin)에 각각 206GPa과 0.3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응력-변형율 관계는 완전 탄소성으로 가정하였다. 적용된 모델의 형상은 다음의 Fig.1과 같으며 모델의 부재치수에 대한 정보는 Fig.2에 상세하게 나타나있다. 

Item Lug Pin 
Elastic Modulus 206 GPa 206 GPa

Yield Stress 300 MPa 10 GPa
Poisson’s Ratio 0.3 0.3
Strain Hardening Perfect elasto-plasticity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lu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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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ug specimen

Fig. 2 Dmension of specimen for experiment(Unit: mm)
또한 해석 시 Fig. 3과 같이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 실험과 같은 조건을 구현하기 위하여(Lee, et. al, 2012) Fig. 4의 (a)와 같이 경계조건을 러그 하단일부를 완전고정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완전하게 고정 시켰으며 또한  Fig. 4 (b)와 같이 하중을 컨트롤하기 위한 reference point(RP)에 MPC Beam요쇼를 핀의 양 끝 단면에 적용하여 해석시 하중이 점차 증가하도록 하였다. 즉, 완전 고정된 러그의 하단면과 수직인 위쪽(y축) 방향으로 RP에 하중을 적용하였으며, 하주으이 크기는 초기 84.4KN이 가해진 후 연속적으로 209KN의 하중이 부가되도록 하였다.기존 논문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 값과 본 논문의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모델에 대한 해석을 토해 얻어진 결과 값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Fig. 5 와 같이 유사함을 알 수 있기에 본 논문에 사용한 해석방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Fig. 3 Test of lifting lug with UTM

(a)boundary condition 

(b)MPC constraints and load conditionFig. 4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experimen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Fig. 5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experiment and 
          FE analysis

3. 해석모델 및 조건
3.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의 해석모델은 현재 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과정에서 리프팅 및 반전박업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많은 종류의 러그 타임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T형 러그를 선정하였다.러그를 사용합에 있어 리그 홀 주변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이중판(double plate)을 부착하였으며,면외하중(out of plane load)에 의한 전도방지를 위하여 브라켓이 부착되어져 있다. T 형 러그에 대한 형산은 아래Fig. 6에 나타나 있다.



Fig. 6 Example of T type lug
3.2 해석모델의 물성치

 해석에 사용된 D형과 T형 러그의 재료는 일반적인 연강(mild steel)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적용된 두 형태의 러그에는 연강의 물성치를 적용하여 탄성계수는 210GPa, 항복응력은 235MPa, 프와송 비는 0.3으로 하였다. 또한 해석에 사용된 핀의 물성치는 일반적인 연강에 비해 높은 항복응력인 1500MPa를 적용하였고, 탄성계수와 프와송 비는 연강과 동일하게 210GPa과 0.3을 각각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재료의 물성치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Table 2과 같으며, 응력-변형률의 관계는 완전 탄소성으로 가정하였다.

Lug Pin 
Elastic Modulus 210 GPa 210 GPa

Yield Stress 235 MPa 1.5 GPa
Poisson’s Ratio 0.3 0.3
Strain Hardening Perfect elasto-plasticity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D and T type lugs

3.2 해석모델의 경계조건
 

Fig. 7 Definition of boundary condition and MPC 
         constraint for T type lugs 

20, 30, 40, 50ton 용량의 T형 러그에 적용된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계조건은 아래의 Fig.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T형 러그의 하단부 즉, 러그 본체와 브라켓이 구조물에 부착되는 면을 변위 및 회전을 모두 고정시키는 완전 고정 경계조건(Ux,Uy,Uz,Rx,Ry,Rz=0)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하중조건은 하중을 컨트롤 하기 위해 적용한 RP (Reference point)와 하중을 러그 홀의 면에 전달하는 핀의 양끝단을 MPC constraint Beam요소를 적용하였으며, 핀과 러그 홀의 Contact조건을 적용하여 접촉을 고려하였다. 러그 구조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촉면의 정의이다. 접촉면은 master와 slave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aster면은 하중을 전달하는 부분으로 핀이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slave면은 master 면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master 면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는 러그 홀과 Double plate 홀의 안쪽 면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Contact조건 중 General contact를 적용하였고, tangential 방향 조건을 고려하여 마찰계수(Friction coefficient)를 0.2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3 해석모델의 하중조건

해석 시 T형 러그 각각에 적용된 하중의 방향은 아래의 Fig. 8에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면내하중(In plane load) 방향과 면외하중(Out-of- plane load) 방향으로 정의된다. 해석에 사용된 면내하중 방향은 0, 30, 45, 60, 90°와 면외하중 방향은 0, 15, 35, 45° 중 가장 변형이 심한 면내 0° 면외45°를 사용하여 러그본체의 두께를 줄이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면외하중 방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면외하중 방향 15°를 최대 면외하중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Case study의 목적으로 45°를 적용하여 특성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고 하중의 크기는 20ton용량의 T형 러그에는 1000kN(약 100ton)의 하중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고, 그 외 30, 40, 50ton용량의 D형과 T형 러그들에는 2000kN(약 200ton)의 하중이 가해지도록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ASME BTH-1에서 제시한 안전계수 3.0을 고려한 것이다.

    (a) In plane                  (b) Out-of-plane

Fig. 8 Definition of loading directions for T type lugs

4. 해석 결과
해석을 통하여 얻은 해석 결과 중 Fig. 9는 20ton 용량의 러그에 1000kN(약 100ton)의 하중이 면내하중 방향이 0°,면외하중 방향이 45°로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응력 분포 및 변형 양상을 하중의 정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하중의 크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핀과 접촉되는 러그 홀 및 이중판 부분에 항복응력이상의 응력이 발생되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그에 따라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변위(Displacement)가 러그 홀의 반지름(Table 3 참고) 이상 되었을 때를 최종상태라 가정하였다.
Table 3 Radius of T type lug hole

Lug capacity(ton) Radius of T type lug hole(mm)
20 31.5
30 37.5
40 37.5
50 37.5

(a) 20% (200KN)  

(b) 40% (400KN)

(c) 80% (800KN) 

(d) 100% (1000KN)
Fig. 9 Stress distribution and deformed shape to the              rate of applied load, T type 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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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ton T type 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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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orce-displacement curves to change in         thickness of main body
Fig. 10는 면내 0도 방향에 면외 45도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러그 본체의 두께를 2mm씩 줄여가면서 나온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하중은 20ton 러그의 경우 1000KN, 30, 40, 50ton의 경우 2000KN을 적용하였으며 각 용량의 T형 러그는 두께가 감소할수록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괄호 안의 수는 러그 본체의 두께 감소량을 나타낸다.각 용량의 러그에 안전계수를 고려하면 20ton T형 러그의 경우 60ton, 30ton T형 러그의 경우 90ton, 40ton T형 러그의 경우 120ton, 50ton T형 러그의 경우 150ton정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하중은 각 용량의 러그의 허용하중이다. Table 4는 각 용량의 러그에서 감소한 두께의 최종 상태에서의 하중과 중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종 하중은 변위가 러그 홀의 반지름 (Table 3 참고) 이상 늘어났을 때로 설정하였다. 러그 본체의 두께를 감소시킬 때 Ultimate Load에 도달하지 않는 두께를 선택하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ton러그는 14mm, 30ton러그는 2mm, 40ton러그는 8mm, 50ton러그는 4mm의 두께를 줄일 수 있다.

Table 4 Ultimate Load of Thickness Reduction(a) 20 ton T type lug
Thickness reduction 

(mm) Ult. Load(KN) lug weight(kg)
0 863 64.66
2 829 61.73
4 794 58.81
6 762 55.88
8 725 52.96
10 688 50.03
12 652 47.10
14 614 44.18

(b) 30 ton T type lug
Thickness reduction 

(mm) Ult. Load(KN) lug weight(kg)
0 938 113.94
2 901 110.33
4 854 106.72
6 812 103.11
8 769 99.50

(c) 40 ton T type lug
Thickness reduction 

(mm) Ult. Load(KN) lug weight(kg)
0 1401 152.67
2 1353 148.50
4 1310 144.33
6 1265 140.16
8 1219 135.99

(d) 50 ton T type lug
Thickness reduction 

(mm) Ult. Load(KN) lug weight(kg)
0 1605 184.22
2 1558 179.45
4 1514 175.28
6 1395 170.51
8 1355 165.74

Table 5 Optimum thickness reduction  of T type lug
Lug capacity(ton) Reduction in thickness(mm)

20 14
30 2
40 8
50 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공정, 부유식 해상픙력 설치 및 계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러그 중 T형 러그를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면내, 면외 방향의 하중에서 러그 본체의 두께를 감소시켜 가면서 구조강도를 ASME BTH-1의 설계 안



전계수를 고려한 구조강도와 비교 하여 최적의 두께를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해석결과, 러그 본체의 두께를 줄이지 않았을 때 ASME 
BTH-1의 설계 안전계수를 고려하였을 경우 하중에 대해 충분한 하중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께를 감소시켜 가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만족하는 최적의 두께를 결정하고 중량 감소의 정도를 산출 할 수 있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득과 충분한 구조 강도를 가질 수 있는 러그의 설계를 생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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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강도 해석에 의한 선박 국부구조물의 진동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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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ship vibration criteria for local structures by fatigue
strength analysis

Y. C. Huh(KIMM), B. C. Jung(KIMM), T. Y. Chung(KIMM), S. J. Moon(KIMM)

요 약

선박 건조 시 적용되는 선체의 진동기준은 크게 승무원의 거주구역에 적용하는 환경진동 기준과 국부구조물에 적용하는 진동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진동 기준의 경우 국제표준(ISO), 선급 기준 그리고 미 국방표준(MIL-STD) 등에서 진동응답을 평
가하는 방법, 구역 별로 적용될 허용응답 등이 상호 유사한 수준에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국부구조물에 적용하
는 진동기준의 경우 각 기준서마다 제안하는 허용응답에서 편차가 크고, 응답의 평가방법 또한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
부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진동기준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레이다 마스트와 갑판구조를 대표적인 국부구조물로 선정하여 강도해
석을 수행한 후 각 기준서에서 제시된 허용응답과 응답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대상 구조물의 피로강도를 평가하였다. 피로강도의
평가를 위해 일반 강재와 알루미늄 재질에 대한 S-N 곡선을 사용하였으며 평가결과는 각 기준서의 진동응답 허용기준의 설정 근
거를 유추하거나 그 기준 값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하였다.
Keywords : Criteria for Ship Vibration(선체진동 허용기준), S-N Curve(S-N 곡선), Radar Mast(레이다 마스트), Deck Plate(갑판)

1. 서 론
선박 건조 시 적용하는 선체의 진동기준은 크게 승무원의 거

주구역에 적용하는 환경진동 기준과 국부구조물에 적용하는 진
동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진동 기준의 경우 국제표준
(ISO), 각국의 선급 기준 그리고 미국방 표준(MIL-STD) 등에서 
진동응답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과 구역 별로 적용될 허용기준 
등이 상호 유사한 수준에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
나 국부구조물의 경우에는 각 기준서마다 제안하고 있는 허용기
준에서 편차가 존재하고 또한 측정한 진동응답의 크기를 평가하
는 방법도 서로 상이하다. 재질의 종류에 따른 특성은 물론 구조
물의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응답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부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진동기준들을 
정리한 후 대표적인 국부구조물을 대상으로 피로강도 평가를 수
행하여 각 기준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허용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
의  수준인지를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응
답특성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마스트와 갑판구조를 대표적인 구
조물로 선정하였고 재질은 알루미늄과 일반 강재를 고려하였다. 
단위 크기의 조화 기진력에 의한 구조물 응력해석을 수행한 후 

각 기준들에서 제안한 허용기준과 응답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피
로강도를 평가하였다. 동하중의 크기는 보통 탑재장비의 무게에 
비례하는데 탑재장비의 무게는 매 경우마다 다르므로 이번 계산
에서는 장비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피로강도의 평가를 
위해 알루미늄과 일반 강재에 대한 S-N 곡선을 각각 적용하였
다. 본 논문에서 피로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려는 목
적은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각 기준들이 제안하는 진동응답의 
허용기준 설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보고 아울러 그 기준 
값의 적절성 여부를 한번 논의해 보기 위함이다.

2. 선체 국부구조의 진동기준과 피로해석
선체의 국부구조 진동에 관한 기준은 대표적으로 BV 선급이 

제안한 기준, Lloyd 선급의 기준 등이 있다. 선박의 생애주기 동
안 국부구조물에 피로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응답수준을 주파수 
영역 별로 구분하여 제안한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마스트와 같이 
키가 큰 구조물과 갑판구조와 같은 평판 구조물을 서로 구분하지
는 않는다. 또한 재질의 차이에 따른 구별도 없으며, 제안하고 
있는 허용기준이 결정된 절차와 그 근거에 관해서도 명확한 설명
을 찾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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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N Curve obtained from coupon test of Al-5083

한편, 상선의 경우 마스트에 탑재되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탑재 장비가 설치된 위치에서 마스트의 진동수준을 규
제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ABS, 노르웨이의 DNV, 프
랑스의 BV 선급에서 제안하는 지침들이 있다. 함정의 경우 마스
트에 탑재되는 장비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진동시험 
기준이 있다. 

국부구조물의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국부구조물
로써 마스트와 갑판구조를 선정하였다. 구조물의 피로강도를 평
가하기 위해 먼저 대상 구조물의 공진 주파수에서 조화 기진력에 
의한 강제진동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구조물에 탑재되는 
장비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았다. 조화 기진력은 대상 구조물의 
경계절점을 통해 절점 가속도가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크기는 1.0m/s2을 적용하였다. 해석 결과로써 대상 구조물의 최
대 응답과 최대 등가응력을 검토하였는데 최대 응답의 계산결과
와 각 선급에서 제안하는 허용기준과의 비율을 계산한 후 그 비
율만큼 최대 등가응력을 보정하였다. 보정된 응력은 대상 구조물
의 최대 응답이 각 선급에서 제안하는 허용기준에 도달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응력이다. 응력의 반복 회수인 N값은 해당 주파
수로 20년 동안 반복 작용한다는 가정 하에 매우 보수적으로 산
정하였다. 보정된 응력인 S 값과 반복 회수 N 값을 각각 
Al-5083 재질과 일반 강재의 S-N 곡선에 적용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하였다. 피로강도의 평가를 위해 적용한 Al-5083 재질과 일
반 강재의 S-N 선도의 한 예를 Fig.1과 Fig.2에 각각 보였다.

3. 국부구조물의 피로강도 평가
높이 4m 정도의 마스트 구조물에 대해 각 모드 별 공진 주파

수에서 단위 크기의 절점 가속도가 하부의 경계절점으로 전달된
다는 가정 하에 강제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스트의 진동응답
이 BV에서 제안하는 허용변위(또는 속도) 수준에 도달할 경우 예
상되는 등가응력은 알루미늄의 경우 1.2 MPa 수준이고 일반 강
재의 경우 3.0 MPa ~ 3.4 MPa 이다. 공진 주파수에서 응력의 
반복 회수 N을 산정한 후 S-N 선도에 각각 적용한 결과 대상 구

Fig.2 S-N Curve for butt-welded joints at steel

조물에 피로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길이 3.6m, 폭 4.7m 그리고 두께가 8mm인 보강판

에 대하여 네변에 단순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고유진동 해석을 수
행하였다. 공진 주파수에서 단위 크기의 절점 가속도가 네변의 
경계절점으로 전달될 경우 발생하는 최대 등가응력을 검토하였
다. 보강판 중앙의 진동응답이 BV에서 제안하는 허용변위(또는 
속도) 수준에 도달할 경우 예상되는 등가응력은 알루미늄의 경우 
0.95 MPa, 일반 강재의 경우 2.77 MPa이다. 공진주파수에서 응
력의 반복 회수인 N을 산정한 후 S-N 곡선에 각각 적용한 결과 
대상 보강판에 피로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선체 국부구조물에 대하여 조화 기진력에 의한 피로강도를 평

가하였다. 탑재되는 장비의 중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국부구조물로써 마스트와 갑판구조를 선정하였으며, 조화 기진력
은 대상 구조물의 경계 절점을 통해 절점 가속도가 전달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대상 구조물의 최대 응답이 각 선급에서 제시
하는 허용기준에 도달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등가응력을 근거로 
Al-5083 재질과 일반 강재의 S-N 곡선을 이용한 피로강도를 평
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논문에서 검토한 대상 구조물의 진동응답은 가장 관대
한 수준인 BV의 허용기준에 도달한다고 가정해도 대상 구조물에 
피로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향후 좀더 실질적인 조건들 이를 테면 다양한 형태의 용접
효과를 고려한 S-N 선도의 적용, 중량물이 탑재된 경우의 피로
강도의 평가 등을 통해서 선체 국부구조물에 대한 진동기준의 적
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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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변형률 속도에서 유동응력은 고속으로 소성 변형하는 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료
특성치이며, 이를 얻기 위하여 유압식 고속인장실험기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고속인장실험은 실험기 자체의 진동신호가
실험데이터에 포함되어 이를 적절히 제어하는 장비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된 고속
인장실험기의 시편 설계 및 Jig 설계의 실험적 개선과정을 제시한다. 즉 Jig의 형상변화, 로드셀의 유형, 시편의 형상변화에
따른 고속 인장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된 시편 및 Jig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실험기 자체의 변위계로부터 얻은 변형
속도를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변형속도와 비교하여 실험기의 설계 개선에 반영하였다. 
 
Keywords: High speed tensile testing machine(고속인장실험기), Intermediate strain rate(중변형률 속도), High speed camera(고속카메라), Flow 
stress(유동응력)  
 

1. 서 론 
 
최근 해상에서의 사고사례를 참고해보면 상선의 경우 

선박의 충돌 및 좌초사고를 주로 말하며, 해양구조물의 경우 
운반선과의 충돌, 다른 구조물의 낙하로 인한 충돌, 생산 
중이거나 저장중인 오일이나 가스의 폭발 및 화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사고들은 수많은 인명과 
재화의 손실로 이어지며 심각한 해상오염사고로 이어지므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설계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충돌이나 좌초에서 구조물의 상태는 
정적인 상태가 아닌 동적인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돌, 좌초에 관하여 선체나 구조물의 고속변형에 의한 
재료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충돌 및 좌초 문제에서 국부적으로 
큰 변형률 속도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고장력강의 경우 변형률 
속도로 인한 재료의 경화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이나 해양플랜트의 구조물용 강재는 연성재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재에 관한 동적 물성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Choung (2007)에서 중변형률속도는 1/s ~ 
1000/s의 변형률 속도를 의미하며 이 구간에서는 저변형률 
속도나 고변형률 속도와는 달리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관성력과 응력파의 영향이 상당히 증가하고, 소성변형으로 
발생한 열이 주위로 전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변형률 속도에서의 실험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중변형률 속도에서 동적재료 물성치를 얻기 위한 
실험으로는 reinforcing bars (Cadoni, et al., 2012)와 
Hopkinson pressure bars (Shim & Mohr 2009), Split 
Hopkinson pressure bar(Bo Song, 2007)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공압이나 유압식 장치인 고속인장실험기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압식 고속인장실험기 
(Servo-Hydraulic High speed tensile testing machine)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실험장치의 운용에서 
로드셀의 입력신호에 실험데이터를 제외한 시편과 Jig, 
실험기본체의 진동신호가 섞이는 현상인 하중떨림(load 
ringing)으로 실험데이터의 노이즈가 심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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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기의 실험적 개선과정을 
제시한다. 시편 및 Jig의 형상을 변화하여 실험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고 고속카메라와 변위계를 통해 체계적인 
결과분석을 통하여 실험기 개선을 실행하였다. Othman, et al. 
(2009)는 이러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하여 계측장비를 
Piezoelectic force sensor에서 Hopkinson bar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고 BCGO wave separation method를 
이용하였으며, Raisch and Moginger (2010)는 Under Jig의 
등속도 구간을 증가하고 Clamping device의 무게를 줄이며 
개선을 하였다. Lim, et al. (2004); Huh, et al. (2009)는 
수치해석을 통한 상부 Jig의 형태를 바꾸어 하중떨림 현상을 
개선하였다. 이처럼 많은 개선안들이 있지만 중변형률 
속도에서의 고속인장실험기에 대한 시편이나 Jig의 형상에 
대해 정해진 규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유한요소해석 툴인 
ABAQUS/Standard 3D (Simulia, 2011)를 통하여 시편과 
Jig의 고유진동수를 해석하고 실험방법에 대한 다른 
논문이나 실례를 참고하여 최적의 형상과 실험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인 실험장비의 실험결과의 타당성 
안정화를 위하여 High speed camera(고속카메라)영상을 
모션분석프로그램 TEMA(Image systems AB, 2014)를 
이용하여 실험기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하였다. 

 
2. 초기 고속인장실험기 

 
2.1 초기 고속인장실험기 및 장비 제원 

 
선박 및 해양구조물용 강재의 중변형률 속도에서의 동적 

재료 물성치를 얻기 위하여 국내업체에서 제작한 유압식 
고속인장실험기를 도입하였다. Hydrostatic Bearing Type의 
이 실험기의 크기(Dimension)는 너비(Width) 1100mm, 
깊이(Depth) 1300mm, 높이(Height) 2700mm이다. 
최대실험하중(Load)은 10.6tonf이고 최대운전압력(Max 
pressure)은 300kg/cm^2 이며, 최대실험속도(Max test 
speed)는 15m/s이다. Actuator의 스트로크(Stroke)는 
2800mm이며 작동유의 사용온도범위는 20 to 45℃이고 
온도가 30℃이상으로 올라가면 냉각수가 Circulation하게 
된다. Servo valve는 MOOG사의 G761-3005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Solenoid valve, Relief valve, Check valve를 각각 
사용한다. 실험기에 사용된 파일럿 작동식 압력 릴리프 
밸브(DB; DBW)의 최대유량은 650 L/min이고 직동식 압력 
릴리프 밸브(ZDR 6 DA2)의 최대유량은 50L/min이며, 
체크밸브는 SOLTECH사의 CRG-06를 사용한다.  실험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ATEX인증규격인 5.5KW의 TEFC-132S 
유압모터를 사용하고 실린더의 필요유량인 52 L/sec을 
맞추기 위해 18 L/sec용량의 SAE TYPE의 BN 303 

Accumulator를 3set를 사용한다. 변위계는 MTS사의 
RH-M-200M을 설치하고 로드셀은 고속 인장실험 특성상 
인장형(tension)방식인 봉신(BONGSHIN) 로드셀을 
사용하였다. 변위계의 측정범위(Measurement range)는 
정격용량 5tonf이며 온도 보상범위는 -10 to 70℃, 
허용온도범위는 -20 to 80℃이다. 전체적인 실험기의 모습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1 Initial High speed tensile testing machine 

 
2.2 고속인장실험기 작동원리 

 
Hydrostatic Bearing Type의 유압식 고속인장실험기의 

작동원리는 유압을 이용하여 실험기의 Actuator가 사용자가 
설정한 Volt에 비례하는 속도에 따라 수직 운동을 하여 
시편을 파단 시키는 원리이다. 유압장치의 개략적인 
작동순서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Hydraulic device work order 



초기에 실험기 유압장치에 사용운전압력을 설정 후 
유압모터와 펌프를 이용하여 압력을 높인다. 이때 사용자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실험기의 운전속도를 임의의 Volt를 
이용하여 컨트롤한다. 회로의 압력이 사용설정압력에 
도달하면 Relief valve가 작동유의 일부를 배출시켜 회로내의 
압력을 설정압력 이하로 유지시키고 Accumulator에서 
설정압력을 charging시키게 되면 실험준비가 완료 된다. 
실험기의 컨트롤러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Volt로 실험시작 
신호를 주면 Servo valve에서 비례제어를 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Volt를 토대로 분사되는 노즐의 크기를 조절한다. 
조절된 신호대로 Accumulator에서 충전되어있는 유량을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실험기의 Actuator가 수직으로 
운동하게 된다. 이때 방출되는 유량이 Pump unit으로 향하지 
못하게 Check valve가 흐름방지 역할을 한다. Solenoid 
valve는 유량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Actuator의 
Lift와 Down 방향을 결정하여 준다. Actuator가 280mm의 
Stroke 구간을 가지고 있지만 225mm이후 55mm의 
감속구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기계적인 방법으로 유압을 
이용한 반발력이 감속을 주게 된다. 보수적으로 볼 때 
감속구간은 80mm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험자가 컨트롤러를 통해 해당하는 실험속도를 Volt로 
제어하고 등속도 구간에서 시편의 파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속도가 어떤 Volt에 해당되는지 Performance 
test가 필수적이다. 또한 작동유가 유체이므로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온도범위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속인장실험기의 Volt 
컨트롤은 0V에서 최대 10V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하는 
실험기속도(no load)가 나오는 Volt를 알기 위해 수 차례의 
실험을 실행 하였다. 실험을 실행할 때의 작동유의 온도 
범위는 13 to 32℃의 상온에서 모두 이루어 졌다. 마지막 
1.2V 실험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온도 범위에서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1st and 2nd Performance test 
No. T (℃ ) Volt Velocity( mm/s )

1st 2nd 1st 2nd 1st 2nd 
1 13 13 1 1 57 55 
2 13 13 1.2 1.2 542 549 
3 14  1.4  1073  
4 15 15 1.6 1.6 1622 1620 
5 17  1.8  2160  
6 19 16 2 2 2720 2683 
7 19 25 2.2 2 3253 2687 

8 20 17 2.4 2.4 3814 3785 
9 20  2.6  4369  
10 20 18 2.8 2.8 4937 4895.8
11 21 25 3 3 5567 5519 
12 21 20 3.2 3.2 6203 6427.5
13 22  3.4  6894  
14 22 21 3.6 3.6 7699 8535.9
15 23  3.8  8439  
16 23 22 4 4 9149 8994.5
17 24  4.2  9830  
18 24 22 4.4 4.4 10490 10147
19 25  4.6  11100  
20 26 23 4.8 4.8 11487 11460
21  23  5.2  12311
22  23  5.6  12781
23 27 24 6 6 12773 13135
24 28 24 7 7 12333 13322
25 29 25 8 8 12166 13538
26 31  9  12680  
27 32 25 1.2 1.2 533 550.72

 
2.3 초기 고속인장실험기 실험장비 및 시편 

 
고속인장 실험기의 로드셀은 봉신(BONGSHIN) 로드셀을 

사용하였으며 Jig의 형상은 시편의 Grip부의 결합을 위해 
비교적 간단한 모습으로 제작하였다. 시편의 형상은 
선례(Lim, et al., 2004)와 같은 Under Jig(Fig.3 (c))를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형상이지만 시편의 평행부 하단의 
길이가 보다 늘어난 형상으로 설계 하였다. 
고속인장실험기의 Colum에 달려있는 Cross head의 위치가 
높아서 전체적인 고속인장실험기의 흔들림을 제어하고자 
Cross head를 처음 높이에서 120mm 수직아래방향으로 
내리고 실험을 하였다. 초기 형상의 로드셀과 Jig는 Fig.3과 
같고 초기형상의 시편명칭과 형상은 Fig.4 , Table 2와 같다. 

 
(a) BONGSHIN load cell 



 
(b) Initial upper jig 

 
(c) Initial under jig 

 
(d) Initial under jig support jig 

Fig.3 Initial load cell and Jig 
 

 
(a) Specimen name 

 

 
(b) Initial designed specimens 

Fig. 4 Initial specimen and specimen name 
 

Table 2 Initial specimen dimensions 
Dimension ( mm ) 

G Gauge length 40 
W Width 6 
T Thickness 1,2,3 
R Radius of fillet 4 
L Overall length 400 
A Length of parallel section 50 
B Length of grip section 46 
C Width of grip section 22 
 

2.4 실험 결과 및 문제점 
 

 
Fig.5 Initial high speed tensile testing machine data 
 

실험에 사용된 Volt의값은 3V를 사용하였다. Fig,5와 같이 
실험결과데이터에서 하중이 가해질 때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값이 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초기에 사용하던 
실험기의 실험방법은 시편이 등속도로 거동하는 Actuator에 
의해 파단이 나기 위해 Under Jig가 Actuator와 등속도 
구간을 지나고 난 후 Jig가 시편의 양면을 붙잡아서 아래로 
당겨지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시편의 형상이 얇고 평행부 
하단부분이 길어 쉽게 휘어지는 현상이 심하였다. 이러한 
시편형상의 실험방법은 시편의 설치나 실험준비가 까다롭고 
실험을 하는 사용자의 능숙함에 따라서 실험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험기의 시편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로 Jig가 수직 왕복 운동하여 
제자리로 위치해야 하지만 Actuator가 실린더에서 
왕복운동을 진행하면서 항상 같은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과 같은 보조부품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다른 시그널이 
실험데이터에 섞이는 현상을 알아내었다. 실험데이터의 
형상이 불규칙적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 신호들이 
섞여있다고 판단하였다. 고속인장실험기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 이외의 다른 데이터 값이 한가지 
이상이었으므로 다른 실험보조 부품들이 원인이 될 수 도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나씩 바꾸어 가면서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진행하였다. 

 
3. 2세대 고속인장실험기 

 
3.1  2세대 고속인장실험기 실험방식소개 

 
초기 고속인장실험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방식이 다른 2세대 실험기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른 
로드셀과 Jig, 시편의 형상을 각각 교체하였다. 보다 좋은 
실험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험 방식을 시편을 잡는 방식이 
아닌 Actuator의 수직운동에 의한 직접적인 충돌로 
실험방법을 바꾸었다. 시편 끝에 따로 제작한 돌출부를 
용접하여 붙이고 Actuator가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등속운동을 한 뒤 안쪽의 support Jig가 시편의 돌출부에 
부딪히며 파단이 나는 방식이다. 2세대 실험방식 실험에 
앞서 정량적인 실험결과값을 위해 Performance test를 다시 
수행하고 등속도 구간을 점검하였다. (Table 3, Fig.6 ) 
 
Table 3 3rd Performance test 

No. T (℃ ) Volt Velocity( mm/s ) 
1 22 1 65.1 
2 23 1.4 1060.4 
3 23 1.8 2082.1 
4 24 2.2 3151.1 
5 25 2.6 4231 
6 26 3 5391.1 
7 26 3.4 6481.4 
8 27 3.8 8149.7 
9 29 4.2 9576 
10 31 4.6 10738 
11 32 5 11644 
12 31 5.4 12152 
13 31 5.8 12397 

14 31 6.2 12698 
15 31 6.6 12849 
16 32 7 12990 
17 33 7.4 13131 
18 34 7.8 13158 
19 35 8.2 13191 
20 35 8.6 13213 
21 36 9 13169 

 

 
(a) 3V = 50mm 

 

 
(b) 5V = 100mm 

 

 
(c) 7V = 100mm 



 
(d) 8.2V = 125mm 

 
(e) 9V = 125mm 

Fig. 6 등속도 구간 Test 
 

3.2  2세대 고속인장기 실험장비 및 시편 
 
기존의 로드셀인 봉신(BONGSHIN) 로드셀은 

인장형방식이므로 고속인장실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선정을 하였다. 그러나 고속인장을 
허용하기에는 반응속도가 느리고 실험값을 제대로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제공되는 운용온도의 범위가 섭씨 -10 to 
70℃ 이므로 향후 챔버의 설치에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 
PCB Piezotronics Model 201B05제품으로 교체를 하였다.  
Piezo방식은 압력을 가하면 결정체의 표면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로드셀로 중변형률 뿐만 아니라 
고변형률 속도인 충돌실험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Zhu, et al. 
2011; Schobig, et al. 2008; Silva, et al. 2010). Jig의 형상은 
Upper와 Under 모두가 바뀌었는데 Upper Jig는 Lim, et al. 
(2004)와 같은 형태로 로드셀과 Cross head의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체를 하였다. Under Jig가 기존의 실험방식인 
Under Jig가 시편의 양쪽을 잡는 방식과 달리 시편의 형상에 
돌출부를 만들고(Fig.8 참조) Under Jig와 직접적인 충돌로 
실험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Under support Jig 
형상을 Fig.7과 같이 특수하게 제작을 하였다.  

 
(a) Piezo load cell Model 201B05 

 
(b) Upper jig for Piezo load cell Model 201B05 

 

 
(c) Detailed under support jig_1 

 

 
(d) Detailed under support jig_2 

Fig.7 Secondary type load and jig 



 
Fig. 8 Secondary type specimens 
 
Table 4 Secondary type specimen dimensions ( mm ) 
No. G W T R L A B C 
1 35 6 3 3 276 41 46 22

 
(a) 2v 

 
(b) 3v 

 
(c) 5v 

Fig.9 Experiment data for second type machine 

3.3  1차 실험결과 및 분석 
 
바뀌어진 실험방식으로 실험을 한 결과 그전의 

실험데이터에서 보이던 값이 튀는 현상이 사라진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Fig.9을 보면 2V 실험에서는 비교적 
깔끔한 데이터가 나왔지만 실험 이후의 진폭이 불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노이즈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아직 잔존하는 하중떨림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Jig와 
시편의 길이를 각각 바꾸어 보고 변화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편의 전체길이를 줄여보기 위해 Jig의 
길이를 Fig. 10과 같이 상하로 나누어 설계를 하였고 시편 
또한 길이를 상하로 나누어 제작을 하였다. 또한 각각의 
길이의 시편마다 평행부의 위치를 바꾸어 실험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시편의 형상과 치수는 Fig.11와 Table 5에 각각 
표기하였다. 실험방식을 바꾸면서 교체한 로드셀 201B05는 
제공하는 온도 범위를 만족하였지만 측정되는 하중의 
범위가 2ton으로 매우 제약적이고 Jig와 직경을 같은 크기로 
맞추기 위해 직경이 52mm인 PCB Piezotronics Model 
206C로 교체를 하였다. (Fig.10 (a))  

 
 
 

 
(a) Piezo load cell model 206C 

 
(a) Upper jig1 and jig2 for Piezo load cell model 206C 

Fig. 10 Load cell and jig for second type testing machine  



 
Fig. 11 Different parallel position specimen for second type 

using jig1 
 

Table 5 Different gauge length position specimen 
dimensions ( mm ) 

No. G W T R L A B C 
Jig1-a 35 6 3 3 276 41 46 22
Jig1-b 35 6 3 3 276 41 106 22
Jig1-c 35 6 3 3 276 41 166 22
Jig2-a 35 6 3 3 228 41 46 22
Jig2-b 35 6 3 3 228 41 76 22
Jig2-c 35 6 3 3 228 41 106 22
Jig2-d 35 6 3 3 228 41 136 22
 

 
(a) Jig1 - a 

 
(b) Jig1 - b 

 
(c) Jig1 – c 

 
(d) Jig2 – a 

 

 
(e) Jig2 -b 

 
(f) Jig2 - c 



 
(g) Jig2 - d 

Fig. 12 Experiment data for different parallel position 
specimen 

 
3.4  Jig 및 시편 고유진동수 수치해석 

 
Fig.12에 나와있듯이 시편의 길이에 따른 실험을 통해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뚜렷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직경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였던 Piezo 206C 모델의 
민감도가 더 높아서 처음에 보이지 않던 시그널까지 모두 
보이게 되었다. 원인분석을 위해 모든 시편과 Jig의 형상에 
대해 고유진동수 체크를 하였고 시편과 Upper Jig의 
고유진동수해석을 Fig.13와 Table 6에 나타내었다. Upper 
Jig의 형상에 따른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고유진동수에 따라 
Jig가 떨리는 방향을 확인하고 Grip부가 Symmetry Jig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symmetry Jig의 
형상은 Jig가 한쪽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므로 
실험데이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편이 아래방향으로 인장이 될 때 한쪽으로 편심이 되는 
현상을 없애고자 Jig의 형상을 대칭으로 바꾸는 재설계를 
하였다. 새롭게 대칭으로 만들 Jig 또한 수치해석을 하여 
고유진동수에 따른 거동을 확인하였다.  
 

 
(a) Jig1_a specimen 

 
(b) Jig2_a specimen 

 
(c) Jig1 

 
(d) Symmetric jig1 

 
(e) Jig2 



 
(f) Symmetric jig2 

Fig. 13 Jig and specimens natural frequency analysis 
 
Table 6 jig and specimens natural frequency ( cycles/time ) 

Name mode Frequency 
Jig1_a 276mm 1 24.508 

 2 55.447 
 3 215.18 

Jig2_a 228mm 1 35.773 
 2 78.933 
 3 331.91 

Jig_1 1 5038.0 
 2 7209.8 
 3 13479.0 

Symmetric jig_1 1 5516.5 
 2 5533.8 
 3 7291.5 

Jig_2 1 2141.5 
 2 2182.0 
 3 5952.0 

Symmetric jig_2 1 1954.4 
 2 1987.1 
 3 5234.9 

 
3.5  2차 실험결과 분석 및 문제점 

 
지그의 형상을 모두 대칭으로 바꾸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14) Jig가 대칭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난 후 
실험데이터의 값의 노이즈가 대부분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15) 시편의 형상은 평행부가 Grip부에서 
멀어질수록 좋지 않은 실험결과 데이터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시편의 형상에서 평행부에 응력이 고르게 퍼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칭Jig로 바뀌고 난 후 노이즈가 
사라지면서 10000Hz의 High frequency가 꾸준히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High frequency 현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2세대 고속인장실험기의 실험방식에 대해 수치해석을 
실행 하였다.(Fig.16) 올바르게 support Jig가 부딪히는 
시나리오와 Under support Jig가 시편의 돌출부에 정확히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하여 x축과 
z축으로 임의의 각도를 주는 시나리오도 추가로 
실행하였으며, y축방향을 기준으로 임의의 각도를 주어서 
support Jig가 좌우로 틀어지는 것도 고려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시나리오 또한 수치해석을 실행하였다. Under 
support Jig의 단면형상에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모든 
면을 골고루 부딪히게 개선한 support Jig의 형상도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많은 수치해석을 하였지만 
10000Hz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험초기 하중이 
들어갈 때 진폭이 크게 나오는 경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수치해석결과로는 기울어져있을 때 초기 진폭이 더 작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실험이 진행될 때 초기진폭이 
그대로 뒤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경향을 수치해석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a) Symmetric jig1 and jig2 

 

 
(b) Symmetric jig1 and jig2 

Fig. 14 Symmetric jig and second type machine 
 



 
(a) Symmetric jig1 – a 

 
(b) Symmetric jig1 - b 

 
(c) Symmetric jig1 - c 

Fig.15 Experiment data for symmetric jig 
 

 
(a) Support jig modeling 

 
(b) Specimen bolting section modeling 

 
(c) Different style support jig modeling 

Fig.16 Finite elements modeling for second type test method 
 

3.6 문제점 개선 방향 
 
실험데이터에서 10000Hz의 꾸준한 주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비슷한 고유진동수를 갖는 실험기의 부품을 
찾는 실험을 하였다. Impact hammer와 같은 원리로 
실험기의 여러부분에 진동을 차례로 주어서 비슷한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같은 재질의 쇠망치로 크로스헤드를 
쳐서 실험데이터의 10000Hz와 비슷한 진동을 감지하였다. 
크로스 헤드를 교체할 수 없으므로 10000Hz 주기를 없애기 
위해 전체적인 실험방법을 바꾸면서 가이드 라인을 없애고 
Under Jig의 형상을 모두 재 설계 하였다.  

시편의 파단방식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조사 하기 위해 참고 문헌들을 조사 하였다. Fitoussi, 
et al. (2008); Othman, et al. (2009); Zrida, et al. (2010); Zhu, 
et al. (2010); Zhu, et al. (2011); Schobig, et al. (2008)에서 
사용되는 실험방법을 참조하여 챔버의 설치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형상으로 설계하였다. Jig 뿐만 아니라 대칭형상의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할 수 있으며, Jig의 Grip형상 또한 
위아래로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고 Actuator의 회전운동에도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한 Actuator의 등속도 구간을 
늘려서 실험속도의 범위를 높일 수 있다. 

 



4. 3세대 고속인장실험기 
 

4.1  3세대 고속인장 실험기 실험방식 
 
2세대 고속인장실험기에서 사용하였던 시편의 충돌방식이 

아닌 Under Jig와의 충돌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인 고속인장실험기의 최대 하중은 
10.6tonf이며 최대실험속도는 5.2m/s 이다. Piezotronics 
206C가 수정된 Upper Jig에 달려 있으며 측정 범위는 
355.86KN이다. Under Jig의 등속구간은 104mm이며 이는 
5.2m/s의 실험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 거리이다. 
시험기의 실험방법의 개선으로 불필요한 시그널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향후 챔버의 설치에도 가용적인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Fig.17 에 최종적인 고속인장실험기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 Final high speed tensile testing machine 
 

 
(a) Final upper jig 

 
(b) Final under jig 

Fig. 18 Final jig 
 

 
Fig.19 Final specimens 
 
Table 7 Final specimen dimension 
No. G W T R L A B C 
S1 40 6 3,5 10 180 60 61 26
S2 40 8 3,5 10 180 60 61.05 26
S3 40 10 3,5 10 180 60 61.2 26
S4 20 6 3,5 10 180 40 81 26
S5 20 8 3,5 10 180 40 81.05 26
S6 20 10 3,5 10 180 40 81.2 26
 

4.2 Jig 및 시편 교체 
 
시편은 평행부가 길어질수록 측정변위의 오차가 

감소하며 시편의 변형률의 분포가 균일하게 발생하지만 
변형률 속도 가 감소하며 관성에 의하여 시편이 균일하게 
변형하지 않고 구동부에 변형이 집중할 수 있다. 평행부의 
Width가 줄어들수록 측정범위 오차가 줄어들고 변형률 
분포가 균일해지지만 실험상의 오차가 증가하며, 
곡률반경(R)이 감소할수록 측정변위의 오차가 감소하지만 
응력집중이 발생한다. (Lim, et al., 2004) 이와 같은 현상을 
실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형상의 시편을 제작 



하였다. 시편을 설계하면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시편의 
평행부에서 대부분의 변형이 발생하고 곡률반경에 
응력집중이 없도록 평행부와 곡률반경에 신경을 써서 
제작하였다. 최종적인 시편의 형상과 치수는 Fig.19과 Table 
7에 나와있다. 로드셀의 신호 또한 비교적 큰 진폭이 
감지되어 비교실험을 통해 Damper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상부 Jig의 형상은 챔버의 설치와 냉각수 
Circulation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편의 두께별로 실험을 하기 
위해 Jow을 삽입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적인 Jig를 
설계하였다. (Fig. 18 (a) 참조) 또한 Under Jig의 형상도 
Fitoussi, et al.(2008); Othman, et al. (2009); Zrida, et al. 
(2010); Zhu, et al. (2010); Zhu, et al. (2011); Schobig, et al. 
(2008)을 참조하여 등속구간 104mm를 가지고 
대칭시편실험이 가능한 Fig.18(b)와 같이 개선하였다. 

 
4.3 고속카메라의 도입 

 
일반적인 준정적실험에서 쓰이는 시편의 평행부에는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와 같은 측정기를 설치하여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실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지만 수십/s 
~ 수백/s의 변형률을 가지는 중변형률 속도의 실험은 
시편에 평행부에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와 같은 
장비의 직접적인 설치는 불가능하다. Zhu, et al. (2011)와 
같이 laser extensometer도 있지만 Othman, et al. (2009); 
Raisch and Moginger (2010); Silva, et al. (2010)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High speed camera를 도입하였다. 
Phantom -v7.3 High speed camera 를 사용하며 최대속도 
TURBOMODE 32x16의 Resolution에서 500,000fram/sec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시편의 평행부에 그리드를 표시하고 
High speed camera로 촬영한 영상을 모션분석프로그램 
TEMA를 이용하여 변위와 속도 가속도를 그리드의 변화를 
통해 계산한다. 그리드마다 포인트를 주어 각 간격의 변화를 
따로 계산 수행이 가능하여 평행부가 고속변형을 할 때 
국부적인 변위와 변형률 속도를 구할 수 있다.  High speed 
camera의 영상분석으로 시험기 Actuator 끝에 달려있는 
변위계와 같이 실험결과의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고속카메라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등속도 
구간을 재 점검 하고자 Performance test를 다시 
수행하였다.(Table 8) 
 
Table 8 Performance test for high speed camera 
No. Volt Velocity (m/s) 등속구간 (cm) 
1 2.0 2.7 7.2 
2 2.4 3.8 7.6 
3 2.6 4.2 8.7 

4 3.0 5.2 10.8 
5 3.2 6 11.1 
6 3.4 6.8 12 
7 3.6 7.6 10 
8 3.8 8.2 12 
9 4.0 9 15.2 
10 4.2 10 +20 
11 4.4 10.5 +20 
12 4.6 11 +20 
13 4.8 11.5 +20 
14 5.0 12 +20 

 
다음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사용하는 실험기의 

Jig는 등속구간이 104mm이므로 3V까지의 실험만이 
유효하다. 앞서 등속도 구간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시험기의 
실험사용속도는 3v로 제한한다. 

 
4.4 실험결과 

 
1세대와 2세대의 고속인장실험기의 실험데이터보다 

나아진 실험결과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시편의 
단면적이 증가할수록 하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평행부가 짧아진 시편에 대해서는 파단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시편의 Width가 
증가하며 단면적이 늘어날수록 실험데이터가 초기 기울기 
값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편의 두께 증가로 
실험데이터의 값을 보면 Initial Data의 값이 일정한 주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a) S1-3t 



 
(b) S2-3t 

 
(c) S3-3t 

 
(d) S4-3t 

 
(e) S5-3t 

 
(f) S6-3t 

 
(g) S1-5t 



 
(h) S2-5t 

 
(i) S3-5t 

 
(j) S4-5t 

 
(k) S5-5t 

 
(l) S6-5t 

Fig.20 Experiment data for final machine 
 

최종적인 고속인장실험기로 실험한 시편들의 전체적인 
초기 실험데이터 값에서 불필요한 실험데이터 이외의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Zhu, et al. (2011)에서도 쓰인 
FFT(Fourier transform)을 사용하였다.(Fig.20) Zhu, et al. 
(2011)의 FFT Band pass 로 0.8 to 2.2kHz를 사용한 것 과 
달리 FFT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여 3000Hz 이하의 
시그널을 남겨두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변형률 속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유압식 

고속인장실험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총 3차례의 실험방법을 
바꾸면서 실험결과데이터의 모습이 개선되는 모습을 
구현하고 개선된 시편 및 Jig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초기 
고속인장실험기 실험데이터의 하중떨림 현상을 제거하고자 
실험기의 Cross head의 위치와 Jig 및 시편을 바꾸었고 



실험방식을 교체하며 이전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식을 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 ABAQUS/Standard 3D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속인장실험기의 특성상 Extensometer의 
설치가 까다롭기 때문에 추가 실험장비인 High speed 
camera를 사용하고 얻어지는 영상을 모션 분석 프로그램 
TEMA를 이용하여 등속도 구간을 재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실험기의 작동성능을 측정하였다. 현재실험기의 등속구간을 
증가하고 Raisch and Moginger (2010)과 같이 아래지그의 
무게를 줄이면 보다 높은 속도에서의 실험이 가능할 것 
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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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응력 삼축비 영역에서의 파단 변형률 포락선
박성주(인하대학교), 정준모 (인하대학교), 윤성원(인하대학교), 

남웅식(인하대학교)

Failure Strain Envelope Curve At Low Stress Triaxiality
Sung-Ju Park(Inha University), Joonmo Choung(Inha University), Sung-Won Yoon(Inha University),

Woongshik Nam(Inha University) 
요 약

Stress triaxiality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for prediction of failure strain in case of the maritime accidents such as ship collisions and groundings and platform explosions. This study proposes a new formulation to predict failure strain of a high strength marine structural steel, EH36, including low stress triaxiality zone. In order to obtain failure strains at low stress triaxiality zone, shear-tension test specimens are designed including a pure shear specimen and three different shear-tension specimens with three kinds of angles. Groove area of each specimen is designed to be U-and V-shapes. Numerical simulations for the tests are performed using ABAQUS/Standard. First, from the comparison of load-elongation curve from test with numerical one, then most simulation curves well coincides with test ones. Second, failure strain in average stress trixiality domain is identified by observing plastic strain in simulation at fracture initiation in test. Finally, a failure strain curve in low stress triaxiality zone is proposed using the identified data.
Keywords : Low stress tiaxiality(저응력 삼축비); 평균 응력 삼축비(average stress triaxiality); failure strain(파단 변형률); plastic strain(소성

변형률); Pure shear test(순수 전단 실험); Shear-tension test(전단-인장 실험)

1. 서 론
 조선해양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고장력강은 연성재
료의 범주에 포함되며, 응력 삼축비는 연성 재료의 파단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응력 
삼축비는 재료의 파단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
어 왔다. McClintock(1968)와 Rice and Tracey(1969)는 연성
재료의 항복부터 파단까지의 미소 기공의 생성, 성장이 응력 
삼축비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Hancock and 
Mackenzie(1976)는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치를 가지
는 시편에 대한 인장 실험을 수행하여 응력 삼축비가 파단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바 있다. Mirza et al.(1996)은 다양한 
변형률 속도 범위에서 다양한 연성 재료에 대해 인장 실험을 
수행했으며, 파단점에서 등가 소성 변형률과 응력 삼축비의 
관계를 나타냈다. Urban(2003)과  Törnqvist(2003)가 제시한 
RTCL(Rice-Tracey and Cockcroft-Latham) 파단조건에서 재
료는 인장을 경험할 때 응력 삼축비의 발달 정도가 파단을 지
배한다고 가정했다.  Bao and Wierzbicki(2004)는 파단에서

의 등가 변형률과 응력 삼축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알루미
늄으로 제작된 인장, 순수전단, 복합적인 힘을 받는 시편에 
대해서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응력 삼축비가 파단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고, 평균 응력 삼축비 개념의 타당성을 나타
내었다. 앞서 Choung et al. (2011b; 2012)와 Choung et 
al.(2013)은 저온용 고장력강(EH36)에 대해서 다양한 노치재
를 가지는 환봉형 시편과 평활재로 인장 실험을 수행하여 파
단 개시점을 알아내고, 수치해석과 비교하여 평균 응력 삼축
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 한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Bao and Wierzbicki(2004)가 제시한 재료가 
파단에 이르기까지 누적 평균 에너지의 개념으로 평균 응력 
삼축비를 사용하고자 한다.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순수전단
과 복합적인 하중이 작용하는 영역에서의 평균 응력 삼축비로 
표현되는 파단 변형률을 얻기 위해서, 저온용 고장력강
(EH36)에 대해서  순수전단을 포함한 다양한 중심축 각도가 
다른 경우와 첨도가 다른 두 가지 노치 모양의 시편을 제작해 
실험을 수행했다. 총 8가지의 시편에 대해서 인장 실험결과와 
Abaqus/Standard를 이용해 수치해석 값과 비교하여 파단 변
형률과 평균 응력 삼축비의 관계를 도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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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시편 설계 및 가공

 실험에서 사용된 시편의 재료는 저온용 고장력강 EH36이다.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순수 전단 시편을 기본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단과 인장 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에 대하여 실험하기 위해서 시편 중심축의 각도를 15,30,45°
로 회전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노치의 첨도에 따른 파단 변형
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V와 U 모양(Fig.2 참고)으로 제작 되었
다. 노치부의 모양은 Fig. 1에서 보인 바와 같다. 모든 시편은 
두께 10mm, 폭 40mm, 길이 225mm 이다. 2가지 종류의 노
치와 순수전단을 포함한 중심축 각도에 따른 4가지 종류를 고
려하여 총 8가지 종류의 시편이 제작되었다. (Fig.1 참고) 각 
시편의 중심축 각도와 노치모양에 따른 명칭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FIg. 1 Design of shear-tensile specimens

(a) U-shaped specimens

(b) comparison of U-and V-notched specimens
Fig. 2 Photo of pure shear specimens

Table 1 Label of specimens
Notch Angle 
(Degree) U-Shapes V-Shapes
90° ST-UN-A90 ST-VN-A90
15° ST-UN-A15 ST-VN-A15
30° ST-UN-A30 ST-VN-A30
45° ST-UN-A45 ST-VN-A45

2.2 실험 결과
  Fig. 3 에는 2가지 노치재의 순수전단을 포함한 중심축 각
도에 따른 힘-변위 곡선을 나타내었다. 파단이 일어나는 시점
은 힘의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으로 보았다. 실험 결과
와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평균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을 도출하여  
파단 변형률을 검증하는데 사용했다. 수치해석과 비교를 통해 
파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응력 삼축비, 소성변형률 값을 얻
었다. 

(a) U-notch 



(b) V-notch 
Fig.3 Force vs. Displacement of test result

3. 수치해석
3.1 시편 모델링

 실험에서 얻어진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을 수치해석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을 위해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Standard를 사용하였다. 
시편은 폭 방향으로 정확한 대칭을 이루기에 1/2만 모델링 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5에 보이듯이 축 방향 대칭에 
따라 대칭축에 대해서 두께 방향 (z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요소는 3차원 20절점 감차적분요소(C3D20)를 사용하였다. 
모든 모델링의 노치부 요소 크기는 요소길이와 노치 반지름의 
비가 0.1을 유지 하도록 하였다. 파단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충분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점에는 천이구간을 배치하여 수
치해석 시간을 단축 하였다. 인장 하중은 모델의 하단의 변위
를 구속하고, 상단에 y축 방향 강제 변위를 부여하여 구현하
였다. 초기 시편의 모델은 시편이 그립부에 해당하는 상하 각
각의 30mm를 시편의 총장에서 제외한 165mm로 수행되었다.  
 이후 수치해석과 함께 비디오 분석을 통해 모델의 길이가 시
편의 x축으로 변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시편 
모델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재료 물성치인 강성이 변화하게 
된다. Fig.4 에는 실험에서 얻어진 영상과 수치해석상 동일한 
위치의 점의 x축, y축 변위를 나타냈다. 수치해석과 모션 분
석프로그램 TEMA로 얻은 실험 결과값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Fig.4 Comparison of x-and y-axis displacement  
between test and simulation (ST-VN-A45)

Fig.5 Modeling of ST-VN-A45 (iso view)

 수치해석에서 필요한 유동응력 데이터는 평활재 시편의 인장 
실험에서 얻은 공칭응력 – 공칭변형률 곡선을 참고하였다. 균
일 진응력 – 균일 진변형률 곡선은 공칭응력 – 공칭변형률 곡
선에서 식 (1),(2)를 이용하여 얻었다. 균일 진응력 – 균일 진
변형률은 시편이 균일하게 연신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이 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식(3), 식(4)은 네킹 이후에 사용할 수 
없다. 네킹 이후에 진응력은 식 (5)를 이용해 구하였다. 식 
(5)에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식(6)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식 (6)으로부터 기울기가 이고, y절편이 lnK인 직선이 얻어
지고, 재료상수 과 K는 실험데이터로부터 결정되어진다. 식 
(5)를 이용하여 네킹 이후를 외삽한 진응력이다. 그러나 
Choung and Nam (2013)은 외삽 진응력은 소성 변형률이 특
정 값에서 직선을 유지하지만, 단면적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
한 평균 진응력은 직선의 선형이 훼손되는 것을 알아냈다. 이
는 외삽 진응력이 큰 소성 변형률구간에서 부정확해진다는 것
을 의미하며, Choung and Nam(2013)은 참고문헌(Choung, 
2009)을 조사하여 네킹 이후 평균 진응력과 외삽 진응력의 
차이를 3차 다항식으로 적합했다. 초기 항복 강도는 0.2% 옵



셋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인장 하중  균일 진응력

 초기 단면적  균일 진변형률

 시편의 초기 길이  진응력

 변위  소성 진변형률

 공칭 응력  강도 계수

 공칭 변형률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

3.2 수치해석 결과의 정량성 검증
 수치해석 결과가 실험과 비교하여 정확하다 검증한 후, 파단 
시점에서의 응력 성분 및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악해야 한다. 
3.1 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시편의 길이는 x축 변위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수치해석상 모델의 적절
한 길이를 알아내었고, 수치해석에서 사용된 길이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Fig.6 에 모든 시편에 대해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U-와 V-노
치를 가지는 순수전단 시편의 힘-변위 곡선이 큰 차이를 보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파단 변형률 정량성 검증 단계
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 length of modeling 
Notch Angle 
(Degree) U-Shapes V-Shapes
15° 345 mm 355 mm
30° 350 mm 340 mm
45° 350 mm 350 mm

(a) ST-UN-A15 

(b) ST-UN-A30

(c) ST-UN-A45



(d) ST-VN-A15

(e) ST-VN-A30

(f) ST-VN-A45
Fig. 6 Comparison of Force-Displacement curve between 

test and simulation
 또한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 분석
(Fig.6 참고)이 같이 수행되었다. 시편에는 Fig.6 에 보여지듯
이 시편 중심을 기점으로 하여 지름 1mm 의 표점이 5mm 간
격으로 표시되었다. 영상 촬영에 사용된 영상 촬영 설정은 초

당 60프레임으로 실험에서 시편의 변위를 측정하는데 충분하
다 판단된다. 실험에서 얻어진 촬영 영상은 모션 분석 프로그
램 TEMA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표시된 모든 점에 대해서 
수치해석과 비교해 x-축과 y-축으로 변위를 비교하였다. 
(Fig.7 참고) 실험에서 얻은 모든 점의 변위가 수치해석과 동
일하게 나타날 때 힘-변위 곡선 역시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
러므로 수치해석 결과 값은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판단된
다.
 

(a) initial state

(b) during the test
Fig. 7 Experiment image of ST-VN-A45 shear-tensile

4. 파단 변형률 포락선
4.1 파단 변형률 정의 방법

 Bao and Wierzbicki(2004)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양의 시편으로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 변
형률을 제시하려했다. Choung et al.(2011b;2013)과 
Choung and Nam(2013)은 EH36 강재의 환봉형 시편과 판상
형 시편에 대해서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 한바 있다. 본 논문
은 앞서 수행되지 않은 전단응력이, 지배적인 영역에서의 파
단 변형률을 알아보고자 한다.
 평균 응력 삼축비는 파단이 이르는 시점까지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의 곱을 적분하여 파단 변형률로 나눈 값으
로 정의된다. (식.7 참고) 이는 파단까지의 응력 삼축비로 표



현된 누적 평균 변형률 에너지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평균 응력 삼축비

 파단 변형률

 응력 삼축비

 등가 소성 변형률

 본 연구에서는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알기
위해 4단계 과정을 거쳤다. 

-1단계 : 실험에서 얻어진 힘-변위 곡선을 수치해석에서 얻
어진 값을 비교하여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 파악

-2단계 : 수치해석으로부터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단 변형률로 인지

-3단계 : 파단 지점에서 정수압 응력 및 von Mises 등가 응력
을 도출하여 평균 응력 삼축비 도출

-4단계 : 각각의 노치와 중심축 각도에 따른 파단 변형률-평
균 응력 삼축비 관계 도출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파단 
개시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전단과 전단-인장 시편의 
경우 파단 지점을 확실히 알 수 없다. Bao and 
Wierzbicki(2004)는 최초 파단 발생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
는 전단 시편과 전단-인장 시편의 경우 등가 소성 변형률이 
최대인 지점을 최초 파단 지점으로 보았고, 본 논문 역시 수
치해석으로부터 얻어지는 파단시점의 최대 등가 소성 변형률
을 가지는 노드를 최초 파단지점으로 결정했다.

4.2 파단 변형률 도출 결과
  Fig.8 에는 참고문헌(Choung et al, 2011b;2013, Choung 
and Nam,2013)의 판상형 시편과 환봉형 시편의 인장 실험 
결과와 함께 전단-인장 시편의 인장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져
있다. 

Fig. 8 Formulation of failure strain curve

 전단-인장 시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파단 시점에서 최
대 등가 소성 변형률을 가지는 점에서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
른 파단률을 도출했다. 실험과 수치해석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제외된 순수 전단을 제외한 모든 전단-인장 시편의 평균 응력 
삼축비-소성 변형률이 나타나 있다. 나타나 있는 모든 시편에 
대한 응력 삼축비가 0.5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파단
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von Mises 등가 응력이 정수압 응력보
다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비교적 전단 응력의 영향이 크다고 
사료되는 15° 및 30° 시편의 경우 평균 응력 삼축비가 0.3 미
만에 나타나며, 이는 전단 응력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von 
Mises 등가 응력이 정수압 응력에 비해서 지배적임을 보여준
다. 앞서 보여진 결과를 보았을 때  순수 전단의 경우 정수압 
응력은 0 또는 매우 작은 값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파단 변형률을 도출하지 못한 순수 전단의 경우 평균 응력 
삼축비가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EH36 강재의 저응
력 삼축비 영역에서의 평균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 가정된 파
단 변형률의 분포를 알아냈다. 저온용 고장력강인 EH36강재
로 다양한 순수전단 및 전단-인장 시편을 제작하고, 시편에 
대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했다. 순수전단 시편을 제외한 다른 
시편의 실험과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힘-변위 곡선을 비교하
고, 실험 영상을 모션 분석 프로그램 TEMA를 이용해 수치해
석의 신뢰성에 더했다.
 수치해석에서 필요한 유동 응력을 얻기 위해서 평활재 시편
에서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공칭 응력-공
칭 변형률을 도출하였다. 네킹 이후 대변형률 구간에서의 비
선형적인 진응력은 3차 다항식을 이용해 도출하였고, 얻어진 
평균 진응력은 모든 수치해석에 적용하여 힘-변위 곡선을 도
출하였다. 실험과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힘-변위 곡선을 비교
하여 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점을 파단시점으로 인지했다. 
전단과 복합하중이 작용하는 시편의 경우 파단점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파단 시점에서 최대 등가 소성 변형
률을 가지는 노드를 최초 파단점으로 보았다. 얻어진 파단 개
시점에서 정수압 응력과 von Mises 등가 응력을 이용하여 평
균 응력 삼축비를 도출해내고,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단 변형
률로 간주하였다. 얻어진 파단 변형률은 평균 응력 삼축비-등
가 소성 변형률 곡선으로 도시되었다. 
 Bai and Wierzbicki(2008)는 응력 삼축비와 로드각이 재료의 
파단을 예측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증명했다. Bai 
and Wierzbicki(2010), Luo and Wierzbicki(2010), Dunand 
and Mohr(2011), Beese and Mohr(2011), Luo et al.(2012)
는 항복 조건에 응력 삼축비와 로드각이 파단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단-인장 시편의 파단 개시점
에서 로드각을 도출하여 평균 응력 삼축비, 평균 로드각에 따
른 파단 변형률 정식화는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순수 전단 
시편의 수치해석과 실험의 힘-변위 곡선이 차이를 보이며 신
뢰성이 떨어진다 판단되어 분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순수 
전단 정량성 검증이 수행 되어야 하고, 앞서 수행된 파단 변
형률을 바탕으로 평균 로드각을 고려한 파단 변형률 정식화가 
수행 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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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소음의 거주구 영향성 평가 
박진형, 황도진, 박노준, 권혁, 서용석(삼성중공업) 

 
The evaluation for noise transmitted to cabins from helicopter noise

Park Jin Hyung, Hwang Do Jin, Park No Jun, Kwun Hyuk, Suh Yong Suk(Samsung Heavy Industry) 
 

 

요 약 
 

엄격한 Rule 및 기준이 적용되는 특수 선박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소음 허용기준을
요구한다. 또한, 헬리콥터 take-off/landing시에도 거주구 작업자의 안락함을 위하여 헬리콥터 소음에 대한 선실구역의
소음 허용기준을 제한한다. 따라서, 초기 설계단계부터 헬리콥터 소음에 의한 선실구역의 소음 허용기준 만족을 위한
차음성능이 높은 내장재 및 window등의 설치가 요구된다. 
 
 
Keywords:  NORSOK S-002,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차음성능, BVI(Blade Vortex Interaction), BPF(Blade Passing Frequency) 
 

1. 서 론 
 
최근 발주되고 있는 해양 시추선인 Drillship, Drill rig, Jack 

up rig 및 생산 설비인 FPSO, FLNG의 경우, Field에서 
작업시 작업자의 HSE(Health, Safety, Environment)를 
중요시한다. 특히, Field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적용 rule를 만족해야 하고, 관할 관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 rule에 소음이 중요한 요소이고, 소음관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히, NORWAY 해역에서 작업하는 
선박 및 해양 설비의 경우 엄격한 NORSOK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NORSOK의 경우 작업자가 소음에 노출시 
안전하기 위한 Noise exposure level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Helicopter 소음에 대하여 야간 작업자가 day sleeping시 
cabin에서 소음의 기준을 55dBA로 제한한다.  

 
2. 헬리콥터 소음의 특성  

헬리콥터의 주 소음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main rotor 및 
tail rotor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main rotor는 충격성 소음 및 
저주파수 소음특성이 지배적인 BVI(Blade Vortex Interaction) 
Noise를 발생시킨다. 반면 tail rotor는 상대적으로 고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발생시킨다. BVI 소음의 주파수 특성은 
날개통과주파수(BPF: Blade passing frequency) 및 BPF의 
조화(harmonics)성분으로 구성되며, 거주구 헬리콥터 소음 
평가 시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Fig. 1 Picture of helicopter landing in ship 
 

3. 헬리콥터 소음 해석결과  
3.1 헬리콥터 소음의 적용기준 
NORSOK S-002에서 헬리콥터 소음에 적용되는 기준은 

5.5.2.0-15항목으로 아래와 같다. 
 5.5.2.0-15 The noise level in cabins for day-sleeping 

personnel shall not exceed 55dB(A) during helicopter 
take-off/landing 
 

3.2 헬리콥터 소음 해석결과 
선주로부터 입수한 헬리콥터 소음원은 Fig.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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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2 Spectrum of noise level at noise power level 
 

헬리콥터 take-off and landing시 헬리콥터의 이동경로  
scenario가 소음 해석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본선의 
헬리콥터의 경우, 헬리콥터 deck에서 1.5m에서 center에 
높이 및 10m에서 Center, Fwd, Aft 의 위치를 고려하였다.  
 

 
Fig. 3 Helicopter take-off and Landing scenarios 
 

헬리콥터 소음 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ENPRO 3.0을  
사용하였다. 소음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은 Fig.4와 같이 
헬리콥터  deck와 거주구를 모델링 하였다. 
 

 
Fig. 4 Model for Helicopter deck and accommodation 
 

소음해석결과는 Fig.5와 같이 해석되었다. 
소음해석결과를 통하여 거주구 facade에서 헬리콥터에서 
전달된 소음을 알수 있다.  Euqation (1)과 같이, facade에서 
계산된 소음값에서 Window, Steel wall 및 panel의 
차음성능값을  빼고, room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room내의 
소음값을 계산하게 된다. 

 
LIndoor = Lfacade - R  +10logS – 10logA                
(1) 
 

여기서, LIndoor는 room의 Sound pressure level값, Lfacade 는 
facade에서 Sound pressure level값, R은 cabin wall의 
차음성능값, S는 격벽의 면적, A는 Total absorption area를 
나타낸다. 

 
Fig. 5 Estimated noise level at helicopter location 

 



소음 해석결과 일부의 room이 소음 허용기준 55dBA를 
초과하였다. Sound insulation 두께 증가 및 구조 변경을 
통하여 차음성능을 향상시켜서 허용기준 55dBA를 만족할 
수 있었다. 

Noise level(dBA) at cabin 
Before Improvement After Improvement 

55~57 52~54 
 

Unit cabin Mock up에서 차음성능 test를 실시하여 외벽의 
차음성능값을 검증하였다. Test 결과 52dB가 계측되어 
헬리콥터 take-off/landing시 cabin 소음  55dBA를 
만족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Picture of Mock up test 
 

4. 결 론 
 
NORSOK S-002가 적용되는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경우, 

작업자가 야간 근무후 일과중 취침시, 헬리콥터 소음에 대한 
취침 방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NORSOK S-002가 적용된 선박의 헬리콥터 
소음에 의한 거주구의 소음정도를 예측하고, 소음 허용기준 
만족을 위한 방음 조치안을 설계하였다. 



충격 하중을 받는 LNG 방열시스템에 대한 1차원 응력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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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imensional stress wave analysis on LNG insulation panels 

under impact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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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멤브레인 타입 방열 시스템은 현재 LNG(Liquefied Natural Gas) 운반선 방열구조로 가장 널리 채택되는 시스템으로

Plywood과 R-PUF로 이루어진 샌드위치 타입 구조이다. LNG 선박은 항해 시 해상 환경에 의해 Pitching 및 Rolling 운동을

하게 되며, 이는 내부에 적재된 LNG의 슬로싱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방열 시스템은 슬로싱에 의한 충격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며, 이 때 샌드위치 방열 구조 내부에는 충격에 의한 응력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응력파는 이종

재료 간 경계에서 전파 및 반사를 반복하며 응력 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NG 방열 시스템에 대해 1차원 응력파 이론을 적용하여 응력 분포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충격

하중을 받는 LNG 방열 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LNG insulation system(LNG 방열시스템), 1-dimensional stress wave theory(1차원 응력파 이론), Sloshing(슬로싱), Drop weight 

impact(낙하 충격 하중), Sandwich structure(샌드위치 구조),  

 

1. 서 론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천연가스(Natural Gas)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속화되는 

탈원전 추세에 따라 각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더불어 이를 수송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 운반선의 발주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천연가스는 대부분의 경우 액화되어 바다를 

통해 LNG 운반선으로 수송된다. 수송 중 화물창 내부의 

LNG는 선박의 다자유도 운동에 의해 출렁거리는 슬로싱 

현상이 일어나며, 이는 LNG 운반선의 수송량 증대에 따른 

화물창 용적 증가, 황천 및 대양 항해로 인해 슬로싱 

충격하중이 커지면서 화물창 내부 보냉재의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슬로싱 충격을 고려한 

화물창 설계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응력파는 짧은 시간 동안 힘이 가해지는 충격이나 폭발과 

같은 하중에 의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응력이 고체 매질의 

관성과 탄성을 통해 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 때 이종재료간 

접합 구간에서는 응력파가 전파 및 반사되면서 압축 인장 

응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중첩으로 인한 응력집중 현상 및 

감쇠가 일어난다. 

응력파의 전파 및 반사는 Split Hopkinson Pressure 

Bar(SHPB)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금속 및 

폼에서의 응력파 거동 및 동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Haugou, et al., 2006; Kiernan, et al., 2009). 

응력파 이론의 구조에 대한 적용은 복잡한 형상을 가진 

구조물 보다 하중 방향으로 이상화 할 수 있는 토목 공사를 

위한 바위 발파(Ahmed & Ansell, 2011) 또는 복합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충격 하중 

분석(Gardner, et al., 2011) 등에 적용되었다. 특히 1차원 

응력파 이론은 빠른 속도의 탄환이 충돌하는 장갑과 같은 적층 

구조에서의 응력 분포 및 성능 분석에 적용되었다(Gama, et 

al., 2001; R.A.W. Mines, 2004).  

LNG 운반선 보냉재로 활용되는 GTT社 MK-III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열시스템 중 하나로 Plywood 및 Reinforced 

Polyurethane Foam(R-PUF)로 이루어진 샌드위치 형태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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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재료가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방열시스템에 대해서 

1차원 응력파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C++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내부 응력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0.3ms의 짧은 시간 동안 Plywood와 R-PUF에서의 

응력분포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충격 하중을 받는 구조에 대한 응력파 영향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재료 간 임피던스 차에 의해 이종재료 

경계면에서 압축 및 인장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Plywood와 R-PUF 두 재료에서 0.15ms 동안 응력곡선이 

사인(Sine) 파 형태를 보인다. 

 

-낙하 충격 장비의 Steel이 방열시스템 시편과 접촉하면서 

Plywood로 전파되는 파의 크기는 이종재료 경계면에서 전파 

및 반사를 거듭하며 크기의 증감이 있으나, 이를 합산하여 

나타내면 지속적으로 크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충격을 가하는 Steel과 시편이 계속 접촉된 상태로 파가 

생성되는 시간 동안에는 파의 크기가 일정값에 수렴한다.  

 

-1차원 응력파 해석을 통해 방열시스템 내부에서 0.15ms 

동안은 수렴하는 응력보다 큰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방열시스템이 충격 하중을 받을 시 짧은 시간 

동안은 큰 응력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LNG 운반선 방열시스템 충격시험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을 위해 1차원 응력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위치에 따라 각 시간대 별 응력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충격 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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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시추선 HP Mud Pump의 Deck구조 
진동특성 및 방진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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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P mud pump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equipment for drilling operation. During the pump operation, harmonic

excitations of pulsation from reciprocal piston are generated and the resultant forces are high enough to cause considerable
vibration to around structure. From this research,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deck structure near the hp mud pumps were
investigated and suitable anti-vibration design guidance was studied against severe vibration criteria of for machinery room 
or working area of offshore structure. 
 
Keywords: HP mud pump(고압 머드펌프), Drilling(시추), Anti-vibration design guidance(방진 설계안) 
 

1. 서 론 
 
심해 유전 시추 해양 구조물의 핵심이 되는 Hp mud 

pump의 경우, 작동시 구동 메카니즘에 따라 왕복 피스톤의 
맥동 기진력 조화성분이 주변 구조에 주기진력으로 
작용하여 진동응답을 일으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Hp mud pump가 배치되는 Deck 구조의 거더(Girder)및 
Stiffener의 진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 및 계측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엄격한 
진동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진 설계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 Hp mud pump Deck구조 진동 

 
본 논문에서는 당사의 Drillship에서 적용된 바 있는 

Fig.1과 같은 배치 모델을 대상으로 하여 진동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Hp mud pump의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ig. 1 Analysis model of Hp mud pump deck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Hp mud pump 

General 

Vendor NOV 

Type Triplex 

Dimension 

Width over frame 2311 mm 

Height, floor to top of gear case 2139 mm 

Weight, complete 39 ton 

Capacity Data 

Maximum input power 1640 kW 

Operating pump speed 0~105 spm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Operating pump pressure 0~7500 psi 

 
본 구조에 대하여 안벽 단계에서 Hp mud pump 시운전시 

Pump 가동 조건(50~90 SPM, 500~2600 psi)에 대하여 
아래 Fig. 2에 표시된 위치들에 대해 진동계측 수행한 결과, 
Table 2와 같이 Girder및 Stiffener 위치에서 10Hz 미만의 
성분 진동이 최대 6.6 mm/s(0-peak)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Fig. 2 Vibration Measurement Locations 

 
Table 2 Result of vibration measurement 
Location 

No. 
Direction 

Max. Level 
Condition 

no.2 
Running 

no.5 
Running 

no.2&3
Pumps Running

1 Vertical 
Condition 

80 SPM
(2100 psi)

90 SPM 
(2600 psi) 

73 SPM
(4900 psi) 

Freq(Hz) 8.25 9.375 7.625
Level(mm/s) 2.04 0.46 4.66

2 Vertical 
Condition 

85 SPM
(2400 psi)

90 SPM 
(2600 psi) 

85 SPM
(5700 psi) 

Freq(Hz) 8.875 9.375 8.125
Level(mm/s) 0.48 0.10 0.66

3 Vertical 
Condition 

75 SPM
(1900 psi)

90 SPM 
(2600 psi) 

73 SPM
(4900 psi) 

Freq(Hz) 7.75 9.375 7.625
Level(mm/s) 2.03 1.30 6.60

4 Vertical 
Condition 

85 SPM
(2400 psi)

90 SPM 
(2600 psi) 

73 SPM
(4900 psi) 

Freq(Hz) 8.875 9.375 7.625
Level(mm/s) 0.14 0.31 0.15

5 Vertical 
Condition 

85 SPM
(2400 psi)

90 SPM 
(2600 psi) 

73 SPM
(4900 psi) 

Freq(Hz) 8.875 9.375 7.625
Level(mm/s) 1.21 5.09 2.30

 
모드해석 및 계측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높은 응답이 

나타나는 주파수들의 경우 Fig. 3-5 및 Table 3과 같이 
Girder및 Stiffener구조 모드이며, 이러한 모드들이 Hp mud 
pump의 Operating 구간(0~105SPM) 에서 맥동 2차 조화 
기진력과 공진조건에서 높은 진동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 Mode shape of the first mode 

 
Fig. 4 Mode shape of the second mode 

 
Fig. 5 Mode shape of the third mode 

 
Table 2 Comparison between calculated and measured 
natural frequencies 

The first mode  The second mode The third mode 

Calculated N.F. 7.35 Hz  8.06 Hz  9.25 Hz  

Measured N.F. 7.625 Hz  8.25 Hz  9.375 Hz  

 
3. Hp mud pump Deck 방진 설계 

 
향후 해양 프로젝트에 적용이 확대 되고 있는 진동기준의 

경우, Hp mud pump deck구조에 해당하는 Machinery Space, 
Working Space에 대하여 매우 낮은 진동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Norsok기준의 경우, 아래 Fig. 6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0Hz 근방에서의 진동허용레벨이 Machinery 
Space(Category 4)에 대해서는 5.3 mm/s,rms 수준, 
Working Space(Category 3)에 대해서는 1.4 mm/s,rms 
수준에 해당하며, 본 연구의 모델 및 유사한 구조에 
대해서는 만족이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Fig. 6 Norsok vibration standard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Hp 

mud pump deck구조에 대한 검토 및 방진 설계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 방안으로서 계측 및 해석 결과를 통해 
추정한 Hp mud pump 맥동 기진력 값을 활용하여 진동응답 



해석 및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Hp mud pump 1대에 대한 상하 방향 기진력을 

추산하기 위하여, 본 연구 모델에서 Hp mud pump 1대 운전 
조건시 발생한 최대 응답 값을 통해 역 계산한 후, 가진력의 
크기가 SPM의 제곱에 비례함을 가정하여 주파수 별로 힘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추산한 기진력은 맥동 조화기진 2차 
성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본 기진력을 적용하여 진동응답 계산한 결과 

아래 Fig. 7과 같이 최대 응답점 뿐 아니라 주파수 
전대역에서 계측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서, 90SPM 이후의 맥동 2차 기진력 응답에 대한 
결과가 부재하여 Peak 주파수 및 Force에 대한 정도 높은 
추정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나, 계측 결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인 맥동 기진력 3차 성분 및 Pump의 
주축(Main shaft) 회전수의 조화 기진성분에 대한 응답 Peak 
주파수를 검토해 봤을 때 Fig. 7의 계측 결과 역시 
최대응답을 보이는 주파수 (9.375 Hz) 이후로는 응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기진력 추정의 경우, 신뢰도가 
있다 판단된다. 

 

 
Fig. 7 Comparison of vibration response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기진력의 경우, 2600 psi 이하의 압력 

조건의 값이므로, Hp mud pump deck에 대한 방진 설계 
값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본 pump의 경우 운전압력이 최대 
7500 psi 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진력 상승효과 반영이 
필요하며, 이는 경험적으로 시운전시 진동계측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 1.5배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Fig.3-5의 모드형상(Mode Shape)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Hp mud pump 각각의 기진력의 위상(Phase)에 따라 
진동응답이 달라 지므로, 운전조건을 고려 모드형상에 맞게 
동시에 운전되는 pump들에 대하여 기진력의 위상을 

조합하여 악조건에서 해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와 동일한 Hp mud pump가 적용되는 

Mud pump deck에 대한 방진 설계시에는 역 추산을 통해 
얻은 pump 한대의 주파수별 힘에 대한 1.5배 수준의 힘을 
동시에 운전되는 모든 pump에 해석된 구조 모델의 
모드형상의 위상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진동응답 해석을 
수행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p mud pump가 적용되는 시추 

해양구조물에 대하여 deck 구조에 대한 Girder 및 Stiffener 
진동 모드 및 진동 응답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Hp mud pump의 기진력 추정 및 모드 형상을 
고려한 위상 조합 기진력을 고려한 진동응답 해석 방진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Mud pump deck의 방진 
설계안은 향후 해양 프로젝트에 적용이 확대 되고 있는 
진동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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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LNG 연료추진선박용 이중진공단열배관의 열-구조 연성해석을 통해 두께에 따른 이중배관의 구조 응답을 평가하였다. 
이중진공단열배관은 내관인 공급배관과 외관인 케이싱 배관 사이에 진공 단열재를 사용한 구조로써 초저온(-163℃)의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를 33bar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코드인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외관 외경, 단열필름 층수를 변경하여 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획득한 열 분포를 구조해석의 초기 열응력
조건으로 삽입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해석 결과를 통해 대상 이중배관의 외관 두께에 따른 구조 응답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최적 형상을 도출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Keywords: LNG fuelled vessel(LNG 연료추진선박); Vacuum insulated double pipe(진공단열 이중배관); Thermo-structural 
analysis(열-구조 연성해석)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일 것이다. 벙커유 대신 
LNG를 선박에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엔진 효율이 향상되므로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LNG 연료 시스템은 LNG의 저장기술, 기화기술 및 
공급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LNG는 기화되어 Main Engine에 
공급되기 때문에 취급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LNG의 
수송, 저장에 있어서 설계, 재료, 용접, 시공, 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LNG의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로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용 멤브레인 모델의 응력 거동에 대한 연구, LNG 
차량용 연료저장탱크 지지시스템으로 인한 전열 해석과 
극저온 온도 차에 의한 열 수축 응력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Kim et al., 1994, Yun et al., 2008). 최근에는 LNG 연료 
추진선의 연료 탱크로서 탱크컨테이너의 적용성 평가 및 
구조설계를 위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2). 
더불어 초저온 환경에서 운용되는 LNG 선박용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한 안전성이 평가되었으며 선박용 LNG 
기화기의 열 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Lee et al., 
2008, Park et al., 2008). 그러나 아직까지 LNG 추진 선박용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Fig. 1은 LNG 연료 공급시스템의 계략도를 나타내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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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대상은 탱크에서 기화기까지의 특정 구간에 
사용되는 이중 배관이다. 이는 -163℃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33bar의 고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극심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중배관은 내관, 외관, Supporter, 
Multi-Layer-Insulation으 구성된 복합구조 형태이다. 이는 
단일 배관과는 다른 열 및 역학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운용 
시 내 외부 온도 차이로 인한 계속적인 열 유입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냉 성능을 유지하고 기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내관과 외관 사이의 열 전달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보다 
단열성능이 우수한 진공단열을 채택하여 전열량을 
최소화하였으며 이중 배관의 외관 외경, 외관 두께, 
단열필름 층수를 변경하여 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 형상 설계를 도출함으로써 배관의 
경량화를 도모하였다.  

 

 
Fig. 1 Schematic of the LNG fuel supply system 

 
2. 유한요소해석 

 
2.1 해석 모델 

 
Fig. 2의 (a)는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진공단열 

이중배관 내관과 외관으로 되어 있고 두 배관 사이를 
진공으로 만든다. 내관은 외경 60.33mm, 두께 8.7mm으로 
고정되며 Fig. 2의 (b)는 내관과 외관 사이를 지지하는 
Supporter의 형상이다. 단열필름은 내관의 외부 표면에 
설치되고 층 당 두께는 0.09mm이다. 이중배관 모델은 
좌우가 대칭이므로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해 1/2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다. 재료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특히 
내관에 사용한 SUS304는 LNG의 극심한 온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극저온에서의 열적 및 기계적 물성을 
적용하였다(Kim et al., 2012). 

Fig. 2의 (c)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이중 배관의 격자 
형상이다. 내관과 외관은 3차원 사면체 요소를 사용하였고 
Supporter 부분은 기계적 하중과 열 하중으로 인한 국부적 
영향을 받으므로 3차원 사면체 요소와 육면체 요소를 

혼용하였으며 격자를 조밀하게 분포시켰다. 요소의 수는 
41,960, 노드의 수는 116,447이다.  

 

  
(a)                            (b) 

 
(c) 

Fig. 2 Schematic of cryogenic vacuum pipe  
with multi-layer insulation (a) double pipe, (b) supporter, 

and (c) mesh of FE model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double pipe 
Material SUS304 PTFE Aluminium 

Polyester 
Density 

(Kg/mm3) 8,000 2,140 2,270 
Yield Strength 

(MPa) 750 862 92 

Poisson ratio 0.29 0.35 0.33 
 Young’s  
Modulus 193,000 392,000 70,000 
Thermal 

Conductivities 
(W/m·K) 

16.2 0.23 0.00013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73E-05 1.0E-05 2.3E-05 

 
2. 2 하중 및 경계조건 

 
배관 끝 단에는 마찰 없이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Frictionless Support를 적용하였으며, 배관은 길이방향으로 
완전 구속상태이므로 Cylindrical Support를 적용하였다. 실제 



 

 

시스템 환경 구현을 위한 대류조건 설정을 위해 대류 열 
전달 계수는 5E-006W/mm3℃를 가정하였다. 내관 
내부에는 -163℃ 의 LNG가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외기온도는 상온으로 설정하였다. 진공 영역의 
이상화 구현을 위하여 내관의 극저온 유체로부터 발생되는 
열에너지의 열 전달 방식 중 대류, 전도는 억제하였으며 
복사로만 열 전달이 발생할 것이라 가정하였다(Yun & Park, 
2007). 내압은 33bar가 작용하며 모델의 각각에 자중을 
적용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하중조건 및 경계조건은 Fig. 3에 
나타내었다. 

 

 
(a)                            (b) 

Fig. 3 (a) Load condition and (b) boundary condition of the 
double pipe 

 
2. 3 해석 시나리오 

 
내관의 외경 및 두께는 고정되며, 단열필름 층수와 외관 

의 외경 및 두께를 변경하여 이중배관의 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 Scenario for the thermo-structural analysis 

No. Outer pipe 
Schedule 

     Film Layer
    (L) 

Mass 
(kg) 

1 
80A 5S 

10 17.102 
2 15    17.187 
3 20   17.272 
4 25     17.359 
5 

80A 10S 
10     19.526 

6 15     19.61 
7 20     19.695 
8 25     19.782 
9 

80A 20S 
10     22.171 

10 15     22.256 
11 20     22.341 
12 25     22.428 

3. 해석 결과 
 
Fig. 4는 진공 단열 이중 배관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내관에서 외관 방향으로 갈수록 상온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double pipe 

 

 
Fig. 5 Maximum stress value by thickness variation 

 

 
(a) 

 
(b) 



 

 

 
(c) 

 
(d) 

Fig. 6 Representative cases 
(a) stress distribution of case No. 7, (b) stress distribution of 

case No. 9, (c) strain distribution of case No. 7, and (d) 
strain distribution of case No. 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공단열 이중 배관의 성능을 결정짓는 

두께를 변경하여 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해석 
결과를 통해 단열성능 및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중 
배관의 최적 형상을 도출해내었다.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내관의 내부 표면에 최대 응력이 발생하였고 배관의 

길이방향으로 응력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외관 내부 및 
Supporter에서의 응력이 미소함을 알 수 있다. 
⑵ 외관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배관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대 응력이 감소하며 단열필름의 두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⑶  von-Mises criteria 기준으로 재료의 항복강도보다 작은 

값을 보이므로 모든 case의 이중 배관은 열 및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⑷ 이중 배관의 구조 안전성과 원자재 절감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최적 형상은 외관 80A 10S, 
단열필름 10L일 때 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해석기법을 연구하여 방법론을 

정립시킨 후 극저온 유체를 저장하기 위한 진공 충진 
단열기법에 대한 연구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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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ignal Requirement  
Considering the Susceptibility Chain of a Naval Ship 

Yun-ho Shin, Jung-hoon Chung, Jeong-il Kwon (KIMM) and Seung-woo Baek (DSME) 
 

 

요 약 
 

함정 생존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대상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개
념설계 단계부터 진행되고 있다. 생존성 향상 방안은 생존성의 3가지 구성요소 즉, 피격성, 취약성 및 회복성 관점
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임무수행 및 승조원 보호를 위해 각 구성요소의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생존성 향상 설계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은 대상 함정의 임무 및 운용 환경 등을 고려한 요
구조건의 개발이다. 함정의 주변환경 및 임무 등을 고려한 요구조건 개발은 보다 확실한 함 설계 지향점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진보된 함정을 설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함정의 운용 요구조건과 설계 위협(본 
연구에서는 공중 위협만을 고려하였음)의 능력 및 특성에 근거한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여 피격성 연결고리를 고려
한 신호 요구조건 개발의 일반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간단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Efforts to enhance survivability of a warship are proceeded in early design stage as growing the concern on it. 

Survivability is composed of three components: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and recoverability. Various researches 
on survivability have been continuously accomplished to protect crews and to complete the given missions. Prior to 
enhancing the survivability of a warship, the requirements should be developed as considering missions and 
environments of the designed ship. In this paper, the process and methodology of signal requirement development 
considering susceptibility chain by using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the concept of operation and 
characteristics & performance of designed threats is surveyed and researched. 
 
Keywords: Survivability (생존성), Susceptibility Chain(피격성 연결고리), Decision Making Process(의사결정방법), Signal Requirement 
(신호 요구조건)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반 잠수식 시추선 드릴 플로어 구조 검토 
윤동환, 이도형  

현대중공업㈜ 조선구조설계부 

 
Strength Analysis of Semi-Submergible Rig Drillfloor 

Dong Hwan Yoon, Do Hyung Lee  
Basic Hull Design Dep’t,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급증하는 석유 수요 및 고유가의 지속으로 석유 개발지의 관심은 천해에서 심해로 옮겨왔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추선 중 하나인, 반 잠수식 시추선에서 주요 구조물 중 하나인 드릴 플로어(Drillfloor) 에 대하여 구조 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드릴 플로어(Drillfloor)는 시추에 필요한 주요한 장비인 데릭(Derrick), 라이저 텐셔너(Riser Tensioner), 각종 크레인 뿐
아니라, 라이저 저장(Riser Rack)에 따른 높은 설계 갑판 하중(Design Deck Load) 등 복합적인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물이기에 충분한 강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드릴 플로어(Drillfloor)의 하중 조합 방법과 이에 따른 구조 강도를

검토하고 초기 설계 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Keywords :  드릴 플로어, 반 잠수식 시추선, 데릭, 라이저 텐셔너 , 로터리 테이블, 셋백 에어리어 
 

1. 서 론 
 
세계적인 경기 후퇴와 함께 갑작스럽고도 지속적인 

유가의 상승은 해양 구조물의 건조를 이끌었고, 개발지에 
대한 관심을 심해로 옮겨 왔다. 심해에서 작업이 가능한 반 
잠수식 시추선은 Ship Type 시추선 과 함께 최근의 신조 
시장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 반 잠수식 시추선은 보통 
300 ~ 12,000 ft 구간의 심해 시추가 가능하며, 동적 성능이 
좋아 거친 해상에서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반 잠수식 
시추선에서 시추를 위한 주요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 드릴 
플로어(Drillfloor)에는 데릭(Derrick), 라이저 텐셔너(Riser 
Tensioner), 로터리 테이블(Rotary Table) 등의 중량물을 
다루는 장비들에 의한 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드릴 플로어에 탑재되는 주요 장비들을 알아보고 구조강도 
검토를 위한 적절한 하중 조건 선정 및 응력 양상에 따른 
설계시 주의점을 알아본다. 

 
 
 

2. 드릴 플로어 탑재 주요 장비 
 
드릴 플로어는 시추를 위한 주요 장비들이 작동함과 

동시에 시추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조물이다. 
데릭, 라이저 텐셔너, 로터리 테이블, 셋백 에어리어 등이 
직접 하중을 전달하며, 라이저 갠트리 크레인, BOP 갠트리 
크레인, X-Mas 캔트리 크레인 등은 간접 하중을 전달한다. 
이에 드릴 플로어에 직접 하중을 전달하는 주요 장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2.1 데릭 (Derrick) 

데릭은 시추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대로, 시추 파이프, 
케이싱, 라이저 등을 다루는 구조물이다. 데릭은 4개의 
지지점으로 드릴 플로어와 연결되며, 데릭의 상부 에서부터 
케이블로 연결된 트레블링 블록(Traveling Block)에는 탑 
드라이브(Top Drive)가 연결되어 파이프 결합 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체 중량이 1,000톤에 가까운 구조물로, 
드릴 플로어에 탑재되는 장비 중 가장 무거운 구조물이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2  라이저 텐셔너 (Riser Tensioner) 
라이저에 일정한 당김 힘을 유지하여 선체 운동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선체의 상하운동을 흡수하여 
라이저의 안정적 작업을 돕는다. 

 텐셔너의 경우 두 개를 한 쌍으로 하여 마주보고 
작용하는 4쌍으로 동시에 작용하며, 아래쪽 Sheave와 각 
코너부 가이딩 휠로 인해 한쪽방향의 힘만 가해지는 특징이 
있다. 

 
2. 3 로터리 테이블 (Rotary Table) 

로터리 테이블은 드릴 플로어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케이싱이다. Drill String을 회전시켜 시추 파이프를 
결합하거나 풀 때 고정시키기 위해 Slip을 사용하게 된다. 
결합된 파이프와 BOP는 트레블링 블록에 걸려있는 
Hook에서 잡고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로터리 
테이블이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4 셋백 에어리어(Setback Area) 

셋백 에어리어는 BOP Stack과 시추 파이프를 연결하기 
전 미리 파이프 여러 개를 연결해 놓은 뭉치 혹은 드릴 
케이싱들을 적재해 놓는 구역이다. 세로로 파이프 뭉치가 
적재되며, 수평방향의 움직임은 데릭에 붙어있는 Belly 
Board와 Finger Board가 잡아주게 된다.  
   

Fig. 1  Sketch of Drilling System. 
 

3. 구조 모델 및 주요 검토 부위 
 

3.1 전체 모델 및 경계조건 
 

 Fig. 2  3-D Model of Drillfloor & Substructure 
 
 

3.1.1 전체 모델 
드릴 플로어 상의 주요 탑재 장비인 데릭을 포함한 

라이저 텐셔너, 로터리 테이블 등이 탑재되는 연결 부재를 
3-D모델로 구현하였다. 드릴 플로어를 받쳐주는 레그로부터, 
드릴 플로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구조물인 BOP 
갠트리 크레인, 라이저 갠트리 크레인, X-Mas 갠트리 
크레인 의 지지 구조 까지 모델링 하였다. 구체적인 형상 
구현을 위하여 약 200 X 200 mm 요소 크기로 
모델링하였다. 

 
3.1.2 경계 조건 

모델의 경계는 드릴 플로어 레그부터 주변 구조물까지 
이고 경계 조건은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Upper Deck 
Level의 선미 쪽 레그 (BC-a), Main Deck Level의 선수미 
레그 (BC-b), 그리고 레그의 Port쪽 방향에 위치한 필러 
(BC-c)로 나누어 아래 테이블과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1  Boundary Conditions 

Location Translation Rotation 
δx δy δz θx θy θz

BC-a X X - - - - 
BC-b X X X X X X 
BC-c X X X - - - 

(  X :  Fixed,  ㅡ  :  Free  ) 

Derrick 

Hook 

Setback 

Rotary Table 

Riser Tensioner

BC-c 

BC-b 

BC-b 
BC-a 

BC-a 

BC-b 

Traveling Block



 
3.2 주요 검토 부위 

 
3.2.1 주요 탑재 장비 하부 

 드릴 플로어 상의 주요 탑재 장비인 데릭을 포함한 
라이저 텐셔너, 로터리 테이블 등이 탑재되는 연결 부재 및  
결합체를 쌓아놓는 셋백 에어리어가 검토 되어야 한다. 

 
3.2.2 홈 구조 

 레일 설치를 위한 홈 구조는 두께 보강으로 Sectional 
Area를 보상해 준다. 그리고 구조의 불연속부에 대한 강도  
검토가 필요하다. 

 
 

4. 하중 조건 
 

4.1 하중 조건 선정 
Operation, Survival 그리고 Accidental 경우를 고려하여 

아래 Table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네(4) 가지 하중조건을 
선정하였다. 

 
 
Table 2  Load Combination 

Design Load Operation Survival Accidental
LC 1 LC 2 LC 3 LC 4 

Derrick Hook *1 - MAX MIN MIN 
Rotary Table MAX - MIN - 
Riser Tensioner *1 MAX MAX MIN - 
Setback *1 *2 MAX MAX MAX MAX 
BOP Gantry Crane *3 MAX MAX MIN MIN 
Riser Gantry Crane *3 MAX MAX MIN MIN 
X-Mas Tree Crane *3 MAX MAX MIN MIN 
Mis. Equipments *2 MAX MAX MAX MAX 
*1 : For the conservative approach, max. reaction forces on 

vendor reports are applied.  
*2 : Deck loads, which total loads are bigger than actual values, 

are applied.  
*3 : For the drillfloor side only, estimated by (Safe Working 

Load + Crane Weight) / 2. 

 

 
ULS(Ultimate Limit State), ALS(Accidental Limit State)의 

평가는 DNV-OS-C103에 언급된 LRFD(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 방식을 따르며 아래 Table 3의 
하중 계수들을 고려한다.  

 
Table 3  ULS and ALS Load Factor 

Combination of Design Loads 

Load Categories 
Permanent and Variable Functional Loads, γf,G,Q Environmental Loads, γf,E 

-Acceleration due to Gravity -Equipment Reaction Force -Deck Design Loads Acceleration due to Motion 
ULS a 1.2 0.7 
ULS b 1.0 1.2 
ALS 1.0 1.0 

. 
 

4.2 하중 조건 설명 
 
LC 1은 작동중 로터리 테이블에 중량물이 걸려있는 

경우이다. 이때 트래블링 블록을 포함한 중량물은 로터리 
테이블에 메달려 있기 때문에 Hook Load는 없다. 하지만  
중량물은 메달려 있기에 텐셔너에도 최대 하중을 고려하였다. 

LC 2는 데릭의 트래블링 블록이 중량물을 메달고 
작동하는 경우이다. LC 1과는 중량물이 메달린 위치가 로터리 
테이블에서 Hook으로 달라지게 되고 다른 장비들의 
최대하중은 동일하다. 

LC 3은 해상상태가 악화 되었을 때 작업 중이던 장비를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이며, LC 4는 사고상황의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주요 장비의 하중은 최소로 가정하며 
LC 3의 경우 이동과 작업의 철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까지 포함하여 로터리 테이블과 라이저 텐셔너에 일정 
하중을 추가한다. 

 
 

5. 해석 결과 검토 
 

5.1 전체 모델 응력 평가 
ULS, ALS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Table 4와 같은 최대 

응력 결과를 얻었다. 주요 검토 부위인 주요 탑재 장비 하부 
및 홈 구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에 대하여 응력을 평가 
하였다. 

 
 



  Table 4  Summary of Yield Strength (Unit : N/mm2) 
Item Max. Stress Allowable Stress Remark 
ULS 343 365 O.K. 
ALS 279 420 O.K. 

 
 

 
Fig. 3  Max. Stress of Drillfloor in ULS 

 
 
 

 
Fig. 4  Max. Stress of Drillfloor in ALS 

 
 

드릴 플로어 상부와 드릴 플로어 보강 부재는 Hook 와 셋백 
에어리어에 최대 하중이 작용하는 Operation의 경우에서, 드릴 
플로어를 떠 받치는 레그는 Accidental 경우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였다. ULS의 경우 장비의 작동 하중이 지배적이며 선체 
운동 가속도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드릴 플로어 상부의 
구조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ALS의 경우 선체 기울어짐에 
의한 선체 운동 가속도가 지배적이므로 드릴 플로어 상부 
구조를 받치고 있는 레그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5.2 주요 부위 응력 
 

5.2.1 데릭 파운데이션 
 데릭 파운데이션은 드릴 플로어와 데릭을 연결하는 

4개의 연결 부재이며, 데릭의 자중을 포함한 무거운 하중 뿐 
아니라, 드릴 플로어가 받는 갑판 하중 의 영향도 많이 받는 
부재이다. 데릭 파운데이션에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는 셋백 에어리어의 최대 하중과 데릭의 Hook Load가 
최대로 걸리는 Operation 경우이다.  

 

 
Fig. 5  Stress Plot with Deformed Shape of Derrick 

Foundation 
 

5.2.2 라이저 텐셔너 지지구조 
 라이저 텐셔너 지지구조는 텐셔너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뒤로 넘어가는 굽힘이 지배적인 하중이 되어 
지지구조 수직 부재의 굽힘 강성, 드릴 플로어 데크 레벨의 
수직, 수평부재가 만나는 연결부가 중점 검토 부위이다. 
라이저 텐셔너에 하중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는 Operation 
중 데릭의 굽힘 방향과 지지구조의 굽힘 방향이 반대인 
경우이다.  

 
Fig. 6  Stress Plot with Deformed Shape of Riser Tensioner      
      Supporting Structure 

 



5.2.3 셋백 에어리어 하부 구조 
 셋백 에어리어는 설계 갑판 하중이 가장 큰 부위로 레일 

설치로 인해 홈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셋백 에어리어 최대 
하중과 로터리 테이블에 최대 하중이 걸리는 Operation의 
경우에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한다. 

 
 

 
Fig. 7  Stress Plot with Deformed Shape of Setback Area 
 

5.2.4 최대 응력 
주요 검토 부위인 데릭 파운데이션, 라이저 텐셔너, 셋백 

에어리어의 최대 응력은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Stress Results  (Unit : N/mm2) 
Item Max. Equivalent Stress Load case 

Derrick Foundation 213 LC 2 

Riser Tensioner 343 LC 2 

Setback Area 326 LC 1 
 

 
 
 
 
 
 
 
 

6. 결 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반 잠수식 시추선 드릴 플로어의 

설계 시 고려 해야 할 하중과 구조 강도를 살펴 보았다. 
구조 강도 검토 결과를 아래에 요약하였다.  
- 드릴 플로어상의 주요 장비 지지 구조의 최대 응력은 

Operation 경우에 발생한다.  
- 드릴 플로어를 받치고 있는 레그 및 필러 등의 최대 

응력은 Accidental 경우에 발생한다. 
- 주요 장비 지지 구조들 간의 변형 방향과 최대 하중 

조건시의 응력을 고려하여 설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종 레일 설치를 위한 홈 구조는 두께 보강을 통한 

Sectional Area 보상이 필요하며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강도 고려해야 한다. 

- 드릴 플로어의 구조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하중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추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DET NORSKE VERITAS, DNV-OS-C101, Design of 
Offshore Steel Structures, General (LRFD Method), April, 
2011. 
 
DET NORSKE VERITAS, DNV-OS-C103, Structural Design 
of Column Stabilised Units (LRFD Method), October, 2012. 
 
DET NORSKE VERITAS, DNV-RP-C103, 
Column-Stabilised Units, April, 2012. 
 
Vendor Reaction Force Report, (for internal user only)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광대역 과정의 피로 손상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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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Fatigue Damage Model of 
Wideband Proces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Hosoung Kim(Inha University), Ingyu Ahn(Inha University), Bong-ho Kang(Inha University), Yooil 
Kim(Inha University)

요 약

There are two ways to obtain fatigue damage of a structural component exposed to a randomly oscillating stress 
cycle, i.e., rainflow counting based time domain approach and spectrum based frequency domain approach. Rainflow
counting method is known to be the most accurate method in extracting the stress range and its corresponding cycle 
out of time series data, but it suffers from slow convergence of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The PDF of the stress
range of a narrow band process is known to follow the Rayleigh distribution, but when the process is wide band one,
there is no clear link between the spectrum and PDF.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through which PDF of the 
stress range of an arbitrary bimodal spectrum can be easily achieved. For this, a set PDFs corresponding to a given
bi-modal spectrum was fed into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the network parameters were determined such that 
the square error between the given PDF and prediction became as minimal as possible. Also, PDFs are represented
by linear combination of equally spaced Gaussian functions so that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was maximized.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diction error,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rainflow counting 
method was less than ±10%.
Keywords : 피로파괴, 피로손상도, 레인플로우 집계법, 인공 신경망, 가우시안 함수

1. 서 론
심해에서의 유전개발을 위한 부유식 해상플랜트는 조선산업의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였으며, 컨테이너선과 FPSO와 같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형화, 고속화되는 추세이고 
그 구조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로파과에 취약한 용
접부들이 증가하고 있어 설계과정에서 피로 손상도가 중요하게 
되었다. 피로 손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응력범위의 확률밀도함
수를 도출하여 S-N Curve와 Miner's Rule을 활용하면 된다. 즉, 
응력범위의 확률밀도함수만 알면 피로 손상도를 구할 수 있다. 
응력범위의 확률밀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 영역에서 구하
는 방법과 주파수 영역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시간 영역에서 
구하는 방법은 레인 플로우 집계방법(Rainflow Flow Counting 
Method)을 이용하여 응력범위와 빈도를 헤아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

다. 이에 반해 주파수 영역에서 응력범위의 확률밀도 함수를 구
하는 방법은 통계적 방법으로 수행되어 비교적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특히 협대역 과정에서 해상에서의 외력인 파고는 정규분포
를 따르고 응력범위의 확률밀도함수는 레일리 확률분포함수
(Rayleigh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를 따르기 때문에 피
로 손상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실제 해상에서는 너울, 조류, 
바람과 같은 복잡한 해양하중이 작용하여 다양한 주파수영역을 
갖는 광대역 과정일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응력범위의 
확률밀도함수는 레일리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파수영역에서 피로손상도를 구하기 위한 많은 모델들이 제
시되었는데 이 모델들은 광대역 과정을 협대역 과정으로 가정하
여 피로손상도를 예측하였다. 광대역과정에서의 피로손상도를 예
측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응력 범위의 확률밀도함수를 
레일리 분포가 아닌 새로운 확률밀도함수로 가정하는 방법도 제
시되었다. Wirsching-Light 모델(Wirsching and Light, 1980)은 
협대역에서의 피로 손상도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광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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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손상도를 추정하였다. Benasciutti-Tovo 모델(Benasciutti 
and Tovo, 2005)은 시간영역에서 레인플로우 집계방법으로 구
한 피로손상도가 협대역 과정에서 구한 피로손상도와 응력범위 
계산 방법으로 얻은 피로손상도 사이에 위치한다는 방법으로 접
근하였다. Jiao-Moan 모델(Jiao and Moan, 1990)과 Sakai- 
Okamura 모델(Sakai and Okamura, 1995)은 바이모달 스펙트럼
으로 가정하여 피로손상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Zhao-Baker 모델(Zhao and Baker, 1992)과 Dirlik 모델(Dirlik, 
1985)은 레일리 확률밀도함수가 아닌 새로운 확률밀도함수를 제
시하였는데 Zhao-Baker 모델은 와이블분포(Weibul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Dirlik 모델은 레일리 분포와 지수분포
(Exponenti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JB모델(Park, 2011)은 가우시안 확률분포(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와 레일리확률분포를 사용한 모델
을 제안하였다. 또한, Kang(Kang, 2014)은 인공신경망을 활용
하여 광대역과정에서의 피로손상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때 사용한 
스펙트럼은 실제 형상과 유사한 이등변삼각형 의 협대역 스펙트
럼 2개를 독립적으로 위치시켜 광대역 과정으로 작성하였다. 이
봉형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위해 6가지의 인자를 사용하였으며 
이 인자들과 응력범위의 확률밀도함수를 쌍으로 작성한 후,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켜 피로손상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등변삼각형의 스펙트럼이 독립하지 않고 서
로 중첩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광대역 과정까지 적용 하
였다. 그리고 응력범위의 확률밀도함수는 가우시안 함수로 근사
하여 인공신경망 학습 자료의 출력 데이터 수를 감소시켰다.

2. 응력 스펙트럼
2.1 응력 스펙트럼 형상

본 연구에서는 피로손상도를 구하기 위해 이등변삼각형 모양
의 이상적인 이봉스펙트럼을 가정하였다. 저 주파수 영역과 고 
주파수 영역을 나타내는 협대역 스펙트럼 2개를 조합하여 광대
역 스펙트럼으로 작성하였다. Fig. 1(a)는 작성된 2개의 이봉 스
펙트럼이고, 저 주파수 영역과 고 주파수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
은 Fig. 1(b)와 같이 2개의 스펙트럼 중 더 큰 값을 취하도록 설
정하였다.

2.2 응력 스펙트럼 작성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한 응력 스펙트럼은 총 25,200개

를 작성하였다. 스펙트럼을 작성하기 위해 스펙트럼의 x축인 주
파수의 시작점( )과 끝점() 2개와 스펙트럼의 면적()
을 추가하여 총 3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이등변삼각형 하나를 표
현하였으며 2개의 이등변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해 6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작성된 스펙트럼의 주파수는 0~12.6 rad/sec의 범

위를 1.8 rad/sec 간격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펙
트럼의 과 는 [0, 1.8, 3.6, 5.4, 7.2, 9.0, 10.8, 
12.6]rad/sec 이다. 

(a) Stress Spectrum

(b) Selected Stress Spectrum
Fig. 1 Shape of the Stress Spectrum

위에 나열된 주파수 8개 중  과  로 2개의 주파수를 
취하는 조합인 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의 주파수 범위를 정하
였고,  스펙트럼의 면적은 150~500까지 50간격으로 변경하여 
응력 스펙트럼 값인 를 설정하였다. 다음 Table 1은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 작성된 스펙트럼의 변수이다.

Variable Value Unit

 0, 1.8, 3.6, 5.4,
 7.2, 9.0, 10.8, 12.6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Table 1 Variable of Stress Spectrum for Network Training



3.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 근사
응력 스펙트럼을 시계열로 변환하기 위해 역푸리에변환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실행하였다. 시계열의 총 시간은 
50,400초로 설정하여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가 일정한 형태로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시계열의 시간 간격은 불규칙한 시계열 데
이터의 피크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0.1초로 충분히 작게 설정하
여 계산하였다. 역푸리에변환을 실시하여 얻은 시계열 데이터를 
레인플로우 집계법을 통해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로 도출하였
으며, 이를 가우시안 함수(Gaussian Function)를 이용하여 근사
하였다.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자료의 수가 신경망 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료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신뢰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밀
도함수를 근사하여 인공신경망의 출력자료 수를 감소시켰다. 근
사하기 전의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는 0~250 MPa을 50개의 
범위로 나누어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50개의 출력자
료가 존재했다. 하지만 가우시안 함수 기반으로 근사하면 출력자
료 수는 몇 개의 가우시안 basis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급감하게 
된다. basis 수를 변경해가며 근사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basis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별됐고, 근사후의 인
공신경망 출력자료 수는 20개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확률밀도 함
수를 가우시안 함수 기반으로 근사한 이유는 확률밀도함수의 꼬
리부에 해당하는 큰 응력 범위의 출현빈도가 매우 작더라고 이것
이 총 피로손상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basis
를 사용하여 근사하면 피로손상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큰 오
차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컬 basis인 가우시안 
함수로 근사하여 큰 응력 범위에서의 낮은 출현빈도에서 발생하
는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아래의 Fig. 2는 확률밀도함수, 가우시
안함수로 근사한 결과, 그리고 해당 응력 범위가 총 피로손상도
에 미치는 기여도를 도시한 것이다.

(a) Case Ⅰ

(b) Case Ⅱ

(c) Case Ⅲ

(d) Case Ⅳ
Fig. 2 Fitting of discrete PDF using Gaussian basis

4. 인공신경망
4.1 인공신경망 개요

인공신경망은 입력자료와 출력자료의 데이터 쌍으로 시스템을 



학습시켜 두 자료 사이의 알려지지 않는 복잡한 관계를 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입력자료에 대한 정확한 출
력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은 내부 변수를 조정하는 과
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전통적인 입출력 시스템은 입력자료
를 구축하고 자료를 전처리하여 중요한 특성을 인지한 후 데이터
를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 프로그래머가 구축한 정해진 과정에 
의해 수행된다. 이에 반해 인공신경망은 하나의 입출력자료가 시
스템에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연결강도를 조절하고, 또 다른 
자료를 입력하여 그 연결강도를 재조절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장점을 내포한 획기적인 방법
이다. 또한 신경망은 다수의 모듈에 영향을 주어 동시에 서로 다
른 자료를 처리하는 병렬 분산처리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대되어진다.

4.2 다층 퍼셉트론
본 연구에 사용된 인공신경망인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층과 출

력층 사이에 하나의 중간층이 존재하는 신경망으로 다음 Fig.3에 
도시된 것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의 중간
층을 은닉층이라 하며, 네트워크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방
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방향 네트워크이다.(김대수, 2005) 대부
분의 다층 퍼셉트론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시킬 수 있
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반복규칙(chain-rule)을 여러 번 반복 수
행하여 출력층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역으로 전파하여 출력값과 
기대값을 비교하며 연결강도를 조절하여 오차를 줄여나간다.

Fig. 3 Three layer perceptron model

4.3 인공신경망 적용
응력 스펙트럼을 표현하기 위한 입력자료와 응력 범위 확률밀

도함수를 가우시안 함수로 근사한 출력자료 25,200쌍의 데이터
를 준비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다. 입력한 데이터쌍을 학습
(training set)을 위한 데이터와 성능평가(test set)를 위한 데이터
로 분류하여, training set으로 오차를 줄여나가고 학습을 마친 
후 test set을 입력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아
래의 Fig. 4는 네트워크의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감소하는 평균

제곱오차(Mean Square Error)를 도시한 것이다.

Fig. 4 Evolution of mean square error
인공신경망에서 학습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제곱오차 외에 회귀분석의 R값을 확인하였다. 1에 가까울수록 
시스템의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본 분석의 경우 
0.99942의 값이 도출되었으므로 시스템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Fig. 5는 레인플로우 집계법으로 도출
된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의 가우시안함수 계수인 목표자료와 
인공신경망으로 학습된 출력자료를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평균제곱오차는 5.2641e-007에 수렴하였고, 회귀분석의 R값 
역시 1에 매우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여 학습된 시스템은 높은 신
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됐다.

Fig. 5 Regression results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 범위에 포함되는 448개의 새로운 입력자료



를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Table 3은 이때 사용한 입력자료이며,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스펙트럼은 제외시켰다.

Variable Value Unit


[1.25, 3.77, 6.28, 8.80, 11.31]   



 [275, 375, 425, 475] 

Table 2 Variable of Stress Spectrum for Network Test

5. 비교 및 검증
학습된 신경망에 448개의 입력자료를 대입하여 시계열에서 

구한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와 인공신경망으로 구한 응력범위 
확률밀도함수를 비교하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확률
밀도함수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Case Ⅰ

(b) Case Ⅱ

(c) Case Ⅲ

(d) Case Ⅳ
Fig. 6 Comparison o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응력 스펙트럼을 역푸리에변환하여 얻은 시계열 데이터로 계
산된 피로손상도를 정해로 가정한 후, 인공신경망으로부터 계산
된 피로손상도를 비교하였다. 피로손상비(Fatigue Damage 
Ratio, FDR)는 식 (1)과 같이 계산하였다.

    (1)

여기서,   는 인공신경망으로 계산된 피로손상도이고, 
는 시계열 데이터로 계산된 피로손상도이다.

(a) Fatigue Damage

(b) Vanmarcke Bandwidth Parameter
Fig. 7 Fatigue Damage Ratio predicted by the network
위의 Fig. 7(a)는 누적 피로손상도를 기준으로 피로손상비를 

도시한 것이고 Fig. 7(b)는 Vanmarcke Bandwidth Parameter를 



기준으로 피로손상비를 도시한 것이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피로손상비가 오차범위 ±10%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Fig. 8 Comparison of Fatigue Damage Ratio
(Narrow Band vs. Artificial Neural Network)

본 모델의 검증을 위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구한 피로손상
비와 광대역과정을 협대역으로 가정하여 구한 피로손상비를 비
교하였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대역가정방법은 
Vanmarcke bandwidth parameter가 커질수록 피로손상도는 2배
에 가까운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반해 인공신경망은 
parameter 값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도출하여 우
수한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바이모달 응력 스펙트럼

을 갖는 광대역과정에서의 피로손상도를 계산하였으며, 이 때 인
공신경망을 학습시켜 광대역 응력 스펙트럼이 주어질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를 도출하는 피로손상모델을 
개발하였다.

응력 스펙트럼을 작성한 후 역푸리에변환하여 시계열자료를 
얻었으며 이를 레인플로우 집계법으로 각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를 구하였다. 시계열에서 얻은 25,200쌍
의 응력 스펙트럼과 응력 범위 확률밀도함수를 정해로 가정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다. 그 결과 평균제곱오차는 5.2641 
e-007의 값에 수렴하였고, 회귀분석의 R값은 0.99942로 도출되
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48개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작성하여 학습된 신경망에 대한 
검증을 실행하였다. 신경망이 도출한 피로손상도와 시계열로 구
한 피로손상도를 비교한 결과 오차범위 ±10%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협대역가정으로 구한 피로손상도는 Vanmarcke 
parameter가 커질수록 큰 오차를 발생하였으나 신경망은 
parameter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이 도출됨을 확
인하였다.

향후 스펙트랄 모멘트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상의 응력스펙트
럼이 주어지더라도 신뢰성 높은 응력 범위의 확률밀도함수를 도
출해내는 인공신경망을 작성하여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피로손상모델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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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study is conducted to examine the concerns related with the definition of strain-rate hardening in numerical 
simulations of marine structural impact problems. For a several strain rate levels uniaxial dynamic tensile tests are performed
on general purpose structural steel SS41. The plasticity data obtained through these tests are utilized to define strain-rate 
hardening in nonlinear finite element simulations of several case studies. Two approaches are compared: defining yield
stress ratios for a range of strain rate level using Cowper-Symonds constitutive equation and direct input of test data. First,
uniaxial tensile test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obtain engineering strain-stress curves. Next, drop weight impact tests on 
two large diameter stiffened cylinders fabricated from SS41 are simulated. Finally, impulsive pressure loading on unstiffened
plates are simulated. For the cases considered, it is concluded that the accuracy and credibility of numerical simulations are 
considerably dependent on strain-rate hardening definition and the idealization of material strain-rate behavior using 
Cowper-Symonds equation as implemented in many numerical studies in literature is found to lead discrepancies between 
actual and simulated respons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conduct further experiments with marine structural steel
qualities for rational assessment of impact problems and validation exercises of these. 
 
Keywords: Strain-rate effect (변형률 속도 경화), Dynamic tensile test (동적인장실험), Impact simulation (충돌 수치해석), Mass impact (하중
충돌), Impulsive loading (충격 압력), Validation (검증) 
 

1. Introduction 
 
Beside operational loads marine structures may subject to 

impact loads causing large inelastic deformations. These 
might be due to accidental or abnormal environmental 
events. Assessment of structural response under various 
types of impact loading such as mass impact (ship collision 
and grounding, dropped objects hitting deck, abnormal ice 
loads) and impulsive pressure loading (blast, explosions, 
slamming and sloshing loads) is nowadays often performed 
by means of sophisticate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Through validation studies it is well known that the modeling 
uncertainties related with dynamic impact analysis are much 
larger than quasi-static case. Beside errors in experiments, 
structural and dynamic loading details, most of the 
uncertainties are attributed to dynamic material 
characteristics (Jones, 2013) and therefore their inclusion in 
numerical analysis is of great importance. Of particular 
interes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ct any 
sensitivity of a numerical simulation to the definition of strain 
rate 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The topic is relatively novel for marine structu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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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n most the cases large strains and structural damage 
is not allowed. As stated in HSE (1992) most of the research 
related with high strain rate behavior of metals, in particular 
steel, is focused on different applications, primarily metal 
forming and ballistic loading. Metal forming process is 
associated with moderate strain rates (up to 100 per sec) 
and high temperature (above 800°C) whereas ballistic 
applications high strain rates (above 1000 per sec). In 
marine structural impact, strain rates vary from 0.01 to 100 
per sec for ship collision and can reach up to 1000 per sec 
for impulsive pressure loading. Except fire and blast loading, 
elevated temperatures are not required. Specific data 
identified for structural grade steel use in shipbuilding and 
offshore are sparse (HSE, 2000). In recent years, several 
scholars presented test results for some of the structural 
steel grades used in marine applications for the strain rate 
range of interest (Langseth et al., 1991; HSE, 2001; 
Nemat-Nasser & Guo, 2003; Alkhader & Bodolet, 2012; 
Choung et al., 2013). On the other hand, in numerical 
assessment of impact problems often Cowper-Symonds 
constitutive equation (Cowper & Symonds, 1956) is often 
employed. This equation expresses the ratio of dynamic flow 
stress to static flow stress, often called as dynamic 
hardening factor, as a power-law function of strain rate. 
Dynamic hardening factor is usually based on lower yield 
stress. Paik (2007) presents material coefficients in 
Cowper-Symonds equation for mild steel and high tensile 
steel based on available test data. The main concern is the 
validity of Cowper-Symons constitutive equation for larger 
strains and any sensitivity of numerical simulations to the 
dynamic material properties in this region. Very recently, 
Tanimura et al. (2014) showed that plasticity data obtained 
by using Cowper-Symonds equation may diverge from test 
dat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assess 
of constitutive equations in modeling impact behavior with 
emphasis on strain rate hardening. Tensile test data at high 
strain rates are utilized to define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purpose structural steel SS41. Validation studies are 
performed on two test models fabricated from the same 
material which are subject to mass impact. The studies are 
further extended to impulsive pressure loading on 
unstiffened plates. General findings from both problems are 
summarized and areas for further investigation are 
highlighted. 

2. Uniaxial tensile tests at high strain 
rates 

First, both quasi-static and dynamic tensile test results for 
general purpose structural steel SS41 are presented. 
Quasi-static tensile tests were performed with the tensile test 
coupon dimensions shown in Fig.1 and following the 
procedures given in Korean Standard (2008). In total 20 flat 
coupons were tested using a universal testing machine. The 
coupons were clamped at 60 mm distance from each end. 
The loading conditions result an average strain rate of 
0.00034 per sec, which can be confidently considered as 
quasi-static. 

 

 
Fig. 1 Dimensions of quasi-static tensile test coupons 

 
The average quantities obtained through quasi-static 

tensile tests are listed in Table 1. It is noticeable that the 
properties are close to the one of mild steel.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btained through 
quasi-static tensile tests 

Property Value 
Lower yield stress (MPa) 306.2 

Ultimate tensile stress (MPa) 397.2 
Elasticity modulus (MPa) 201852 

Yield strain 0.00153 
Strain ending yield plateau 0.022 

Fracture strain 0.37 
 

The dynamic tensile stress-strain curves were obtained 
using a servo-hydraulic machine following the procedures 
given in ISO (2011). The test coupon dimensions for tensile 
tests at high strain rates are shown in Fig. 2. The coupons 
were clamped at 40 mm distance from the ends of the neck 
of coupons. The tests were aimed at to be conducted at 
three different strain rates: 10, 50 and 100 per sec. For 
strain rate level10 per sec 2 coupons and for the other levels 
3 coupons were tested. 



 
Fig. 2 Dimensions of dynamic tensile test coupons 

 
The dynamic tensile test curves are plotted as obtained in 

Fig. 3 and compared with average tensile test curve 
obtained through quasi-stati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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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ynamic tensile test curves 
 

From Fig. 3 it can be inferred that the upper and lower 
yield stresses increase considerably with increasing strain 
rate. Ultimate tensile stress also increases but for larger 
strain rates this increase is not as much in yield stres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train hardening vanishes for 

large strain rates. It can be concluded the material behaves 
perfectly plastic as the strain rate increases. This is an 
important point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ase of large 
deformations. The general observations made in current 
study for SS41 are also elsewhere (HSE, 2000; Jones & 
Jones, 2001). 

Cowper-Symonds equation is expressed as follows: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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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ft hand side of this equation is dynamic hardening 
factor defined as the ratio of dynamic flow stress to static 
flow stress. D and q are material coefficients. Originally, this 
equation was derived to provide an increased flow stress 
due to strain rate effect in simplified rigid-plastic methods. 
As mentioned earlier, initial lower yield stress is usually 
utilized to derive material coefficients. For the present study, 
the material coefficients were derived as shown in 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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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ynamic hardening factor for lower yield stress plotted 
versus strain rate 

 
In numerical analysis when Cowper-Symonds equation is 

used, stress-strain dependence is assumed similar at all 
strain rate levels. It means that the plasticity data for zero 
strain rate is scaled with dynamic hardening factor for the 
strain rate of interest. As shown here, strain rate is less 
effective for larger strains. Therefore, this approach may 
yield results diverging from actual behavior. Jones (1989) 
and Choung et al. (2013) presented new constitutive 
equations by modifying Cowper-Symonds equation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dynamic hardening factor is 
not only dependent on strain rate but also plastic strain 
magnitude. If dynamic tensile test data is directly utilized in 
numerical analysis, for each strain level plasticity data is 
obtained through interpolation. Then it is obvious that test 



data should be provided for closely spaced strain levels. 
To give an idea of two approaches, tensile test 

simulations at two different strain rates were performed using 
finite element software package Abaqus/Explicit. Tensile 
test coupon is modelled only as the clamped part and 
meshed with S4R shell element. One end is fixed and at the 
other end the nodes coupled to a reference node to which 
displacement is applied. The strain rate is assumed as 
elongation over gauge length divided by total simulation 
period. Consequently, it is difficult to directly simulate actual 
tests. For demonstration purpose only, the strain rates were 
chosen as 27.8 and 277.8 per sec. The resulting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are shown in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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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using 
dynamic tensile test data and Cowper-Symonds equation 
 

In Fig. 5, the differences between two approaches are 
clear. When dynamic tensile test data is used the 
observations made for actual tests are apparent. It is further 
proved here that Cowper-Symonds equation simply scales 
the quasi-static curve. Interesting to note that for 27.8 per 
sec the difference between two approaches is distinct. This 
is to attributed to interpolation when limited data is defined. 

 
3. Mass impact loading 

 
The experimental models are two internally ring-stiffened 

steel cylinders denoted as RS-C-1 and RS-C-2. The 
material of the models is SS41 general purpose structural 
steel. The manufacturing of the models follows the standard 
methods and the techniques of full-scale structures of this 
kind. The cylinder shell is cut from 3.8 mm thick sheets, 
cold-bent by rollers and welded to form a cylinder with an 
outer diameter 800 mm. The ring-stiffeners are 3.8 mm thick 

flat-bars cut from flat sheets and welded internally to 
cylinder shell. The depth of ring-stiffeners is 35 mm. The 
spacing of the stiffeners reduces towards the ends of the 
cylinder. In the middle three bays, the stiffener spacing is 
200 mm whereas in the next bay it is 150 mm and in the 
outmost bay 80 mm. The cylinder is welded at one end to a 
circular plate with 20 mm thickness. At the other end it is 
welded to a ring with 20 mm thickness. The end plate and 
the ring have extensions at the bottom which are bolted to 
support plates. The model was firmly fixed by four bolts to 10 
mm thick support plates as depicted. The support plates are 
then bolted to the rigid foundation of the testing frame. 

 

 
Fig. 6 Geometry of test models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a free-fall testing 
frame shown in Fig. 7. On the top of the tower of the frame 
there is a pulley which guides and holds and an 
electromagnet attached to the striking mass. The height of 
the striking mass can be varied to achieve the desired 
impact energy. Once the electromagnetic force is cut off, 
the striking mass falls down accelerating with gravity. The 
velocity of the striking mass can be determined simply by 
equating its potential energy to its kinetic energy prior to 
impact. The striking mass is 295 kg and has an indenter with 
a knife-edge tip. The tip is rounded with a radius of 5 mm. 
Four accelerometers were attached on the upper surface of 
the striking mass to record the acceleration history. By 
utilizing Newton’s law of motion and double integration of 
acceleration history recorded during impact, dynamic 
force-displacement curve can be obtained. The drop height 
of the striking mass is 1600 and 1200 mm, giving an impact 
velocity of 5.60 and 4.85 m/s and kinetic energy of 4630 
and 3472 J for RS-C-1 and RS-C-2, respectively. After 
impact, it is assumed that the indenter surface remains in 



contact with struck model. Therefore, the indenter and the 
impact region of the struck model have common velocity 
and displacement throughout the entire response. The 
permanent deflection of the model can be obtained when 
both bodies are not in contact anymore. 
 

 
Fig. 7 Impact testing frame 
 

The numerical computations were performed using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software package Abaqus/Explicit. 
The finite element model consists of full geometry of the test 
models including the end plate and the end ring. Every 
component of the struck model was meshed with 4-node 
shell element S4R. Five integration points through thickness 
and default hourglassing controls for this element were used. 
For the cylindrical shell and the ring-stiffeners, the mesh is 
uniform with elements having an edge size of 10 mm. This 
mesh size is fine enough to precisely capture the deformed 
shape of the cylinder shell and the force-displacement 
response. The end plate and the end ring have a 
non-uniform mesh with 10 mm global edge size. The 
surfaces of the shell elements were offset to outward in 
order to avoid overlapping of material. The striking mass was 
simply modeled as an indenting rigid surface. The mesh 
consists of 4-node bilinear rigid quadrilateral element R3D4. 
The mesh size was chosen as 10 mm. All the nodes of the 
indenter surface were tied to a reference node to which the 
inertial properties of the striking mass was assigned. 

The elements in the locations fixed between the two 
supporting plates were restrained in all degrees of freedom, 
same as in experimental boundary conditions. The indenting 
surface elements were restrained in all degrees of freedom 

except translation in impact direction. 
The contact between the indenting surface and the struck 

model was defined using the general contact option in 
Abaqus, which allows defining contact between all regions 
of the model with a single interaction. This contact algorithm 
uses penalty method as contact constraint. It also solves 
initial overclosures automatically. The finite element model 
created with the definitions given above is shown in Fig. 8. 

 

 
Fig. 8 Finite element model of dynamic mass impact tests 

 
The engineering stress-strain data obtained in dynamic 

tensile tests were filtered, averaged and used to tabulate the 
plasticity data for corresponding strain rate levels. For 
comparison Cowper-Symonds equation with the 
coefficients derived and with coefficients given in textbooks 
for mild steel, that is D = 40.4 per sec and q = 5, is also 
considered as two cases. 

The deformed shapes of test models shown in Fig. 9 
indicate that damage is local denting at the impact zone. 

 

 

 
Fig. 9 Deformed shape of test models: (a) RS-C-1 and (b) 
RS-C-2 

 



Force-displacement curves shown in Fig. 10 are used to 
validate numerical results. It is inherent that better agreement 
is achieved when dynamic tensile test date is directly 
implemented in the numerical analysis. When 
Cowper-Symonds is used the stiffness of the models is 
slightly less and this leads larger permanent deformations. 
Compared with direct implementation of test data, the 
difference in permanent deflection is 10.5% and 11.4% for 
RS-C-1 and RS-C-2, respectively. It is also no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commonly assumed 
mild steel coefficients are used in Cowper-Symonds 
equation instead of derived ones for S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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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force-displacement response and 
comparison with numerical results 
 

The differences can be explained by checking strain rate 
histories at the impact zone. From Fig. 10 it is clear that 
larger strain rates are experienced at first instance of impact 
when strain rate hardening is defined using the dynamic 
tensile test data. Consequently, the structure will be much 
stiffer owing to larger strain rate hardening. Due to 
complexity of problem at this point it is not easy to explain 
why strain rate magnitudes ar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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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rain rate histories throughout impact obtained from 
numerical simulations 
 

It is also difficult to figure out whether the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data occurs because the errors in the 
numerical calculations are self-compensating or not. 
Nevertheless, the sensitivity of numerical results to the 
definition of strain-rate hardening is clearly indicated in this 
case study. 

 
4. Impulsive pressure loading 

 
Lastly, to clarify whether the conclusions in previous 

section are particular to the case considered or not, another 
impact loading case, namely, impulsive pressure loading on 
a plate, is considered due to its simplicity. For this case there 
is no contact problem to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deformation is not localized. An unstiffened 800 x 800 mm 
square plate with 20 mm thickness, fixed at all edges and 
subjected triangular pulse is analyzed. The material 
definitions are same as in previous section. The peak 
pressure is 4.98 MPa and the duration impact is 0.01089 s. 
The pressure loading history is depicted in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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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lection histories non-dimensionalized with thickness 
is shown in Fig. 13. The permanent deflection is 12.73% 
smaller when dynamic tensile test data is used instead of 
Cowper-Symonds equation. This example further proves 
that the numerical results are very sensitive on strain –rate 
hardening definition. As shown here, this influence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large deformation is involved and 
membrane forces a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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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flection time histories 
 

5. Final remarks 
 
For the cases considered, it is concluded that the 

accuracy and credibility of numerical simulations are 
considerably dependent on strain-rate hardening definition 
and the idealization of material strain-rate behavior using 
Cowper-Symonds equation as implemented in many 
numerical studies in literature is found to lead discrepancies 
between actual and simulated response. The underlying 
mechanisms could not be identified yet. Limited dynamic 
tensile test data could be a shortcoming of current 

preliminary stud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conduct 
further dynamic tensile tests with marine structural steel 
qualities. An extensive comparison of experimental behavior 
of models fabricated from these materials with numerical 
results can give more insights and may support the 
conclusions presen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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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파손 발생·진전의 전산해석 기법
이치승(부산대학교), 이제명(부산대학교)

Computational analysis method for failure initiation and growth of 
glass and carbon fiber-reinforced composite laminates

Chi-Seung Lee(Pusan National University), Jae-Myung Lee(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In the present study, the computational analysis method for failure initiation and growth of glass and carbon 
fiber-reinforced composite laminates has been proposed. The failure characteristics between fiber and matrix are 
completely different since the fiber and matrix are fabricated by dissimilar materials such as glass/carbon fibers and 
polymer, respectively. Hence, there is a limitation to predict the fiber and matrix failures based on classical composite
laminate failure criteria, I.e., Maximum stress/strain, Tsai-Hill and Tsai-Wu failure criteria. In addition, there is no 
practical method to adopt these failure functions in commercial FEA code. Hence, the advanced failure criteria for 
identification of fiber- and matrix-dependent failure phenomena, namely, Puck failure criterion has been adopted. In 
addition, damage mechanism has been introduced to predict the failure growth of composite laminates under arbitrary
loads. The failure formulae have been implemented into ABAQUS user-defined subroutine to simulate the failure 
initiation and growth of composite laminates.

Keywords : Composite laminates (적층 복합재료), Failure/matrix failure (섬유/기지파손), Puck failure criterion (Puck 파손기준), Progressive 
failure analysis (점진적 파손 해석), Damage mechanics (손상역학), ABAQUS user-defined subroutine (ABAQUS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

1. 서 론
복합재료의 여러 장점, 이를테면, 경량성을 비롯한 우수한 비

강성/비강도, 유연성, 내부식성, 진동/소음 저감성능, 전자파 흡
수성능 등으로 인해 최근 조선해양분야에서의 복합재료 활용 사
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복합재료가 주로 경량
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경량성 뿐만 아니라 상기에 
전술한 기타 우수한 물성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재료 적층구조의 설계 및 해석 단계에
서 적용되는 파손기준은 Maximum stress/strain, Tsai-Hill 및 
Tsai-Wu 등 고전파손기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들 파손 기준은 복합재료를 섬유-기지 혼합의 단일 적층구조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이 하중영역에서 나타나는 섬유파
손 혹은 기지파손을 규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Puck & 
Schürmann, 1998).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층 복합재료의 섬유 및 기지 

파손을 각각 분리하여 고려하는 새로운 시도가 1998년 Puck에 
의해 수행되었다 (Puck & Schürmann, 1998; 2002). 나아가 이
들 파손 기준은 여러 복합재료 역학자들에 의해 실험적 및 수치
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Hinton & Soden, 1998; Soden et al., 
1998a; 1998b; Hinton et al., 2002; Kaddour et al., 2004).

하지만 Puck에 의해 제안된 섬유/기지파손기준의 응력해석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선행연구의 미비 등의 
이유로 조선해양분야를 포함한 항공우주 및 기계분야에서 해당 
파손기준을 적용한 해석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ABAQUS 등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에는 별도의 파손기준 평가옵
션이 존재하지 않아 Puck 파손기준식의 실무적용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산업계 등에서는 임의의 하중 하에 놓인 적층 복합재료 
기반 구조물의 설계 시, 내부의 섬유 중 단 하나가 파손되더라도 
복합재료 구조물이 최종 파손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는 파손설계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기준은 매우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하중이 점차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점진적 파손을 
기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설계기준이 가지는 한계가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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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층 복합재료 내부에서 발생된 국부적 

손상과 이로 인한 구조물의 강성저하 현상 (점진적 파손)을 해석
적으로 평가하는 손상역학 기반 전산해석 방법이 최근 각광을 받
고 있다. 이 방법은 다소 많은 전산계산 시간이 소요되긴 하나 
간단한 재료성능시험을 통한 재료특성 확보만으로도 구조 전체
의 파손 발생 및 진전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역학자들에 의해 손상역학 수법 기반 복합재료의 점진적 
파손해석이 수행되어 왔으나, 제안 기법의 산업 적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상용코드에서는 별도의 점진
적 파손해석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적층 복합재료 설계 
및 해석 시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uck 파손이론에 기반한 적층 복합재
료의 섬유 및 기지파손 발생 및 진전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방법
을 제안한다. 즉, 섬유파손과 기지파손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Puck 파손이론을 바탕으로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용 사용자정의 
서브루틴을 구축하고 시리즈 파손해석을 수행한다. 나아가 문헌
으로 심층 보고된 적층 복합재료의 섬유/기지파손의 결과와의 비
교를 통해 제안 수치해석 방법의 적합성 및 유용성을 검증한다.

2. 파손 발생 및 진전의 역학모델
2.1 파손 발생 결정을 위한 Puck 파손이론

Puck & Schürmann은 특정 조합하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섬
유파손 및 기지파손을 각각 두 가지 및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기지파손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파단면에 대한 각도 (Angle 
of fracture plane) 결정기법을 제안하였다.

Puck 파손기준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Fiber failure in tension


  

  (1)

(2) Fiber failure in compression


  

    (2)

(3) Matrix failure in transverse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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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trix failure in moderate transverse compression


       

  (4)

(5) Matrix failure in large transverse compression



 

 


 
 










  (5)

여기서 와 는 각각 섬유방향에서의 단일방향 레이어 
(Unidirectional layer)의 인장 및 압축파단변형률, 은 단일방향 
레이어의 변형률, 와 는 섬유의 포아송비 및 탄성계수, 
는 섬유수직방향에서의 섬유의 평균응력 확대상수, 는 
섬유수직방향 수직응력성분, 와 는 각각 단일방향 레이어
의 전단변형률 및 전단응력, 는 섬유방향과 수직 및 평행한 
단일방향 레이어의 전단파단강도,  와   및  는 파단면 
각도 의존 파라미터, 와 는 섬유방향과 수직한 단일방향 
레이어의 인장 및 압축파단강도, 그리고 는 선형저하 
(Linear degradation)에 의한 응력값을 나타낸다.

한편, 임의의 조합하중에 놓인 적층 복합재료의 Puck 파손기
준식 적용을 위한 응력상태별 판단기준은 표 1과 같다. 단, 표에
서  는 수직-수직전단응력으로 인한 파단에 반하는 활성면의 
파단 저항 파라미터, 는  파단곡선의 전환점에서의 
전단응력이다.

Table 1 Application condition of Puck failure criterion
Equations Condition for validity
Eq. (1)  


 ≥ 

Eq. (2)  


  

Eq. (3)  ≥ 

Eq. (4)      ≤ 
 ≤




Eq. (5)      ≤ 
 ≤



한편, Puck 파손기준을 결정짓는 주요한 파라미터인  , 

 ,  ,   및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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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10)

하지만, 식 (6), (7) 및 (9)의 주요 파라미터들은 미분항을 풀
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Puck 등은 
실험적 및 현상학적 고찰을 통해 보다 간편한 재료 정수를 표 2
와 같이 제안하였다 (Puck et al., 2002).

Table 2 Recommendation of the inclination parameters
Terms Values (GFRP/Epoxy) Values (CFRP/Epoxy)

 0.30 0.35

 0.25 0.30

 0.20-0.25 0.25-0.30

2.2 손상역학 기반 점진적 파손이론

적층 복합재료의 균열발생 및 진전 현상은 현상학적으로 재료
물성치의 저하로 표현 가능하며, 대표적인 현상은 강성행렬의 저
하이다. 따라서 손상이 증가하는 정도와 강성행렬이 저하하는 정
도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적층 복합재료의 점진적 
파손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화된 Hooke’s law에 따른 구성방정식을 식 (11)에, 인장/
압축에서의 섬유/기지 손상변수 및 이를 조합한 총 손상변수를 
식 (12)와 식 (13)에, 손상변수가 접목된 손상강성행렬의 각 파
라미터를 식 (14)-(17)에, 그리고 초기강성행렬의 각 파라미터를 
식 (18)-(21)에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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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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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손상강성상수 및 초기강성상수이며 
와 는 각각 섬유 및 기지의 손상변수, 와 는 
각각 인장 및 압축상태에서의 섬유 손상변수, 와 는 
각각 인장 및 압축상태에서의 기지 손상변수, 는 포아송비 텐

서를 나타낸다. 또한 와 는 각각 인장 및 압축상태에
서의 전단계수 손실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및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파손을 2차원 문제로 한정지었는데, 이
는 강성행렬의 파라미터 가운데 매우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만 계
측 가능한 재료물성치, 이를테면, , , ,  등 3방향 
의존 재료물성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료물성치의 
확보가 없이 3차원에서의 점진적 파손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손상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에너지기반 손상발전방
정식의 해를 푸는 방법, 파손기준식으로 계산된 파손지수를 손상
변수로 치환하는 방법, 실험으로 획득된 손상진전이력을 대입하
는 방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Puck 파손기준으로 계산된 
파손지수를 손상변수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전산해석 절차 및 결과
3.1 초기 파손 발생 시뮬레이션

본 연구의 해석 대상은 탄소/유리섬유 및 에폭시수지로 구성
된 적층 복합재료이다. 이미 여러 역학자들에 의해 임의의 조합
하중에 놓인 적층 복합재료의 파손에 관한 연구가 실험적으로 수
행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Soden등에 의해 수행된 문헌을 
참고하였다 (Soden et al., 1998a; 1998b).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E-glass 21xK43 유리섬유 및 
LY556 에폭시 (Epoxy) 수지로 이루어진 적층 복합재료와 AS4 
탄소섬유 및 3501-6 에폭시수지로 이루어진 적층 복합재료가 사
용되었다. 대상 시험편의 플라이 적층배열, 재질 및 작용하중 등
에 관한 상세 정보를 표 3에 나타낸다.

한편, 각 적층 복합재료의 재료물성치는 Soden et al.의 연구
에서 확인 가능하다. E-glass/LY556 적층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각 플라이의 두께는, 90° 플라이의 경우, 0.172mm, ±30° 플라
이의 경우, 0.414mm이며 따라서 플라이의 총 두께는 2mm이다.

또한 AS4/3501-6 적층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각 플라이의 두
께는 모든 섬유방향에 대해 0.1375mm이며 따라서 플라이의 총 
두께는 1.1mm이다.

Table 3 Details of laminates and loading conditions
Case Laminate layup Material Loading case

A
[90/+30/-30]S E-glass/LY556

Biaxial failure stress envelope (  vs  )

B Biaxial failure stress envelope (  vs  )

C [90/+45/-45/0]S AS4/3501-6 Biaxial failure stress envelope (  vs  )



표 4는 적층 복합재료의 파손평가를 위한 조합하중별 전산해
석 시나리오를 보이고 있다. 각 해석 케이스는 Soden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제안 해석기
법의 정밀한 검증을 위해 파손 및 비파손에 해당되는 조합하중을 
골고루 선정하였다. 그림 1은 Puck 파손응력 포락선 (Failure 
stress envelope)과 전산해석 케이스별 조합하중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Table 4 Failure analysis cases of composite laminates
Case Loading condition Failure
B-1       X1)

B-2       O2)

B-3       X
B-4       O
B-5       X
B-6       O
B-7       △3)

B-8       O
1)No failure, 2)Failure, 3)Close to failure

Fig. 1 Puck’s initial failure stress envelope and analysis cases

전산해석 결과로서 그림 2에 Case B-2의 조합하중에 놓인 대
상 적층 복합재료의 Puck 파손기준식 기반 파손 발생 분포를 보
이고 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개발 ABAQUS 사용자정의 서
브루틴을 통해 파손 분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의 적층 
복합재료에서 파손이 일어난 부분, 즉, 파손지수가 1.0 이상인 
영역은 회색으로 표시함으로써 복합재료 구조물의 파손여부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a) Puck fiber failure contour

(b) Puck matrix failure contour
Fig. 2 Fiber and matrix failure contour for Case B-2

Table 5 Failure analysis results and their comparison to 
literature results

Case PFFI1) PMFI2) Failure Consistency3)

B-1 0.0661 0.7311 X O
B-2 0.1384 1.8240 O O
B-3 0.1674 3.4950 X X
B-4 0.2333 4.3120 O O
B-5 0.3727 0.8922 X O
B-6 0.4379 9.7880 O O
B-7 0.4767 1.0430 △ O
B-8 0.5415 1.6640 O O

Accuracy of analysis results (%) 87.5
1)Puck fiber failure index
2)Puck matrix failure index
3)Consistency between literature and present analyses



표 5는 제안 해석기법으로 계산된 Puck 섬유 및 기지파손지
수와 이의 문헌 결과와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보인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전산해석 결과가 문헌 결과와 
87.5% 수준으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섬유방향응력과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적층 복합재료에
서 비파손을 파손으로 평가하는 몇몇 케이스가 있었으나 (Case 
B-3) 보수적 설계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결과이다. 즉, 
다소 높게 평가된 Puck 기지 파손지수는 복합재료 구조물의 안
전율을 이미 일정 수준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 제안 기법을 활용
한 구조해석 시 보다 강건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3.2 점진적 파손 시뮬레이션

적층 복합재료의 점진적 파손 시뮬레이션을 위해 Case B의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파손 진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은 
Puck 초기 및 최종 파손응력 포락선과 전산해석 케이스별 조합
하중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즉, Case B-9 및 B-10과 Case 
B-11 및 B-12는 각각 Case B-2와 B-8에서 초기파손이 발생된 
이후 점진적으로 파손이 진전되어 나가는 과정에 놓인 조합하중 
케이스를 나타낸다. 따라서 Case B-9와 B-11에서는 적층 복합
재료 내부의 기지파손이 진행되는 과정을, Case B-10과 B-12
에서는 기지파손이 모두 진전되어 파단에 이른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산해석 결과로서 그림 4에 Case B-2/B-9/B-10 및 Case 
B-8/B-11/B-12의 조합하중에 놓인 대상 적층 복합재료의 Puck 
파손기준식 및 손상역학 기반 점진적 파손을 보이고 있다. 그림
에 보인 바와 같이, 회색으로 표시된 파손 영역이 하중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진전되어 종국에는 완전 기지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 Puck’s initial and final failure stress envelopes and 
analysis cases

 
(a) Case B-2

(b) Case B-9

(c) Case B-10

(d) Case B-8

(e) Case B-11

(f) Case B-12
Fig. 4 Progressive matrix failure contour for each case 

condition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전산해석 결과가 문헌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전산해석 기법의 적합성 및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uck 파손 이론과 손상역학 이론을 기반으로 

적층 복합재료의 섬유/기지 초기 파손 발생 및 점진적 파손 평가
용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파손 시나리오 전산해석 
결과를 문헌으로 보고된 Puck 파손응력 포락선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과 향후 연구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적층 복합재료의 정적파손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던 고전파손
기준식을 보완할 수 있는 진보된 파손기준식을 활용하여 범
용유한요소해석코드용 전산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문헌으로 보고된 적층 복합재료 Puck 파손응력 포락선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 전산해석기법을 검증하였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결과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전산해석 기법 및 ABAQUS 사용자정
의 서브루틴의 활용을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복합재료 구조물의 정적파손평가, 특히, 기지파손평가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용 복합재료 블레이드, 상선용/특수선용 복합재료 프로
펠러 등 산업계에서 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
재료 구조물의 선급규정 기반 정적파손평가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규칙 및 불규칙 피로하중을 받는 적층 복합재료의 초기 
및 점진적 파손을 규명하기 위한 전산해석 기법을 제안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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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헬리데크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이용되는 고부가가치 해양구조물이다. 헬리데크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정
의된 다양한 하중과 설계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헬리데크 충돌 사고의 가능성, 빈도 및 원인을
고려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7년간 발생한 헬리콥터의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박의 상갑
판에 탑재되는 강 헬리데크를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 헬리데크의 구조 최적설계를 통해 개선된 헬리데크 모
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개선된 헬리데크는 강재 절감의 효과를 가지며, 유한요소해석결과 구조적으로도 안전함이
확인되었다. 
Keywords: Helideck(헬리데크),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Emergency landing(비상착륙),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1. 서 론 
 
최근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원유 가격상승에 발맞춰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심해저 
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한 여러 구조물의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조물에 탑재되는 
헬리데크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헬리데크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이용되는 고부가가치 해양구조물로, 물자와 인원을 
수송하는 터미널 역할 뿐 아니라, 비상시 최후의 탈출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헬리데크를 탑재한 구조물이나 선박을 운용하는 
선주들도 최근 헬리콥터의 착륙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강도와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헬리데크 설계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에는 구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적 하중과 그 외 데크에 작용하는 여러 
하중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헬리데크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의 절차이다. 하지만, 
헬리데크의 설계 시 이런 하중들에 대한 고찰 없이 기존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초기에 선주에게 제공된 
설계 도면의 내용은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도한 
설계 기준으로 제작된 헬리데크가 종종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리데크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는 
하중들을 적용하고 다양한 설계변수를 도입하여 선박의 
상갑판에 탑재되며 강(steel)을 재료로 하는 헬리데크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헬리데크의 
구조 최적설계를 통해, 개선된 헬리데크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차후 헬리데크 설계에 있어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강재의 단가 및 중량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헬리데크 설계에 있어 그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위험도 분석 

 
위험도(risk)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특정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인 발생빈도(frequency)와 
결과의 중대성인 손실크기(consequence)의 조합으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Vinnem, 2007). 이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라고 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와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헬리콥터와 해상 플랫폼에 대한 위험 및 
안전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Hokstad et al., 2001; 
Korte, 2003; Ahmad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실제 
헬리콥터의 사고사례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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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 방법을 채택하였다.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는 여러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각각의 원인에 대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과 피해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어 
위험도를 표현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G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and Gas Producers)에서 
7년(2001~2007)간 발표한 세계 헬리콥터 사고 발생사례이고, 
이 자료를 분류하여 수치화하였다(OGP, 2003-2009). 
 

2.1 헬리콥터 사고의 원인과 사망자수 
 

 OGP 의 세계 헬리콥터 사고사례 자료는 연간 헬리콥터의 
운항횟수, 지역별 사고사례횟수 및 헬기의 종류,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양(offshore)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사고횟수, 사고의 원인, 
사망자의 수를 중점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OGP 의 자료에 
따르면, 2001 년부터 2007 년까지 총 7 년간 해양에서 
헬리콥터가 운항된 횟수는 17,909,940 회로, 이 중 100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100 건의 사고 중 인명 피해를 동반한 
치명적인 사고는 33건으로, 총 20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57.8%에 해당하는 121명이 사망했다. 또한, OGP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CFIT/W는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or water의 
약어이다. 

 

2.2 위험도 계산 
 

앞서 언급했듯이, 위험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빈도와 손실크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식 (1)과 
같은 계산이 필요하다. 

( ) ( ) ( )Risk R frequency f Consequence C= ×        (1) 
 
 이를 위해, Table 1에서 7년간 해양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사고의 횟수와 그 원인 및 피해 정도가 요약되었고, 연평균 
14 건 이상의 헬리콥터 사고가 발생하며, 17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종사의 실수나 엔진 
관련 사고 및 장애물 충돌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다른 
원인에 비해 그 횟수 및 피해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사건의 
발생빈도는 운항횟수 백만 건당 발생한 사고 수를 기준으로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1,000,000Number of the accidentFrequency f
Total number of flights

= × (2) 
 

한편, 손실크기는 사고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금전적, 인적 피해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당시 사망자의 수를 기준으로, 식 
(3)과 같이 한 번의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계산하였다. 
사망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서 사망자의 
수가 많은 경우와 사고가 매우 치명적이어서 한 번의 사고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Number of the fatalitiesConsequene C

Number of theaccidents
=          (3) 

 
이를 통해 계산된 위험도 값은 Table 2에 정리되었다. 
위험도 분석 결과 중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unknown을 제외한 후, 위험도가 
큰 순으로 나열해 보면, obstacle strike, engine related, pilot 
mistake, other technical 순이다. 해양에서 운용되는 헬기는 
대체로 인력 및 장비를 해양구조물로 운반하는 임무를 

Table 1 Causes of accidents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CFIT/W Obstacle 
strike 

Pilot 
mistake 

Engine 
related

Other 
technical Tail rotor Fuel 

related Tie down Pax 
control Weather Unknowns

No. of accident 7 15 20 16 9 11 7 1 3 4 7 
No. of fatalities 8 17 12 16 12 4 2 0 2 1 47 

Table 2 Statistics of frequency and consequence 

 CFIT/W Obstacle 
strike 

Pilot 
mistake 

Engine 
related 

Other 
technical Tail rotor Fuel related Tie down Pax control Weather Unknowns

f  0.391 0.838 1.117 0.893 0.503 0.614 0.391 0.056 0.168 0.223 0.391 
C  1.143 1.133 0.600 1.000 1.333 0.364 0.286 0.000 0.667 0.250 6.714 
R  0.447 0.949 0.670 0.893 0.670 0.223 0.112 0.000 0.112 0.056 2.624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요 목적지는 헬리데크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험도 분석을 통해 나타난 네 가지 주요인을 
살펴보면, 모두 헬리데크와의 충돌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특히, 엔진 관련 결함과 조종사의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는 offshore 헬리콥터 사고의 36%를 
차지하며, 연간 5 건 이상의 사고를 유발한다. 따라서, 
헬리콥터가 헬리데크로 직접적인 충돌을 할 수 있는 비상착륙 
상황은 헬리데크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본 위험도 분석을 통해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의 비상착륙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된 헬리데크의 구조적 응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3. 헬리데크의 해석모델 

 
3.1 유한요소모델 

 
헬리데크의 강도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헬리콥터인 Sikorsky S-92를 선정하고[A Sikorsky 
company, 2010], 선박의 상갑판에 탑재되며 강을 재료로 
하는 헬리데크를 대상으로 모델을 제작하였다. 헬리데크의 
주요 구조는 상부 판(plate)과 보강재(stiffener), 거더(girder), 
그리고 최하부의 기둥(pillar)과 트러스(truss)로 구분되며, 구조 
부재의 배치는 Fig. 1과 같다. 유한요소해석모델을 위해 
107,471개의 쉘 요소(shell element)와 봉 요소(beam 
element)를 생성하였다. 기본적으로 최대 크기가 보강재 
간격을 넘지 않는 거친 격자(coarse-mesh) 분할을 시작으로, 
집중하중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mm×100mm를 
넘지 않는 세밀 격자(fine-mesh) 분할로 이어지는 h-법 격자 
세밀화를 이용하였다[Daryl, 2008]. Pre/post processor로는 
Patran 2010, Main solver로는 Nastran 2010을 사용하였다. 
 

  
Fig. 1 Helideck Top and bottom view 

 

 
Fig. 2 Load position for each landing condition 

 

3.2 초기해석결과 
 

본 해석에 적용된 하중은 헬리데크와 부가물의 하중, 배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관성력, 착륙하중 등이 있다. 이처럼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과 하중을 토대로 Fig. 2 와 같은 
착륙위치에 대하여, 초기모델의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이를 통해, 각 부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의 크기는 보강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재에서 
항복응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본 헬리데크의 초기 설계치가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헬리데크과 관련된 규정 중 설계한도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설계변수를 도입하여, 보강재에 
집중되어 있는 응력을 타 부재로 분산시킬 수 있는 헬리데크의 
최적설계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최적설계 과정에서는 착륙 
위치들 중 가장 큰 응력을 발생시키는 L3(비상착륙상태)에 
대하여 그 해석이 수행되었고, 각 부재의 허용응력은 DNV 
룰에 따라 315MPa이 적용되었다. 

Table 3 Result of initial analysis for each landing case 

Structure Member 
LC1(Normal condition) LC2(Stowed condition) LC3-5(Emergency condition) 

yieldσ  allowσ  maxσ yieldσ  allowσ  maxσ yieldσ  allowσ  maxσ  
Deck Plate 

315 211 
35 

315 252 
26 

315 315 
75 

Stiffener 96 74 302 
Transverse Web & Girder 43 35 205 
Helideck Pillar & Truss 39 55 69 



4. 최적설계 
 

4.1 상부구조의 최적설계 
 

본 연구에서는 Fig. 3 과 같이 판의 중심에서 보강재의 
중심까지 바퀴(300mm×300mm)의 하중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실제상황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판과 보강재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최초 구조해석 모델은 초기설계와 같은 
650mm 의 보강재 간격을 가진 판의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해석결과는 Table 4 와 같다. 그 결과 판의 
응력변화는 하중의 위치변화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보강재는 판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보강재의 최대 응력은 하중이 보강재의 가운데 가해졌을 때가 
아닌 판 보강재의 바로 안쪽에 가해질 때에 나타난다. 이는 
P4 의 경우, 보강재에 작용하는 전체 응력이 축 하중에 의한 
응력과 굽힘 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의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 3 Transition of wheel load and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load case 

 

Table 4 Maximum stress of each load cases 
 Maximum von Mises stress(MPa) 

Load case Deck plate Stiffener 
P1 70 295 
P2 77 329 
P3 83 353 
P4 91 374 
P5 93 362 
P6 96 344 
P7 98 315 

 
한편, 보강재의 간격은 초기 모델인 650mm 부터 시작하여 

800mm 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4 와 같다. 위 결과로부터 보강재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보강재 및 판에 걸리는 응력이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보강재 하나당 지지해야 하는 하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보강재에서 P4 의 경우 보강재 
간격이 700mm 만 되어도 항복응력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판의 경우 최대 응력이 허용값에 비해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어 두께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DNV 
룰을 근거로 하여 선급의 최소 요구치를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Fig. 5는 각 보강재의 간격별 판의 최소두께와 강재의 변화에 
따른 최소 두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강재를 HT-32 에서 
HT-36으로 변경할 경우, 약 1mm 정도의 두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판의 최소 두께를 12.5mm까지 줄일 수 있다. 

 

 
Fig. 4 Stress of stiffener and deck plate in case of stiffener 
spacing and loading position 

 

 
Fig. 5 Minimum thickness in accordance with stiffener 
spacing 
 



4.2 하부구조의 최적설계 
 

데크와 보강재를 제외한 하부구조의 최적화 연구는 해당 
구조에 헬리콥터가 직접 착륙한다는 가정하에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거더의 배치는 가급적 초기 모델의 형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 트러스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Fig. 6 과 같이 트러스의 보강형태를 차츰 
줄여나가면서 거더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트러스의 
초기배치는 거더를 3 등분하는 조건으로 시작하여 트러스를 
폐지시키는 구간까지 총 4 구간으로 나누고, 각 조건을 
TR1-TR4 로 정의했으며, 트러스가 없는 구조는 TR5 로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헬리데크 내부에서TR1과 TR5의 
최대 응력 차이가 최대 20MPa 정도로 매우 작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헬리콥터의 착륙하중에 대하여 트러스가 
거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 Arrangement of truss (TR1-TR5) 

 

4.3 개선된 헬리데크의 해석결과 
 

헬리데크의 최적설계를 통해, 보강재에 집중되던 하중이 
판(123MPa)과 하부구조(거더 285MPa, 기둥 및 트러스 
154MPa)에 고루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재의 최대응력은 모두 허용응력의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최적화된 헬리데크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의 비상착륙 하중에 대해 기존 

헬리데크의 구조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허용한도 이내에서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초기해석을 통해 기존의 헬리데크가 과도한 
보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헬리데크를 상하부구조로 
나누어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바퀴 하중에 대한 보강재의 
최대 응력은 판의 중앙이 아닌 보강재 용접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거더와 횡늑골의 경우 기존 설계의 형상으로 
보강시 착륙하중 대비 충분한 강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하부 
트러스에 대한 보강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강재 절감을 유도할 수 있으며, 추후 헬리데크 
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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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 탑사이드는 시추, 정제, 저장 등의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에 의한 가스 폭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고가의 장비 파손 및 인명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해양플랜트 탑사이드에 관한 구조설계 시 폭발사고
로부터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폭설계가 반드시 수행된다. 하지만 현행되는 방폭설계에서는, 폭발에 의한 시간-압력 곡선
에서 정압구간만을 반영한 삼각형 형태의 단순화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가스폭발에 의한 시간-압력 곡선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부압구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압구간이 구조물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FLACS를 이용하여 다양한 폭발환경에서의 가스 폭발 현상
에 대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LS-DYNA를 이용한 구조해석에 적용하여 구조물의 반응 응답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Gas Explosion(가스폭발), Blast Wall(방화벽), Blast Resistant Design(방폭설계), Negative Pressure Phase(부압구간) 
 

1. 서 론 
 
해양구조물은 원유의 생산, 정제, 저장 등의 과정에서 수

반되는 작업의 대부분이 상부구조물(Topsides)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육상설비에 비해 제한적인 공간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유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70% 이상이 인화성 물질들에 의한 폭발 
및 화재사고들이며, 이러한 사고들은 작업자의 생명, 주위 
환경 및 상부구조물에 포함되는 고가의 장비들에 손실을 발
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해양구조물
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해양산업
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FPSO와 같

은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경우 인명피해 및 구조물 파손 방지
를 위해 폭발의 위험이 없는 Utility Module과 가스나 기름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적재하거나 처리하는 Process Module
사이에 Blast Wall을 설치하고 있다. Blast Wall을 설계시에는 
폭발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폭발 하중의 특성을 
고려한 방폭설계를 적용한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폭발압 이력을 구조설계에 활용 할 시, 최대 압력과 작용 시
간에 의해 정의되는 삼각형 형상의 폭발압 이력 모델로 단순
화되는데,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폭발압 이력의 부압구간에 
대한 고려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폭발 설계 하중 도출 시, 부압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반영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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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거동에서 부압구간이 구조물의 거동특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방폭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방화벽을 구조해석 적용 대상물로 선택하였다. 또한 부압
구간을 포함한 단순화 모델을 적용 후, 주요 물성 비교를 통
해 부압구간이 구조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
를 수행하였다.  

 
2. 가스폭발해석 

 
일반적으로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폭발파의 하중이력

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 초과 압력에 도달 한 후 대기압
과 압력 평행을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 대기압 보다 압
력이 낮아지는 부압구간이 생성된다. 하지만 TNT폭발, 
가스 연소에 의한 하중이력의 특성은 부압구간이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분포를 나타내지만, 가스 폭발
에 의한 하중이력은 부압구간의 분포가 상당하며 압력
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Fig.1
에 가스 폭발에 의한 하중이력의 특성을 도시한다. 가
스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압력파는 방향성을 가지고 퍼
져나가며, 진행방향에 놓여있는 물체에 의해 굴절/반사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폭발에 의한 압력파가 구
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발하중을 예측하기 
위한 CFD해석은 가스누출과 그로 인한 폭발 시나리오
를 작성하여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시 포함하는 변수들의 정량적인 양에 따라 결과값의 신
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LACS를 
이용한 explosion model을 이용하여 다양한 폭발 환경
에 의한 폭발하중을 산정하였다. CFD 해석을 수행한 구
조 대상물은 FPSO Topside module이며, 공극을 지닌 
점들을 module내에 랜덤하게 분포하여 각각의 점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이 계측되어 진다. Gas cloud의 위치 
및 크기, 점화 위치 및 높이에 따라 해석 시나리오가 분
류되며, 이를 토대로 총 720가지의 폭발 해석이 수행되

었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대상물인 
FPSO topside의 plan view 형상을 나타낸다. 또한, Fig. 
3은 가스 구름의 크기에 따른 폭발 압력 분포 특성을 
나타낸다. 

 

Fig. 1 Gas explosion load profile  
 

 

Fig. 2 Overall view of FLACS CFD modeling 
 

 

Fig. 3 Overpressure contours for four different box-shaped 
stoichiometric cloud sizes 

3. 폭발하중의 구조 응답 특성 
 

폭발압에 의한 방화벽의 동적 거동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LS-DYNA를 이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하중조건은 등가충격량 기법을 통해 삼각형 형태
로 단순화 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정압구간 이후에 정압구
간이 한번 더 생성되는 하중 조건과 정압구간 이후 부압구간
이 생성되는 하중조건을 구조해석 모델에 각각 적용하여 반
응 응답 특성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부압구간이 적용되어 있는 하중조건에서 누적 소성 변형률
의 값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변형 또한 더 적게 발생하였다. 
이는 부압구간을 고려 하지 않을 경우 보수적인 설계가 이루
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는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기 위한 모델링 형상을 나타내며, Fig. 5는 분석 대상인 
방화벽의 형상 및 요소 크기를 나타낸다. 또한 Fig. 6, 7은 
역학적 거동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Fig. 4 Modeling of topside module for structural analysis 
 

 

Fig. 5 Modeling of blast wall and mesh size 

 

Fig. 6 Comparison of accumulated plastic strain–time 
relationships according phases considered 

 

 

Fig. 7 discrepancies in the maximum plastic strain responses 
of the blast wall for two load types with changes in the first 

and the subsequent peak overpressur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압구간이 구조응답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폭발환경하에서
의 가스폭발현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
은 결과값을 바탕으로 정압구간과 부압구간의 특성을 구분 
할 수 있는 단순화 모델을 제안하고, 유한요소해석의 하중조



건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부압구간은 구조물의 변형 및 
손상 발생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
는 폭발파의 작용 시간이 강 구조물의 반응응답 주기 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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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sigma phase on low-temperature mechanical  

behavior of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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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Jae Myung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슈퍼듀플렉스강은 일반 듀플렉스강에 비해 기계적 성질 및 내 부식성에 대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에 반해 고
합금강으로서 고온 환경에서 시그마상과 같이 재료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 변화가 발생하기 더욱 쉽다. 슈퍼듀플렉스강의
시효처리로서 특정 분율의 시그마 상을 발생시키고 특정 저온에서의 인장시험을 수행 함으로써 여러 온도 별 환경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재료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슈퍼듀플렉스강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온도적 가동범위 및 한계상태를 예상하고자 한다. 

 
Keywords:Super duplex stainless steel(슈퍼듀플렉스강), Sigma phase(시그마상), Sub-zero tensile test(저온인장시험) 
 

1. 서 론 
 
1970년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합금 성분인 니켈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북해 가스 및 오일 산업에서는 염화부식에 
대한 내식성 및 고강도를 요하는 듀플렉스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듀플렉스강은 페라이트 및 오스테나이트의 두 
상이 공존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합금강으로 정의된다. 
50:50의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상분율을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기계적 성능 및 내식성을 가지며 합금성분으로는 
크로뮴, 망간, 니켈, 질소, 몰리브데넘이 있다. 듀플렉스강을 
이용하기 시작할 무렵 이 재료는 열 영향부의 낮은 인성을 
나타냄으로 인해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으나, AOD(argon 
oxygen decarburization)법 및 질소 첨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현재는 가스 및 오일 산업에서의 가혹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듀플렉스강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PREN(pitting resistance 
equivalent numbers)에 따르면 오스테나이트계 합금 보다 
우수한 공식 및 틈새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듀플렉스강의 경우 고온에서의 상변태 및 저온의 
DBTT(ductile to brittle transformation temperature) 현상으로 
인해 특정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탄화물, 
질화물, 시그마상 등 기계적 성능에 부적절한 상들이 

고온환경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석유화학 및 저장, 
수송 그리고 화학처리 산업에서 페라이트의 DBTT 현상으로 
인한 재료의 기계적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 

슈퍼듀플렉스강은 듀플렉스강에 비해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고 합금강으로서 
고온에서 시그마상과 같이 재료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이 발생기 쉽다. 슈퍼듀플렉스강의 시효로서 특정 분율의 
시그마상을 발생시키고 특정 저온에서의 인장시험을 수행 
함으로써 온도 별 환경에서 변할 수 있는 재료특성의 연구를 
통해 슈퍼듀플렉스강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온도적 
가동범위 및 한계상태를 예상하고자 한다. 

 
2. 실험 재료 

 
2.1 실험 재료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esting UNS S32750 

Chemical composition (%) 

UNS 
32750

C Si Mn P 
≤ 0.030 ≤  0.80 ≤  1.20 ≤  0.035

S Ni Cr Mo 
≤  0.020 6.0~8.0 24.0~26.0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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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뤄지는 재료는 UNS S32750의 조성을 
따르는 슈퍼듀플렉스강으로서 1100 ℃에서 20분 간의 
고용화 처리된 후판을 사용하였다. 어닐링 시간에 따른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6개의 후판을 준비 하여 고온로를 
이용하였으며 어닐링 후 빠르게 퀜칭 처리를 수행하였다. 
어닐링 시간에 따른 6개의 후판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요하는 저온인장 시험의 각 온도 (room, -10℃, -20℃, 
-50℃)마다 KS B0801 10호의 시험편을 20개씩 준비하였다. 

 
Table 2 Test specimen details                     Unit : mm 
표점거리(L) 평행부 

거리(P) 
곡률 

반경(R) 
평행부 

반지름(D) 
50 약 60 15 이상 12.5 

 
Table 3 Test scenario 
Annealing 

time 
Tensile 

test  
at room 

Tensile 
test  

at -0℃ 

Tensile 
test  

at -20℃ 

Tensile 
test  

at -50℃
0 min 5 5 5 5 
5 min 5 5 5 5 
10 min 5 5 5 5 
15 min 5 5 5 5 
30 min 5 5 5 5 
60 min 5 5 5 5 
Total 30 30 30 30 

 

 

 Fig. 1 Test specimen shape (KS B0801 10호) 
 

3. 실험 장비 및 방법 
 

3.1 고온장비 
 
   슈퍼듀플렉스강의 후판에서 균일한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Thermolyne사의 Premium large muffle 
furnance를 사용하였으며 Fig.2는 사용되어진 furnace의 

그림을 나타낸다. 
 

 
Fig. 2 Thermolyne사의 Premium large muffle furnance 

 
Table 4 Furnance Specifications 

Temperature Range 100° to 1200°C  
Temperature Stability ±0.3°C at 1000°C 

Temperature Uniformity ±2.2°C at 1000°C 
Capacity 14L  

Shelf Stainless steel 
Shipping Weight 60.8kg  

 
  어닐링 후 균일한 퀜칭을 위해 후판을 달군 후 신속히 
수입할 수 있도록 욕조를 furnance 앞에 위치 하였으며 
후판을 저을 수 있도록 사이즈가 큰 욕조를 준비 하였다. 
 

3.2 저온 인장 실험 장비 
 

Upper crosshead

Lower crosshead

UTM main body

Cryogenic
chamber

Cryogenic
extensometer

N2
Inflow

Test 
specimen

N2
Outflow

Thermocouple
Thermocouple

Circulation fan

 
Fig. 3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극저온 실험 장비는 SHIMADZU 
사의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 Machine, UH-1000KNI)와 
극저온 챔버(+100℃ ~ -200℃ 온도범위 디지털 
제어방식)로써,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극저온 인장시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Fig. 3은 실험 장비 개요도, Fig. 4에 
실험 장비 그림을 나타낸다. 

 

 
Fig. 4 Photography of UTM (Universial Testing Machine; 
SHIMADZU, UH-1000KNI with cryogenic chamber) 

 

 
Fig. 5 Cryogenic extensometer and knife edge 
(3542-050M-100-LT) 

 
또한 정밀한 데이터 산출을 위하여 미국 EPSILON TECH 

사의 극저온용 신율계(Extensometer, 3542 
-050M-100-LT)와 특수 제작한 원형 시험편용 Knife 
edge를 사용하였고, 실험은 Chamber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며 각 조건별 목표 온도에서 시험편 
전체의 온도 안정화를 위해 30분간 예냉을 한 후 
진행하였다. 또 시험편의 열 수축 응력을 고려하여 최초 

특수 제작한 Jig를 Upper crosshead에만 고정하고, 30분간 
예냉 후 실험 시작 직전에 Lower crosshead부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온도별 응력 변형률 곡선 비교 

 

 
Fig. 6 Stress-strain curves of sDDS at room temperature 
 

 
Fig. 7 Stress-strain curves of sDDS at 0℃ 



 
Fig. 8 Stress-strain curves of sDDS at -20℃ 
 

 
Fig. 9 Stress-strain curves of sDDS at -50℃ 
 

슈퍼듀플렉스강의 시효 후 저온 인장 시험을 통해 위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각 온도의 인장시험에서 
어닐링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신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닐링 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과 약간의 어닐링 처리를 한 
시편에서 매우 큰 폭으로 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 
되었고 나머지 시험편 에서는 어닐링 시간에 의존하는 값을 
나타낸다. 

 

4.2 어닐링 시간 별 인장시험 결과 비교 
 
Table 5에서 각 어닐링 시간 별로 온도에 따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닐링 시간이 0~10분 까지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연신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5분 
이상부터는 연신의 변화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Experimental results of sDDS 

Anealing
Time(min)

Temp. 
(℃) 

σY 
(MPa) 

σT 
(MPa)  

0 
Room 685 840 0.40 
0℃ 704 874 0.41 

-20℃ 755 911 0.40 
-50℃ 801 965 0.41 

5 
Room 783 882 0.23 
0℃ 806 892 0.19 

-20℃ 854 955 0.22 
-50℃ 902 997 0.22 

10 
Room 797 860 0.22 
0℃ 792 882 0.24 

-20℃ 813 909 0.21 
-50℃ 854 961 0.21 

15 
Room 782 845 0.24 
0℃ 801 887 0.23 

-20℃ 834 917 0.18 
-50℃ 902 971 0.18 

30 
Room 854 897 0.06 
0℃ 904 935 0.05 

-20℃ 958 961 0.05 
-50℃ 1024 1030 0.03 

60 
Room 954 947 0.02 
0℃ 980 992 0.02 

-20℃    
-50℃ 1053 1070 0.02 

 
4.3 Fracture area section 

 
Fig. 10에서 Fig. 15는 슈퍼듀플렉스강의 인장시험 후 

파단면을 나타낸다. 어닐링 시간이 길어질수록 취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신 또한 줄어드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10 Fracture area section of sDDS(0 min anealing) 
 

 
Fig. 11 Fracture area section of sDDS(5 min anealing) 

 

 
Fig. 12 Fracture area section of sDDS(10 min anealing) 

 
4.4 고찰 

 
본 연구를 위해 열처리 및 저온인장 시험을 함으로써 

슈퍼듀플렉스강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고온 및 저온 
환경에서의 재료물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슈퍼듀플렉스강이 고온 및 저온 환경 
그리고 변형이 발생 하였을 때 내부의 어떤 상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SEM 
촬영과 같이 재료 내부 미시적 상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Fig. 13 Fracture area section of sDDS(15 min anealing) 

 

 
Fig. 14 Fracture area section of sDDS(30 min anealing) 

 

 
Fig. 15 Fracture area section of sDDS(60 min anealing) 

 
모색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한요소해석의 기초를 두고 
슈퍼듀플렉스강이 접목될 수 있는 구조해석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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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법을 이용한 선실 소음 예측 
김종도, 박노준, 권혁, 서용석, 서종수 (삼성중공업) 

 
Prediction of cabin noise by using energy method 

Jong-Do Kim, No-Jun Park, Hyuk Kwun, Yong-Suk Suh, Jong-Soo Seo (Samsung Heavy Industry) 

 
 

Energy method is applied to predicting cabin noise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Energy Flow Finite Element Method
(EFFEM) is used for analysis of structure borne noise source due to main excitation sources like main engine and propeller. 
Room acoustics theory is adopted to consider airborne sources, noise transmission and absorption and manipulated to 
calculate multiple rooms at once. Real ship model is used to validate the suggested prediction method. 
 
Keywords: Energy method(에너지기법), Room acoustics(실내음장이론), Noise analysis(소음해석), Cabin noise(선실소음) 
 

1. 서 론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실내 소음을 해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해석 기법이다. 
대형구조물을 고주파영역까지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한요소법(FEM)이나 경계요소법(BEM) 등은 요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점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잘 
알려진 에너지 해석 기법으로는 통계적에너지해석법(SEA, 
Statistical Energy Analysis)과 에너지흐름해석법(Energy 
Flow Analysis)이 있다. SEA의 경우 모델링이 간편하고 
해석시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SEA해석만을 위한 모델링이 필요하여 기존의 진동모델을 
이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모델을 생성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반면 EFA의 경우 FEM과 접목된 EFFEM을 
사용하여 진동에너지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FE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이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EFFEM을 이용하여 
진동에너지를 해석한 후 EFA에 BEM을 적용한 EFBEM을 
통해 소음해석을 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실내소음해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흡음률이나 인접한 
방들과의 에너지 교환, 추가적인 공기소음원(air-borne noise)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FFEM의 장점을 취하면서 소음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음장이론(Room acoustics)을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소음해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2. 이 론 
 
여러 개의 공간이 인접해있는 상황에서 각 방의 

음향에너지는 식 (1)과 같이 인접한 방에서 전달되는 에너지, 
벽면에 흡음되거나 및 인접한 방으로 전달되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방 내부에서 공기소음원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그리고 구조물을 통해 전달되는 고체음에 
의한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 

 
ornestructurebairborneoutflowflowinn EEEEE +++= −    (1) 

nE  n번째 room의 에너지밀도 
flowinE − 인접한 room에서 전달되는 에너지 

outflowE  Room 내부 벽면을 통해 빠져 나가는 에너지 

airborneE  Room 내의 소음원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 
ornestructurebE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 방사되는 에너지 

 
2.1 실내음장이론(Room acoustics) 

 
Fig. 1는 두 공간 사이에 벽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Room 1에는 장비나 HVAC과 같은 
소음원(소스파워크기: W )이 존재하여 소리를 방사하고 
있고 room 2는 room 1에서 전파되는 파워 2W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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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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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고체음 (Structure-borne noise) 

 
EFFEM으로 해석한 진동에너지가 각 공간에 방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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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식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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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행렬식 
 

위에서 구한 각 성분 별 행렬식을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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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기에는 장비로부터 기인하는 고체음, 공기음 및 
인접한 각 공간들 사이에 주고받는 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고 
흡음률, 투과손실, cabin에 의해 발생하는 삽입손실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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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석 

 
위에서 제시한 해석법의 적용을 위해 실선의 선미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FE 모델을 활용하였고 
room을 MSC-Patran의 HEXA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 해 
주었다. 해석에 사용한 진동 모델 및 음향 모델은 Fig. 2와 
같다.  

 
      (a) Structure model              (b) Room model 

Fig. 2 Analysis model 
 

먼저 Main engine으로 부터 기인한 진동에너지 추정을 
위하여 EFFEM해석을 수행하였고 해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그리고 해석된 진동에너지 결과를 활용하여 위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소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된 결과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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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용 Heave Compensator 동작 성능에 관한 연구
윤희성((주)칸), 유병준((주)칸), 전성동((주)칸), 하현철((주)칸)

A Study on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Heave Compensator for 
Offshore Plant

H. S. Yoon(KHAN), B. J. Yoo(KHAN), S. D. Jeon(KHAN), H. C. Ha(KHAN)

요 약

Heave Compensator는 선체의 상하 운동(heave motion)이 시추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공압
제어(hydraulic and pneumatic control)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Heave Compensator 개발을 위해 가진기의 상하 운동에 따
른 축소 모델 Heave Compensator의 동작 성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Keywords : Heave Compensator(히브 컴펜세이터), Heave Motion(상하운동), Stewart Platform(스튜어트 플랫폼) 

1. 서 론
육상 및 천해 자원 고갈, 에너지 수요에 대한 증가 등으로 심

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산업의 시장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해저 자원 개발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시추
시스템의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시추시스템의 국산화
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부 모듈의 
경우 설계가 까다로워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자재업체의 기
술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부 모듈의 핵심 기술중에 하나인 Heave 
Compensator를 축소 모델로 제작하여 가진기의 상하 운동
(heave motion)에 따른  Heave Compensator의 동작 성능에 대
해 고찰하였다.

2. Heave Compensator 구성
Fig. 1은 Heave Compensator의 동작 성능을 고찰하기 위한 

시험장비(Test Rig)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시험장비는 Drilling 
작업 중, Driilship의 상하운동(heave motion)으로부터 Drill String
을 보정·보호하여 Drill String의 동적 안정화 기능을 유지시키는 
필수장비인 Heave Compensator와 상하 운동 조건을 가진하기 

위한 Stewart Platform으로 구성되어 있다. 
Heave Compensator는 crown mounted compensator(CMC)

와 active heave compensator(AHC)로 구성된다. crown 
mounted compensator(CMC)는 top drive, drill string, drilling 
bit 및 BOP와 같이 hoisting system에 매달린 중량물에 작용하는 
상하운동(heave motion)으로 인한 교란을 감쇄하는 역할을 하며, 
active heave compensator는 crown mounted compensator에 
추가되어, 상하운동의 교란을 추가적으로 감쇄시키며 정밀한 위
치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한다(Jo et al., 2011).

Fig. 1 Schematic diagram of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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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ve compensator & stewart platform

3. 동작 성능 Test
파도운동 중 heave motion에 따른 crown block의 거동을 보

정한 Heave compensator의 동작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stewart 
platform과 crown block에 레이저 센서를 부착하여 상하운동에 
따른 crown block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Table 1 Heave motion condition
Case Height Velocity

1 ±150mm 0.05m/s
2 ±150mm 0.1m/s
3 ±150mm 0.15m/s
4 ±100mm 0.05m/s
5 ±100mm 0.1m/s
6 ±100mm 0.15m/s

Stewart platform에서 Table 1과 같이 상하 운동이 발생하였
을 경우, crown mounted compensator(CMC)는 heave motion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heave motion에서 대한 위치 보상을 하
게 된다. Active heave compensator(AHC)의 능동 제어에 의한 
추가적인 상하 운동을 제어하여 상하 운동의 교란을 감쇄시켜 
crown block을 일정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제어하게 된다. 

Fig. 3은 가진기에서 상하운동(heave motion)을 발생하였을 
경우 Heave Compensator 동작 특성과 heave motion에 대한 보
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하 운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crown block의 진폭을 측정한 결과와 Heave Compensator의 보
상율을 계산하였으며, Heave compensator가 stewart platform의 
상하 운동을 약 87% 감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Operation performance test result
Table 2 Compensation rate by operation condition

Case Height Difference Compensation rate 
1 ±150mm 21mm 86%
2 ±150mm 23mm 84.7%
3 ±150mm 20mm 86.7%
4 ±100mm 11mm 89%
5 ±100mm  9mm 90%
6 ±100mm 14mm 86%

4. 결 론
실 사이즈 Heave Compensator를 개발하기 위해 축소 모델의 

Heave Compensator를 제작하여 각 heave motion에 따른 
Heave Compensator의 동작 특성과 보상율을 계산하여 비교하
였다. 

현재 개발한 축소 모델 Heave Compensator의 active heave 
compensator와 crown mounted compensator의 유공압 시스템 
개선 및 제어시스템 보완을 통해 heave motion에 대한 보상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이러한 축소 모델의 결과를 바탕
으로 실 사이즈 Heave Compensator를 개발함에 있어 기초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5.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해양플랜트용 

수직이동형 시추시스템의 Derrick, Riser, Compensator 핵심기
술개발” (과제번호-10035350)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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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ship Drill floor & Sub Structure, New DNV OS Rule  
적용에 따른 구조 Impact 비교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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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Change Impact on the Drill Floor and Sub Structure  

of Drillship with New DNV O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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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rillship에서 Drill Floor는 Derrick, Wire Line Tensioner, Rotary Table, Iron Roughneck 등이 위치하여 Drilling 작업이 이루어
지는 곳으로, Drilling시 Derrick과 Riser Tensioner 등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다. Drill Floor
는 일반적으로 가로x세로 길이가 각각 35 m이고 Sub Structure의 높이가 약 20m 정도의 Beam 구조로 형성된 대형 구조물
이다. 

당사에서 건조한 Drillship에 적용된 DNV OS (Offshore Standard) Rule은 Oct. 2011까지는 DNV OS C107(Oct. 2009)로
설계하였고, 이후 DNV OS C102(Oct. 2011)와 DNV OS C107(Oct. 2009)이 통합되면서 DNV OS C102(Oct. 2011)를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이후 Rule 개정에서는 DNV OS C102(Oct. 2012) Environmental Condition 및 Load Combination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는 기본적으로 Beam 구조 평가에 사용되는 API/AISC Code 및 프로젝트 Spec에 따라
평가하지만, Update된 선급 Rule에서 제시하는 Environmental Condition 및 Load Combination 기준에 맞춰 재 평가하면서
기존 평가 방식과 Update된 선급 Rule의 평가 방식에 대해 범용 Beam Analysis Program인 “SACs”을 통해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U.C(Unity Check)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Keywords: Drill Floor , Sub Structure, DNV OS C102, Wave Spreading, Combination of Dynamic Responses 
 

1. 서 론 
최근 해양 유전 개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깊은 

수심의 탐사, 평가, 개발 및 생산에 부유식 해양 구조물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소의 수주 현황도 부유식 
해양 구조물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해의 유전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극심한 해상 조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되며, 점차 대형화 되고 복잡해 
지고 있다.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의 우수한 운동 성능과 
이동성, 그리고 VDL(Variable Deck Load)에서의 강점으로 
최근 Semi-Rig Type 보다 Ship-Shaped의 Drilling Unit 

(Drillship)이 해양 유전 개발에 많이 선호되고 있다. 
Drillship은 Main Deck 상부로 Well Test, Riser Rack, Drill 
Floor, Mud Module 등이 배치되어 있다. 

Drill Floor는 선박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Fig. 1과 같이 
크게 Derrick,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으로 구성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1 Drill floor analysis model 
 
Drill Floor는 Main Deck 상부에 위치하며 Derrick, Wire 

Line Tensioner, Rotary Table, Iron Roughneck 등이 
위치하고 Setback Area에는 Drilling에 필요한 Drill Pipe, 
Casing 등이 위치하기 때문에 Drill Floor는 Drilling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Sub Structure는 4~6개의 
Leg로 구성되어 Drill Floor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Main 
Deck와 Stool Connection으로 연결된다. Derrick은 4개의 
Foot Print로 Drill Floor와 Sub Structure로 연결되며 주요 
정보는 Drilling 업체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DNV OS Rule 적용에 따른 Environmental Condition 및 
Load Combination에 대한 비교를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당사는 Fig. 2와 Fig. 3과 같이 Drilling Operability 향상을 
위해 Moon Pool 주변 구조 및 Sub Structure 배치 개선을 
통해 Drill Floor Level을 1.5m 낮춰 VCG를 하향 조정 할 수 
있었다. 또한 Drilling을 보조하는 각종 Winch 및 Reel 
장비가 위치한 Mezzanine Deck를 Main Deck에서 Pillar로 
Support하는 형상에서 Sub Structure와 일체형으로 구조화 
시키면서 Pillar 삭제를 통해 Moon Pool의 Port / Starboard 
방향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배치 
개선과 함께 최근 개정된 DNV OS Rule(2012.10)로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 구조를 평가함으로써 기존 DNV OS 
Rule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rule 개정에 따른 구조적 영향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Fig.2 As-built drill floor and sub structure 
 

 
Fig.3 Improved drill floor and sub structure 

 
2. DNV OS Rule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 Analysis는 Spec에 정의된 
4가지의 Environmental Condition (Operation, Extreme, 
Damaged and Transit)을 기준으로 고려되며 이때 해석에 
적용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1) Permanent  Load 

Environmental Condition에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정 
하중으로 Structure Self Weight, Derrick Weight를 포함한 
Equipment Weight가 포함된다. 

2) Variable Functional Load 
Environmental Condition에 따라 변경되는 동 하중으로 
Hook Load, Rotary Table Load, Setback Load, Wire 
Line Tensioner Load가 포함된다. 

3) Environmental Load 
해석에 고려되는 환경하중으로 크게 Operation, Survival, 
Extreme, Damaged, Transit Condition으로 정의된다. 
Environmental Condition은 Return Period, Wave Height, 
Wave Period, Wave Spectrum, Wave Direction 및 Wave 
Spectrum을 통해 계산된 Acceleration과 Wind Speed 
그리고 Hull Motion에 Total Bending Moment (Hogging 

Sub Structure 

Derrick 

Drill Floor 

Main Deck 

Sub Structure 

Main Deck 

Drill Floor 

Sub Structure 

Main Deck 



or Sagging)의 조합으로 정리된다.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 Analysis는 Spec에서 정의하는 

각각의 Environmental Condition 기준으로 평가가 되지만 
Rule (DNV OS C102)에서 정의하는 Environmental Condition 
및 적용 하중에 대해서도 만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Drillship Topside Analysis에 사용되었던 DNV OS Rule에 

대한 History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DNV OS C107 (Oct. 2009) 

Working Stress Design (WSD) Base 
Oct. 2011까지 유효 

2) DNV OS C102 (Oct. 2009)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 (LRFD) Base 
DNV OS C107과 함께 사용 불가 

3) DNV OS C102 (Apr. 2011) 
WSD Base, DNV OS C107과 통폐합 
Wave Load Analysis (Table 1)추가 
⇒ Transit Condition: Cos2 Wave Spreading 적용 
 
Table 1 Wave load analysis (DNV OS C102, Apr. 2011) 

 
 

4) DNV OS C102 (Oct. 2011) 
Wave Load Analysis (Table 2) 개정 
⇒ Transit, Operation Condition: Cos2 Wave Spreading 적용 
⇒ Extreme Condition에서 Survival Condition으로 변경 
 
Table 2 Wave load analysis (DNV OS C102, Oct. 2011) 

 
5) DNV OS C102 (Oct. 2012) 

Wave Load Analysis (Table 3) 전체 개정 
⇒ Transit, Operation, Survival Condition에 대해 

Cos2 Wave Spreading 적용 
Combination of Dynamic Loads (Table 4) 추가 
⇒ Long Term Base Only 

⇒ Wave 방향에 따라 Hull Girder Loads 및  
Acceleration에 대해 Factoring을 통해 해석을 수행 

 
Table 3 Wave load analysis (DNV OS C102, Oct. 2012) 

 
 

Table 4 Combination of dynamic response (DNV OS C102,Oct. 
2012) 

 

 

 
 
Fig. 3에서 나타낸 바 있는 최근 건조가 진행중인 

Drillship Drill Floor & Sub Structure 구조에 대하여 각각 DNV 
OS C102 (Apr. 2011)를 적용 및 DNV OS C102 (Oct. 



2012)를 적용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Rule 개정에 따른 
구조적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 Analysis를 통해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Case로 적용 전/후로 나누어 
U.C를 비교/검토하였다. 
- Cos2 Spreading (Table 3) 적용될 경우 
- Combination of Dynamic Loads (Table 4) 적용될 경우 
- Cos2 Spreading(Table 3)과 Combination of Dynamic 

Loads (Table 4)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3. DNV OS Rule 적용 및 결과 
앞서 설명한 DNV OS C102 (Oct. 2012)와 프로젝트 

Spec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본 호선에서는 DNV OS 
C102 (Oct. 2012)를 기준으로 수행하였고 그 영향을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Wave Spreading (cos2) 적용 및 결과 

본 호선에서 Wave Spreading이 적용된 Design 
Condition은 Operation, Survival, Transit condition으로 
이번 호선에서 새로이 Wave Spreading이 적용된 
Operation, Survival Condition에 대해 그 적용 유무에 따른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Wave Spreading은 Wave 
Analysis에 포함되어 해석이 되기 때문에 Wave Spreading 
적용 유무에 대한 영향은 Acceleration을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Drill Floor를 기준으로 Acceleration에 대해 Wave 
Spreading 적용 전/후에 대해 비교한 결과, 적용 전에 
비해 각 방향 Acceleration이 비교적 증가되었으며, 특히 
Transverse (a t)와 Vertical(a v)방향의 Acceleration이 크게 
증가되었다. 

 
Table 5 Comparison between wave spreading effects  

 
 
 
 
Wave Spreading 적용에 따른 Acceleration 증가로 

인하여 Drill Floor Analysis 결과, Fig. 4와 같이 미 적용 
시에 비해  Drill Floor 구역은 U.C가 평균 8%, Sub 
Structure구역은 평균 15%가 증가하였다. 
Sub Structure 구역이 Drill Floor 구역보다 평균 U.C 값이 

많이 증가된 원인은 Derrick과 Sub Structure가 직접 
연결되면서 Derrick Load가 Drill Floor 보다는 Sub 
Structure로 더 많이 전달되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Fig.4 Average stress results (Wave spreading) 

 
2) Combination of Dynamic Loads 적용 및 결과 (Long Term) 

DNV OS C102에서 새로이 추가된 Combination of 
Dynamic Loads는 long Term으로 해석을 수행한 Transit, 
Survival condition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이 중 
Transit Condition에 대해 기존의 Environmental Load 
Combination (Table 6)과 현재의 Environmental Load 
Combination (Table 7)으로 각각 계산하고 그 결과를 
U.C를 기준으로 비교 하였다.  

기존의 Environmental Load Combination (Table 
6)에서는 Total Bending Moment를 기준으로 
Hogging/Sagging Motion에 따라 Bow Up/Down, Port 
Up/Down의 Motion을 나누어 Vertical Acceleration (a v)과 
Trans. Acceleration (a t) 또는 Vertical Acceleration (a v)과 
Longi. Acceleration (a L)의 Combination으로 
Environmental Condition을 정리하였다. 

 
Table 6 Environmental combination on previous drillship 

 
 

Table 7 Environmental combination on current drillship 

av at al av at al
cos 2 0.163 0.082 0.154 0.160 0.076 0.169
N/A 0.098 0.050 0.149 0.088 0.033 0.156

Ratio 1.66 1.65 1.04 1.83 2.32 1.08

Wave 
Spreading

Operation Survival



 
 

해석 결과, Rule에서 정의한 Environmental Load 
Combination Table (Table 7)을 사용한 경우 U.C값이 Drill 
Floor구역은 평균 5%, Sub Structure 구역은 평균 9% 
가량 U.C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5 Average stress result (Environmental load 

combination) 
 
Sub Structure 구역이 Drill Floor 구역보다 평균 U.C 

값이 더 많이 감소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errick의 Foot Print가 Sub Structure와 연결되면서 
Derrick Load가 Drill Floor 보다는 Sub Structure로 더 많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Acceleration에 Factor를 
적용하면서 Equipment Load 및 Derrick Load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 U.C가 
감소되었다. 

 
3) Wave Spreading & Combination of Dynamic Loads 적용 

결과 
DNV OS Rule에서 언급하는 Wave Spreading 및 

Combination of Dynamic Loads는 전체 Design Condition이 
아닌 몇 개의 Design Condition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중 
Wave Spreading과 Combination of Dynamic Loads가 모두 
고려되는 Design Condition은 Survival Condition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Survival Condition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 

적용되기 전과 적용되었을 경우 해석 결과 U.C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였다. 

구조 해석 결과 Drill Floor 구역은 DNV OS 적용 시 기존의 
해석 결과에 비해 Stress가 평균적으로 3%가 증가되었고, 
Sub Structure의 경우 Stress가 평균적으로 3%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Fig. 6 참고). 

 
Fig.6 Average stress result on survival condition 

 
4. 결 론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에 대해 DNV OS C102 (Oct. 

2012)에서 정의된 Environmental Load 적용 시 U.C 증감은 
Table 8과 같다.  Wave Spreading 및 Combination of 
Dynamic Loads의 적용은 Acceleration의 증/감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Drill Floor 상부에 위치하는 Derrick 및 
Equipment, Setback Load가 Acceleration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 특히 Derrick의 경우, Sub Structure와 바로 
연결되면서 Drill Floor보다 더 많은 하중이 전달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Sub Structure가 Acceleration의 영향으로 
Scantling 증가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Summary of U.C 

Wave spreading
(Operation, Survival)

Combination of
dynamic load

(Survival, Transit)

Wave spreading+
Combination of dynamic load

(Survival)
Drill floor 8 % ↑ 5 % ↓ 3 % ↓

Sub structure 15 % ↑ 9 % ↓ 3 % ↑  
 

또한 Long Term 기반으로 해석되었던 Survival과 Transit 
Condition에서 Wave Direction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Short 
Term으로 수행된 Operation, Extreme 및 Damaged 
Condition에서도 Wave Direction을 Head Sea와 Oblique 
Sea로 나누어 고려하게 된다. 이로 인해 Oblique Sea에서 
Vertical Acceleration(a v)과 Trans. Acceleration(a t) 그리고 
Longi. Acceleration(a L)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므로, 해석에 
필요한 Load Case의 개수가 기존 32개에서 72개로 2배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기존 DNV OS Rule의 Load Combination을 기준으로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 해석한 결과, Scantling과 관련 
Governing Condition은 Variable Functional Load가 큰 
Operation Condition과 Wave Spreading이 적용되었던 
Transit Condition 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DNV OS C102(Oct. 2012)를 기준으로 
작성된 Load Combination으로 해석 수행한 결과, Governing 
Condition은 Operation Condition과 Damaged 
Condition으로 확인 되었다.  

Operation Condition은 Wave Spreading 적용으로 
Acceleration이 증가됨에 따라, Permanent Load 및 Variable 
Functional Load가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Damaged 
Condition은 다음의 세 방향 Vertical Acceleration (a v), Trans. 
Acceleration (a t), 그리고 Longi. Acceleration (a L)이 동시에 
조합이 되면서 기존 Rule 적용 해석 시의 조합보다 더 크게 
Acceleration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Operation과 Damaged Condition에서의 
Acceleration 증가로 Drill Floor 및 Sub Structure에서 일부 
Scantling이 증가되었다. 

현재 당사에서는 Load Case를 최소화 하면서 Short 
Term으로 반영된 Operation, Extreme 및 Damaged 
Condition에서 Acceleration의 조합을 Reasonable하게 
만들기 위해 Case Study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Drillship Topside구조에 대한 DNV OS 및 ABS 
MODU/Drillship guide적용에 따른 구조 impact 비교 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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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Flow Method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Heat Flux Sensor의 
실험적 검증에 대한 연구 

김경수, 김유일, 이진성, 변승호,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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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Heat Flo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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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paper, calibrating sensitivities of layered type heat flux sensor were carried out at cryogenic temperature.

Commercially available heat flux sensor were tested at -160~20℃ using Guarded Hot Plate. Then, thermal conductivity of 
Guarded Hot Plate are compared with Heat Flow Method which is calculated by existing sensitivity. As a result of the study, 
experimental sensitivity which varies with temperature is proposed and that applied to measuring thermal conductivity.    
Keywords: Heat Flow Method(열유속법), Heat Flux Sensor, Sensitivity(민감도), Thermal Conductivity(열전도계수) 
 

1. 서 론 
British Petroleum(BP)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에 따르면 급격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남미와 아시아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의 수요 및 
선박을 이용한 운송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Boil of Gas(BOG)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어 BOG를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BOG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열전도계수 값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열재료의 열 물성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열전도계수 측정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료의 열전도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Laser Flash 
Method, Guarded Hot Plate Method, Heat Flow Method, 
Hot Wire Method 등 여러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LNG 
CCS에 사용되는 단열재와 같이 0.1W/mK 이하의 매우 
낮은 열전도계수 값을 가지고 있는 재료의 경우 Fig.1 (Choi 
Sung Woong, 2011) 의 내용과 같이 보호열판법 (Guarded 
Hot Plate Method) 과 열유속법 (Heat Flow Method) 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 Applicable thermal conductivity range 

보호열판법의 경우 열유속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열전도계수 값을 얻을 수 있으나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대형 
시편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편의 크기와 형상에 
제약이 있다. 반면 열유속법의 경우 보호열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며 열유속계의 크기에 따라 대형 
시편의 열전도계수 측정도 가능하지만 열유속계의 성능에 
따라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열유속계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열유속 센서의 민감도 
(Sensitivity) 값을 변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 Haruyama et 
al. (1999 & 2001)은 복사형 검정장치를 이용하여 60K ~ 
201K 의 온도범위 에서의 열유속계의 민감도 값을 
제시하였으며 Kim et al. (2005) 와 Yang et al. (2004) 는 
상온에서의 미세 열유속계의 민감도를 제시하였다. 
Bomberg, M. T. (1983) 은 열유속계를 부착한 시편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성능이 검증된 보호열판법 장비로 실험을 수행하여 민감도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omberg, M. T. (1983) 가 제시한 바와 
같이 성능이 검증된 상용 보호열판법 장비를 사용하였고 
열전도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의 Measuring area의 
크기와 같은 열유속계를 이용하여 극저온 (-160℃) 와 상온 
(20℃) 에서의 온도에 따른 열유속계의 민감도 값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비 
Bomberg, M.T, (1983)과 같이 보호열판법 열전도율 측정 

장비에 Heat Flux Sensor를 삽입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보호열판법 장비는 Netzsch 社 의 GHP 456 Titan 을 
사용하였다. 해당 장비의 사양은 아래 Table 1 과 같다. 

열유속계의 경우 층상형(Layerd)을 사용하였으며 보호열
판법 장비의 측정 영역 (100x100mm)와 같은 크기의 센서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열유속계의 사양은 아래 Table 2와 같
다. 

 

Fig 2 Netzsch 社 GHP 456 Titan 

Table 1 Specification of GHP 456 Titan 
GHP 456 Titan 

Specimen Size    300 X 300 (mm) 
Measuring Area    100 X 100 (mm) 

Maker  
     Netzsch社 

(Germany) 
Type    Guarded Hot Plate 

Table 2 Specification of Heat Flux Sensor 
HFS Specification 

Size 100 X 100 (mm) 
Maker Captec 社 (France) 
Type Layered 

 
2.1 시편 소개 및 실험 과정 

천연가스 화물창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인 PVC 
Rigid Foam의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시험의 신뢰도를 위해 
열유속계의 설치는 ASTM C-518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두 
종류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실험 Case 별 열유속계의 위치
는 아래 Table 3 와 같으며 그 시편의 형상은 아래 Fig. 3와 
같다.  
Table 3 HFS Calibration CASE 

CASE HFS 센서 위치 시편 두께 
1 Between Specimen and Specimen 50 mm 
2 Between Specimen and Cold Plate 25 mm 

    

(a) CASE 1 (b) CASE 2 

Fig 3 Specimens (HFM installed) 

아래 Fig. 4 과 같이 두 개의 시편이 대칭으로 사용되는 
GHP 의 특성상 열유속계 또한 대칭으로 사용되었고 사용된 
각 열유속계의 크기와 제조사에서 제공한 민감도 값은 아래 
Table. 4 와 같다. 

 

Fig 4 Guarded Hot Plate Apparatus with PVC 

Table 4 Heat Flux Sensor 

Sensor Size (mm) Sensitivity [μV/(W/m^2) ]
Upper 100 X 100 61.1 
Bottom 100 X 100 58.6 

전체 실험은 총 두 개의 Case를 실험하였으며 각 Case별 
실험 온도는 아래 Table. 5와 같다. 또한 각 실험 온도별로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보호열판법으로 측정한 



열전도계수 값과 이때 열유속계에서 계측된 전압 값을 
기록하였다. 

Table 5 HFM TEST Temperature 

CASE 실험온도 (℃) 

1   -80 -40 20 

2 -160 -120 -80 -40 20 

 
3. 실험 결과 분석 

3.1 열유속계 센서에 의한 영향 확인 
열유속계 설치의 유무에 따라 보호열판 장치로 측정한 

열전도계수를 각각 비교하였다. 이는 열유속계를 시편에 
장착하였을 때 보호열판법에서 측정되는 열전도율 값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Fig. 5 과 Fig. 6는 각각의 
CASE 에 대해 시편 사이의 열유속계의 장착 유무에 따른 
열전도계수 측정 결과를 온도 구간 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열유속계를 장착한 후 실험을 했을 경우 장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열전도계수의 측정값이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편과 열유속계의 접촉 면적에서 열접촉저항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평면을 이루고 
있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복잡한 굴곡을 이루는 불완전한 
평면이기 때문이다 (KIM, C. J., 1986). 

 

Fig 5 CASE 1 thermal conductivity test result 

 

 

Fig 6 CASE 2 thermal conductivity test result 

Table 6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error  

Error (%) with Temperature (℃)  

CASE -160 -120 -80 -40 20 

1   6.4 0.1 2.6 

2 0.9 0.9 3.1 0.7 0.2 

 

Table 6 에 열유속계의 유무에 따른 열전도계수 측정 오
차를 정리하였다. 0.1% 에서 최대 2.6%의 오차를 보였으
며, -80℃에서 최대 6.4%의 오차를 보였다.  

보호열판장비를 이용하여 열전도계수를 측정 할 때 다양
한 에러로 인해 측정값 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동일한 PVC 시편을 열유속계 없이 반복적으로 측
정한 열전도계수의 측정 오차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0~3%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열유속계를 시편에 삽
입하여 측정한 열전도계수 값은 계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이다. 
Table 7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error  
Temperature -160 -80 -20 20 

Test 1 0.0139 0.0192 0.0257 0.0307 

Test 2 0.014 0.0195 0.0255 0.031 

Test 3 0.014 0.0197 0.0255 0.0309 

Max error 0.7 2.6 0.8 1 

 
3.2 열유속법과 보호열판법으로 측정한 열전도계수

의 비교 
열유속계를 시편에 장착한 후 보호열판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 하나는 보호열판법으로 측정한 열전도계수 값이고 다른 
하나는 열유속법으로 측정한 결과로서 삽입된 열유속계의 
민감도 값을 이용하여 열전도계수를 계산한다. 열전도계수
를 계산하기 위한 열유속계의 민감도 값은 Maker 에서 제시
한 값이다. Maker에서 제시한 민감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열
전도계수가 저온에서도 유효한지 확인 할 필요가 있었다. 

Fig. 7과 Fig. 8 은 열유속센서를 시편에 삽입하였을 때 
보호열판법과 열유속법으로 열전도계수를 측정하여 온도 
이력에 따라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상온에 비해 
저온으로 갈수록 열유속법으로 측정한 열전도계수가 
보호열판법으로 측정한 열전도계수에 비해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열유속계의 민감도가 
Maker에서 제공한 단일 값을 사용하므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Fig 7 CASE 1 thermal conductivity test result 

 

Fig 8 CASE 2 thermal conductivity test result 

Table 8 은 보호열판법과 열유속법으로 측정한 열전도계
수의 오차를 나타낸 표이다. 측정된 열전도계수 값을 비교 

했을 때 20℃에서는 약 1% 내외의 차이를 보였으며 극저
온에서는 최대 11%의 차이를 보였다. 상기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온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감도의 필요
성이 확인 되었다.. 

Table 8 Thermal conductivity calibration error  

Error (%) with Temperature (℃)  

CASE -160 -120 -80 -40 20 

1   11.8 7.5 1.1 

2 9.3 11.2 9.6 9.8 1.4 
 

3.3 저온영역의 민감도 
열유속센서는 별도의 검정(Calibration) 이 필요하다. 검

정은 이미 알고 있는 열유속 조건에 열유속계를 노출 혹은 
부착 시킨 후 열유속계에서 발생하는 열기전력을 측정하여 
열기전력과 이미 알고 있는 열유속 (Heat Flux)간의 관계에
서 식 (1)과 같이 열유속 센서의 민감도를 계산한다.  

 
(1) 식에서의 V는 Heat Flux Sensor를 이용하여 측정한 

전압 값이다. 은 보호열판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열량
(W) 값을 측정 부위의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Heat Flux
값이다.  

T. Haruyama (1999 & 2001)는 복사형 검정장치를 이용
하여 60K ~ 201K 의 온도범위에서 열유속계의 민감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용된 센서가 복사열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열유속계이며 층상형 열유속계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
를 갖기 때문에 본 논문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민감도는 재료, 두께, 실험실 환경, 밀도 등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새로운 민감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Bomberg, M. T., 1983). 

Table 9 은 극저온에서 상온까지 계산한 민감도 값이다. 
기존의 Maker에서 제공한 민감도 값과 비교를 했을 때 상
온에서는 기존에 Maker의 민감도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저온에서는 10%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Table 9 Sensitivity for Cryogenic Temperature 

Temperature Upper Sensor Bottom Sensor 

-160℃ 0.658 0.631 

-120℃ 0.660 0.065 

-80℃ 0.065 0.065 



-40℃ 0.0643 0.06457 

20℃ 0.060 0.0580 

Table 10 은 Table 9에서 얻어진 온도영역에 따른 민감
도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열전도계수와 보호열판법으로 측
정한 열전도계수와의 오차를 나타낸 표이다. 모든 온도 영
역에서 0.2 ~ 2.6% 로서 매우 작은 오차가 확인 되었다. 

Table 10  Error of Thermal Conductivity 

Temperature Upper Sensor Bottom Sensor 

-160 0.2 % 2.1% 

-120 0.6 % 0.8% 

-80 2.5% 2.1% 

-40 0.3% 0.4% 

20 2.6% 0.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유속 법을 사용하여 열전도계수를 측정

할 경우, 열유속계의 사용 온도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보호열판법의 결과와 열유속법에 의한 열전도계수 측정 결
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보호열판법을 사용하여 열유속계의 장착 유무에 따른 
시편으로 구분하여 열전도계수를 측정하였을 경우, 열유속계
를 장착한 시편의 열전도계수 값은 장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열전도계수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80℃를 제외
하고 0.1~2.6% 로서 오차가 크지 않았다. 보호열판장비에
서 시편에 열유속계를 장착하지 않고 반복 측정했을 때 PVC
의 측정오차가 0~3% 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열유속계를 
시편에 부착한 후 측정한 보호열판장비의 열전도계수 값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이다. 

- 보호열판법으로 측정한 열전도계수와 열유속법의 민감
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열전도계수를 비교 한 결과, 상온에서
는 측정 값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저온에서는 10%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Maker에서 제시한 단일 민감
도 값을 사용하여 열전도계수를 계산 함으로써 야기되는 현
상으로 보인다. 

-  극저온에서 보호열판법과 열유속법으로 측정한 열전도
계수의 측정값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민감도 값
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온에서의 민감도 값은 
Maker에서 제시한 민감도 값과 비교했을 때 최대오차가 
1.8 % 로서 민감도를 구하기 위한 검정 과정이 타당함을 입
증하였다.  

- 극저온에서의 민감도 값은 기존의 Maker에서 제시한 

민감도 값에 비해 10% 정도 오차가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한 극저온에서의 민감도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PVC의 
열전도계수 값과 보호열판법으로 측정한 PVC의 
열전도계수를 비교했을 때 오차는 0.2~2.6% 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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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new model for evaluating the effect of locked in stress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is presented. The 
characteristic of the model is that a standard curve condensing the crack growth rate data at different load ratios is
determ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ΔKth and load ratio based on the crack closure phenomenon. The location of
standard curve gathering the data is different from any other models(R=0) because this model considers when crack is fully 
opened(R=Rc). In order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model, the results based on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data of 6013-T6 from the literature is compared with the results by Walker’s model which is most commonly used to describe 
the mean stress dependence of fatigue crack growth. 
 
Keywords: Fatigue Crack Growth Rate(FCGR, 피로균열진전비), Stress Intensity Factor(K, 응력집중계수), Stress Ratio(R, 응력비), Effective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ΔKeff, 유효응력강도계수폭) 
 
 

1. 서 론 
 

선박, 항공, 자동차, 장비 등의 구조물 조립과정 중 대표
적 어려움으로 정도 관리를 들 수 있다. 특히 용접 구조물
의 경우 조립부의 오차 없는 정도 유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
깝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변형을 시켜 
조립하는, 즉 강제변위를 통한 연결부의 정도 관리가 선호
된다. 이러한 방법은 작업 이후에도 재료가 변형을 유지하
고 있어 내부에 추가적인 인장 혹은 압축잔류응력을 발생시
킨다. 이렇게 추가된 잔류응력을 Locked in stress라 정의한
다. 

Locked in stress의 존재만으로는 재료의 피로 파괴를 야
기할 수 없다. 하지만 바람, 파도, 장비의 작동 등 여러 요
인에 의해 발생되는 피로하중과 더해지면서 재료의 피로수
명은 급격하게 단축되므로 작업 시 Locked in stress에 의한 
평균응력의 증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평균응력에 대한 균열
진전비의 의존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각기 다른 평균
응력에서 얻어진 균열진전비를 하나의 선 혹은 좁은 띠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Walker 식(Walker K., 

1970)을 이용하여 평균응력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였고 두 
번째, Elber(Elber W., 1971)의 균열닫힘 이론을 적용하여 응
력비와 ΔK를 함수로 갖는 새로운 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식은 Walker식에서 얻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균열진전과 관련된 평균응력의 경우는 식(1)
과 같이 적용하중의 최대응력과 최소응력의 비인 응력비로 
특징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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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응력비, R,의 영향을 고려하여 평균응력의 
영향을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6013-T651에 대한 균열진
전비 데이터를(Paris PC, Tada H. & Donald K., 1999) 기초로 
설명하고 있으나 다양한 재질에 대한 식의 유효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여러 논문에 나와있는 여러 재질의 균열진전비를 
이용하여 비교 함으로써 다양한 재질에 대한 식의 유효성을 
또 한번 검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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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lker식에 의한 평균응력 표현 
 

 Fig. 1 Fatigue crack growth rates over a wide range of stress 
intensities for a ductile steel 

 
균열성장거동은 Fig. 1과 같이 균열성장비와 

응력확대계수의 관계에 따라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II영역에서의 균열진전비를 나타내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은 Paris 식이다. 
 C ΔK                                                                            2  
 
식(2)에서, 재료상수인 C와 지수 m은 R에 의존적이므로 R 
값의 변화에 따라 R=0일때의 균열진전비를 기준으로 각 R
에서의 균열진전비 값이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형성되게 된
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식을 통해 R에 따른 다양한 균열진
전비를 하나의 선 혹은 좁은 분포의 띠로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Walker식(Walker K., 1970)이 제안되고 있으며 식(3)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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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3)에서 C0는 R=0일 때 Paris식에서 C값을 의미한다. 
Walker는 Rǂ0인 상태에서 균열진전비를 예측하기 위해서 
ΔK를 대신해 R를 함수로 가지는 ΔKwalker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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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에서, λ는 재료상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 다른 R
에 대한 균열진전비는 식(5)에 따라 계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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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는 식(5)를 통해 Rǂ0일때의 균열진전비가 R=0일

때의 균열진전비와 가까운 값을 갖게 함으로써 Rǂ0일때의 
균열진전비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Fig. 2(a)는 6013-T651(Paris PC, Tada H. & Donald K., 
1999)의 다양한 R에대한 균열진전비 결과이다.  주 관심은 

Paris region이므로 해당 데이터만 발췌하여 비교하였다. 재
료상수, λ,는 R≥0의 경우 앞서 설명한 선형회귀 분석을 통
해 구한 반면 R<0에 대한 Walker의 재료상수, λ, 값은 일
반적으로 0에 가까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계산 없이 
0으로 두고 비교하였다. 

 

 (a) 

 (b) 
Fig. 2 FCGR data of 6013Al-T651 at various stress 
ratio over ΔK(Paris PC, Tada H. & Donald K., 1999) 

and ΔKwalker  
Walker식(Walker K., 1970)을 이용하면 Fig. 2(b)와 같이 

R=0에 대한 균열진전비를 기준으로(Fig. 2(b)의 기준선은 
앞서 설명한 Walker지수를 구하기 위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R=0에서의 C값인 C0값을 구하고 기울기 값인 m과 
R의 관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R=0일 때 기울기인 m0를 
산정하여 표현함) 다양한 R에서의 균열진전비를 압축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균열진전비의 압축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3. 균열닫힘 이론을 고려한 새로운 식 

 
일반적으로 균열닫힘 이론을 적용한 ΔKeff로 균열진전비

를 정리 할 경우 재료에 따라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R의 영향은 거의 없어져, 각기 다른 R에 따른 균열진전비
를 하나의 선이나 좁은 띠로 형성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균열닫힘 이론을 고려하면, 균열진전속도는 R에 관계없이, 
거의 일의적으로 ΔKeff에 의해 결정되므로 균열닫힘거동이 



피로균열진전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
하며 Kujawski는 II 영역, 즉 Paris region에서의 균열진전비
를 ΔKeff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R에 대한 영향을 없애
고 데이터를 좁은 띠로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임이 밝혔다
(Daniel Kujawski, 2001). ΔKeff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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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Kop는 균열이 모두 열린 지점에서의 응력확대계
수를 의미한다. 식(8)에서 알 수 있듯이 균열진전에 유효한 
응력확대계수를 알아내는데 있어서 Kop 값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STM-E647에서 추천하고 있는 
Compliance offset, ACR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
며 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논의 되고 있다(Donald K & 
Paris PC., 1999). 

T.mann은(T.mann, 2007) ΔKeff의 정의를 R과 ΔK의 관
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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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Rc는 균열이 열리는 지점에서의 
지정된 R을 의미하며 Fig. 3와 같이 응력확대계수 하한계 
값, ΔKth,와 R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Fig. 
3(a)와 같이 R의 증가와 함께 ΔKth는 일정하게 감소하나 균
열이 완전히 열린 지점에서부터는 R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
으므로 식(7)과 같이 R>Rc의 경우 ΔKeff와 ΔK는 같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재질이 균열이 모두 열린 이후 
ΔKeff=ΔK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Fig. 3(b)과 같이 
재질에 따라 ΔKth은 Rc이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Rc를 
기준으로 R의 증가에 따라 감소 폭을 달리하지만 계속해서 
변화되기도 한다. Y. Yamada et at.등은 예상되는 균열진전 
진행방향과 아주 가깝게 Local strain gages부착하고 균열
진전에 따른 균열열림점을 측정함으로써 균열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 R>Rc, 균열진전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인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2001; Y. Yamada & J.C. Newman Jr., 
2009, B.L. Boyce & R.O. Ritchie). 따라서 Fig. 3(b)와 같이 
ΔKth의 감소 폭은 Rc를 기준으로 바뀌긴 하나 균열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도 균열진전비는 R에 의존적으로 변화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ΔKeffǂΔK를 의미한다. 
 

 (a)                           (b) 
Fig. 3 The influence of the stress ratio, R, on the fatigue 
thresholde, ΔKth(B.L. Boyce & R.O. Ritchie., 2001) 

 

균열닫힘거동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 R≤Rc 내에서도 균열진
전비를 결정하는 지배인자의 변화는 발생한다. R<0의 경우, 압
축 반복하중이 적용되기 시작하며 Morteza Mehrzadi & Farid 
Taheri는 이러한 압축하중의 존재가 균열선단에 Residual plastic 
zone을 형성하고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내
었다 (Morteza Mehrzadi & Farid Taheri, 2013). 그는 압축 반복
하중의 크기가 증가될수록 Residual plastic zone의 크기가 커지
며 이러한 Plastic zone 크기의 변화가 균열진전을 가속화 시킨
다고 밝히고 있다. 

ΔKeff는 균열이 모두 열린 상태인 Rc<R와 하중의 변화를 
겪는 R<0에서 균열진전비를 결정하는 주요 지배인자의 변
화에 의해 R의 영향이 지속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ΔKeff_a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범위에 재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게 범위에 따른 재료상수 값을 달리 함으로써 재료의 
특정범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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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1, w2 & w3는 각 구간에 대한 재료상수이다. 실
제 사용을 위해 재료상수 값을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며 다
양한 재료들에 대해 각각 다른 값을 가질 것이다. 이 값은 
앞 서 설명한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Fig. 2(b)와 Fig. 4의 비교를 통해 새로 제안된 식의 유효
성을 평가 할 수 있다 (Fig. 4의 기준선은 R-C의 관계를 선
형회귀분석을 통해 R=Rc에서의 C값을 구하였고 R-m의 관
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R=Rc에서의 m을 산정함). 두 식
에 의한 그래프 모두 기준선을 따라 데이터의 압축이 발생
하나 새로 제안된 식에 의한 데이터의 압축이 기준선에 보
다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적인 비교를 위해 Fig. 5에 각 식에 따른 표준편차 값을 
나타내었다.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식은 약 40%의 
오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Fig. 4 FCGR data of 6013Al-T651 at various stress ratio 
over ΔKeff_a 



 

 Fig. 5 Standard deviation of the FCGR data for different models 
 

4. 유효성 검증 
 

다양한 재질에 대한 식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평가한 데
이터를 Fig. 6, 7에 나타내었다. 데이터는 Paris region에 국
한되어 있으며 Rc값은 각각 0.75(Ming-Liang Zhu, Fu-Zhen 
Xuan & Shan-Tung Tu, 2013) & 0.5(B.L. Boyce & R.O. 
Ritchie, 2001)이다. 각각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데이터의 압축이 기준선인 R=Rc에 명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b) 
Fig. 6 FCGR data of 25Cr2Ni2MoV at various stress ratio 
over ΔK(Ming-Liang Zhu, Fu-Zhen Xuan & Shan-Tung Tu, 

2013) and ΔKeff_a  

  (a) 

  (b) 
 Fig. 7 FCGR data of STOA Ti-6Al-4V at various stress ratio 

over ΔK(B.L. Boyce & R.O. Ritchie, 2001) and ΔKeff_a  
5. 결 론 

 
본 연구는 구조물의 조립 과정 중 연결 부 간의 정도를 

맞추기 위하여 강제로 변형시킬 시 발생하게 되는 재료 내
부의 locked in stress에 의한 평균응력의 증감이 피로수명
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파괴역학적인 측면에서 
Elber의 균열닫힘이론을 적용하여 균열진전에 따른 균열진
전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식을 제안 하였다. 

• Paris region에서 균열진전비를 표현하는데 ΔK 대신에 
ΔKeff를 적용하면 R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다른 평
균응력에서의 균열진전비가 하나의 선이나 좁은 띠로 나타
나게 된다. 이는 균열닫힘이 균열진전비를 결정하는 최 우
선 인자임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ΔKth와 R의 관계를 통
해 균열 열림의 기준이 되는 Rc를 찾고 ΔK, R과 함께 함수
화 하여 Paris region에서 ΔKeff값과 같은 값이 나오게 하는 
새로운 식을 제안하였다. 

• 새로운 모델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을 위하여 평균응력
을 파괴역학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Walker식을 이용 평가한 값과 비교 하였으며 제안된 
식의 정확성이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최종적인 식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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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고 재료에 따른 재료상수 값인 w1, w2, w3 및 균열열
림점, Rc,을 알고 있다면 그 재료의 어떠한 응력비, R,에서
의 균열진전비도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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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의 소음과 진동 허용치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설계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소음과 진동 특성 평가 및 이에 따른

방음/방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 장비의 소음 진동 정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방음/방진 대책의 적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공사에 적용하였던 주요 장비의 제원, 소음 진동 특성 자료, 그리고 구조물의 설계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를 이용한 초기 소음 진동 예측 기법을 소개하였다. 거주구 선실 소음은 주요 소음원의 종류와 선실
배치를 고려하여 바닥 구조, 벽체 구조 및 보온재의 조건에 따라 소음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립하였다. 기계실의 소음은
예측된 장비 소음 및 소음원의 개수와 구역 내부의 흡음 계수를 이용하여 확산 음장 계산식을 통해 소음 수준을 평가하였다. 옥외
소음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유사 장비의 소음 수준과 반영된 소음 대책을 검토하여 허용치를 만족할 수 있는 장비 선정 및
방음 대책을 수립하였다. 장비가 설치되는 하부 구조의 진동 평가는 장비의 진동 특성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유사 하부 구조에
대한 진동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신규 공사에 대한 구조 공진 가능성과 동강성을 평가하고 진동 문제가 예상될 경우 구조 보강
방안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탄성 마운트 강성값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해양플랜트 공사의 건조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및 상선을 포함한 특수선종(드릴쉽)의 소음 진동 초기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Keywords: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Database (데이터베이스), Noise(소음), Vibration(진동), Prediction(예측)  
 

1. 서 론 
 
최근 해양플랜트 공사의 소음 진동 허용치 강화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해석 및 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진동원이 되는 장비의 소음 진동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장비의 소음 진동 정보는 해당 제작사에서 
제공받게 되는데 공사 건조 일정에 비해 자료 확보 시점이 
대부분 늦다.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이전 해석 
공사에서 입수한 유사 장비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경험식을 
이용하여 장비의 소음 진동 수준을 추정하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도는 떨어지고 설계 또는 건조 단계에서 방음/방진 대책 
적용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해양플랜트의 소음 진동 초기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해양플랜트 공사에 대한 소음 진동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상선의 소음 특성 (Kim & Joo, 2006)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드릴쉽의 주요 소음원 제어 연구(Song & Joo, 
2011)와 드릴쉽이나 FPSO와 같은 해양구조물(Offshore 
structure)에 적용되는 유닛 캐빈(Unit cabin)의 방사 소음 
특성에 관한 연구(Song & Kim & Joo, 2010)를 통해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높은 소음 진동 초기 예측을 
위하여 주요 장비의 제원, 소음 진동 특성 자료, 선실 및 
구조 설계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특성을 기반으로 소음 진동 초기 예측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2. 해양플랜트 소음 초기 예측 절차 

 
2.1 옥외 소음 초기 평가 

해양플랜트 옥외 소음은 장비의 공기음 수준이 지배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장비 자체 소음을 제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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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장비의 소음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장비 
종류, 용도, 출력, 회전수, 유량 등이다. 따라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요 인자를 기준으로 대상 장비와 
유사한 장비들을 검색하여 제작사, 모델 명, 크기, 설치 조건 
등을 기준으로 장비를 선택한다. 선택된 장비들의 평균 및 
최대 소음 수준을 이용하여 대상 장비의 소음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예측된 장비 소음 수준을 이용하여 소음 허용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비 발주 시 해당 장비에 대한 저소음 
사양 적용 여부와 차음상자 및 소음기와 같은 장비 방음 
대책 적용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옥외 소음 
수준 평가 절차를 Figure.1에 나타내었다. 

 

 
Figure.1  Procedure of initial prediction of outdoor noise 
 

2.2 선실 소음 초기 평가  
일반적으로 해양플랜트 선실 소음은 고체음과 HVAC 

소음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고체음 
해석과 HVAC 유동 소음 해석과 같은 상세 해석이 불가하다. 
그러나 해양구조물의 종류, 선실의 배치, 방의 용도에 따라 
선실 소음 특성이 존재하므로 위 기준을 이용하여 유사 선실 
소음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선실 소음은 선실 
바닥 구조, 벽체 구조 및 보온재 조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된 선실 소음 수준과 선실 별 설계 사양을 
고려하여 신규 공사 선실 배치를 결정하고 초기 설계에서 
방음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2.3 기계실 소음 초기 평가  
기계실 소음 수준은 구역 내 설치된 장비의 공기음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2.1절에서 예측된 
장비의 소음 수준과 소음원의 배치 및 개수, 기계실 내부 
흡음 계수를 이용하여 아래 확산 음장 계산식(1)을 통해 
소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SPLroom 은 기계실 소음 
수준, PWLequip은 장비 소음 파워 수준, Q는 음원의 지향계수, 
r은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 거리, R은 실정수를 의미한다.  

 
SPLroom = PWLequip  + 10 log (Q / 4 π r2 + 4 / R )         (1) 

 
본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기계실 장비에 대한 차음상자와 

같은 방음 대책 적용 여부와 기계실 격벽 마감재에 대한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2.4 장비 설치 구조 고유진동수 및 동강성 평가 

해양플랜트 공사의 진동 평가는 장비가 설치되는 지지 
구조의 고유 진동 해석을 통해 장비 기진 주파수와의 공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치 구조의 동강성을 계산하여 구조 및 
탄성 마운트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Figure 2는 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발전기세트로 하부 데크 위에 단일 또는 
이중 탄성 마운트로 지지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Figure 2 Generator set in offshore plant 

 
장비 하부 구조의 고유진동수와 동강성은 장비 자체 무게, 

마운트 강성, 하부 지지 구조의 보강재 제원, 간격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요 인자를 이용하여 
실적 공사의 공진 평가 결과와 동강성 해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신규 
공사의 보강재 규격과 탄성 마운트 강성을 장비 발주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3. 소음 진동 데이터베이스 개발 
 

3.1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데이터 구축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총 

28개의 해양플랜트 공사에 대한 소음 진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최근에 건조한 고정식 플랫폼 4개의 
공사, 부유식 저장설비 3개 공사에 대한 370개 보기류의 
보기류에 대한 장비 제원 및 소음 진동 자료를 정리하였다.  

소음 진동 데이터베이스에 확보된 장비를 Table 3.2에 
장비의 종류별로 분류하였다. 해양 플랜트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보기류는 펌프이고 그 다음이 밸브, 환기팬, 
공지조화장치 순이다.  

 
Table.1 Equipment type for noise and vibration database  
No. Machinery 

class 
Number of 
Machinery Ratio [%]

1 Pump 134 36.2% 
2 Valve 55 14.9% 
3 Fan 53 14.3% 
4 AHU 46 12.4% 
5 Cooler 23 6.2% 
6 Compressor 21 5.7% 
7 Package, etc 21 5.7% 
8 Diesel engine 9 2.4% 
9 Turbine 6 1.6% 
10 Flare 2 0.5% 

Total 370 100% 
 

3.2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데이터베이스 개발 
소음 진동 데이터베이스는 C#과 .Net 기반으로 개발 

되었고 데이터베이스 기본 구조는 Figure 3 와 같다. 2장에서 
제안한 소음 진동 초기 예측 절차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설계 자료 관리, 소음 진동 정보 관리, 
소음 진동 예측으로 구성된다.  

설계 정보에는 공사 정보와 장비 제원 뿐만 아니라 
장비가 설치된 하부 구조의 보강재 크기, 간격, 위치 등에 
대한 구조 설계 정보가 입력되고 선실 및 기계실에 대한 
바닥 구조, 벽체 구조와 같이 소음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같이 관리한다. 또한 장비에 적용된 AVM (Anti-Vibration 
Mount), 차음상자, 소음기에 대한 설계 정보 및 방진 방음 
성능 정보도 같이 입력된다.  

소음 진동 데이터는 장비의 공기음, 고체음, 진동 수준에 
대한 계산과 계측 결과가 조건 별(해석, 공장 시험, 시운전, 
운전중 시험)로 관리되고, 장비 자체의 고유진동수와 장비 
지지구조의 고유진동수 및 동강성 해석 결과도 함께 
저장된다. 장비와 별도로 선실에 대한 소음과 진동 수준도 
해석 및 계측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된다.  

소음 진동 예측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설계 
자료와 소음 진동 정보를 이용하여 2장에서 제시한 예측 
절차에 따라 신규 공사의 장비 또는 구역에 대한 소음 진동 
수준을 예측 가능하다. Figure 4는 개발된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환경창을 나타내었다.  
 

 
Figure 3 Basic structure of Noise and vibration database 
 

 
Figure 4 User interface of noise and vibration databas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해석, 측정 및 설계 

조건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소음 진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해양플랜트 소음 진동 초기 예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장비 및 
선실의 설계 자료와 소음 진동 자료, 방음 방진 장치 설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소음 
진동 초기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해양플랜트 공사의 건조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상선을 포함한 특수선종의 
소음 진동 초기 평가 및 FEED 단계 소음 진동 해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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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가용도 향상을 고려한 NGHP 수송선 개발 전략 연구
강희진, 이동곤, 최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요 약

전세계 천연가스 자원의 40-60%를 차지하는 중소형 가스전의 개발과 약 10조톤 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Up/Mid/Down Stream의 경
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중 유럽,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가 가능한 Up Stream 및 Down Stream을 제외한 Mid Stream 분야의 NGHP 수송 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프로시딩에서는 일본이 2007년 IMO BLG에 제안한 후
기술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벌크선 형태의 NGHP 수송선의 특성을 살펴보고 경제성 측면에서 전체 공급
망 구성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Mid Stream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
고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실용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대안 구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선박의 운용가용도
측면에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Keywords : Natural Gas Hydrate(NGH), Tank Container, NGHP Carrier, Plugging,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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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를 활용한 전기추진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연구
김경화((사)한국선급), 이동준((사)한국선급), 김기평((사)한국선급)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alysis for Electric Propulsion System 
through FMEA

Kyung-hwa Kim(KR), Dong-jun Lee(KR), Ki-pyoung Kim(KR)

요 약

The electric propulsion ship is regarded as one of the energy-saving and eco-friendly ships and recently the electric
propulsion system becomes more complicated because it tends to be integrated with other systems. In this regard, the 
reliability level of the system is required as high as the conventional one. In order to upgrade the reliability level, this 
paper introduces how to apply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to electric propulsion system. Firstly, the 
procedure for FMEA is proposed by flow charts. And then, the general electric propulsion system is divided into 5 
subsystems. Among the subsystems, the main equipments are also divided into several components. After that, the 
major potential failure modes of the system are identified.

Keywords : Electric Propulsion Ship(전기추진선), Integrated Electric Propulsion System(통합 전기추진시스템),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1. 서 론
최근 해양지원선(OSV, Offshore Service Vessel)의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운항 조종에 유리한 전기추진시스템을 적용하는 선
박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3월 발표된 Clarkson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신규 계약이 체결된 선박 8대 중 1대(약 13%)가 
전기추진선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전기추진선에 
대한 신뢰성은 기존의 엔진 추진방식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이는 2010년 발생된 전기추진선인 ‘Queen Mary 2' 호의 화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고조파 저감을 위해 설치된 고조파 필터
의 구성품인 커패시터 하나가 폭발되어, 주위의 배전반에 화재가 
전이되었고, 결국 선박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해
당 선박에서는 커패시터에 대한 충분한 감시 장비가 준비되지 있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전기추진선은 기존의 추진방식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여러 전기장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이라는 선박
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와 같은 신뢰성 
평가방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전기추진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FMEA를 효
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써, 우선 FMEA의 진행순

서를 단계별로 살펴보고(2장), 일반적인 전기추진시스템을 대상
으로 하위시스템 및 주요 구성품을 분류하였다(3장). 그 후, 주요 
전기장비(전력변환장치, 추진용 전동기, 조타용 전동기 및 슬립
링)에 대한 구성품을 세분화하고(4장), 마지막으로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주요 고장모드의 예시를 살펴보았다(5장).

Fig. 1 Contracting no. & market share(%) of electric propulsion ship(Clarkson, M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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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Degree Description
I Minor

Functional failure of part of a machine or 
process with no potential for injury, damage or 
pollution

II Critical Failure will probably occur without major damage 
to system, pollution or serious injury

III Major Major damage to system with a potential for 
serious injury to personnel and minor pollution

IV Catastrophic Failure causes complete system loss with a high 
potential for fatal injury and major pollution

Table 1 The severity level of a failure mode(IMCA)

Fig. 2 FMEA analysis flowchart

2. FMEA의 진행순서
FMEA는 해당 시스템의 구성품을 분류하고 각 구성품별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고장형태를 식별한 다음 그 영향을 평가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발견된 수정사항이 쉽게 설계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FMEA는 
일명 ‘살아있는 문서(Living Document)‘로, 선박의 전 생애에 걸
쳐 주기적으로 관리된다. 즉, 신규 선박의 건조를 위해 FMEA가 
시작되며 발견된 수정 및 보완사항은 설계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다. 그리고 시운전시에는 고장모드의 영향 및 조치사항이 검증된
다. 또한, 건조 이후에도 장비 교체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FMEA 보고서를 개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얻은 기술정보들은 다른 선박의 설계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FMEA의 진행순서는 정형화되어 있진 않으나, IEC 60812 및 
IMCA M 166 & 178 기준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이 
준비 단계, 수행 단계, 정리 단계, 개정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준비 단계(Preparation Step)
우선 FMEA 팀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

이 중요하며, 선정된 FMEA 팀원들은 FMEA 진행순서 및 일정을 
공유하고 FMEA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FMEA 대상선박에 적용되는 선급 기준 및 국제 규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DP(Dynamic Positioning) 시스템이 적
용되는 전기추진선은 DP 등급별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여객선의 경우에는 2010년 7월부터 적용되는 ‘Safe Return to 
Port Rule’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 뿐 아니라 
설계도면, 사양서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FMEA 분석을 위해 충
분히 수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FMEA 진행 중 사용될 여러 종류의 양식도 확정되어야 
한다. 이 중 Worksheet는 FMEA의 핵심 양식으로써 사전에 모든 
팀원들의 합의하에 항목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중 심각성 등
급(Severity class)의 경우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할 수 있



Item Information Failure
Mode

Failure
Cause

Failure Effect Detection 
Method

(location)
Compensating 

Provision 
against Failure

Sev. 
Class Testing RemarkNo. Ref.No. Component Function Local Final

Equipment A.2 Generator
1 A.2 Generator generate elec. power power supply fail

loosened power 
cable, 

power terminal fault
one of generator 

doesn't work generator stop

2 A.2.3 fan cooling device fault mechanical problem rising temperature of 
generator generator stop

3 A.2.6 AVR
senses the generator output voltage/current, then initiate corrective action by changing the exciter

fault mechanical problem defective generator 
will be tripped

running generator take 
additional load

Equipment C.1 Converter
4 C.1.1 rectifier converse 

AC to DC
over-temperature 

thyristor/diode 
banks

cooling fault
prop. motor doesn't 
work properly, high 

temperature
propulsion motor

stop

5 C.1.2 capacitor energy storage element fault insulation problem
prop. motor doesn't 
work properly, high 

temperature
fire

Equipment E.1 Power Management System
6 E.1 PMS load sharing,preference trip, 

blackout recovery.etc. power supply fail
loosened power 

cable, power terminal 
fault

load sharing fail complete blackout

7 E.1.4 I/O 
Module

digital & analog 
signal I/O

bus-tie breaker
open/closed status

feedback fail
sensor fault load sharing fail complete blackout

Table 2  An example of FMEA worksheet

다.(표 1 참조) 
물론, 보다 정량적인 신뢰도 분석을 위해 발생도(Occurrence)

와 검출도(Detection) 등급이 고려된 FMECA(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를 수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를 적용할 경우에는 발생도 및 검출도 등급에 대한 객관적인 선
정과 평가가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심각성 등급만 고려된 FMEA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 검토 및 FMEA 양식 선정이 완료되면, 시스템 분
류와 고장모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시스템 분류는 이
해하기 쉬운 Block Diagram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상
위 시스템에서부터 하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각 구성품 간의 상
관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2 수행 단계(Performance Step)
FMEA의 수행단계에서는 각 고장모드별 원인, 영향, 고장감지 

방법, 보완책, 심각도 등이 FMEA 팀원들의 경험과 설계도면 등
을 통해 논의되며, 그 결과를 Worksheet 상에 기록 및 정리한다.
(표 2 참조)

이때 고장감지 방법(Detection Device)과 관련하여서는 준비
단계에서 검토된 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상선박이 IEC 기준을 적용할 경우, IEC 60092-501의 부
록 A에 언급된 추진용 전동기, 변압기 및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감시 파라미터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때 Worksheet 상에는 고
장감지 장소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장모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으로 HIL(Hardware-in-the-Loop)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제품으로는 수행하기 어렵거
나 위험한 고장모드의 영향을 가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진

부하와 선내부하가 하나의 배전시스템에 통합된 ‘통합 전기추진시
스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이와 관련하
여 DP(Dynamic Positioning)-HIL, PMS(Power Management Syst
em)-HIL, SPT(Steering, Propulsion, and Thruster)-HIL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고장모드에 대한 영향을 시운전상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이를 별로도 구분하여, 시운전 시험절차서에 포함시
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 발생된 모든 보완점 및 개선
사항은 ‘FMEA 시정조치 보고서(FMEA Corrective Action Report 
Form)’ 양식을 통해 설계자에게 전달되어 수정작업이 즉각적으
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정리 단계(Finishing Step)
FMEA의 정리 단계에서는 FMEA 수행시 생성된 모든 자료가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된다. 즉, 검토한 기준, 설계도면, Block 
Diagram, Worksheet 및 시정조치 보고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
리되어 차후 개정 및 유사한 선종의 신규 건조시 참고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2.4 개정 단계(Revision Step)
현존선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FMEA를 통해 고장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때, 현존선에 작은 수정사항이 발생하
였다면 기존의 FMEA 보고서에 부록의 형태로 내용을 추가하면 
되지만, 큰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FMEA를 재수행하여 고
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FMEA 보고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FMEA는 선박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
지며 선박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중요 작업이다.



Fig. 4  General Components of AC-DC-AC Converter

Fig. 5  General Components of AC-AC Converter

3.  전기추진시스템의 분류
일반적으로 전기추진시스템은 크게 ①발전 시스템, ②전력배

분 시스템, ③전력변환 시스템, ④추진 시스템, ⑤제어및관리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시스템(Subsystem)은 다시 여러 
전기장비들로 이루어진다.(그림 3 참조) 즉, 발전 시스템에서 생
산된 전력은 배전 시스템에서 전력 분배가 이루어지고, 전력변환 
시스템을 통해 추진용 전동기에 적합한 전압 및 주파수로 변환되
어 추진용 전동기를 운전 및 제어한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시스템
들은 전력관리시스템, 추진제어시스템 및 통합 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 및 제어된다. 

Fig. 3  A categorized electric propulsion system

4. 구성품의 분류
FMEA의 준비단계 중 ‘구성품의 분류’ 작업은 다양한 전기장

비가 설치되는 ‘전기추진선’에서 특히 중요한 작업으로, 사용되는 
각 전기장비의 구성품을 최대한 빠짐없이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추진선의 핵심 장비로 볼 수 있는 전력변환장
치, 추진용 전동기, 조타용 전동기 및 슬립링(POD형의 경우)에 
대한 구성품을 살펴보았다. 

4.1 전력변환장치(Converter)
전력변환장치는 입력단인 변압기의 종류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며, 출력단인 추진용 전동기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우선 변압
기의 경우, 그 종류가 전력변환장치의 펄스 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6-펄스는 기존의 이권선 변압기, 12-펄스는 삼권선 변압기, 
18-펄스는 사권선 변압기, 그리고 24-펄스는 삼권선 변압기 2개 
혹은 오권선 변압기가 사용된다. 현재 전기추진시스템은 고조파 
저감을 위해 6-펄스 보다는 12, 18, 24 혹은 48-펄스에 이르는 
다중펄스 컨버터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개
발에 따라 AFE(Active Front End) 컨버터 혹은 Sinus control 컨
버터(STADT 社의 STASCHO 모델)과 같이 고조파 성분이 적으
며 제어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변압기가 차지하는 공간 및 무게를 현
저히 저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력변환장치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출력단에 연결되
는 추진용 전동기의 종류와 관련된다. 현재 VSI(Voltage Source 
Inverter)형 PWM 컨버터의 경우 동기 전동기 뿐 아니라 유도 전
동기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Cyclo 컨버터 및 CSI(Current 
Source Inverter)형은 일반적으로 동기전동기에만 사용되고 있다.

AC-DC-AC 컨버터의 종류별 구성품은 그림 4와 같으며, 
AC-AC 컨버터의 종류별 구성품은 그림 5와 같다.

4.2 추진용 전동기(Propulsion Motor)

추진용 전동기는 전력변환장치를 통해 변환된 주파수 및 전압
이 공급되어 원하는 RPM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핵심장비
로써, 현재 교류형 유도 전동기 혹은 동기 전동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유도 전동기는 별도의 여자장치가 필요하
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유리하다. 그리고 
동기  전동기는 여자방식에 따라 다시 계자권선형과 영구자석형



Fig. 6  Components of AC motor

Fig. 7  Components of AC motor
Fig. 9  Marine Propulsion Slip-ring(CAVOTEC)

Fig. 8  Components of Electric Steering

으로 구분되는데, 계자권선형의 경우 유지보수가 용이한 
blushless 형이 선호되고 있다. 반면 영구자석형 전동기는 회전
자에 영구자석이 사용되므로, 높은 토크밀도를 가지나 상대적으
로 고가이다. 이러한 추진용 전동기 역시 그 종류에 따라 구성품
이 그림 6 & 7과 같이 서로 상이하다.

최근에는 추진용 고온 초전도(HTS) 전동기에 대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전동기를 사용하면 기존 제품의 구리선
을 전기 손실이 없는 초전도선이 사용됨으로 고자장화 구현이 가
능해 대용량, 소형, 경량, 고출력, 고효율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전기추진 잠수함은 연료전지 및 축전지가 결
합된 직류 배전시스템이 많으므로 직류형 추진전동기가 주로 사
용되고 있다.

4.3 조타용 전동기 및 슬립링(POD형의 경우)
전기추진선의 추진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OD'형 설비의 

경우, 추진용 전동기가 ’POD' 내부에 설치되므로 축계형 전기추
진선과 달리 조타용 전동기와 슬립링이 설치된다. 우선, 조타용 
전동기는 유압형 혹은 전기식 전동기가 주로 사용되며, ‘POD' 장
비 1개당 보통 4개의 조타용 전동기가 설치되어 'POD'를 최대 
360°까지 회전시킨다. 특히, 조타용으로 전기식 전동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동기 외에도 다양한 구성품들이 그림 8과 같이 요구
된다.

그리고 슬립링은 POD 룸 내 추진 전동기 및 보조 장비에 전
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며, POD 룸과 제어실 사이의 제어 및 통
신신호의 연결통로로 활용 된다. 또한 POD 룸 내 필요한 유압, 
오일, 물, 공기, 그리스(grease) 등도 슬립링 내 유압 스위블
(swivel)을 통해 전달되며, 슬립링 내 부착된 조타각 센서에서의 
조타각 정보도 제어실로 전송한다. 이러한 슬립링의 구성품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4.5 전기추진선박의 구성품 분류의 예
전기추진시스템의 고장모드 분석에 필요한 기본 구성도를 살

펴보면 그림 10과 같으며, 기본 구성도가 동일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기장비의 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구성품을 가
진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시스템 내 전기장비의 종류를 그림 10
과 같이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전체 시스템의 구성품을 그림 11



Fig. 11  An example of component matrix for general electric propulsion system

Subsystem Ref. No. Equipment Selected Equipment Type

A
A.1 Generator Engine Diesel Engine(s) Dual-Fuel Engine(s)
A.2 Generator Electrically Excited Generator(s)(Self Exiting, Blushless)

B
B.1 Switchboard Main Switchboard &Emergency Switchboard
B.2 Transformer Two(2) Secondary Winding(Dry Type)

C C.1 Converter PWM Converter(12-pulse)
C.2 Harmonic Filter Passive Filter

D
D.1 Propulsion Motor Electrically Excited Motor(Self Exiting, Blushless)
D.2 Steering Motor Fully Electric S/G MotorInduced Motor
D.3 Slip-ring General Slip-ring for POD propulsion

E
E.1 Power Management System(PMS) General Power Management System
E.2 Power Control System(PCS) General Power Control System
E.3 Integrated Control & Monitoring System(ICMS) General Integrated Control & Monitoring System

Fig. 10  An example of equipment type for electric propulsion ship

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구성품 분류는 해당 전기추진선의 
시스템 특성, 선정된 장비의 종류 및 사양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5. 주요 고장모드의 유형
앞에서 살펴본 추진용 전동기는 고정자의 개방 혹은 단락으로 

인한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정
자 권선의 절연체가 주변 환경(온도, 습도, 냉각 및 진동)과 주기
적인 과전압 및 과부하 조건으로 인해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변환장치에서 발생된 고조파 및 베어링 전류(POD형의 
경우)도 주요 고장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고장모드 선
별시에는 FMEA 팀원들의 경험과 더불어 관련 자료(예,  IMCA M 
162, Dynamic Positioning Committee(TECHOP_GEN_01) 등)를 
확보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각 장비의 특성에 따라 고장모드가 다수인 경우도 있으
며,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중 배전반의 경우에는 작동 모
드(Operation Mode)인 Bus-tie Breaker On/Off에 따라 고장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FMEA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구성품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장모드의 예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Item Information Failure ModeNo. Ref.No. Component Function
Equipment A.2 Generator
1 A.2 generator generate elec. power power supply fail
2 earth fault
3 severe phase volt. 

imbalance
4 severe line current 

imbalance
5 A.2.3 fan cooling fault
6 A.2.5 exciter

provide DC magnetizing 
current to energize magnetic 

field
fault

7 A.2.6 AVR
senses the generator output 
voltage/current, then initiate 

corrective action by changing 
the exciter

fault

Equipment B.1 Switchboard
1 B.1.1 generator panel generator 

connection panel
fail to close/
synchronize

2 fail to open
3 fail to trip 

on protection
4 B.1.4 busbar conduct electricity within a 

switchboard short circuit
5 open circuit
6 earth fault
7 B.1.5 bustie-

breaker open/close the separated bus fail to close/
synchronize

8 fail to open
9 fail to trip 

on protection
10 spurious trip of bustie 

circuit breaker
Equipment C.1 Converter
1 C.1 harmonic

filter reduce harmonics fault
2 C.1.1 rectifier converse 

AC to DC
thyristor/diode

failure
3 over-temperature 

thyristor/diode banks
4 AC input 

under/over voltage
5 C.1.2 capacitor  energy storage element fault
6 DC bus under/over 

voltage
7 C.1.3 Inverter converse 

DC to AC fault
8 AC output over-current
9 C.1.4 fan/pump cooling fault
10 C.1.5 controller control the converter & 

interface to the other systems power supply fail
11 speed command signal 

failure
12 C.1.6 dynamic braking 

resistor fast braking cooling device fault
Equipment D.1 Propulsion Motor
1 D.1 propulsion

motor
transfer propulsion power to 

propellar power supply fail
2 mechanical 

failure(bearing)
3 earth fault
4 D.1.1 stator

(AC winding)
make rotating field by AC 3Ø 

current short circuit
5 D.1.2 damper winding stabilize operation & facilitate 

starting open circuit
6 D.1.3 excitor provide the DC current for 

exciting fault
7 D.1.4 fan cooling fault

Table 3  Examples of equipment's failure mode 

6. 결 론
앞에서 언급된 ‘Queen Mary 2' 화재 사고의 원인인 고조파 필

터의 경우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선박에 설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새
로운 종류의 전력변환장치 및 전동기(예, 초전도전동기)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선박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FMEA
와 같은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FMEA를 전기추진선에 효과적
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FMEA 수행의 일환으
로 전기추진선의 시스템을 분류하고 주요 전기장비들에 대한 구
성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장
모드의 예시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FMEA는 실제 모든 전기추진선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각 선급별 규정된 선급 부호(Class Notation)에 따라 ‘F
MEA’가 필수사항이 될 수 있다. 즉, IMO를 기준으로 선급별 개
별 부호를 가지고 있는 DP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Class 2(D
P 2) 및 Class 3(DP 3)에 대해 FMEA를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LR의 PSMR(Propulsion and Steering Machinery Red
undancy), PSMR*, GL의 RP(Redundant Propulsion) 및 DNV의 
AP(Alternative Propulsion), RP(Redundant Propulsion) 등의 선
급 부호에서는 FMEA(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고장영향평가)가 필
수사항이다. 더불어, 2010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여객선에 
대한 규정인 ’Safe return to port'와 관련하여, IMO에서는 관계
당국의 허가 하에 수행될 수 있는 중점 시스템(critical system)의 
정량적 평가방법 중 하나로 FMEA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전기추진시스템을 주로 적용하는 해양지원선, 크루즈
선 등에서 FMEA를 통한 신뢰성 검증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새로운 유형의 전기추진시스템(DC 전기추진 시스템 및 복
합추진시스템)이 계속 선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추진선
에 적합한 FMEA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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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HVAC 덕트 시스템 최적 설계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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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design method for HVAC duct systems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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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HVAC 시스템의 소비전력량이 증가하고 덕트 구조가 복잡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기조화 성능 만족뿐만 아니라 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효과적인 HVAC 시스템 설계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HVAC 시스템 설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덕트 시스템의 최적 설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기존 덕트 설계법인
등압법, 등속법, 정압재취득법 등은 분기점에서의 유량분배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므로 유량 조절을 위한 댐퍼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또한 전체 시스템의 압력손실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T-method 유동 해석법과
pattern search algorithm 을 이용한 최적 덕트 설계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ASHRAE 표준 예제 덕트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하여 검증하였고, 이를 실제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덕트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압력손실 저감, 유량분배 성능
향상 및 유량댐퍼 수량 절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 HVAC (공조시스템), Duct Design (덕트 설계), Optimal Design (최적 설계) 
 
 

 
1. 서 론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대형화와 작업/거주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HVAC 시스템의 소비전력량이 증가하고 덕트 
구조가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기조화 성능 
만족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HVAC 
시스템 설계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적의 덕트 
시스템이란 최소한의 풍량 댐퍼 사용을 통해 각 선실에 목표한 
유량을 분배하는 동시에 압력 손실이 낮아 송풍 소비 전력이 적게 
드는 것이다. 또한 소음 발생량이 허용치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시공 비용과 공간을 고려해 덕트 사이즈가 가급적 작아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다. 기존 덕트 설계법인 등압법, 등속법, 
정압재취득법 등은 분기점에서의 유량분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유량 조절을 위한 댐퍼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또한 전체 시스템의 압력손실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주어진 덕트시스템의 
성능(유량분배와 전압력손실)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기술과는 
별개로, 그것의 성능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작업량과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덕트 섹션들 간의 유량 과잉/부족 분을 조정해야 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압력손실을 저감시키는 방안은 수많은 반복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덕트 유동해석 
프로그램과 최적화 프로그램을 결합시키고 적절한 설계 변수와 
성능 목표 함수를 설정하는 최적 덕트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유동 
해석은 압력손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T-method 

simulation을 이용하였으며, 최적화 프로그램은 pattern search 
algorithm을 이용하였다. 표준 예제 덕트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통해 제안한 설계 방법의 효용성을 분석한 다음, 실제 
해양구조물용 덕트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한다. 

 
2. 해석 및 설계 방법 

2.1 덕트 해석 방법 
덕트 유동의 지배방정식으로 비압축성 질량 보존식과 정상상태 

모멘텀 보존식이 사용되었다. T-method simulation(Tsal et al., 
1999)은 덕트 유동의 해석 과정에서 Tree condensing과 Tree 
expansion 연산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비선형 연립방정식의 
수렴해를 구하는 수치적 방법이다. Tree Condensing 과정에서는 
각 취출구로부터 시작하여 송풍기 출구(또는 입구)까지 
덕트시스템을 등가의 압력손실계수 값을 갖는 단일 덕트로 
압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반대로 Tree Expansion 과정에서는 
송풍기로부터 시작하여 각 취출구까지의 덕트 섹션들을 
condensing 과정에서 구한 유량분배계수를 이용하여 원래의 트리 
구조로 펼치는 작업을 수행한다(Figure 1 참고). T-method에 대한 
상세 설명과 구현 절차는 원문(Tsal et al., 1999)과 참고문헌(Kim 
et al. 2013)을 각각 참고한다. 해석 결과의 정확도는 덕트를 
구성하고 있는 피팅들의 압력손실 계수 정확도에 직결된다. 
압력손실 계수는 ASHRAE, SMACNA Database와 Idel’chik의 
handbook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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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렬 연결 덕트         (b) 분기 연결 덕트 
Fig. 1 Schematic of tree condensing and expansion in 

T-method 
(Line: original tree, dotted line: equivalent condensed tree) 

 
2.2 최적 설계 

덕트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유량 분배 오차를 목적함수로, 
전압력손실을 상한 구속 조건으로 하는 epsilon-constraint 다목적 
최적화를 채택하였다. 여기서 유량 분배 오차는 각 선실 목표 
유량과 실제 유량 간 오차의 L2 norm(RMS값)을 뜻하며, 
전압력손실의 상한값 epsilon은 등마찰손실법에 기반한 
초기설계의 전압력손실의 수 % 저감량을 사용한다. 덕트 단면 
사이즈는 섹션별 피팅에서의 동적 압력손실값 결정에 지배적인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 설계 변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덕트 사이즈를 통한 성능 개선은 실질적으로 여러 제한 조건에 
의해 한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풍량 댐퍼 역시 설계 변수로 
추가하고 최적 설계값을 찾도록 하였다. 주요 분기점에는 
기본적으로 풍량댐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초기값은 
100%개방 조건 즉, 댐퍼조절각 0도로 두었다. 만약 최적화 
이후에 풍량댐퍼 각도가 변함없이 초기값을 유지한다면, 풍량댐퍼 
설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덕트 사이즈 구속 
조건으로는 모(母) 덕트(급기일 때는 상류 덕트, 배기일 때는 하류 
덕트) 면적이 자식 덕트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telescopic 
constraint)과 과도한 동적 압력손실과 유동 소음 발생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최대 풍속 제한 조건을 사용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대표적인 전역 최적화 방법 중 하나인 
Pattern search algorithm (GPS positive basis 2N pattern)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코드는 2.1절의 T-method simulation을 
활용하였다. 

 
3. 검 증 

표준 예제 덕트 시스템에 대하여 개발된 최적 설계 기법을 
검증하였다. 대상은 ASHRAE handbook duct design(ASHRAE, 
2009)에 실려 있는 문제로,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디퓨저 
개수는 총 6개이다. 이 덕트 시스템은 유량 분배 해석 결과가 각 
디퓨저의 목표 유량 대비 10% 이내 오차이므로 풍량 댐퍼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잘 설계된 덕트라 할 수 있다. 전체 
압력손실은 660 Pa이며, 이 중 끝단 장비를 제외한 Supply 덕트 
손실은 313 Pa 이다. 

 
 

 
Fig. 2 ASHRAE handbook duct design example 

 
Fig. 3 Design parameter (ASHRAE Example) 

 
  설계변수는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급기 부분 7개의 덕트 
섹션의 단면 사이즈로 설정하였으며, 풍량 댐퍼 조절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ure 4는 최적 설계 프로그램의 연산 과정 중에 
나타나는 최적화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 Pattern search 반복 
횟수 60회에서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수 분 
이내의 연산 시간에 해당한다. 목적 함수인 유량 분배 오차는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195 m3/h에서 0.02 m3/h로 
대폭 감소한 결과를 얻었으며, 급기 부분 덕트 압력손실은 303 
Pa로 초기 설계보다 3%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Fig. 4 Design Parameter ASHRAE Handbook Duct Design 

 

      (a) Initial design                (b) Optimal design 
Fig. 5 Flow distribution at diffusers 

 
4. 적 용 

제안하는 최적 설계 기법을 실제 선박 거주구의 한 deck 에 



대해 적용하였다. Figure 6은 해당 deck의 덕트 입구부터 35개 
취출구까지의 덕트 트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설계변수는 
메인 각형 덕트를 제외한 모든 원형 덕트 섹션(56개)의 직경, 
풍량댐퍼(9개)의 각도, 그리고 디퓨저(5개)의 개방량이다. 이 
중에서 5개의 디퓨저는 모두 분기 덕트에 풍량댐퍼가 
존재하지 않는 적은 유량이 공급되는 것들로, 이를 설계 
변수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디퓨저들의 유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설계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목적함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되었다. 구속조건은, 2.2절에 명시한 조건을 비롯하여 
원형덕트의 직경의 최대값을 315 mm 로, 등마찰 손실법으로 
구한 덕트 사이즈 초기값의 +20%~-40% 를 변동 비율로 
제한하였다. 상충되는 조건은 교집합 논리로 제한된다. 

 Fig. 6 Duct tree structure 
 

Figure 7은 최적화 이전과 이후의 덕트 유량분배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적화 이전의 전체 압력손실값은 398 
Pa, 설계 유량과의 편차는 평균적으로 148 m3/h 이다. 최적화 
이후 56개의 덕트 사이즈 중 절반 정도인 25개가 직경이 
유지되거나 감소하였으며, 압력손실분포는 368 Pa로 8% 감소, 
유량 분배 오차는 16 m3/h 로 대폭 감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풍량 댐퍼의 조절각은 9개 중에서 3개가 0도를 
유지하였고, 따라서 이 3개의 풍량댐퍼는 과잉 설계에 
해당하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a) Initial design 

  (b) Optimal design 
Figure 7 Volume flowrate at diffuser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VAC 덕트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T-method simulation 유동 해석과 Pattern search algorithm 
최적화를 연동시켜 덕트사이징과 풍량댐퍼에 대한 최적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이 방법을 실선의 덕트 시스템에 
적용하였고, 80% 가량의 덕트 섹션 치수의 변경을 통해 기존 
등마찰손실법 설계 대비 유량분배오차를 평균적으로 120 m3/h 
가량 저감시켰으며, 압력손실 8% 개선, 그리고 풍량 댐퍼 수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실제 설계 반영과 
계측을 수행하여 개발된 설계 기술의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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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ince a gas leak in a ship means a higher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an explosive atmosphere, actions must be taken 
to ensure full safety.  In Europe small-sized LNG-fuelled ships have appear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s.
They are equipped with smaller LNG tanks because the shorter distances of operations calls for less consumption of LNG, 
and they use low-pressure gas whose safety has been demonstrated in the current LNG carriers.  The low-pressure gas 
can be employed at any time if safety has been fully considered in designing its system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including IGC.   

The 10,000 TEU container ships, however, require bigger LNG fuel tanks to carry enough fuel for voyages across oceans,
and direct drive 2-stroke engines for better propulsion, but these engines consume a large amount of gas.  The ME-GI 
engine, which is one of the issues in the market, is MAN Diesel & Turbo’s duel-fuel engine requiring a pressure of 250 bars. 

It is inevitable for conventional commercial ships to use LNG in order to satisfy exhaust gas regulations and reduce
operational costs.  To install huge LNG tanks in commercial ships, new design technology and techniques are required to
ensure saf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s supplying the high-pressure fuel gas.  

This paper addresses issues relating to ships using LNG as fuel, and guidelines (drafts) for those using gases or
low-flashpoint fuels. 
 
Keywords:IGF Code, IGC Code; LNG Gas Fuelled Ship; LNG STS Bunkering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규제가 이슈화되면서 조선 해운 

산업에서도 친환경 선박에 한 중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배기가스와 관련하여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한 강제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다.  

질소산화물에 관해서는 이미 Tier2발효된 상태이고, 
황산화물에 관해서도 배출 규제 구역인 ECA(Emission 
Control Area)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 접어 들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ECA(Emission Control A rea) 및 
SECA(Sulphur Emission Control Area) 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해로 확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부분 
교역이 이루어지는 항로에 해당되며 위반 시 운항 자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오염 방지와 지구온난화 방지의 규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차세  선박 연료로서 친환경적 연료라 
일컬어지는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것에 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NG-Fuelled engine 설치에 관한 규정은 오직 

LNG운반선에서 BOG를 사용한 Duel fuel boiler 또는 
DF-Engine을 운용하기위한 IGC Code Ch 16 “Use of cargo 
as fuel” 만 적용 되었으며 타선박에서 NG-Fuelled는 
사용금지됨.(:연료에 한 정의 “SOLAS Ⅱ-2/Reg.4”) 
IMO에서는 가스 연료 사용 선박에 한 국제적으로 공통된 
안전요건을 책정하기 위해 심의를 하고 있으며, 2009년 
6월에 개최되었던 제82회 해상안전위원회(MSC 82)에서는 
IMO Res.MSC285(86) INTERIM GUIDELINES ON SAFETY 
FOR NATURAL GAS-FUELLED ENGINE INSTALLATIONS 
IN SHIPS(선박용 천연가스 엔진 탑재에 관한 잠정 
안전지침)이 발행되었다. 현재 이 지침을 토 로, SOLAS의 
강제 코드로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IGF 코드) 책정 작업이 2014년 승인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발열량이 같을 경우 디젤 
연료와 비교했을 때 이론상 CO2의 배출량을 25％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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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 NOx 배출량도 중유와 비교했을 때 80~90％ 
감축이 가능하다고 전해지는 점이나 SOx나 PM(입자상 
물질)의 배출도 거의 없다는 점 등이 천연가스를 친환경 
연료라 일컫는 이유다. 참고로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훼리나 
Offshore Supply Vessels(해양작업 지원선)을 중심으로 약 
30척의 가스 연료선이 운항 중에 있다. 

IMO에서 진행되는 가스연료선박 규정 제정에 하여 
국내 조선업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한 설계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Main Issue 

 
LNG 연료 추진 선박의 개발을 위하여 issue화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겠다.  
 

 Development of IGF Code 
 Procedure of Gas Fuelled Engine 
 Procedure of Tank Placement for safety 
 Bunkering 
 Fuel Change over ( HFO  ->  LNG ) 

 
2. 1 Development of IGF Code 

 
다양한 선종에서 가스 형태의 연료 사용이 체연료로써 

더욱 관심이 증폭 되면서BLG의 여러 회기에 걸쳐 작업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BLG 14차에서 IFG Code의 개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스연료 사용 선박의 규적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에 
코드 초안 작성을 지시 
 BLG 15차에서 IGF Code의 제목을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로 확정 
 BLG 16차(’12.01)에서 IGF Code 초안에 하여 다음을 
결의 
① Sub-Committee의 조건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요청 
② IGF code에 의해 기술된 모든 연료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규정을 개발 
③ 천연 가스(Natural Gas)에 해 집중적으로 논의 
④  다양한 저인화점 연료(low-flash point fuels)에 

한 규정을 개발 
 

 BLG 17차(’13.02)에서 IGF Code 초안에 하여 다음을 
결의 
① FP Sub-Committee 회의 결과 반영 
FP Sub-Committee에서 회신한 ‘①화재탐지 관련규정’과 

‘②방열구조 관련규정’을 IGF코드 초안에 포함 
②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관련규정 
IGF코드 초안 A-1(가스연료선박 건조관련 규정)에 삽입 

③ Portable 가스연료탱크 관련 규정 
가스연료선박에 사용되는 Portable 가스연료탱크는 

가스연료선박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가스연료탱크와 
동일한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의하고 관련규정을 
개발 

④ 코드 초안에 한 문구수정 
- Ch.5.11 진입에 관한 배치(Entrance arrangement) 
규정 
- Ch.2.2.20 위험구역(Dangerous zone)에 관한 정의 
- Ch.12 제어, 모니터링 및 안전시스템 규정 
(환기장치의 입구에 가스탐지장치를 설치할 것인가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설치유무에 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 
- 폭발방지 규정 (위험구역의 분류에 관한 논의를 
하여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건조중인 가스연료선박에 
적용된 위험구역 분류와 동일함) 

⑤ LNG 이외의 저인화점 연료 관련 규정을 어떻게 포함 
시킬 것인가에 한 논의 

-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체설계( Alternative design)가 IGF코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합의 
 
⑥ IGF코드를 위한 SOLAS 규정개정 논의 

-현재 인화점 60℃이하의 연료는 SOLAS 
Reg.Ⅱ-2/4.2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 
- 이에 IGF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SOLAS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의 개정초안을 개발 
- SOLAS Reg.Ⅱ-2/2(화재안전의 목적 및 기능적 
요구사항)에 IFG 코드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 SOLAS Reg.Ⅱ-2/Part B(화재 및 폭발방지 규정)에 
가스연료선박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 SOLAS Reg.Ⅱ-1/Part F/ Regulation.55 체설계 
및 배치 규정에 가스연료에 관한 규정 초안 개발 
- SOLAS Reg.Ⅱ-1/Part G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신설하여 ‘(1) Regulation 56 :  
적용기준(Application)’과 ‘(2) Regulation 57 :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IGF 코드를 만족하여 
야 함’ 을 명기하는 규정초안 개발 

 
2.2 Procedure of Gas Fuelled Engine 

 
LNG추진 선박용 엔진은 기존과 다른 개념형태에 해 

발생하는 선체구조강도 및 전체를 위협하는 Risk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Risk Assessment Analysis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스연료 엔진의 설치 • 운전 • 유지 보수 에 관련된 
위험으로 당연히 예측되는 고장 에 해 고려를 해야하며, 
Risk는 승인을받은 검증된 위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최소한의 기능 의 상실, 부재의 손상, 화재, 폭발, 
감전 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분석을 통해 가능한 한 위험을 
제거해야 하며, 배제 할 수없는 위험은 필요 정도까지 완화 



해야한다. Risk의 내용 및 완화 수단은 항상 명확히 
명기되어야 한다. 

 
“LNG로 추진되는 선박용 엔진과 관련 보기들은 보통 

선박(비LNG추진선박)들의 엔진 및 기관, 보기의 운용할 
때와 변함없는 안정성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 
LNG추진선박 관련 Procedure의 기본 조건이며, Gas 
Fuelled engine 및 관련 기기들에 해서도 같은 조건을 
고수 하고 있다. 

그 조건들을 보면 략 다음과 같다.  
① 위험지역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최소화 한다. 
② 위험장소는 정상상태, 예상 할 수 있는 고장상태에서도 

가스포켓을 축적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추진력 발생 설비 및 발전 설비는 가스 연료의 주요 

기능이 작동 불능이 된 경우도 지속항해 또는 복구 
항해가 가능한 것 

④ 가스누출에도 산소결핍으로 부터 승객 •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 설비를 장비 

⑤ 적정한 시설 을 설계, 배치 및 선정 하여 위험 지역 에서 
점화원의 수를 최소화 한다. 

⑥ 가스 연료 저장 시설 및 공급 설비는 누설이나 과도한 
압력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가스 연료 선내로 이송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고 적정화 한다. 

⑦ 가스 배관 , 저장 탱크, 압력 릴리프 장치는 각 용도 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시공을 실시 한다. 

⑧ 가스 연료 엔진, 가스 공급 시스템 및 구성 장비는 석유 
연료 기관과 동등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달성 하도록 
설계, 제작, 시행 , 운전 및 보호한다. 

⑨ 가스 저장 탱크 실 및 기관 지역은 어느 화재 나 폭발 
따라 다른 부지 기관 / 시설이 정지되지 않도록 계획 및 
배치 를 실시한다. 에 한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검사 
기록의 작성 및 제출을 규정한다. 

⑩ 가스 연료 제어 시스템은 석유 연료 기관과 동등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게 수 있도록 구축한다. 

⑪ 가스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인증 장비 및 
물자를 제 로 선정한다. 

⑫ 지역 에 적합한 가스 탐지 시스템 을 감시•경보•비상 
정지 등 의 시스템과 함께 설치한다. 

⑬ 가스폭발의 잠재적인 피해에 한 보호방안을 강구한다. 
⑭ 폭발 및 위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⑮ 우려되는 위험에 하여 효과적인 화재 감지 , 방화 및 

소화 책을 강구한다. 
⑯ 가스연료기관의 신뢰성을 석유연료기관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⑰ 가스연료엔진 시운전 및 해상 시운전, 유지보수는 

목표로하는 신뢰성, 이용 가능성과 안전확인. 
⑱ 정기 또는 비정기 적인 점검 보수 작업의 안전기준에 

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한다. 
⑲ 안전한 항해를 보장 되도록 승무원 훈련 및 자격 인증을 

실시한다. 
 
 

2.3 Procedure of Tank Placement for safety 
 
2.3.1 충돌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탱크의 측면 배열에 관한 
절차서 개발 

충돌 시 형 연료탱크보다 소형 연료탱크를 여러 개 
두는 것이 Risk가 적다는 점을 바탕으로 작성됨 

확률 계산은 특정한 침투 깊이에 도달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탱커설계 평가용 확률모델을 바탕 

본 모델은 LNG연료탱크와 선박 외벽(shell)사이의 수직 
및 수평 거리를 감안하여 측면 충돌 시 LNG연료탱크의 
손상확률을 추산하는데 보수적인 접근법이 됨 

 
2.4 Bunkering 

 
LNG추진선박이 연료수급을 Barge선으로부터 할경우 

적용되는 절차는 최소한 다음 3가지가 된다. 
 IMO IGF Interim Guidelines 
 LNG Bunkering Ship to ship 
 IMO IGC Code 

 
천연 가스 연료 선박에 한 연료 (LNG) 공급은 

세계적으로 인프라 정비가 늦어 안전을 확보 할 수있는 운용 
기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STS(Ship To Ship)Bunkering을 실현하기 위해 계류 
안정성 검토, 선박간의 전위차로 인한 Spark 발생으로 인한 
사고위험, 선박간에 발생한 파도로 인한 수급Line의 파손의 
Risk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스 스트링을 꺼내어 연결할 때 두 선박 사이에 
발화가능성이 있는 아크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ISGTTO 
절차서에 따라 증기회수호스에 절연 플랜지를 사용해야 
한다.  

절연 플랜지는 호스와 호스 사이에 배치시켜야 하고 
최소한 2개의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절연 플랜지는 플랜지 
연결부가 양쪽 배에 닿지 않도록 두 선박 사이에 위치되도록 
한다.  

증기회수호스를 연결할 때 전기 아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일 이송용 호스는 증기회수호스 보다 먼저 
연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전류(impressed curren -t)형식의 
음극보호시스템(cathodic prote -ction systems)을 끄는 것은 
ship-to-ship 전류의 전위차를 최소화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박 간에 절연물질이 없을 경우, 
전위차는 가능한 한 낮추어야 한다. 양쪽 선박에 외부 
전류형 음극보호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을 그 로 작동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설계가 서로 다른 시스템일 경우(예: 희생 양극형/외부 
전류형), 양쪽을 모두 꺼야 한다. 

 
전기 Spark가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의 방지책은 

STS 계류선은 모두 로프 또는 soft rope tail의 자연적인 
속성을 이용한 절연 와이어로 한다. 

Soft rope tail을 이용할 경우, 계류를 할 선박의 선체 



바깥쪽 면까지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선박  선박의 저저항 전기 

접점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비절연 금속 사다리 또는 선박 사이의 

통로(gangways) – 끝 부분에 고무(rubber end)를 
댄다. 

• Derrick 또는 크레인 와이어 러너(runner) 및 후크 – 
조심 운전 

• 방충재(fender) 서포트 네트 또는 케이지 내의 
나선(unprotected bare wires), 체인 품질관리. 

 
2.5 Fuel Change over ( HFO -> LNG ) 

 
기존 HFO연료 운용 선박을 LNG추진선으로 개조하기를 

원하는 선주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한 서비스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rategy – Fuel Decision 
Concept capture 
Initial Design – Approval in principle 승인 
Risk Assessment 
Class Approval 
 
3. 가스 또는 기타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관한 지침 (안) 
 

3.1 적용 및 목적 
 
3.1.1 적용 

이 지침은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또는 등록된 
가스 또는 기타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장비 및 장치에 적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스연료는 액체 
및 압축상태의 천연가스이다.(단, 강선규칙 7편 5장  16절이 
적용되는 연료로서 화물의 사용되는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을 
제외한다.)  

 
3.1.2 목적 

이 지침은 IGC Code로 다루지 않은 가스나 저인화점 
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 철학은 가스나 저인화점 
액체를 연로로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 사용하는 연료의 
특성에 유념하여 선박과 선원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계류와 장비, 시스템의 설치 및 
배치에 한 의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침을 개발해 내는 과정에서 정통한 조선학 및 공학원리, 
그리고 당시의 운용경험,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 
연구개발결과에 한 최 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연료기술들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으므로 본 기관은 그러한 경험과 
기술발전들을 고려하면서 규정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 지침은 가스나 저인화점 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해 특별히 검토를 해야 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IGF Code는 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법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MSC 1/Circ/ 1391). 따라서 설계, 구조, 
운용의 기본을 구성하는 각 섹션에 해서 목표와 기능 
요건들을 제시한다. 

 
3.2 주요사항 

 
3.2.1 체 설계 

이 지침에는 저인화점 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장치 
및 배치에 한 기능 요구사항이 들어있으며, 연료, 
저인화점 연료시스템 장치 및 배치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 이 지침에 규정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러한 연료, 장치 및 배치는 관련된 목적 및 기능 

요구사항의 의도를 충족시키고 관련 항목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체 설계는 SOLAS Part F Chapter II-1, Regulation 55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동등성을 증명해야 하고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위험분석 

가스연료나 저인화점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승무원이나 
승객, 환경, 선박의 구조적 강도나 건전성(integr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검증하기 위해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물리적인 레이아웃, 조작, 정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고장이 이어지는 위험들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은 수용할 수 있는 공인된 위험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최소한 기능상실, 구성요소의 손상, 화재, 폭발, 
전기충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결과는 반드시 위험들이 
가능한 한 제거되도록 해야 한다.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 위험에 한 자세한 사항 및 
감소방법은 우리 선급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에 
명기해야 한다. 

 
3.3 에틸/메틸 알콜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한 추가 

요건 
 
3.3.1 저인화점 액체의 격납(Containment for 
Low-Flashpoint Liquids) 

“독립 탱크(independent tank)”는 선체구조에 인접하지 
않거나 선체구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연료 격납 
용기(containment envelope)를 의미한다. 독립탱크는 근처 
선체구조의 응력이나 움직임으로 인한 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일체형 탱크(Integral tank)”는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웃한 선체구조가 받는 응력과 동일한 부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응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체의 구조를 
완성시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연료 격납 
용기(containment envelope)를 의미한다. 

“중력탱크(Gravity tank)”는 탱크 상단에서 설계압력이 
0.07MPa gauge를 넘지 않는 탱크를 의미한다. 중력탱크는 
독립형 또는 일체형으로 할 수 있다. 중력탱크는 운송온도와 
화물의 상 밀도를 고려하면서 공인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시험검사를 한다. 

 
3.3.1.1 요건(Requirements)  

(1) 저인화점 액체용 탱크는 2차 방벽 역할을 하는 
코퍼댐으로 둘러싼다. 

(2) 코퍼댐과 탱크에서 배관계통은 본 규정의 다른 항목에 
따라 배치하게 되는 연료관을 제외하고는 선박의 나머지 
다른 배관계통에 연결하지 않는다. 

(3) 탱크 및 코퍼댐은 개방갑판으로부터 직접 출입하고 
이들에 한 완전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로로 된 개구부 또는 해치, 맨홀을 통해서 출입하는 
경우, 그 크기는 사람이 자가호흡장치(self-contained 
air-breathing apparatus)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지장 없이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고, 또한 
해당 구역의 바닥에서 부상자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개구부가 막힘 없이 뚫려 있어야 한다. 개구부는 
600㎜x600㎜ 이상 되어야 한다. 

(6) 세로로 된 개구부 또는 해당 구역의 전체 길이와 
폭으로 통해있는 맨홀을 통해서 출입을 하는 경우, 막힘 
없이 뚫린 최소 유효 개구부는 그레이팅(grating)이나 다른 
발판이 없을 때 바닥 외판(bottom shell plating)으로부터 
600㎜ 이하의 높이에 600㎜x8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한 개구부를 통과할 수 있거나 
부상자를 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선급이 만족할 정도로 
갖춰지는 경우 우리 선급은 더 작은 크기를 승인할 수 있다. 

 
3.3.1.2 펌프실 출입(Entrance to pump room) 

(1) 연료 펌프실은 개방 갑판으로부터 출입해야 한다. 
[에어 록 출입] [밀폐구역이나 개방 갑판으로부터 에어 록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특별 검토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최소한 해당 구역에 해서 지속적인 가스감지 및 통풍이 
필요하다. 

(2) 저인화점 액체연료 탱크의 압력 해제 장치 
(가) 저인화점 액체용 탱크에는 압력과 진공을 제거하는 

흡배기 시스템(breathing system)을 설치한다. 흡배기는 
압력/진공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실시한다. 

(3) 저인화점 [액체] 연료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유출된 것을 반드시 별도의 회수장치(collection system)로 
배출시켜야 한다. 회수장치에는 가스감지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액면센서(liquid level sensor)를 설치한다. 
 

4. 결 론 
 
천연 가스 연료 선박에 한 그 현황을 

 Development of IGF Code 
 Procedure of Gas Fuelled Engine  
 Procedure of Tank Placement for safety 
 Bunkering  
 Fuel Change over ( HFO -> LNG ) 

으로 기술 하였으며,  
관련 가이드라인으로써 작업중인 가스 또는 기타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관한 지침(안)에 하여 
소개 하였다.  

앞으로의 유럽시장은 BLG 17/8/1 – 스웨덴의 제출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인화점 연료를 기반으로 한 메틸 / 
에틸 알코올을 IGF Code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방면의 시장에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IGF Code가 LNG 연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LNG를 포함한 모든 저인화점 연료에 적용된다는 점과 
메틸알콜 제조공장의 확 건설 바람이 일고 있으며, LNG 
보다는 취급이 안전하고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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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Optimization System for Compartment Arrangement 
of Bulk Carrier based on PMO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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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order to improve international technical competitiveness by shortening the period of hull structural design and 
enhancing design accuracy, it has been felt necessity to develop an algorithm arranging optimized compartment based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ules about intact stability and damage stability.

Therefore, in this paper, the developed optimization system for compartment arrangement performs ship calculation
by combining design variables to maximize DWT(deadweight) and to reduce flooding S.W.B.M (Still Water Bending 
Moment) in sagging that influence the ship cost and weight. Multi-objective function method is used PMOFM(Pareto
optimal based muti-objective function method). The usefulness of developed system is verified with existing ship, and
then it was suggested about reasonable way to reduce flooding S.W.B.M in sagging condition and to maximize cargo
volume .
Keywords : Optimization system for compartment arrangement(구획배치 최적화 시스템), Automated algorithm for compartment 

arrangement(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Multi-objective function method(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

1. 서 론
1.1 연구 배경

국제적으로 고유가와 환율상승, 원자재비의 급성장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선체 중량 및 건조비를 최소로 하는 선체구조 최
적조설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선체 구조 설계는 확정된 중앙 횡단
면에서의 중량과 건조비를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구
조 설계단계에서 구획배치 변경과 횡강도 부재 보강 형식을 제어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박의 기본설계는 선형, 구획, 구조, 의장 등 여러 단계의 설
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조설계는 구획이 확정된 다

음에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 구조 강도를 만족하면서 중량 또는 
건조비를 최소로 하는 방법은 처음에 설계된 구조에서 2～3 %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그
룹에서는 구획 배치를 고려한 구조 최적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그 효과는 최소 5% 이상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탄소배출 규제 등 환경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수량, 선급규정 및 국제 협약
상의 복원성 및 손상 복원성 기준(MARPOL, SOLAS, CSR, IS 
code 등)을 만족하면서 구획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작위 탐색기법(Na and Karr 2002, 
Na 2005, Na el al. 2005)인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
여 최소 S.W.B.M과 최대 화물창 용적을 구하는 설계 코드를 수
행하고, 이를 실적선과 비교평가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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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content Application 
requirements

MARPOL 
ANNEXⅠ REG. 

12A
Oil fuel tank 
protection

All ships delivered on 
or after 

1 August 2010
SOLAS Ch.Ⅱ-2,
Part B Reg. 11 After peak tank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February 

1992
SOLAS Ch.Ⅱ-1, 

Reg. 12-1 Double bottom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February 

1992
SOLAS, Ch.Ⅱ-1, 

Reg. 11
Collision 
bulkhead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February 

1992
SOLAS Chap. 
Ⅱ-2 Reg.4 Cofferdam All ships

ICLL 
ANNEXⅠReg. 39, 
CSR Ch.2 Sec.2

Minimum bow 
height

Bulk carrier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2008

ICLL ANNEXⅠ 
Ch.2 Reg. 15 Hatch coaming

Bulk carrier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05
CSR Ch.3, Reg. 

6 Stool Bulk carriers
CSR. CH.4 Sec.7 Applicable ballast 

conditions All bulk carriers

1.2 연구 현황
구획배치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인데 그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획배치 설계에 관련 연구는 Lee and Lee (1996)가 초기설

계 단계에서 구획배치 설계기준과 지식베이스화 하여 설계 시 시
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설계지원 방법을 제시하였고, Byun, et 
al. (1997)은 선박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선주의 요구조건과 각
종 규종 및 제한조건(분리평형수 요건)을 바탕으로 화물창 용적, 
밸러스트 용적, 복원성 및 트림조건에 만족하는 구획배치를 결정
하기 위해서 외부 선박계산 프로그램인 SIKOB를 호출하여 결과
값을 확인하는 구획배치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선박의 길이방향(선수/미부와 중앙평행부)의 분할만이 
가능하여 학문적 성과는 있었으나 실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
웠다. 이후 함정의 구조 내벽과 접근 통로가 있는 설비 배치 문
제(FLP, Facility Layout Problem)를 해결하기 격벽 배치를 수행
하는 유전자 알고리즘 (Han & Lee, 2000; Han, et al., 2001)을 
개발하였으나 내벽과 접근통로 인근의 문제에 국한하였고, 전체 
선박의 배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Song, et al.은 (2013) 유조선에 대한 구회배치 
최적화 관련 논문과 살물선의 구획배치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논
문이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 발표는 살물선에 대한 구
획배치 설계 시간 단축 및 설계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구획배치와 구조설계를 통합한 선박
의 최적설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연구로, 무작위 탐색기
법(Na and Karr 2002, Na 2005, Na el al. 2005)인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고려한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연
구 결과를 기술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2.1 대상선박

본  연구의 대상 선박은 82k 캡 사이즈 살물선(cape size bulk 
carrier)으로 주요치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82k cape size bulk carrier
Item Dimension (m)

Length over all LOA 299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LBP 2325.5

Moulded breadth B 32.26
Moulded depth D 20.25
Scantling draft TS 12.20

2.2 연구 내용
선체의 주요 요목과 선형설계에서 결정된 선형을 바탕으로 자

동화 알고리즘을 통해 구획배치를 수행하고, 생성된 구획배치 결
과가 설계상 요구되는 용적을 만족했을 때 실적선의 결과와 비교
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은 유조선에 관한 공통구조규칙
(CSR)은 물론 해사관련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규정을 만족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 수행하는 최적 구획배 시스템을 Na (2005)가 
개발한 다목적함수 최적 설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배치된 구획을 토대로 한 용적 계산과 각종 재화상태에 따른 
선박계산은 상용 프로그램(NAPA)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 프로
그램에서 호출하여 수행하도록 연동시켰다.

3. 구획배치 관련 규정의 검토
살물선의 구획배치에 필요한 규정은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Marine Pollution Treaty),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및 공통
구조규칙(CSR) 등이 있다. MARPOL의 경우 해상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SOLAS의 경우 해상에서의 안
전과 인명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구획배치와 연관된 부분이 많
다. CSR의 경우는 MARPOL 및 SOLAS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구획배치에 고려되는 규정은 크게 
MARPOL과 SOLAS 두 규정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는 상기한 구획배치에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고 있다.

Table 2 Rules and regulations for compartment 
arrangement for oil tanker



4.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상기한 구획배치 결정 알고리즘을 토대로 구성된 자동화 프로

그램의 주요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은 구획배치 자동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모듈 별 주요 기능을 나타낸다.

Table 3 Major functions of automated compartment 
arrangement system

Module Functions

Input
* Input of principal dimension
  (LBP,B,D,T,etc.)and propeller information
* Hull form data for ship calculation
* Designation of backup folder

Ship calculation * File generation for ship calculation using NAPA

Rule
calculation

* Double bottom height
* Collision bulkhead
* Hatch coaming breadth
* Stool

Automated 
compartment 
arrangement 

* Changes of design variables considering 
minimum S.W.B.M in flooding sagging 
condition and maximum cargo volume. 
(double bottom height, hopper tank knuckle)

* Constraint condition: Normal ballast condition, 
Heavy ballast condition

* Output backup 

5.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

7.1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
Pareto 최적점 기반 다목적함수 최적화 기법(Pareto optimal 

based multi-objective function method)은 직접 탐색법과 확률
론적 탐색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발된 최적화 기법으로 Pareto 
최적점 기반의 탐색방향, 설계치수의 상하한 값을 활용한 탐색
폭, 탐색폭과 연계된 수렴도 및 무작위 탐색법을 활용하여 설계 
전 영역에 걸쳐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최적점을 용이하게 찾
도록 하였다 (Na, 2005).

7.1 적용 예 (1)
구획배치 최적화 목적함수는 화물창 용적과 종강도 부재 치수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침수 굽힘모멘트
(flooding S.W.B.M)로 하였으며, 설계 변수는 Fig. 1와 같이, 이
중저 높이(X(1)), 호퍼탱크 너클(X(2))의 위치로 하였다. 이중저 
높이는 규정에 만족하는 최소 높이인 1.62m부터 0.02m씩 
1.82m까지 증가시켰으며, 호퍼탱크 너클의 위치는 11.4m에서 
12.4m까지 0.05m씩 증가시켰다.

제한조건은 선주가 요구한 재화중량(DWT)을 만족하면서 표준 
밸러스트 상태(Normal ballast condition)와 헤비 밸러스트 상태
(Heavy ballast condition)의 프로펠러 심도(propeller immersion), 
트림조건과 선수미부 흘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제한되었다.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 계산은 선박계산 프로그램인 NAPA를 
주 프로그램에서 호출하여 계산하였다.

Fig.1 Design variables

7.1.1 단일목적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결과 (화물창 용적)

Table 4는 화물창 용적을 목적함수로만 하여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평가한 표이다. 화물창 용적은 실적선 대비 1.45%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순차적으로 계산된 결과(case study)
와 계산 시간(Repeat count)을 비교하면 13배 이상 빠르게 결과 값
을 찾으며, 동일한 결과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Table 4 Result of single objective function method (Cargo 
volume)

Repeat
count
EA

D/B
m

Hopper 
tank 

knuckle
m

Cargo 
volume m3 

Flooding S.W.B.M
(sagging) kN*m 

Value
Differe
-nce
(C-A) 

Value
kN*m

Difference
(A-C)

Mother
ship (A) - 1.78 11.94 98,82

2 - -3,885,
976 -

Best 
case
(C)

Case 
study 231 1.62 12.40 100,2

53
1,431
(1.45%)

-4,026,
407

140,431
(3,61)

Optimal 
Code 17 1.62 12.40 100,2

53
1,431
(1.45%)

-4,026,
407

140,431
(3,61)

7.1.2 단일목적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결과 (정수중 굽힘 모멘트)

Table 5는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침수 굽힘모멘트만을 목적
함수로 하여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정수중 굽힘모멘트
가 새깅상태에서 실적선 대비 0.6%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이
는 순차적으로 계산된 결과와 계산시간을 비교하면 약 13배 이상 
빠르게 결과 값을 찾으며, 결과 값은 0.1%정도의 매우 작은 오차범
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5 Result of single objective function method (S.W.B.M)
Repeat
count
EA

D/B
m

Hopper 
tank 

knuckle
m

Cargo 
volume m3 

Flooding S.W.B.M
(sagging) kN*m 

Value
Differe
-nce
(C-A) 

Value
kN*m

Difference
(A-C)

Mother
ship (A) - 1.78 11.94 98,82

2 - -3,885,
976 -

Best 
case
(C)

Case 
study 231 1.66 11.45 98,83

5
13

(0.01%)
-3,869,

270
-16,706
(-0.43%)

Optimal 
Code 17 1.64 11.40 98,87

5
53

(0.05%)
-3,870,

859
-15,117
(-0.40%)

7.1.3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결과
Table 6는 화물창 용적과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침수 굽힘모

멘트를 목적함수로 고려한 다목적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결
과이다. Fig.2에서와 같이, 두 목적함수는 상충되는 관계있으므
로 Pareto 최적점 기법의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시
는 것과 같이 4개의 최적화 결과를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 Result of multi objective function method
Design
case

D/B
m

Hopper tank 
knuckle

m
Cargo 
volume

m3

S.W.B.M
(hogging)

kN*m
S.W.B.M
(sagging)

kN*m
1 1.62 12.20 98598.5 3044170.5  3990109.6 
2 1.68 12.05 99913.8 3037225.1  3977435.1 
3 1.66 11.50 99419.7 3041080.4  3943139.3 
4 1.64 11.40 98208.4 3050654.9  3933437.2 

Fig.2 Result of multi objective function method

7.2 적용 예 (2)
적용 예(1)의 설계변수가 목적함수인 새깅상태에서의 침수 정

수중 굽힘 모멘트가 실적선 대비 그 변화 폭이 작음을 확인하여, 
설계 변수을 격벽(bulkhead)의 위치하고 구획배치 최적화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이는 화물창 용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않으므
로 목적함수는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침수 굽힘 모멘트로만 하

였으며, 격벽의 위치 변화는 실적선 기준 선수/미부 방향으로 프
레임(fame) 3개씩 이동시켰다.

제한조건은 선주가 요구한 재화중량(DWT)을 만족하면서 표준 
밸러스트 상태(Normal ballast condition)와 헤비 밸러스트 상태
(Heavy ballast condition)의 프로펠러 심도(propeller immersion), 
트림조건과 선수미부 흘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제한되었다.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 계산은 선박계산 프로그램인 NAPA를 
주 프로그램에서 호출하여 계산하였다.

Table 7와 같이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침수 굽힘모멘트는 실
적선 대비 5.12%정도 감소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Optimal code)는 순차적로 계산된 결과(Case study)와 비교한 
결과, 계산시간(Repeat count)은 약 10배 이상 빠르며, 결과값은 
약 0.2% 정도의 오차율을 보이므로 비교적 정확한 해를 찾는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7 Result of single objective method 
Repeat
count
EA

No. of Frame in each 
hold

Flooding S.W.B.M
(sagging)

1 2 3 4 5 6 7 Value
kN*m

Difference
(A-C)

 kN*m (%)
Mother
ship (A) - 27 30 30 30 30 30 33 -3,885,

976 -
Best 
case
(C)

Case 
study 729 24 30 36 30 27 33 33 -3,678,

946
-207,030
(5.33%)

Optimal 
Code 68 27 33 30 30 27 33 33 -3,686,

951
-199,025
(5.12%)

9.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종 협약 및 규정에 만족하는 구획배치 자동

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MARPOL, SOLAS, CSR, IS code, UR 
S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목적 함수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을 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
적선인 82k 살물선에 적용함으로써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선박의 구획배치의 보
다 합리적인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건조된 유
조선(82k capsize tanker)을 대상으로 S.W.B.M와 화물창 용적을 
비교 평가하였다. 다목적 함수로는 S.W.B.M와 화물창 용적으로 
하였으며 최적화 기법으로는 확률론적 탐색법인 PMOFM(Pareto 
optimal based multi-objective func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다목적 함수 최적화 결과로부터 도출된 파레도(pareto) 설계점들 
중 경제성이 뛰어난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경우와 순차별로 수행하는 사례 연
구와의 수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약 10배 이상 빠르게 결과 값을 
찾으며, 결과 값은 0.2% 내외의 매우 작은 오차범위를 가짐을 
확인하여 이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3) 적용 예(1)에서의 같이 이중저 높이와 호퍼탱크 너클의 위
치를  설계변수로 하고 화물창 용적과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굽
힘 모멘트를 목적함수로 하는 다목적 함수의 최적화 기법을 수행
한 결과, 화물창 용적을 실적선 대비 1.45%정도 증가 시킬수 었
었지만,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침수 굽힘모멘트는 0.05%로 거
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격벽의 위치를 설계변수하고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침수 굽힘모멘트를 목적함수로 하는 최
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설적선 대비 새깅상태에서의 정수중 침수 굽힘모
멘트를 약 5.12%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적선(82k bulk carrier)가 필
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와 동일
한 주요치수로 선박을 설계 시, 재화중량을 늘려서 선주에서 인
도하거나 주요치수를 감소시켜 선박을 건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수중 굽힘모멘트도 감소시켜 선박의 중량을 
감소시키는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예상을 검증하고자 향후에서는 구획배지 자동화 시스
템과 구조 구조치수를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
고 이를 연동하는 최적 구조설계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기본설
계 단계의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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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수명주기 가시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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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Simulation System for the Visualization of Offshore Plant Life 
Cycle 
Yonggil Lee1․Jonghun Woo1 
Division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Systems Engineeri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1 

 
With the increase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industry, understanding about the configuration of the offshore projec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figuration of the offshore plant project, the entire life cycle of offshore projects 
is required. Life cycle of the offshore plant can be started from the needs of the potential customers, then concretized through the 
seamless development,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finally get to the final products. Environment that can visualize the life cycle 
model to maximize understanding of the life cycle model is required for the better project management. In this study, we proposed a 
life cycle model of offshore plant development through the life cycle analysis of the major type of offshore plant, then constructed a 
simulation environment, which can be used to visualize the life cycle of the offshore plant. 

 
Keywords : Visualization of the Offshore Plant Life-cycle(해양플랜트 수명주기 가시화), Simulation(시뮬레이션), Product Lifecycle 
Management(PLM, 제품 수명주기 관리) 

 
1. 서론 

1.1 연구 배경 
일반적인 제품 수명주기는 특정 제품에 해당하는 마켓 세그먼

트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퇴화해가는 과정
을 의미한다.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에서의 수명주
기는 마케팅부터 시작하여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운영 및 유지보수에서 제품의 폐기까지의 전 과정
을 의미한다. PLM은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체 수명주
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제조산업에서 
각광받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LM분야 시장은 매년 7%대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13년
에는 전년대비 15% 성장한 6725억여원규모에 도달 하였다. 기
존의 일반적인 제조산업에서는 상당부분 PLM을 적용 중에 있지
만 국내 조선분야는 현재 상용화된 PLM 솔루션을 이용하여 기업
에 맞는 PLM 시스템을 물색 하거나 기업에 맞춰 시스템을 확장
해 나가고 있는 PLM 도입의 초기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Kim & Mun, 2013) 

본 연구에서는 범용 CAD인 CATIA와 공정 시뮬레이션 어플리
케이션인 DELMIA를 사용하여 해양플랜트 제품의 수명주기 가시
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조선산업의 설계에서는 설계중심으로 2차원적 CAD 프로
그램인 Tribon이 주류로 사용되어 왔다. 시제품을 만들 수 없는 

조선산업의 특성상 종래의 2차원 환경의 설계에서는 제품의 구체
적인 형상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발 된 수
명주기 모델에 대한 이해도의 극대화를 위해 수명주기 모델을 가
시화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3차원 환경에서의 DMU(Digital Mock-up)를 이용한 설계는 디
자인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
고, 전문적인 공학 지식이 없는 개발 관계자의 이해와 협업을 돕
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설계 단계에서 파악하기 힘든 부
품간 간섭이나 생산 시설과의 연계 등 물리적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건조단계와 연계되어 DMU모델 데
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설계검증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건
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설계로부터 건조시뮬레이션까지의 데이터 연계뿐만 아니
라 작업자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작업자의 자세
를 인간공학적 분석을 통해 작업자세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Kim, et al., 2007; Chang, 2007) 작업자 이동시뮬레이션으로 작
업자의 시선으로 수명주기모델을 확인하여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
였던 설계오류를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1.2 관련 연구 
DMU모델 기반 설계가 아닌 2차원 Tribon을 사용한 설계에서 

Tribon 데이터를 3차원 CADMATIC 데이터로 변환하여 DMU모델
을 생성하여 블록 탑재과정의 애니메이션화가 수행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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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04) DMU모델 기반 설계 연구(Oh et al., 2011)로 
DMU모델 중심으로 레저선박 설계를 수행하여 설계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원 추적 및 성능검토를 통해 DMU모
델 기반 설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작업자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연구로 현업의 작업을 인간공학 
전문가와 작업자 모델을 이용한 인간공학적 분석을 비교하여 가
상환경에서의 가상환경에서 작업자 자세 분석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Kim et al., 2007) 조선업에서 행해지는 대
표적인 10개의 공정을 선정하고 디지털 휴먼을 이용해 작업자 분
석을 실시하여 조선업에서 디지털 휴먼을 이용한 작업 자세평가
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Chang, 2007). 

 
2. 모델 구성 

해양플랜트의 여러 제품 군 중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Drillship과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의
DMU 모델을 구성해 가시화 하였으며 가시화 한 수명주기 모델 
중 Drillship 모델은 야드에서의 탑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FPSO모델은 작업자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2.1 Product 모델 
DMU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연계에서 같은 포멧을 사용하여 프

로그램으로 설계 시 작성된 DMU모델을 건조 시뮬레이션까지 사
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설계와 검증에서 다른 포
멧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포멧을 사용하는 3D CAD 프로그램간의 
연계를 다루었으며 Drillship 모델의 경우 DMU 모델 생성에는 
3dm형식의 포멧을 사용하는 3D캐드 프로그램인 Rhino를 이용하
였고 가시화 환경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솔루션에서는 
다른 종류의 포멧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생성 후 포멧변환의 
과정을 거쳐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Rhino를 이용한 DMU 모
델 생성에서는 일반적인 Drillship의 형상을 참조하여 모델을 생성
하였고 선체 내부는 별도의 모델링을 하지 않고 선체 단일 모델
을 생성 하였으며 Topside 탑재시뮬레이션을 위해 탑재되는 모듈
은 구성에 따라 DMU모델을 생성 하였다. 수명주기모델은 실 사
이즈 모델링을 하였으며 기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imension of Drillship 

Dimensions Value 
Length overall 228 m 
Width overall 42 m 

Depth 19 m 
Moon pool opening 42m x 10m 

 

 
Fig.1  Drillship 3D model 

 
Rhino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모델파일에 Layer 기능을 이용

해 모듈 또는 장비를 구분한다. CATIA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형식
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장비별로 구분된 각 Layer를 표준 중립 
모델인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파일로 변
환하여 부품별로 파트파일을 생성하고 CATIA의 어셈블리 기능을 
이용하여 파트간의 구속조건을 정의해 프로덕트파일을 생성하여
Drillship 모델을 재구성 하였다. FPSO모델은 CATIA를 이용하여 
생성된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기본 제원은 

 
Table 2와 같다. 
 

Table 2Dimension of FPSO 
Dimensions Value 

Length overall 340 m 
Width overall 58 m 

Depth 31 m 

 
Fig.2 Life-cycle model of FPSO 

 
2.2 Resource 모델 
탑재시뮬레이션을 위한 Resource로 골리앗 크레인과 LLC 

(Level Luffing jib Crane)를 사용하였으며 Kinematic 시뮬레이션 
중에서 Inverse Kinematics을 적용하여 탑재시뮬레이션을 실시 하
였다. 로봇의 Kinematics는 운동의 힘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운동의 상태만 고려하는 것으로써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Inverse 
Kinematics는 말단장치의 직교좌표 상의 위치 및 방향이 주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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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동역학 하중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의 운동 응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김형준(인하대학교), 2 정준모(인하대학교), 3 한승오(인하대학교)

A Study on Effect of Aerodynamic Loads on Motion Response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1 Hyungjun Kim(Inha Univerisity), 2 Joonmo Choung(Inha Univerisity), 3 Seungoh Han(Inha Univerisity)

요 약

This paper presents effect of aerodynamic loads on motion response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A Matlab code based on blade 
element momentum (BEM) theory is developed to consider aerodynamic loads acting on NREL 5MW wind turbine blade. The aerodynamic
loads are coupeld with time domain hydrodynamic analyses, so-called one-way multi-physics scheme. We apply an Offshore Code 
Comparison Collaborative Continuation(OC4) DeepCWind platform with catenary mooring of studless chain links. Comparison of peak 
tensions in mooring lines yields that consideration of aerodynamic loads provides distribution of more elevated peak values than the case 
that only steady drag loads are considered.

Keywords :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 Blade element momentum theory(날개요소 운동량 이론), Weibull 
distribution(와이블 분포), Aerodynamic loads(공기동역학 하중), Kaimal spectrum(카이말 스펙트럼), peak tension(최대 인장력)

1. 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지속 가능한 청정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풍력, 

조력, 파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실용화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빈국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해양에 부존된 재

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고민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재생에

너지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

다. 해양 재생에너지 중에서 최근에는 경제성이 높고 우수한 품

질의 바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지와 먼 바다에서의 해상 풍력발

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 바다는 육지보다 우수한 풍

력자원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소음 등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롭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육지와 먼 바다에서 해상 풍력발전기가 

설치 및 운용되기 위해서는 부유식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상용급의 FOWT를 살펴보면, 노르웨이의 Statoil 사는 해양플

랜트에 적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수선 계류(Catenary 

mooring) 방식을 스파형(spar type)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에 적

용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FOWT에 대한 국제 연구 동향을 보면, NREL (2010a; 2010b)은 

모노파일(mono pile) 및 삼각지지(tripod)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기

와 스파형 FOWT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Offshore Code 

Comparison Collaborative, OC3)의 주관 기관으로 수행한 바 있다. 

NREL은 최근에도 Offshore Code Comparison Collaborative 

Continuation(OC4)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며, 자켓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기와 반잠수식 FOWT를 대상으로 한다. Choung et 

al.(2013)은 인장각식 계류선을 WindFloat 형식의 반잠수식 FOWT

에 적용하여 계류선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

고, Shin and Kim(2011)은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연구결과에 제시된 현수선 계류시스템을 적용하여 

스파형 (Spar) 해상 풍력발전기에 대한 운동 해석을 제시하였다. 

Yu et al.(2013) 또한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해상데이터를 

수집하여 OC3-Hywind 스파형 FOWT의 계류시스템의 거동을 예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측한 바 있다. 이들은 날개요소 운동량(blade element momentum, 

BEM) 이론을 적용하여 정상 운전상태의 공기동역학적인 하중을 

고려한 유체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Brommundt et al. (2012)

는 반잠수식 FOWT가 북해(North Sea)의 특정해역에서 운용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극한하중조건과 정상운영조건에 대하여 주파수

영역해석을 통하여 현수식 계류선의 최적화된 배치를 제시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풍황이 우수한 제주 남해안 해역의 해상데이

터를 수집하여 풍속을 분석하고 평균 풍속을 변수로 설정하여 해

석을 실시하였다. DeepCwind형 반잠수식 플랫폼에 NREL 5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FOWT를 대상 구조물로 결정하였고, 체인

으로 이루어진 현수선 방식을 계류시스템으로 채택하였다. 날개

요소 운동량 이론을 바탕으로 Matlab 코드를 만들어 NREL의 

FAST 코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코드를 검증하였으

며,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작용하는 시간영역 공기동역학 하중을 

계산하여 Ansys/aqwa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기동역학 하

중이 FOWT의 계류선 운동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BEMT를 적용한 Matlab 코드 개발
2.1 터빈 이론

Fig. 1 Shape, Velocity and force diagram of wind turbine 
blade element

Fig. 1은 날개요소 형상과 바람의 속도에 따른 힘의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날개요소에 발생하는 하중은 흐름유도계수로 계산

이 가능한 유동각  를 기준으로 양력()과 항력( )으로 구

분하고, 이는 각각 양력계수(), 항력계수()를 사용하여 나타

낼 수 있다. 또한 이 힘들은 회전방향에 축방향 성분과 날개 회전

방향 성분으로 분해하여 와 의 무차원화 된 계수로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양력과 항력에 의하여 날개가 회전하는 방향과 날개 회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날개에 작용하는 힘이 발생하며 이를 회전력

( )과 추력( )이라 한다. 

날개요소 이론 관점에서 위 (1), (2) 식을 이용하여 풍력터빈의 

날개 개수가 N개이면 전체 날개에 작용하는 추력과 회전력에 의

해 터빈에 작용하는 토크는 다음과 같다. 

 



   (3)

 



    (4)

다음 식은 운동량 이론을 이용하여 유도한 추력과 토크로서 

두 식 모두 바람의 속도 변화의 함수이다. 

 
 (5)

 ′ (6)

운동량 이론을 이용하여 구한 추력과 토크에 대한 식 (5), (6)

과 날개요소 이론을 이용하여 구한 식 (3), (4)는 서로 같아야 한

다. 따라서 각각의 식을 연립하여 정리하면 회전 중심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반경 위치에서 날개 단면의 흐름유도계수 와 ′, 
그리고 코드길이 을 정의할 수 있다. 

회전하는 날개는 날개 끝 와류(wing tip vortex)의 발생으로 인

해 양력이 감소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에너지 회수 효율이 감소되

는데, 이러한 현상을 날개 끝단 손실이라 한다. 이를 예측하기 위

한 해석적인 방법으로 1919년 Prantdl은 아래와 같은 근사해를 제

안하였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Prantdl의 날개 끝단 손실을 반영한 

BEM 이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작

용하는 하중 중에서 날개 회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추

력만을 고려하였다. 다음 식은 날개 끝단 손실이 반영된 추력과 

축흐름 유도계수, 코드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8)








 (9)



Wind Speed
(m/s) Tip Speed Ratio Collective Pitch Angle 

(°)
11.4 7 0
12 6.65 3.84
13 6.14 6.60
14 5.7 8.70
15 5.32 10.45
16 4.99 12.06
17 4.69 13.54
18 4.43 14.92
19 4.2 16.23
20 3.99 17.47
21 3.8 18.70
22 3.63 19.94
23 3.47 21.18
24 3.33 22.35
25 3.19 23.47

′





 (10)

 

 (11)

여기서 은 코드 용적률로서, 미소 환형요소 원주 둘레에 대

한 N개 날개의 코드 합의 비로 정의할 수 있다. 

2.2 Matlab 코드 개발

Fig. 2 Performance calculation procedure
추력 계산을 위해 터빈이론으로부터 유도된 식들은 Fig. 2와 

같은 절차로 계산되었다. 효율이 59.3%인 Betz limit 상태를 초기

조건으로 하여 최초 축 흐름유도계수가 

이다. 흐름유도계수로 

유동각과 받음각을 계산하고, 해당 유동각에서의 하중성분과 

 을 구한다. 수정된 값들을 기준으로 코드길이와 코드 용적

률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흐름유도계수를 계산한다. 이와 

같은 계산과정을 반복하면서 흐름유도계수의 오차가 0.00001 % 

이내가 되면 수렴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흐름유

도계수로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자체 Matlab 코드를 개발하여 반복적으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변화하는 풍속에 대해 풍력터빈이 받는 추

력을 정리하였다. 

NREL 5MW 풍력발전기는 시동풍속 3m/s, 종단풍속 25m/s, 정

격출력 풍속이 11.4m/s로 설계가 되었으며, 정격회전 풍속이 12.1 

rpm이다. 따라서 정격출력 풍속인 11.4m/s 이상의 바람 영역에서

는 풍력터빈의 출력 파워를 정격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피치각을 

조절하여 양력을 감소 또는 증가시켜 출력을 제어한다. 다음 표 1

은 정격출력 풍속 이상의 풍속에 대한 날개끝단 속도비 ()와 피

치각에 대한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NREL, 2009).

Table 1 Operation schedule for 5MW wind turbine

2.3 개발 코드의 검증

본 연구에서 추력의 계산을 위해 작성된 자체 Matlab 코드의 

검증을 위해 풍력발전기의 대표적인 상용코드인 FAST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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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rust results from FAST simulation 
and present analysis

Fig. 3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

가 FAST 상용코드의 계산 결과와 매우 근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Matlab 코드의 신뢰성이 검증되

었으며, 향후 시간별 풍속 변화에 따른 공기동역학 하중을 계산

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3. 구조물 정의 및 공기동역학 하중 계산
3.1 환경하중

본 연구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NIMR, 2011)에서 제공하는 국

내 해상풍력 자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Fig. 4에 보는바와 

같이 제주 남쪽의 연평균 풍속은 8.0-8.5m를 유지하고 있어서, 해

상 풍력발전에 가장 적합한 부지로 판단된다. 또한 최첨단 해양, 

기상, 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최근 1년간 (2013) 풍속 데이터를 국립해양조사원(KHOA, 2013)에

서 수집하였다.

Fig. 4 Wind map of South Korea
바람은 보통 1년을 주기로 하여 되풀이된다고 가정한다. 따라

서 1년간 해당 지역의 바람의 속도 및 방향을 측정하여 지역의 

바람의 분포도를 작성하면, 이 분포를 이용하여 연 중 특정 속도

의 바람이 얼마동안 지속되는지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

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측정한 바람 속도에 대한 확률분포도는 

Weibull 속도확률분포와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로부터 해당 지역의 연 평균 풍속 데이터를 활용하

여 Weibull 속도확률분포를 작성하였다.

  








 (12)

여기서 V(m/s)는 선택한 시간동안 바람의 속도이고, c는 척도

계수(scale factor), k는 형상계수(shape factor)를 의미한다. 실제 

측정한 풍속 데이터로부터 Weibull 속도확률분포를 구할 때 필요

한 평균풍속, 표준편차, 형상계수 및 척도계수를 구하여 속도확률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Fig. 5 Weibull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ind speed

제주 남해안 지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데이터로부터 

실제 풍속 분포도와 Weibull 속도확률분포로 정리한 결과, 년 평

균 풍속이 약 8.25 m/s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정상풍속 프로파일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z의 함수로 평균풍

속을 말하는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상풍속 프로파일 관련 식

을 통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곳에 NREL 5MW 풍

력터빈이 설치되었을 때의 평균 풍속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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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z에서의 풍속,  는 허

브높이,  는 지수법칙 지수를 의미한다. 보통 지수법칙 지수는 

0.2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수중 암반

으로부터 76m, 수상으로부터 36m 높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높

이 36m에서 년 풍속이 측정되었을 때 z = 36m가 되고, 풍력발전

기의 hub 높이가 약 90m이므로 = 90m가 된다. 위 (13) 식에 

각각의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는 약 10m/s가 계산된다. 

따라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지점에 본 연구에서 

모델로 선정한 해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허브 높이에서의 

평균 풍속이 10m/s가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향과 풍향이 같다고 가정하고 북풍과 서풍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 Weibull 속도확률분포 결과에 따라 평균 풍

속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평균 풍속 7m/s, 10m/s 및 16m/s

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 Fig. 6 참조)



Item Properties
Turbine rating NREL 5MW

Blade diameter (m) 126
Hub diameter (m) 3
Hub height (m) 90

Rated wind speed (m/s) 11.4

Nacelle mass (kg) 240,000
Tower mass (kg) 249,718

Blade mass(3EA) (kg) 54,000
Hub mass (kg) 56,000

Platform mass (kg) 13,473,000
Total mass (kg) 14,072,718

Global totary inertia component for pitch motion 
(kg·) 6.83×

Global rotary inertia component for roll motion 
(kg·) 6.83×

Global rotary inertia component for yaw motion 
(kg·) 1.23×
Draft (m) 20.4

Case
wave 

(degree)
wind

(degree)
dir. 

(deg) % dir. 
(deg)

average
speed
(m/s)

%
1

0 50 0
7 40

2 10 40
3 16 20
4

90 50 90
7 40

5 10 40
6 16 20

Table 2 Load cases according to wind and wave 
conditions

Fig. 6 Directions of environmental loadings
3.2 플랫폼

본 연구에서 적용한 풍력발전기의 상세한 제원은 참고문헌

(NREL, 2009)에 나타나 있으며 Table 3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플

랫폼의 제원으로서 OC4 Phase II에서 고려하는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반잠수식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세한 플랫폼 치

수는 Gueydon and Weller(2013)에서 발견된다. Fig. 7은 설계된 

플랫폼 및 타워의 도면을 나타낸다.

Table 3 Properties of the the NREL 5MW baseline wind 
turbine and the OC4 Phase II DeepCwind 
semi-submersible platform

Fig. 7 Schematic of the designed platform (unit: m)
3.3 계류선

계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역의 파랑특성과 수심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대상 해역의 수심은 

120m정도로 풍력발전을 위한 수심으로서는 상당히 깊은 편이어

서, 현수선식 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계류선은 Fig. 6에 보인바

와 같이 3개의 선으로 구성되며, 계류선의 재질은 스터드가 없는 

체인 링크(studless chain link)로 결정하였다(Fig. 8 참조). 계류선

의 플랫폼 부착위치(페어리드 위치)는 대략 부유체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계류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Item Values
Number of lines 3

Angle between adjacent lines (deg) 120.0
Distance from still water level to fairlead (m) 14.6

Fig. 8 Schematic of the chain link (Orcina, 2013)
Table 4 Properties of selected mooring chain

3.4 Kaimal 스펙트럼을 이용한 풍속 이력

풍력발전기는 설치될 장소의 바람 조건을 구조적으로 20년 이

상 견디면서 지속적인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제작된다. 하지만 

바람 조건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설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

될 장소의 바람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풍력발전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EC 61400-1은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의 바람

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풍력터빈 등급을 분류하였다. 

Table 5 Basic parameters of wind turbine class
풍력터빈 분류 Ⅰ Ⅱ Ⅲ S
  (m/s) 50 42.5 37.5

제조사에 
의한 규격

  (m/s) 10 8.5 7.5
A   0.16
B   0.14
C   0.12

는 풍력발전기가 견뎌야 할 허브 높이에서의 최대 풍속을 

뜻하고 그 값은 10분간 평균 풍속으로 나타내며, 는 허브 높

이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15m/s일 때의 난류강도를 뜻한다. 풍

력발전기는 와 의 값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허브 높이에서의 평균 풍속이 15m/s가 아닌 10m/s이기 때

문에 허브 높이에서 난류성분의 표준편차 는 를 기준으로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12)

평균풍속이 10m/s이기 때문에 class Ⅰ-A 풍력터빈 클래스를 

적용하여 표준편차를 구하면 2.096이다. 허브 높이에서의 파워스

펙트럼 모델을 사용하여 로터 회전면 전체에 걸쳐 난류를 묘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von Karman, Kaimal, Mann 난류 스펙트럼

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Kaimal 스펙트럼 모델을 사용하였다. 










 (13)

위 식에서 하첨자 k는 속도성분 방향 인덱스 (1=종방향, 2=횡

방향, 3=수직방향), 는 속도성분의 적분척도이다. 종방향에서

의 적분척도 은 8.1로서, 는 종방향 성분의 난류척도계수

인데 가 30m보다 높기 때문에 21의 값을 사용하면 된다. 그

리하여 10분 동안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Kaimal 스펙트럼을 계산

하였고, 종방향 난류에 대한 표준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통계적 

난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표준 

스펙트럼의 점근선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

서 표준 스펙트럼의 점근조건을 만족한다. 

Fig. 9 Statistical turbulence model comparison
Kaimal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10분간 허브 높이에서의 불규칙

한 종방향 난류속도 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바람

의 평균 속도를 다르게 하여 1시간 동안 불규칙하게 불어오는 실

시간 풍속을 구할 수 있다. 공기동역학 하중이 해상 풍력발전기

의 계류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

건으로 고려한 세 가지 평균풍속 7m/s, 10m/s 및 16m/s에 대한 1

시간 동안의 불규칙한 풍속 분포를 개발된 Matlab코드에 적용하

여 공기동역학 하중을 도출한다.

4. 공기동역학 하중을 적용한 계류선의 
Peak 인장력 검토

본 연구에서는 95mm 계류선의 공칭지름에 대하여 시간영역 

유체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영역 유체동역학 해석을 수

행할 때, 공기동역학 하중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파의 영향은 가장 작은 조건 유의파고 0.5, 영점교차주기 3으로 



Case Aerodynamic 
load Line 1 Line 2 Line 3

1
Steady drag 518206.7 198218.9 199456.8
Aerodynamic 842861.5 213281.3 219198.1

2
Steady drag 769141.7 192501.5 192943.2
Aerodynamic 1095665 198083.1 199055.3

3
Steady drag 612829.3 194790.8 195854.8
Aerodynamic 913781.1 200939.5 200617.9

Case Aerodynamic 
load Line 1 Line 2 Line 3

4
Steady drag 471421.1 1034203 178753.9
Aerodynamic 591474.3 1187029 213881.6

5
Steady drag 680513.7 1618284 176552.4
Aerodynamic 794588.4 1880934 199659.6

6
Steady drag 568033.8 1328427 177379.3
Aerodynamic 632984.4 1331757 200253.8

정의하였다. 여기서 한 케이스에 대한 시간영역 유체동역학 해석

은 1시간동안 수행되었다. 계류체의 시간영역 유체동역학 해석은 

전통적인 BEM(boundary element method)에 의하여 수행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Aqwa(Ansys, 2010)는 계류선

의 변형을 FEM(finite element method)에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

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류체의 시간영

역 유체동역학 해석을 위하여 BEM-FEM 연성해석법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준정적 항력을 일정하게 고려한 해석

방법과 시간별 불규칙한 풍속에 대한 공기동역학 효과를 고려한 

해석방법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 계류선의 인장력 최대값 평

균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기동역학 하중을 고려한 

해상 풍력발전기 계류선의 운동 응답을 분석할 수 있다. 

Table 6 Average peak tension determined from time 
domain hydrodynamic analysis for case 1, 2, 3 (Unit : N)

예를 들어 예상했던 바와 같이 환경조건이 계류선 1번에 지배

적인 영향을 끼치는 케이스 1~3번의 경우, 두 해석 방법에서 모

두 계류선 1번의 peak 인장력이 지배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그 

통계적 특성치 경향을 살펴보면 공기동역학 하중을 고려한 동적

해석방법의 peak 인장력의 평균값이 준정적 항력만을 고려하여 

해석한 결과보다 더 큰 인장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7 Average peak tension determined from time 
domain hydrodynamic analysis for case 4, 5, 6 (Unit : N)

파와 바람이 모두 90도에서 불어오는 케이스 4~6번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류선 2번에 가장 극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향을 살펴보면 케이스 1~3번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3개의 계류선 모두 공기동역학을 고려한 해석방법의 peak 인장

력 평균값이 더 큰 인장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해석 결과를 분석해보면 평균풍속 10m/s인 케

이스 2, 5번에서 peak 인장력 수치가 가장 크고, 평균풍속 16m/s

인 케이스 3, 6번이 두 번째, 평균풍속 7m/s인 케이스 1, 4번의 경

우 가장 작은 peak 인장력의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평균풍속 7, 10, 16m/s에 따른 1시간 동안의 추력의 평균 수치

가 각각 308.446, 528.806, 407.020 kN 으로서 본 연구에서 모델로 

선정한 NREL 5MW 해상 풍력발전기는 정격출력 속도인 11.4m/s 

이상의 풍속이 부는 경우, 날개의 피치각 조절로 인하여 풍속이 

강하게 불더라도 풍력터빈의 날개 부분에 작용하는 추력의 수치

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10

은 두 해석방법에 대한 결과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공기동역학 하중을 고려한 해석방법의 결과과 더 큰 인장력 시계

열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10 Conservatism of dynamic analysis metho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 환경을 배경으로 시간영역 공기동역

학 하중을 고려하여 해상 풍력발전기의 계류선 운동 응답을 분석

하였다. 

먼저 공기동역학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날개요소 운동량 이론

을 적용하여 자체 Matlab 코드를 개발하였고, FAST 코드 시뮬레

이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제주 남해안 지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자료를 토

대로 2013년도 해상풍력 자원 현황을 조사하였고, Weibull 속도확

률분포 등을 이용하여 바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환경 

조건을 고려한 하중 케이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REL 5MW 풍력터빈이 OC4 DeepCWind 반잠

수식 플랫폼에 장착된 FOWT를 가정하였으며, 120m를 수심으로 

가정하여 체인으로 구성된 현수식 계류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또

한 Kaimal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종방향 난류속도의 시간분포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환경조건 고려에 따라 평균속도를 다르게 하

여 불규칙한 실시간 풍속 변화를 나타내었고, 개발한 Matlab 코

드를 이용하여 실시간 추력을 도출하였다. 

불규칙한 풍속 변화로 인하여 블레이드 너셀에 작용하는 하중

을 산정하기 위하여 단순한 준정적 항력으로 고려한 경우 및 공

기동역학 효과를 고려한 경우의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시

간영역 유체동역학 해석방법은 두 경우 모두 BEM-FEM 연성 동

적해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은 인장력 최대값의 평

균을 계산하여 두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기

동역학 효과를 고려하여 운동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더 보수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실에 근사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제어를 포함한 시간영역에 따른 공기동역학 하중을 

고려하였을 때 해상 풍력터빈과 계류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케이스에 대한 

환경조건과 발현확률을 고려하여 공기동역학 하중이 FOWT와 계

류선에 미치는 영향 및 운동 특성에 대해 더 깊이있는 연구가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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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에서 가연성 가스의 누출이 일어나게 되면 인명, 자산, 환경측면에서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이에,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하여 비상차단시스템이 설치되는데, 유지/보수비용의 최소화와 안전 확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고장데이터인 OREDA 
2009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신뢰도 블록다이어그램(RBD, 
Reliability Block Diagram)을 구성하였으며, 시스템의 ‘평균고장시간’(MTTF, Mean Time to Failure)과 고장률을 도출하여
비상차단시스템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ywords: Reliability analysis(신뢰도 분석), ESD system(비상차단시스템),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lLNG FPSO(LNG 부유식생산설비), LNG 
bunkering(LNG 급유) 
 

1. 서 론 
 
해양플랜트의 설치 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1995년 이후 석유생산에 
관련된 해양플랜트에서의 사고는 한 해에 수백 건에 이르고 
있으며, 수백 명이 다치거나 몇몇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2). 특히 해상에서 
해저 수천 미터 아래에 있는 원유를 시추, 회수하여 정제, 
송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해양플랜트 공정의 경우 
고온이나 고압의 가연성 기체를 다루는 공정이 대부분이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처리하는 원유 및 가스의 양도 
엄청나게 많으므로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1988년의 Piper Alpha와 같이 165명이 죽고 막대한 
자산피해를 남기는 대형 참사로 이어 질 수 있다(M. E. 
Pate-Cornel, 1992). Piper Alpha 사고의 경우 
비상차단시스템과 관련 장치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비상차단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작업자가 수동으로라도 
작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Piper Alpha 사고 이후로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에서는 비상차단시스템 설치 및 개발에 더욱 신중을 
가하여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시스템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의 OLF (Oil Industry 
Association)의 경우는 ‘NORSOK STANDARD S-001’의 
‘Technical safety’에서 비상차단시스템에 대한 절차 및 
요구조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Oil Industry Association,  
2008).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분석이 선행되며, 국, 내외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 
있는데, 국외의 경우 시스템의 최적설계를 위해 단순화된 
신뢰도 분석 기법을 제시한 후, 이를 해양플랜트 
계류시스템에 적용한 결과가 있었으며(M. E. Mousav & P. 
Gardoni, 2014), 해양플랜트의 수명주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구조물의 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피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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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해양 구조물 부유체 초기 설계 
정보영,, 최문관, 문중수, 심우승 (현대중공업) 

 

Initial Design for the Floater of Offshore Structures in view of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Bo-Young Chung, Moon-Gwan Choi, Joong-Soo Moon, Woo-Seung Sim (Hyundai Heavy Industries) 

 

요 약 

 

This study addresses the way to determine the main dimensions of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in view of hydrodynamics in

the early stage of design process. The weight distribution was estimated from previous FPSO data and liter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in dimensions and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was investigated with regression analyses: The data

for the analyses were generated with Latin hypercube sampling, and Wadam, the linear hydrodynamic analysis software, was

employed for calculating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s. From the relationship, a desirable beam to draft

ratio was estimated firstly and several main dimension set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ypical length to beam ratios later.

One of the Pareto optimal designs was selected as an initial solution with respect to the metacentric height and the natural

period of roll. The process applied for an initial design of a FPSO floater. 

 

Keywords: Determination of main dimensions(주요 치수 결정), hydrodynamic characteristics(유체동역학적 특성), Latin hypercube sampling(라틴

방격 추출법), Regression analysis(회귀 분석), Simulation-driven design(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1. 서 론 

 

원유의 시추 및 생산을 위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부유체 설계에 있어 중량, 복원 성능, 운동 성능은 중요한 

설계 요인이다. 유전 개발 계획(field development 

planning)이 수립되면, 개발 유정의 특성과 개발 개념에 따라 

공정을 설계하고, 그 후에 적합한 설비를 배치하는 

상부구조물의 설계를 진행한다.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부유체는 상부구조물과 저장 용량을 포함한 적재중량 

(payload)을 싣고 대상 해역의 환경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한다. 계획한 운용 상태에서 적절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 하중에 의해 과도하게 운동하지 않도록 부유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계 변경을 줄이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을 예측하여 부유체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 

구조물 부유체의 주요 치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FPSO의 부유체 초기 설계에 적용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주요 치수 추정 절차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유체동역학적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양 구조물 부유체의 주요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설계 매개변수를 선정한 후, 

실험계획법을 통해 실험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에 

대해 중량 및 관성 반경을 추정한다. 부유체의 형상을 

정의하는 매개변수 패널 모델을 생성하고, 각 표본에 대하여 

운동 해석을 수행한다. 해석 결과로부터 설계 매개변수와 

유체정역학 및 유체동역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회귀 

분석하고 회귀식을 도출한다. 도출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목표 성능을 갖는 설계 매개변수를 선정하고 설계 검증을 

수행하여 초기 설계 안을 확정한다. 3장에서는 이 방법을 

FPSO의 주요치수 추정에 적용한다. 

 

 

Fig. 1 Process of simulation-driven design 

 

3. FPSO의 주요치수 추정 

 

3.1 설계 대상 및 개념 

 

거친 환경에서 운용되는 선박 형상의 FPSO의 부유체를 

설계 대상으로 한다. 저장 용량은 원유 2,000,000 bbls로 가정

하고, 계류 시스템과 상부구조물은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형 운동 해석으로 부유체를 평가하되, 자유 표면 효과와 

계류 시스템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설계 개념은 복원성 측면에서 2.5 m이상의 메타센터 높이

(GM)와 운동 특성 측면에서 30초 근방의 횡요 고유 주기를 

가지며, 비교적 폭이 넓은 부유체로 설정하였다. 

 

3.2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표본 추출 

 

실험계획법은 경제적인 실험 집합을 생성하기 위해 매개

변수 값을 설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며, 설계 매개변수가 시

스템의 응답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거나, 최적화 등을 이용해 

시스템 개선할 때 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 중에서 라틴 방격 추출법 

(Latin hypercub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Fig. 2와 같이 

각 매개변수가 동일한 수준을 가지며 설계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는 표본 추출 방법이다. 

 

 
Fig. 2 Latin hypercube sampling 



설계 매개변수는 부유체의 길이(L), 폭(B), 흘수(T)로 하고, 

각각의 범위와 수준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ign parameters 

Range Level 

270 m ≤ L ≤ 330 m 

50 50 m ≤ B ≤ 70 m 

15 m ≤ T ≤ 30 m 

 

3.3 중량 및 관성 반경 추정 

 

초기 설계 단계임을 감안하여 중량과 관성 반경은 문헌 

자료(Barltrop, 1998)를 참고하여 개략 추정하였다. 중량은 

Table 2의 항목별 중량 값을 선형 비례(linear scaling) 하였다. 

비중 0.88의 원유를 적재율 95%로 적재한다고 가정하면, 

2,000,000 bbls의 저장 용량은 265,681 ton이며, 이 때의 크기

조정 계수(scaling factor)는 2.6568이다. 이를 선형 비례하면, 

FPSO의 배수량은 409,149 ton으로 추정된다. 

 

Table 2 Example weight breakdowns of a FPSO 

(Barltrop, 1998) 

Item Reference weight (ton) 

Lightship 26,000 

Payload (excluding storage) 13,000 

Storage 100,000 

Ballast 12,000 

Moorings / Tether pre-tension 1,000 

Displacement 154,000 

 

관성 반경은 Table 3의 값을 사용하였으나, KG/T의 값은 상

부구조물의 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다소 높은 

1.0으로 가정하였다. 종방향 무게 중심(LCG)은 선체중앙

(midship)으로, 종경사 각은 0으로 가정하였다. 배수량 계산

을 위한 방형 계수는 0.9로 가정하였다. 

 

Table 3 Typical CG and inertia of a FPSO (Barltrop, 1998) 

Ratio Value 

KG / T 0.7 

Kxx / B 0.35 

Kyy / L 0.25 

KG 

Kxx 

Kyy 

B 

L 

T 

distance from keel to center of gravity, 

roll radius of gyration, 

pitch radius of gyration, 

beam, 

length, 

draft. 

 

3.4 모델링 및 운동 해석 

 

FPSO 부유체의 모델링과 운동 해석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DNV의 SESAM 제품군의 GeniE와 HydroD를 이용하였다. 

매개변수 모델을 이용한 운동 해석 과정은 Fig. 3과 같다. 

먼저, Fig. 4와 같이 GeniE를 이용하여 매개변수 모델을 

정의하고 운동 해석을 위한 패널 모델을 생성하였다. 이 

모델과 HydroD에 직접 입력한 질량 모델을 이용하여 운동 

해석을 수행하고, Postresp으로 후처리를 하였다. 각각의 

과정은 미리 정의한 명령어 파일로 루틴(routine)으로 

구현되었고, 이를 상용 최적 설계 소프트웨어인 Isight로 

통합하였다. 

 

 

Fig. 3 Parametric modeling and motion analysis 



 
Fig. 4 Parametric panel modeling for motion analysis 

 

3.5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간단한 수학적 모델로 

가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을 통해 표본 추출한 

50개의 주요 치수 짝(principal dimension pairs) 중에서 

메타센터 높이가 양수(GM>0)인 30개의 표본만을 회귀 

분석하여 Fig. 5, Fig. 6과 같이 산포도와 회귀식으로 

나타내었다. 

 

 

Fig. 5 Regression analysis of B/T and GM 

 

Fig. 6 Regression analysis of GM and roll natural period 

 

결정 계수(R2)는 표본 회귀식에 의하여 설명된 편차의 

제곱합이 총제곱합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며, 

회귀식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결정 

계수가 두 회귀식 모두 0.95 이상으로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회귀식은 

실험계획법에서 생성한 표본, 즉 본 논문에서 사용한 중량 

및 관성 반경 추정 방법에 종속(dependent)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유체에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3.6 초기 설계 안 생성 

 

초기 설계 안의 주요 치수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유체의 

설계 개념에 따라 메타센터 높이가 2.5 m 이상이며 횡요 고

유 주기가 30초인 B/T를 선택하였다. 이 때 B/T는 2.78이며, 

메타센터 높이는 2.7 m로 예측되었다. 

초기 설계 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B/T를 2.78로 고정하고 

추정 배수량 409,149 ton을 만족하는 주요 치수의 짝을 

Table 4와 같이 설계 대안들을 생성하였다. 비교적 폭이 넓은 

부유체라는 설계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L/B의 값은 5.0을 

기준으로 ±5%, ±10%의 5가지로 하였고, 깊이(D)는 항상 흘

수보다 10 m만큼 크다고 가정하였다. 

 



Table 4 Design variations 

L/B B/T 
L 

(m) 

B 

(m) 

T 

(m) 

D 

(m) 

Displacement

(ton) 

4.50 

2.78 

292.1 64.9 23.4 33.4 

409,149 

4.75 302.8 63.8 23.0 33.0 

5.00 313.4 62.7 22.6 32.6 

5.25 323.7 61.7 22.2 32.2 

5.50 333.9 60.7 21.9 31.9 

 

3.7 실적선 자료와 비교 

 

생성된 설계 대안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ce 

(2011)에 인용되어 있는 FPSO 실적선 데이터를 Table 5와 같

이 정리하였다. Table 4의 설계 변이들은 Table 5의 통계 값과 

비교하여 B/T와 B/D는 상한에 가깝고 L/B와 L/D는 하한에 

가깝거나 약간 벗어나 있으나, 실적선 통계 자료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초기 설계 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Table 5 Statistics of harsh environment FPSOs 

Range Average 

5.0 ≤ L/B ≤ 6.4 5.5 

2.4 ≤ B/T ≤ 2.8 2.6 

1.7 ≤ B/D ≤ 2.0 1.8 

9.0 ≤ L/D ≤ 11.0 10.0 

 

3.8 운동 특성 검토 

 

초기 설계 안으로 선택된 5가지 선형 중에서, L/B가 4.75인 

주요 치수 짝을 초기 설계 안으로 결정하고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계획법 단계에서는 종방향 무게 중심을 

0으로, 부유체의 방형 계수를 0.9로 가정하였으나, 이번에는 

부유체 형상에 맞추어 종방향 무게 중심과 배수량을 

조정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회귀식에 의한 추정 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Table 6 Stability and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stimated 

values 

Calculated 

results 

Angle of trim (deg) 0 0 

LCG from midship (m) 0 3.5 

Displacement (ton) 409,149 423,605 

Metacenter height (m) 2.7 2.8 

Roll natural period (s) 30.0 30.8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체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FPSO 

부유체를 설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해양 구조물 부유체의 모델링과 성능 해석을 통합

하여 설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2. 실험계획법을 통해 추출한 표본을 회귀 분석하여, 

해양 구조물 부유체의 주요 치수비가 운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통계적 추정을 바탕으로 해양 구조물의 초기 주요 

치수 짝 선정 시, 시행착오(trial-and-error)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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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해에서 개발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저
자원개발 시스템의 설치 추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저 파이프라인의 설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 
파이프라인의 운영연한 내의 안전성은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매우 중요하나, 매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부식은 이러한 사고의 주요요인 중 한가지로, 따라서 이러한 부식 결함이 있는 파이프라인의 사용적합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저의 부식된 파이프라인에 대해 FEA를 수행하여 그 역학적 거동을 살펴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식 평가코드들인 ASME B31G, DNV-RP-F101, ABS 코드와 비교 분석하려 한다. 더불어 부식된 파이프
라인에 대한 사용적합성 평가 코드로 알려진 API 579-1의 Part 5 Local Metal Los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Keywords : Corrosion(부식), Subsea pipeline(해저 파이프라인),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1. 서 론
현재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그 공급원은 여전히 
화석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육상 
매장량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심해
의 에너지 매장량에 주목하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에너지 수송원인 파이프
라인은 그 설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파
이프라인의 운영연한 내에 안전성의 보장은 이렇게 증가하는 파
이프라인 설치와 더불어 그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PHMSA의 통계에서는 최근 10년간 매년 미국 내 600여건이 넘
는 파이프라인 관련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고 가운데 부식
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육상의 경우보다 해
양의 경우가 부식이 더 주요한 사고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파이

프라인은 사고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크나큰 환경적 피해로 
이어지므로 따라서 운영연한 내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파이
프라인의 부식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
는 부식평가 코드들은 다양하나 대부분의 코드들이 보수적 평가 
성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심
해의 내압 및 외압을 받는 부식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역학적 거
동을 평가해 보고, 기존의 부식 평가 코드들(ASME B31G, DNV 
RP F101, ABS)과의 결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
여 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용적합성 평가 코드인 API 579의 Part 
5 Local Metal Los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적용해 보고자 한
다. 

Fig. 1 Corroded pipeline in subsea environment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이를 위해, 파이프의 운영 수심을 3000m 깊이로 가정하였
으며, 또한 파이프라인의 부식을 파이프에 국부감육(혹은 부분부
식, Local Metal Loss)상태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였다.

2. 부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코드
ASME B31G는 널리 적용되고 있는 부식평가 코드로, 실험적 

파괴 역학 관계로부터 개발 되었다. 특징은 부식 평가에 대해 파
이프의 길이방향에 대한 부식 정보(부식부의 깊이와 길이)를 이
용하며, 재료에 대한 항복강도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파손압력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ASME, 2012).

  

 

   (1)
 ∙   (2)

여기서 t는 파이프의 두께, D는 파이프의 직경, σf 는 유동응
력(flow stress)으로 ASME B31G에서는 재료의 항복응력에 1.1
배로 정하고 있다. Ac는 부식부의 길이방향의 면적을 나타내며,  
Ao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길이방향의 면적, M은 
Bulging stress magnification factor로 식 (2)와 같다

DNV-RP-F101 코드는 앞서 설명한 ASME B31G 코드와 동일
하게 부식부의 길이방향 정보인 부식 깊이와 길이에 대한 정보로
만 부식을 평가한다. 차이점은 여러 안전계수를 코드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료의 항복강도가 아닌 인장강도를 부식 평가에 이용하
고 있다는 점이다. 단일 부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식 (3)과  
같이 파손압력을 나타내고 있다(DN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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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corr은 부식된 파이프의 내부 허용 압력이고, γm과 γd 
은 각각 부식부의 검사 방법에 관련된 부분안전계수 및 부식부의 
깊이의 분포에 따른 안전계수이다. fu는 재료의 인장강도, D는 
파이프의 외경, l은 부식부의 길이방향으로의 길이, t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은 초기 상태의 파이프의 두께이다. 

ABS의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Subsea Pipeline 
Systems 코드의 경우, 마찬가지로 ASME B31G 코드 및 DNV 
RP F101 코드들과 동일하게 부식 깊이와 길이에 대한 정보를 이
용하고 있다. 차이점은 유동응력을 구하는데 항복응력과 인장강
도 정보 모두를 이용한다는 점이며, 파손압력은 다음의 식 (5)와 
같은 공식을 이용한다(ABS, 2008) 

   



 


   (5)

   (6)

여기서 pl은 길이방향의 부식에 대한 파손압력이며, D는 파이
프의 평균직경, t는 파이프의 두께, d는 부식부의 깊이이다. L은 
부식부의 길이이며, SMYS와 SMTS는 각각 항복강도(specific 
minimum yield strength), 인장강도(specific  minimum tensile 
strength)이다. 

사용적합성 평가 코드는 대상물의 수명주기 내에 검사를 통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가동정지 및 보
수, 교체를 피하고 운전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코드이다. API 579 코드는 압력용기에 대한 전반적
인 사용적합성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API 579 코드 내용 중 부식에 관련된 내용은 
Part 4,5,6인데, 그 중 Part 5는 부분 부식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I579코드의 Part 5의 Level 2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부식파이프라인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겠다. 
Level 2는 Level 1~3의 단계 중 필요한 데이터의 양 대비 우수한 
정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Part 5의 Level 2의 내용은 원주방
향과 길이방향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용한 수식은 다음의 
식(7) ~ (10)과 같다. 이들 응력 값을 구한다음 등가응력으로 치
환, 그 값을 허용 값과 비교하는 방식인데, 부식 면적 및 단면 이
차모멘트 등의 형상정보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많은 항들이 
식의 계산에 이용되어지므로, 각 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PI 
579의 코드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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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 Analysis
3.1 수치해석 시나리오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는 FEA 상용코드인 ABAQUS를 이용하
였다. 해석시나리오는 부식부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 나눴다. 형
상의 경우, 부식부의 깊이, 폭, 길이에 대한 비율을 변화시켰으
며,  더불어 부식부의 위치의 경우는 파이프의 내부 및 외부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모든 시나리오
는 아래의 표 2과 같다. 여기서, 부식부의 깊이는 초기 파이프 
두께에 대한 비율이며, 폭은 원주 방향의 파이프 단면에서의 중
심각의 크기, 마지막으로 부식부의 길이는 파이프의 길이방향 단
면에 대하여 파이프 직경에 대한 크기의 비율로 부식 정도를 나
타내었다. 각 시나리오의 고정된 값은 표 2의 고정변수 항목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파이프의 전체 길이로 파이프 직경의 10배의 
길이로 고정 하였다.

Table 2 Analysis scenario
Corrosion 
position

Corrosion 
shape 

Corrosion 
extent Fixed parameter

External
Internal

Depth
25% Width : 30°

Length : 50%50%
75%

Width
15°

Depth : 50%
Length : 50%30°

45°
60°

Length
25%

Depth : 50%
Width : 30°

50%
75%
100%

3.2 파이프의 재원 및 해석 조건들
파이프의 종류는 API 5L X65이다. 기본적인 파이프의 물성은 

X65의 스펙을 따랐다. 파이프의 직경은 508mm, 두께 17.5mm
이며, 부식이 발생한 파이프라인은 파이프의 중앙부에 단일부식
(Single Local Metal Loss)이 일어난 상태로 가정하였다. 부식부
의 형상은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상화 하였는데, 이는 부식부 형
상의 모델링 편의성과 이러한 이상화된 형상으로 수행된 수치 해
석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Netto et al., 
2005). 아래의 그림 2은 외부부식에 대해 이러한 형상으로 모델
링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계 조건은 파이프를 1/4등분 
하여 대칭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칭 경계조건만으로는 
파이프가 강체거동을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강
체거동을 피하기 위해서 파이프의 끝단의 한 점을 고정하는 조건
을 이용하였다(Bedairi, B. et al., 2012). 하중조건은 파이프가 

내압 및 외압만을 받는 상태로 가정하였으며, 외압의 경우는 파
이프가 운영되는 수심에서의 정수압을 고정 외압으로 하였으며, 
내압은 그 크기를 증가시켜가며 해석을 진행하였다. 사용한 요소 
타입은 20절점 quadratic brick 요소(C3D20R)를 사용하였다. 

 
Fig. 2 Modeling of corrosion shape at external of pipe

4. 결과 분석
4.1 시나리오에 따른 해석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파손압력에 대한 해석 
결과를 아래의 표 2와 그림 3와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파손
압력(burst or failure pressure)은 특정 내압에서 파이프의 
von-Mises 응력 값이 재료의 인장강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의 
내압을 파손압력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림 4는 한 케이스에 대해 
파손압력에 도달하였을 경우에 대해 von-Mises 응력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에서 확인 가능하듯, 부식부의 위치에 따른 파
손압력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부식의 내부와 외부가 비슷한 경향
을 보이며, 부식 위치에 따른 역학적 거동의 영향은 크지 않음이 
확인 가능하다. 부식부의 형상에 따른 파손압력을 살펴보면, 부
식부의 깊이, 폭, 길이 세 가지의 변수 중에서 깊이가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폭과 길이는 부식 깊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게 미치는 변수로, 폭과 길이가 변화하더라
도 부식부의 깊이에 대응하는 값을 나타냄을 보였다. 예컨대, 부
식부의 폭과 길이의 변화에서 시나리오 상에 나타난 부식부의 깊
이는 50%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파손압력 값은 이 깊이에 대응하
는 값이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result with respect to the scenario
Burst Pressure(MPa) Corrosion Position

External Internal
Corrosion 

Depth
25% 67 67
50% 56 55
75% 43 40

Corrosion 
Width

15° 58 59
30° 56 55
45° 56 54
60° 56 54

Corrosion 
Length

25% 61 61
50% 56 55
75% 55 54
100% 56 54



Fig. 3 Result graph with respect to the scenario

Fig. 4 von-Mises stress contour with 75% corrosion depth

5. 코드와의 비교 분석
6.1 수치해석 및 관련 코드 비교 분석

앞선 해석 결과에서 부식 깊이가 파이프의 파손압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식 깊이에 따
른 파이프의 파손압력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깊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5가지 더 추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부식 평가 코드들을 계산 하여, 그  결과를 아래의 
표 4와 그림 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코드들의 경우 외압에 대한 고려 항이 없지만 FEA 결과는 내/
외압이 모두 고려된 상태이므로 비교를 위해 외압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이프에 작용하는 내/외압의 등가압력으로 
FEA 결과 값을 조정해 주었는데, 파이프의 파손압력에서 외압만
큼의 크기(30MPa)를 산술적인 차를 해주었다. FEA의 결과는 파
손압력이 깊이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완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이 확인 가능했다. 다시 말해, 코드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
식 깊이의 변화에 따른 파손압력의 변화가 완만하나, FEA의 결
과는 파손압력 값이 크게 변화하는 구간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FEA 결과는 부식 깊이가 50%가 넘는 구간에서 그 값이 크게 떨
어졌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재료적 비선형적 특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연구 결과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Cronin, 2000; Lee and Kim, 2000; Xu and Cheng, 

2012). 이 연구들은 내압의 변화에 따른 von-Mises 응력 값의 
변화를 보이며, 재료의 소성구간으로 인해 내압 대 응력의 관계
가 단순비례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부식부의 깊이 
대 파손압력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내압 및 von-Mises응력 
항으로 치환 가능하므로,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소성구간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아래의 그림 5에서 
보이듯, 부식 깊이가 10 ~ 50%까지 에서는 변화양상이 코드들
의 계산 결과가 다소 낮게 평가 되지만 FEA 결과 모두가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부식부의 깊이가 50%가 넘어가는 구
간에서는 FEA의 결과가 코드들의 계산 결과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API 579 코드와의 비교를 해 보았다. API 코드와 비교
하기 위해, 내압을 임의의 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부식부의 깊
이 변화에 따라 그 응력 변화를 수치해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고정한 내압은 12MPa로 가정하였다(Caputo, et al. 2004). API 
코드에 대한 계산의 경우, 적용한 MAWP(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는 FEA에서 등가압력 값인  내/외압의 차이 
값인 18MPa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보
면,  역시 앞선 코드와 마찬가지로 API 코드의 경우가 FEA 보다 
더 낮은 결과 값을 나타내었으며, 변화양상 또한 코드의 경우가 
완만한 변화를 보였고, FEA 결과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이 
존재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판단된다.

Table 4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results about codes
Corros

ion  
depth

ASME 
B31G
(MPa)

DNV RP 
F101
(MPa)

ABS
(MPa)

FEA
(MPa)

FEA with 
calibration

(MPa)
10% 32.7 33.7 34.7 73 43
20% 31.2 31.3 32.1 69 39
25% 30.4 30.0 30.7 67 37
30% 29.5 28.6 29.3 66 36
40% 27.9 25.3 26.3 61 31
50% 26.1 21.4 22.9 56 26
60% 24.2 16.7 19.3 45 15
75% 21.1 10.7 15.2 43 13

Fig. 5 Comparison of the calculation results 



Table 5 Comparison result between FEA and API 579 code

Corrosion Depth
FEA

Maximum von-Mises 
Stress (MPa)

API 579 
(MPa)

10% 272.26 234.44
20% 339.11 252.36
25% 395.62 263.19
30% 421.33 275.64
40% 440.91 307.10
50% 463.06 351.84
60% 526.15 420.12
65% 626.36 469.53

Fig. 6 Comparison graph between FEA and API 579 code

7. 결 론
본 연구는 외압 및 내압을 받는 부식된 파이프에 대한 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부식부 위치 및 형상에 따라 
시리즈 해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식평가 
기준들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부식위치의 차이는 파이프의 거동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하였으며, 부식형상에 대한 영향은 부식 깊이가 
파손압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부식부의 깊이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알아본 결과, 파이프의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역학적 응답이 특정 부식 깊이에서 민
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FEA 결과와 코드들과 비교해 봤을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식 평가 관련 코드들(ASME, DNV, ABS)은 모두 외부압력
에 대한 항이 없으며, 계산 결과는 보수적 평가 성향을 나타
냄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코드에 반영된다면 더 정도 높은 부식
평가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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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설계단계에서 선박의 손상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성능기반 손상안전성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손상안전성 검
증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CBD방법론에 의한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각 설계 단계에서 손상 안전성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
록 선형 및 구획 정의, 손상시나리오 정의, 손상DB 구축, 해석도구 통합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수선의 손상안전성
평가를 위한 해석 도구적용기술과 손상안전성 검증 시스템의 핵심구성요소들을 정립하였고, 설계단계에서 보다 안전성이 향상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Keywords : Damge Safety Assessment(손상 안전성 평가), Component Based Development(컴포넌트기반 개발), Design Damage Scenario
(손상시나리오)

1. 서 론
해양안전에 관계된 국제규정은 지금까지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의 강화 형태로 진보
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규정을 재정하는데 오랜 시간
이 소요되고, 규정의 반복적인 개정이나 항목의 신설로 인하여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되며, 현존하는 규정으로 새로운 개념의 
선박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개 선박의 
특성이나 운항 항로에 대한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실제 운
항 상황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GBS(Goal Based Standards)를 
통하여 안전에 관한 규정의 전박적인 검토와 함께, 기술적으로는 
성능기반설계에 기반한 대안설계를 인정하고 있다. (Lee, et al., 
2009)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의 충돌, 좌초등의 해양 사고
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을 위한 설계 검
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개발 중인 통합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함정의 형상모델링, 손
상 시나리오 작성, 손상거동 해석, 손상강도 해석, 해석결과 평가
이며 함정의 손상 안전성 검증과정은 Fig. 1과 같다.

  

Fig. 1 Concept of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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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 안전성 평가 단계 분석
손상 안전성 평가(Damage Safety Assessment)는 현 설계가 

손상시 안전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기존의 손상거동 해
석과 손상강도 해석 모듈을 이용하는 성능기반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PDB)방법론을 사용하였다. Fig. 2는 손상안전성 
평가 절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업무 정의, 형상 모델 정의, 손상 
시나리오 정의, 설계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Fig. 2 Process of Damage safety assessment

3.  손상 안전성 검증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는 CBD 방법론을 이용하여 손상안전성 검증 시스

템을 구현하였으며,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
여 요구사항 기술서, 유스케이스 기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
델, 데이터베이스 설계서를 작성하였다.

Fig. 3은 손상안전성 검증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한 손상 안전
성 평가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Fig. 3 Concept of the Damage safety assessment 
system

3.1 업무 정의 단계

업무 정의 단계에서는 손상안전성 검증 대상을 정의하고, 관
련 규정 및 기타 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입수되어진다. Fig. 
4는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손상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 별 전반적인 업무흐름을 보여 주며, Fig. 5는 프
로젝트 생성을 위한 시스템의 UI화면으로 선박의 제원인 길이, 
폭, 깊이, 흘수 등을 입력하며, 입력된 제원 관련 정보는 동기화
되어 각 모듈의 자동 입력되어 입력창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uc Use C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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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k process for damage safety assessment 
system

Fig. 5 New project creation 

3.2 형상 모델링
손상 시 선박의 성능해석을 위해서는 선형과 구획의 3차원 형

상정보가 필요하며((Kim, et al., 1991), 손상안전성 검증시스템
을 위해서는 선박의 형상모델링 모듈이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 
선형 모델링은 선형정보를 이용하여 새롭게 선형모델링을 하거
나, 유사선의 선형을 이용하여 선형변환하는 방법으로 모델링 가
능하며, Fig. 6은 프로젝트관리와 선형형상 모델링 결과에 따른 
선도를 보여준다. 선도에는 입력된 흘수높이에 따라 색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며, 확대·축소기능과 색상변환기능 등이 있다. 또
한 선형정보에 따라 기본적인 유체정력학적 계산이 가능하다.



Fig. 6 Project search and selection
구획모델링은 주요구획 및 손상된 구획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

한 구획형상을 정의하는 작업으로 구획정의 방법은 Fig. 7과 같
이 구획명과 구획의 위치 및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
다. 또한 구획의 위치 및 크기는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구획
의 용도 별로 색상을 지정하여 구획을 생성하면 Fig. 8과 같이 
가시화되어 확인할 수 있다.

Fig. 7 Input panel of compartment definition

Fig. 8 A result of compartment modeling

3.3 손상시나리오 개발 
손상시나리오 정의 단계에서는 손상 목록, 손상위치 손사유형 

및 크기를 정의하여 손상구획과 침수구획을 구하여 가시화하였
다. Fig. 8은 손상유형별 손상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정의된 시나
리오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인터페이스이다. 손상
유형으로는 충돌, 좌초, 피격이 있다. 정의된 손상 시나리오는 손
상거동과 손상강도 해석 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Fig. 
8의 미리보기 화면에서 손상이 발생한 구획은 붉은색으로, 그로 
인해 침수되는 구획은 노란색으로 표시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 Damage definition by collision  

3.4 안전성 해석 단계
안전성해석 단계에서는 설계 손상 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정

보를 이용하여 손상거동과 손상강도 해석을 하는 단계이다. 손상
거동 해석은 손상된 선박이 침수되어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파도
에 의한 힘과 점진침수를 고려한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시간영
역에서 해석한다. Fig. 9은 손상선박의 시간에 따른 거동과 그 
값들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Fig. 9 Damage behavior analysis result 
손상강도 해석은 손상으로 인하여 침하 및 횡경사된 상태에서 

손상부재를 제외한 잔여 구조부재가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수평 
굽힘 모멘트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해석한다.



선체 종부재가 굽힘을 받을 경우 인장과 압축이 동시에 발생
하게 되며 최초로 발생되는 구조부재의 붕괴는 항상 인장에 의한 
항복이 아닌 압축에 의한 좌굴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횡격벽 사
이의 전체 좌굴 붕괴는 늑골 사이에 있는 주판의 국부좌굴 다음
에 항상 발생한다. 따라서 늑골 사이의 주판의 붕괴가 점진적인 
선체 구조 전체의 붕괴를 유발시키므로 늑골 사이의 주판의 최종
강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10는 손상선박의 강도 해석 결과로, 손상선박의 길이방
향 작용하중의 크기가 선체구조 부재가 갖고 있는 최종 종강도의 
비율 보여주며, 그 비율이 90%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
고 경고 메시지로 알려준다.

Fig.10  A result of strength assessment of a damaged 
ship

3.5 안전성 평가 단계
안전성평가 단계에서는 손상 시 거동 및 구조강도 해석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여 얻게 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의 기본적인 
생존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안전성을 평
가하는 단계이다.

손상거동 시뮬레이션에 의한 안전성을 평가는 전복 또는 침몰
의 발생가능성 여부와 그 때까지의 예상시간, 손상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기울어진 정도의 위험성 여부 판단으로 이루어진
다. (Perrault, et al., 2010; NATO, ANEP, 2012)

손상구조 최종강도 시뮬레이션에 의한 안전성 평가는 선체의 
기본적인 생존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강도를 선체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구조손상이 발생한 구획
이 침수되고, 선박이 경사된 상태에서도 선체에 파랑하중이 작용
할 경우에 손상부재를 제외한 잔여 구조부개가 선체에 작용하는 
힘을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손상시 거동과 구조강도 해석에 의한 손상안전성 시뮬레이션
과 안전성 평가결과는 설계단계에 피드백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특수선의 성능기반 손상 안전성 설계/평가를 

위한 개념 및 핵심기술을 정립하고, 특수선의 손상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수선에 발생하는 손상을 고려하여 해수
가 침입사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BD 개발 방법론에 따라 손상 안전성검증 스시템 설계 및 개발
을 진행하였다. 요구파악, 아키텍처 정의, 설계, 구현, 테스트의 
각 단계별 결과 산출물인 요구사항 기술서, 유스케이스 기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 비즈니스 컴포넌트 기술서, 데이터베이
스 설계서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손상 안전성 검
증 시스템 개발기술을 확하여 시스템 유지 및 보수까지 가능하도
록 하였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 단계에서 손상된 특수선의 생존 가능
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손상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특수선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
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손상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손상제어 
탑재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손상 시 특수선의 대처방안을 위한 의
사결정에 활용되어 특수선의 회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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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hips and offshore plants are being operated in the ocean and thus they have very restricted space, required to install their 
various equipment. Related to this, the arrangement design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in their design. Especially, the 
arrangement design of offshore plants or special-purpose 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that of commercial ships because 
of lots of equipment to be installed. At this time, various components which are settled by the arrangement design, such as 
space efficiency, stability, and weight balance, can be evaluated and should be calculated. However if these quantitative
components are only considered, arrangement alternatives may not match with experts’ point of view, including the efficiency 
of manufacturing or operability. In this regard, an expert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arrangement design of ships and 
offshore plants, and it was presen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express experts’ various, ambiguous knowledge used in the 
expert system, the space information model was proposed to eliminate the difference between experts’ intention and 
expression in the expert system. The proposed model was applied to evaluate alternatives for the arrangement design of 
submarine. 
 
Keywords: Arrangement design, Experts’ knowledge, Knowledge representation, Expert system, Space information model.  
 

1. 서 론 
 

1.1 연구 배경 
 
구조물의 배치 문제는 과거에도 항상 공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고, 최근까지도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상물의 배치 설계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연구 중 하나로 최적 배치(optimum 
arrangement)를 들 수 있다. 이는 배치 설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목적 
함수를 최소화 하는 배치 안을 찾는 것이다. 이때 활용되는 
목적 함수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식이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배치 설계 전문가가 배치 안을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설계 
전문가는 최적 배치의 목적 함수처럼 물류 흐름이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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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등을 정량적으로 계산해내지는 못하지만, 경험에 
미루어 볼 때, 배치 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혹은 얼마나 
효과적인 배치 안인지, 또는 어떤 사항을 수정하면 더욱 
효과적인 배치 안이 될지 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배치 문제의 지식이나 경험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이 배치 
설계 과정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배치 설계에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식을 전문가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배치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전문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지식을 배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1.2 관련 연구현황 

 
조선 분야에서 배치 설계 과정에 전문가 지식을 도입한 

사례로서, Byun(1998)은 선박의 주요 치수 결정과 구획 
배치를 위해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획 배치를 위해 주요 치수 결정 후 화물창 
용적과 MARPOL 규정을 검토하여 주 기관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단한 IF-THEN 규칙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지식을 표현하였다. Shin(2013)은 함정의 격실 
배치를 위해 각 격실의 관계를 분석한 후, SLP(Systematic 
Layout Planning) 방법을 활용해 격실을 배치하고 생존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배치 안을 도출하였다. 다만, 각 
격실간의 밀접도를 산정할 때 전문가의 지식이 내부에 
반영되어 겉으로는 그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Helvacioglu and Insel(2005)은 컨테이너 선박의 배치 설계를 
위해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각 모듈(선수부, 
기관실부, 화물창부 등)의 위치 결정을 위해 위해 전문가 
시스템 모듈을 활용했고, 복원성 계산은 선박 계산 모듈을 
활용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전문가의 지식은 IF-THEN 
규칙으로 표현되었으며, 선박 계산 모듈을 연동하여 실제 
배치 설계를 간략화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Shin et al.(2001)은 선박 내부 기관실의 장비 배치 평가를 
위해 퍼지 규칙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작과 유지 
보수 편리성, 배치 공간 최소화, 생산 작업성 최대화 등 
3가지를 평가하기 위해 퍼지 규칙이 활용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3가지를 하나의 변수로 합쳐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하기는 힘드나, 
퍼지 규칙의 활용으로 규칙 적용의 애매모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는 특이점이 있다. Chung, et al.(2011)은 

잠수함의 최적 공간 배치 문제에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가의 지식을 공간 배치 최적화 문제에 
반영하였다. 최적화 문제의 설계 변수와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의 규칙과 지식을 정의하기 위해 공간 배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획 배치에 대한 
온톨로지(ontology)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인 ‘Protégé’와 ‘Jess’를 이용하여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잠수함 설계자와 운용자가 제안한 요구 
사항을 수식화한 규칙으로 표현하였다. 도출한 설계 대안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규칙에 위배되는 항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최적화 목적 함수에 페널티로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타 분야에서도 배치 설계 과정에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건축 분야의 배치 설계에 
전문가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였다. Park(2009)은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를 활용한 공간 모델링을 
토대로 공간 명세, 관계 명세, 공간 일람표 등을 만들어 
공간 배치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전문가의 지식을 공간 
명세, 관계 명세를 작성하는데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이 
가져야 할 요건(면적, 위치 등)과 공간간의 관계(인접도, 
높이 차, 수직 정렬 등)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시스템을 배치 설계에 도입한 연구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method for knowledge 
representation between related works and this study 

Research Application 
Knowledge 

representation 
method 

Byun(1998) Ship layout IF-THEN rules 
Shin(2013) Warship layout SLP 
Helvacioglu & 
Insel(2005) 

Container ship 
layout 

IF-THEN rules 

Shin et 
al.(2001) 

Ship machinery 
layout 

Fuzzy rules 

Chung et 
al.(2011) 

Submarine layout IF-THEN rules 

Park(2009) Building layout Area breakdown, 
relation 
breakdown 

This study Submarine layout IF-THEN rules, 
Area breakdown, 
relation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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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든 필수 지식을 결합한다. 프레임은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슬롯(slot)을 사용하며, 슬롯을 통해 객체의 다양한 
특성과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프레임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지식을 표현하면 지식의 모듈화, 캡슐화가 용이하다. 하지만 
실제 사용시 불필요한 노드나 프레임이 많아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확장성, 재사용성이 떨어진다. 

 
2.4 논리(logic) 

 
논리는 기호에 의한 사실의 표현 방법을 말한다. 모든 

사실을 논리식으로 표현하여 기호화하는 표현 방법으로 
수리 논리 또는 기호 논리라고도 한다. 먼저 서술문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진리값 참이나 거짓 중 어느 하나만을 부여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statement, proposition)라고 한다. 
아래의 예는 참이나 거짓 중 하나의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서술문 형태의 명제이다. 

 
‘컨테이너선은 배의 한 종류이다.’ 
‘임의의 정수 x에 대해 x=x+1이다.’ 
 
하지만 아래의 문장은 명제라고 할 수 없다. 
 
‘컨테이너선은 배입니까?’ (서술문이 아님) 
‘이 명제는 참이다.’ (참, 거짓 판별 불가) 
 
명제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기본 명제와 이들을 

연결하는 접속사(connective)에 의해 결합된 합성 명제가 
있다. 접속사는 명제 연산에 있어서 연산자로서 그 종류에는 
부정, 논리곱, 논리합, 조건, 동치 등이 있다. 이러한 
논리식으로 명제를 표현함으로 기호화된 사실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상호 관계를 알 수 없고, 또 수량화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술어 논리(predicate logic)로 
이를 보완하게 된다. 다음의 Table 2는 술어 논리에 의한 
사실 표현의 예를 나타낸다. 

 
Table 2 Example of representation with predicate logic 

Sentence Representation with 
predicate logic 

Tom is man. man(Tom) 
Tom is college student. collegestudent(Tom) 
All college students are 
student. 

(collegestudent(x)  
    student(x)) 

All students likes sam or 
dislike sam. 

(student(x)  like(x,sam) 
     dislike(x,sam) 

All people likes someone. like(x, y) 

People blames actor that 
they don’t like. 

(person(x) actor(y)  
       blame(x, y)   
       ~like(x, y)) 

Man is person. (man(x) person(x)) 
 
논리로 지식을 표현할 경우 모든 지식을 매우 간단히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추론을 통해 다양한 조건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식 절차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론을 위한 기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한번 
추론 기구가 작동하면 논리에 의해 추론 가능한 모든 사실을 
추론해 내기에 비 효율적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지식 표현 방법 중 규칙을 기반으로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풀이 과정을 
IF-THEN 생성 규칙으로 모두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지식 
표현이 가능하고, 모든 규칙이 IF-THEN의 통일된 구조를 
가지기에 사용자가 이해하기 매우 간편하다. 그리고 기반 
지식과 추론 엔진을 분리하여, 같은 전문가 시스템으로 다른 
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IF-THEN 규칙에 
프레임 객체를 사용하거나 의미 망 속성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문가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규칙을 이용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IF-THEN 규칙의 조합으로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의 공간 명세와 관계 명세를 작성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배치 설계를 위한 전문가 지식의 

표현 
 

3.1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배치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에서 처리해 주는 전문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가 제시한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할 경우 컴퓨터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Negnevitcky, 2009). 전문가 지식을 규칙으로 
표현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rule-based expert system)이라고 하여 이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Fig. 3과 같이 기반 
지식(knowledge base), 데이터베이스(database), 추론 
엔진(inference engine), 해설 설비(explanation mechanism),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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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의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 가능성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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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계(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및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An Applicability Evaluation Process of
the Electric Propulsion System for Leisure Boats

Yong-Kuk Jeong, Seung Hoon Nam(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 Kun Lee, Dae-Kyun Oh(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Jong Gye Shin(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DMU 모델을 이용하여 레저선박을 대상으로 전기추진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전기추진 시스템 구성요소의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성요소를 
DMU 모델에 배치하여 선박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최종적으로는 선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평형자세 및 복원성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젤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추진
시스템을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변경하여도 기존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처럼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 가능성 
평가 프로세스는 기존의 추진 시스템을 변환하거나 신규로 전기추진 선박을 설계하는 과정의 초기설계 단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Keywords : Digital mock-up model(DMU 모델), Electric propulsion ship(전기추진 선박), Stability(안정성)

1. 서 론
전기를 이용하여 동력을 만드는 전기추진 시스템은 주로 자동

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디젤 기관과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부터 연
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까지 시장에 출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가솔린에 비하여 1/3정도로 현
저히 낮기 때문에 급속 충전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Younes et al., 2013). 그럼에도 불구
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기추진 시스템
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전기추진 선박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배터
리 기술이 아직 고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이나 선박의 중량 분포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항을 극단적으로 줄인 전기추진 선박용 
선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Hideki et al., 2011). 또한 전기추진 
선박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선박의 운항시간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의 모형시험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추진 선박의 운

항시간, 운항거리 등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Jeo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디젤추진 레저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변환
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레저선박은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하여 선주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설계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설계 변경이 많다는 특성을 가진다. 해외
의 대형 레저선박 업체에서는 3차원 DMU 모델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다(Oh et al., 2011).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DMU 모델과 선박계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전기추진 시스템 구성요소의 적용 가능
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전기추진 
선박 설계 결과를 DMU 모델을 기반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
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사항이나 구성요소의 배치 변경이 발생하
였을 때 즉각적으로 선박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최종적으로는 소형 레저선박을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변환하
는 과정에 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 가능성 평가 프로세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2 As-Is DMU Model

Fig. 1 Applicability evaluation process of the electric propulsion system

2.1 전기추진 시스템의 운항시간 추정 방법

전기추진 선박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설계선의 운항시간
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기추진 선박이 보
유하고 있는 에너지 량을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로 나누어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Jeong et al., 2013). 이때 전기추
진 선박에서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는 추진에 필요한 에너
지와 조명이나 조향시스템과 같은 의장품에 필요한 에너지로 나
눌 수 있다. 선박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선박에 작용하
는 저항과 선박의 운항속도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선박에 작용하는 저항은 모형시험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정의된 
저항 추정식 혹은 선박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
다. 각종 의장품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의장품의 사양을 바탕으
로 산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기추진 시스템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전기추진 선박의 운항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
며, 운항시간과 운항속도를 이용하여 전기추진 선박이 최대로 운
항할 수 있는 거리도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은 구성요소의 배치에 따른 중량분포나 
평형자세의 변화에 따른 선박의 저항변화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
에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MU 
모델을 활용하여 전기추진 선박의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추
진 시스템의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DMU 모델을 활용한 설계 변경 검증 방법

레저선박은 다른 종류의 선박에 비하여 설계 변경이 빈번하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DMU 모델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다(Oh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추진 시스템을 변환하는 과정에 DMU 모
델을 활용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추진 시스템이 변경되기 전과 후의 DMU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As-Is 모델과 To-Be 모델로 구분하였다. 추진 시스템을 구성하
는 요소의 중량 및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DMU 모델과 선박계
산 소프트웨어와 DMU 모델을 활용하여 선박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의 안정성 및 저항 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1은 DMU 모델을 활용하여 전기추진 시스템의 적용 가능
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선주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추진시스템의 사양을 결정하고, 선도와 일반배
치도를 바탕으로 설계선의 DMU 모델을 생성한다. 만약 본 논문
에서와 같이 기존의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는 기존 선박의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DMU 모델을 생성할 수 있
다. 다음 단계에서는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DMU 모델을 구축한
다. 이때 전기추진 시스템의 사양에 따라 구성요소의 무게 및 형
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선의 중량 분포 및 평형자세도 변경 
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전에 정의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설계선
의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평가요소로는 

선박의 안정성, 저항성능, 운항시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위의 
Fig. 1에서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은 DMU 모델이 활용되는 부분
을 의미한다. 사전에 정의한 평가요소가 기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 전기추진 구성요소의 배치
안을 변경하거나 사양을 변경하여 다음 과정을 반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다.

3. 소형 레저선박의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 가능성 평가

3.1 As-Is DMU 모델 구축 및 검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디젤 기관으로 사용하던 노후화된 선박
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변환하는 과정의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 가
능성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As-Is DMU 모델은 기존 선박의 설
계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As-Is DMU 모델을 구축한 결과는 
Fig. 2과 같고, 대상 선박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3 Tank arrangement (As-Is DMU model)Compartment Weight
(ton)

COG from A.P.
x(m) y(m) z(m)

F.O.T (S) 0.748 8.13 -1.10 1.34F.O.T (P) 1.10
F.W.T (S) 0.889 2.00 -0.92 1.03F.W.T (P) 0.92

Table 2 Tank arrangement information

Items Value Items Value
L.O.A 16.40 m DWT 18.53 ton
Bmld 4.50 m LWT 13.70 ton
Dmld 1.90 m - -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design ship

Loadcase Commpart-
ment

Total mass
(ton)

Long. 
Arm(m)

Trans. 
Arm(m)

Vert. 
Arm(m)

Light ship

Light ship
(-M/E) 12.457 6.585 0.000 1.298
Main 

Engine 1.243 6.200 0.000 0.963
Total 13.7 6.550 0.000 1.268

Full laod

Light ship
(-M/E) 12.457 6.585 0.000 1.298
M/E 1.243 6.200 0.000 0.963
F/W 

tank(P) 0.900 2.000 -0.925 1.025
F/W 

tank(S) 0.900 2.000 0.925 1.025
Fuel oil(P) 0.850 8.112 -1.100 1.340
Fuel oil(S) 0.850 8.112 1.100 1.340
Human + 

etc. 1.330 7.480 0.000 0.610
Total 18.53 6.318 0.000 1.204

Table 3 Loadcase data of As-Is DMU model

As-Is DMU 모델의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변환하는 경우
에는 연료탱크를 배터리로 대체하게 된다. 따라서 탱크의 위치와 
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선박은 청수 탱크와 연료
유 탱크를 각각 2개씩 보유하고 있으며, 각 탱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Table 2와 Fig. 3와 같다.

다음으로는 대상 선박의 일반배치도와 성능 요목표를 바탕으
로 대상 선박 구성요소의 중량 및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때 전기
추진 선박으로 변환이 되는 주기관과 연료유 탱크를 중심으로 계
산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성능 요목표에 주어진 선수 선
미의 트림을 맞추어 가며 As-Is DMU 모델의 중량중심을 확인하
였다. 경하중량 조건과 만재중량 조건에 대한 구성요소의 질량 
및 상세한 위치 정보는 Table 3과 같다.

3.2 To-Be DMU 모델의

전기추진 시스템 적용 가능성 평가

대상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변환하였을 때의 전기추진 시
스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추진 시스템의 구성요
소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추진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배터리 모듈,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기 모터, 모터 드라이브, 감
속기어, 전력 관리 시스템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운항 중 소
비하는 연료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As-Is DMU 모델에서 연료
유 탱크를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청수 탱크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Light ship 조건의 경우에는 주기관이 제외되고, 앞서 언
급한 전기추진 시스템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To-Be DMU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에 본 연구에서는 As-Is 
DMU 모델과 비교하여 중량의 변화가 없도록 가정하였다. 중량
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흘수 등이 변경되어 저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To-Be DMU 모델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able 4과 같다. To-Be DMU 모델을 이용하여 선박의 평형자세
나 기타 다른 선박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의 배치
에 따른 중량중심을 알아야 한다.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Table 4
에 표현되어 있는 구성요소를 DMU 모델에 배치하고, 중량중심 
좌표를 도출한다. 장비의 정비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기관
실 부분에 아래의 구성요소를 배치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Type Items Weight(kg) L×B×D(mm)
Remove M/E + Oil tanks 2943 -

Add Battery module 1188 1530×700×550Add BMS
Add Motor 334 500×300×300
Add Motor drive 42 500×300×140
Add Reduction gear 50 400×300×300
Add PMS 240 1210×700×964

Table 4 Component difference between of As-Is and To-Be DMU model



Fig. 4 EPS component arrangement result

위와 같이 각 구성요소의 형상은 직사각형 형태로 형상을 단
순화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DMU 모델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평형자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각 경우에 대하여 복원성능을 평가하는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때 선박계산 등을 위한 상용 프로그램인 Maxsurf
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5는 Maxsurf를 이용하여 
도출된 중량 조건과 추진 방식에 따른 대상 선박의 Trim 값을 나
타낸다. 경하중량 조건에서는 기존의 경우에 비교하여 배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Trim 값의 변화가 일부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보이며, 만재중량 조건에서는 추진기관을 변경한 경
우 오히려 Trim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ndition Draft(FP) (m) Draft(AP) (m) Trim (m)

Light ship As-Is 0.826 0.722 -0.104
To-Be 0.861 0.722 -0.139

Full load As-Is 0.858 0.891 0.033
To-Be 0.842 0.855 0.012

Table 5 Trim calculation results of To-Be DMU mode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MU 모델을 활용하여 레저선박의 전기추진 시

스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특히 디젤
기관을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사례에 본 프로세스를 적
용하여 프로세스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적용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로는 중량 분포를 고려한 선박의 평
형자세와 선박의 안정성을 선정하였다. DMU 모델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비교한 결과, 기존의 추진 
시스템을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변환하여도 성능에는 크게 변화
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
례는 특정한 사례에기 때문에 본 연구의 효용성을 심도 있게 검
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박을 대상으로 본 프로세스를 적용해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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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의 생존성과 격실관계를 고려한 구획배치 최적화
김영민, 정용국, 주수헌, 정진욱(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신종계(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및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Optimization of the Compartment Allocation based on the 
Survivability and Relationship between Compartments of Naval Vessel
Youngmin Kim, Yong-Kuk Jeong, SuHeon Ju, Jin Uk Jung, Jong-Gye Shin(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함정은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다. 격실은 이러한 구획을 기준으로 할당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능의 
유사성과 격실 간 관계를 고려하여 동일한 구획에 할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함정의 생존성과 격실 간 관계를 고려한 함정의 구획배치 최
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ctivity relationship chart(ARC)를 기반으로 격실 간 관계를 분석하였고, 격실에 탑재되는 장비를 바탕
으로 격실의 생존성을 정량화하였다. 최적화 문제의 목적함수는 기존에 연구된 내용을 참고하여 구획의 면적 활용률, 격실의 위치 선호
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차분 진화(Differential evolu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Keywords : Compartment allocation optimization(구획배치 최적화), Differential evolution algorithm(차분진화 알고리즘), Survivability(생존성)

1. 서 론
1.1 연구 배경

생존성은 함정이 전투환경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하여 귀
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함정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인 요소이다. 미 해군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함정 생존성 설계
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함정 설계 및 건조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함정의 초기설계 단계에서
부터 함정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함정격
실 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
운 함정을 건조할 때, 현재까지는 선진국의 함형을 토대로 일부
를 개선하거나 대부분 설계의 Know-How에 의해 함형을 설계하
고 있다. 특히 함정 내부 공간배치와 관련해서는 설계기준이 해
외의 연구사례나 규정에 비하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신정학(2013)은 함정의 생존성을 고려하여 함정 내부의 
공간배치를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Activity Relationship Chart(이하 ARC)를 이용하여 격실간 관계
에 따라 격실을 배치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배치 대안을 생성하
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아 최적의 배치안이 도출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함정의 구획

배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때 미 해군에서 함정의 
초기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기존 공간배
치 알고리즘을 수정 및 보완하고, 함정의 생존성을 고려하여 격
실배치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함정 구획배치 최적화 프로그램은 함정의 생존
성과 격실간 인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목적함수를 구성하였으
며, 차분진화(Differential evolution, 이하 DE)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1.2 관련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함정 구획배치 최적화 방법은 미 해군

에서 사용하는 Intelligent Ship Arrangements (이하 ISA) 
(Parsons, et al., 2008)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량한 방법이다. 
ISA 알고리즘에서는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Fuzzy 로직을 사
용하였는데, Nehrling은 배치 프로세스의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Fuzzy 집합이론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Nehrling 
1985). 해당 연구에서는 설계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Fuzzy 집합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관적인 평가 
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ort and 
Hills는 Nehrling이 제안한 Fuzzy 집합이론을 실제로 수상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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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이용하였다(Cort and Hills, 1987). 
ISA 알고리즘에서는 최적화 방법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는데, 유전 알고리즘은 특히 매우 크고 복잡한 영역에서 최적
해를 탐색하는데 유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oldberg, 
1989). ISA 알고리즘에서는 격실의 배치를 할당(Allocation)과 배
치(Arrangement)의 두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데 배치 단계는 
다시 격실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Topology)와 격실
의 기하학적 형상을 결정하는 단계(Geometry)로 나누어 수행된
다. 이때 격실배치 문제는 조합최적화 문제로 모델링 할 수 있으
며, 유전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Nick, 2008).

ISA 알고리즘에서 Fuzzy 로직을 이용하여 배치대안을 평가한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정량화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면
적 활용률이나 위치의 선호도만을 점수화 하여 Fuzzy 함수를 정
확히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논리적인 배경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격실 및 구획을 배치할 때 목적을 생존성을 높이는데 
두고, 함정의 생존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목적함수의 일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격실 간의 관계를 ARC로 나타내어 
승조원들의 거주성이나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격실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목적함수에 포함
하도록 하였다.

2. 생존성을 고려한
함정 구획배치 알고리즘

2.1 함정의 생존성 평가 방안
생존성을 고려하여 함정의 구획배치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

서 취약성 수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정립한 취약성 정량화 방법
을 적용하였다. 취약성 정량화를 위하여 먼저 주요 구성품을 선
정한다. 구성품 선정 단계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
의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함정의 임무, 기능 및 주요 
체계 및 임무-기능-체계 간 관계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기능, 임
무에 따라 필요한 장비/구성품에 대하여 FTA(Fault Tree 
Analysis), FTMA(Failure Mode & Effect Analysis) 분석을 수행
하여 함정의 주요 구성품을 결정한다. 선정된 주요 구성품에 대
하여 파괴시의 Kill Type을 Total Kill, Mobility Kill, Mission Area 
Kill, System Kill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Kill Type에 따라 중
요도 수치를 사전에 정의한 값으로 부여한다. 그리고 각 공간에 
대하여 공간 안에 존재하는 주요 구성품의 중요도를 모두 더하여 
공간의 취약성 수치를 정량화한다(신정학,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량화된 취약성 수치를 정규화하기 위하여 Fuzzy 멤버쉽 함수
를 적용하고 취약성 수치를 Fuzzy 함수 값으로 나타내어 목적함
수 값을 계산하였다. 

2.2 ARC를 기반의 격실 간 관계 정량화 방안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ISA 알고리즘에서는 격실 간 관계를 고
려 할 때 격실의 기능적 유사성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그룹 간
의 관계 및 절대적 위치 선호도를 고려한다. 그룹에 포함되는 격
실의 경우 해당 그룹이 가지는 관계 및 위치 선호도를 동일하게 
가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ISA 알고리즘으로는 격실과 격실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ARC를 바탕으로 하여 격실 간의 관계를 정량
화 하였다. 2.1에서 정의한 함정의 주요 임무, 기능, 주요 체계를 
구성하는 Activity에 대하여 전투배치 등 상황 시 격실 간 중요도, 
임무 관계, 평상시 인원 이동 소요 등을 고려하여 ARC를 작성한
다. 작성된 ARC를 바탕으로 Activity Relationship Diagram을 작
성하고, Activity Relationship Diagram에 각 격실이 차지하는 면
적을 고려하여 격실 간의 관계를 나타낸 Space Relationship 
Diagram을 작성하여 격실간의 관계를 정량화한다. 도출된 값은 
정규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Fuzzy 로직을 적용하였다.

2.3 목적함수 구성 방안
ISA 알고리즘에서는 구획의 면적 활용률, 격실의 절대적 위치 

선호도, 격실 사이의 상대적 위치 선호도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
여 목적함수를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SA 알고리즘에서 고
려한 항목 이외에도 취약성 정량화 수치를 고려하였으며, ARC를 
바탕으로 도출한 격실간 관계도를 목적함수에 반영하였다. 목적
함수의 각 요소들은 Fuzzy 함수를 이용하여 0과 1사이의 실수 
값으로 주어진다. 각 평가 요소들은 구획 배치 결과에 따라 독립
적으로 평가되는 값이지만, Fuzzy 로직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이
기 때문에 각 요소의 Fuzzy 유틸리티 값을 곱하여 함정의 구획배
치에 대한 전체 목적함수를 구성하는 방안을 사용하였다.

3. 함정 구획배치 최적화
응용 프로그램

3.1 입출력 정보 정의 및 컴포넌트 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함정 구획배치 알고리즘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함정의 형상정보와 격실의 기본정보, 그리고 격실간 관계도를 
바탕으로 최적의 구획배치 결과를 도출한다. 함정의 형상정보는 
개략적인 함정의 형상정보와 위치별 피격확률 등의 정보를 포함
한다. 그리고 격실 기본정보는 격실의 이름, 취약성 정량화 수치, 
요구 면적, 위치 선호도 정보 등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격실간 
관계도 정보는 ARC를 기반으로 모든 격실간 관계를 정량화한 행
렬 형태로 정의된다. 각각의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함정은 기능 및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상을 갖는다. 함정



Fig. 1 Basic structure of the compartment allocation application

Fig. 2 Representation of the compartment allocation (Sample)

을 구성하는 격실의 구획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개략
적인 외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함정 공
간배치 알고리즘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함정의 측면 형상을 기준
으로 외형을 정의하였다(Nick, 2008). 기본적으로 모든 선박은 
다수의 Deck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선박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
로 방향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간배치 단계에
서는 격벽과 같은 개략적인 보강재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Subzone을 정의할 수 있다. Subzone은 함정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로로 나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Deck과 
Subzone이 교차하여 생기는 공간을 Zone-Deck이라고 정의하였
으며, 구획배치 문제는 하나의 Zone-Deck에 다수의 격실을 할
당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단 이때 하나의 Zone-Deck은 선
박의 폭 방향으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본 프로그램에서 함정의 
형상정보는 Zone-Deck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구획배치의 대상이 되는 함정의 격실은 이름, 요구면적과 같
은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사전에 정의한 목적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격실에 배치된 장비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 취약성 정량화 
값이나 위치 선호도 정보 등이 필요하다. 취약성 정량화 정보는 
해당 격실에 배치된 장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단일 격실
에 하나의 값을 갖지만, 위치 선호도 정보는 해당 격실이 선호하
는 Zone-Deck을 표현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Zone-Deck에 
대한 값이 필요하다. 따라서 격실의 위치 선호도 정보는 행렬 형
태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격실간 관계도 정보는 전문가의 인터
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ARC를 바탕으로 정의한다. ARC는 격실의 
기능적 연관성, 승조원의 거주성, 그리고 함정 관련 규정을 바탕
으로 한 제약조건 등을 반영하며, 격실간 관계도는 이를 정량화
하여 행렬형태로 정의한다.

위와 같이 정의한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응
용 프로그램의 컴포넌트를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컴포넌트는 데이터 입출력 기능, 구획할당 기능, DE를 이용한 최

적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입출력 컴포넌트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프로그램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Data transfer object(이하 DTO)에 저장 및 출력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격실 할당 컴포넌트와 최적화 컴포넌트에서는 
DTO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D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구획배치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컴포
넌트 구조와 기능은 아래의 Fig. 1와 같다.

3.2 DE 알고리즘을 이용한 함정 구획배치 최적화
함정의 구획배치 문제는 격실이 배치되는 위치(구획)의 조합

에 따라 전체 함정의 목적함수 값이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조
합 최적화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 D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DE 
알고리즘은 유전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진화적 접근법을 사용한 
최적화 방법이다. 유전알고리즘에서 유전자로 표현되는 해는 DE 
알고리즘에서 실수 벡터 형태로 표현된다. 본 절에서는 DE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벡터 형식으로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
록 한다.

실수 벡터로 표현되는 구획배치의 해는 격실의 수(=n)와 동일
한 차원(n차원 벡터)으로 정의된다. 이때 특정 벡터의 i번째 성분
은 i번째 격실이 배치된 Zone-Deck을 나타낸다. Zone-Deck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수로 표현되는 값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 벡터 성분을 Zone-Deck의 개수만큼 등분하여, j번째 구역
에 해당하는 값인 경우에는 j번째 Zone-Deck을 나타내는 방법으
로 해를 표현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Fig. 2와 같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함정의 공간배치 단계중 초기 단계인 격실을 

구획에 할당하는 문제를 최적화 알고리즘과 응용 프로그램을 구
현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때 목적 함수는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격실에 탑재되는 장비를 분석
하여 생존성을 평가하였으며, 격실간 관계도를 정량화하여 승조
원의 거주성, 규정 만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
적함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기 때문에 Fuzzy 함수를 이용하여 정량화 하였다.



함정 구획배치 최적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
하여 함정의 형상, 격실 정보, 격실간 관계도 정보를 입출력 변
수로 정의하였으며,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컴포넌트를 나누
어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D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의 구획배치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도
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내
용을 바탕으로 구획 내부의 격실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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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nuclear power is growing bigger due to global warming and high oil prices, which is also applied to
ships. The nuclear propulsion ship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uclear ships”) have recently grown in importance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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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s has been extending to the icebreaker, the deep-water exploration ship, and the floating nuclear power plant. Pri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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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arious types of ships. Based on the economic analysis, we concluded that the container ship could be appropriate for 
the nuclear propulsion. Finally, we verified its safety by the ship calculation and HAZID. 
 
Keywords: Nuclear propulsion ship(원자력 추진선), Nuclear reactor(원자로), BOP(Balance of Plant, 보조계통) 
 

1. 서 론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고,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동력원의 필요가 
증가하였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료전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풍력, 조력, 조류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높으며 안정적인 발전이 힘들고, 연료전지는 
현재까지 대용량 발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원자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업에도 두드러진다. 즉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대용량 선박의 동력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IMO의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자력 추진 선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안전성을 향상시킨 다양한 신형 원자로의 개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수행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원자력 
추진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적용할 선종으로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선정하였다(Seongjin Yoo, et al., 2013). 대상 
선박에 적용된 원자력 추진 시스템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를 참고하였다. SMART 원자로는 일체형 
구조이며 피동안전계통을 채택해 안전성을 확보 하였으므로 
선박용 원자로로 고려할 만하다. 다만 육상용으로 설계된 
차폐 구조물을 선박 배치를 고려하여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원자로 및 관련 시스템의 중량을 
추정한 후 최종적으로 선박 계산과 HAZID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2.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 설계 
 

2.1 추진 방식 및 원자로 용량 결정 
 
대형 상선에서는 mechanical 추진을 선호하나 본 

연구에서는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였다[Figure 1]. 효율이 
높고, 회전기기의 수가 적은 mechanical 추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기 추진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선박에 원자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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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할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부에 원자로가 배치되어 1, 2차 
계통과 추진부가 멀리 떨어져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Figure 1 Concept of electric propulsion 

 
원자로에 요구되는 열출력은 기준선의 추진 마력을 

기준으로 역산하였으며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Propulsion power: 65 MW 
∙ Reduction gear: 99% 
∙ Motor efficiency: 98% 
∙ Transformer efficiency: 98% 
 Required electric power: 68 MWe 

2) Auxiliary power: 16 MWe (BOP: 2 MWe 포함) 
3) Total required power: 68 + 16 = 84 MWe 

∙ Generator efficiency: 98% 
∙ Steam turbine efficiency: 24% 
 Total required reactor thermal power: 360 MWt  

 
위의 결과를 참고하면 대상 선박에 탑재할 원자로에 

필요한 열출력은 360 MWt 이다. 본 연구에서는 180 MWt 
의 원자로 2기를 배치하여 redundancy 를 확보하고자 한다. 

 
2.2 원자로 및 BOP 배치 

 
본 연구에서는 14,000 TEU 컨테이너 운반선을 대상으로 

원자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선박의 경우 
deckhouse가 funnel과 함께 선미부에 위치하였으나 이 
선박은 twin islands 개념으로 deckhouse가 선체 중앙부에 
위치한다. 이때 deckhouse 하부 공간에는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없어 연료유 탱크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자력 
추진선에서도 역시 이 공간을 활용하면 대상 선박의 선형 및 
dimension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원자로 및 BOP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Figure 2와 같이 deckhouse 
하부에는 비교적 안전한 BOP를 배치하고 바로 인접한 앞 
또는 뒤 구획에 원자로를 배치하여 컨테이너 적재량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Figure 2 Arrangement of reactor and BOP 

 
2.3 원자로 차폐구조 결정 및 중량 추정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와 감마선은 철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다중의 방호벽으로 안전하게 차폐된다. 육상 
원전에서는 공간 확보가 용이해 콘크리트와 같은 거대 
구조물을 차폐체로 적용이 가능하다. 선박의 경우 공간과 
무게의 제약으로 인해 선박의 주요 구조물인 철(steel)을 
이용한 효율적인 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 육상 원전에서 단순히 방사선 차폐 목적뿐만 
아니라 원전 구조물 역할을 수반하여 부피 및 중량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차폐체를 선박의 배치 공간에 
맞추어 최적화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수행한 차폐 최적화 연구를 통해 100 
cm의 콘크리트 양쪽에 10 cm의 철판으로 구성된 차폐체를 
이용할 경우 기존 육상 원전의 차폐체보다 36% 이상 
무게를 경감할 수 있었다(Seongjin Yoo, et al., 2013). 이번 
연구에서는, 원자로실에 2기의 원자로를 배치할 때 두 
원자로 사이의 불필요한 이중 차폐벽을 제거함으로써 차폐 
구조 최적화 연구를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Figure 3와 같이 6025 ton의 원자로를 2기 배치할 때 12051 
ton 이던 원자로 건물의 중량이 10507 ton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원자로 
구조물은 Figure 4와 같이 배치된다. 
 

 
Figure 3 Shielding optimization 

 
 



 
Figure 4 Arrangement of reactor and BOP 
 

2.4 기본 계산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의 안전성 검토를 Ballast 

departure condition과 Homogeneous design departure 
condition에서 수행하였으며, 검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T: 14 m 
∙ Trim: 선미 트림, LBP 1% 이내 
∙ GM value: 1 m 이상 (0.5 m ~ 1.2 m 정도) 
∙ Propeller Top Height: 9.35 m 
∙ Allowable Bending Moment: 890,000 T-m 
∙ Allowable Shear Force: 11,400 T 
 

 
Figure 5 Stability result of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igure 6 Stability result of homogeneous design 
departure condition 
 

Figure 5와 Figure 6의 계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체 중앙부에 원자로 및 BOP를 설치한 경우, 흘수, 트림, 
GM값, 프로펠러 깊이, shear force, bending moment가 모두 
허용값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선박 계산을 통해 원자로 및 BOP 시스템의 
무게가 7000 ton 이하일 경우 중앙 배치 시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무게가 5000 ton 이하일 경우 선미 배치 시 
에도 안전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자로 및 BOP 시스템을 중앙에 배치할 경우 
container loss는 392 TEU이며, 선미에 배치할 경우 754 
TEU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및 BOP 시스템을 선체 
중앙부에 배치하는 것이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3.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의 Risk 
Assessment 

 
원자력 시설의 설계 및 운용 시 안전성 및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HAZID(Hazard 
Identific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HAZID란 정량적 위험도 
평가 전 주요 사고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기법으로 인명, 
재산, 환경을 위협하는 전반적인 잠재요소를 파악한 후, 
각각의 요소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 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Risk Index(RI) = FI x SI                   (1) 
 
여기서, FI는 Frequency Index로서 시스템에 damage가 

발생할 빈도를 나타내며, SI는 Severity Index로서 damage의 
심각도를 나타낸다. 빈도 및 심각도는 1부터 5까지 
수치화되며, 두 값을 함께 고려하면 Figure 7과 같이 RI를 
정량할 수 있다. RI값은 빈도 및 심각도에 따라 Low, 
Medium, High 세가지로 분류된다. 
 

 
Figure 7 Risk ranking matrix 
 

최종적인 HAZID 분석 결과는 Figure 8과 같다. Reactor 
compartment, BOP compartment, Unlawful act, general 
arrangement 등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모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자 했다. 
 

 

 

Figure 8 Result of HAZID for container ship 
powered by nuclear reactor 

 
본 연구의 대상 선박에 탑재된 원자로의 경우, 이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SMART 원자로를 
참고하였으므로 중대사고를 유발할만한 치명적인 
위험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선박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large motion에 의한 위험도는 원자로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안전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된 대형 컨테이너선의 원자력 

추진 적용 가능성 연구(Seongjin Yoo, et al., 2013)에서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을 한단계 진전시켰다. 먼저 차폐 
구조 최적화 연구를 진전시켜 선박의 경량화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박 계산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여기에 대상 선박에 대한 HAZID 
분석을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참 고 문 헌 

 
Seongjin Yoo+, Youngmi Gil, Yoonchul Byun, Yeontae Kim, 

Il-guk Woo, Ji-ho Kim, Suhn Choi, 2013.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nuclear propulsion system for large 
container ship.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Ulsan, Republic of Korea, 7-8 November 2013. 



수중몰수체의 난류유동소음해석
최원석(서울대학교), 홍석윤(서울대학교), 송지훈(전남대학교), 권현웅(서울대학교), 정영래(국방과학연구소)

Turbulent-Induced Noise for Underwater Submerged Bodies
W.-S. Choi(Seoul National University), S.-Y. Hong(Seoul National University), 

J.-H. Song(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 Kwon(Seoul National University), 
Y.-R. Jung(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 약

난류유동에 의한 소음은 계산비용의 관점에서 음향 상사법을 이용하여 전산유체 기법과 결합해 다양한 해석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ANS 기법과 FW-H 상사법을 이용하여 난류유동소음해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단순모델로써 실린더에 대하
여 직접적으로 변동압력 추출하는 직접법과 난류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FW-H 상사법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난류에 의한 소음
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 Turbulence-induced noise(난류유동소음), Acoustic Analogy(음향 상사법), FW-H Method(FW-H 기법)

1. 서 론
수중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 주위 유동에 의해 소음이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유동소음은 크게 두께, 하중, 난류소음으로 
구분된다. 관심영역이 원거리장인 방사소음에 있어 난류소음의 
경우 난류유동의 해석에 요구되는 계산비용의 관점 및 미미한 영
향으로 인해 관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거
리장의 자체소음의 관점에서는 난류유동소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선체 하부의 소나돔의 경우 정확한 유동소음의 해석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소음의 신호와 수신신호를 구
분하지 못하여 소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ang et al., 
2006). 

정확한 난류유동의 소음예측을 위해서는 난류해석의 수치기법
으로 어떠한 모델링 가정도 적용되지 않은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을 통해 직접적으로 변동압력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으나, 계산비용의 관점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근사적 
전산유체 기법과 Lighthill에 의해 제안된 유속변동, 엔트로피변동
과 점성응력을 소음원으로 하는 음향 상사법을 결합해 다양한 해
석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장의 해석기법으로 DNS나 LES(Large 
Eddy Simulation)보다 계산비용이 작은 RANS(Reynolds Aver- 
aged Navier-Stokes)기법과 음향장의 해석기법으로 Lighthill의 

상사법을 기초로 임의의 물체경계면을 고려한 FW-H(Ffowcs 
Williams and Hawkings) 상사법(Ffowcs Willans & Hawkings, 
1969)을 이용하여 난류유동소음해석을 수행하였다. 단순모델로
써 2차원 원형 실린더에 대하여 직접적인 변동압력 추출법과 난
류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FW-H 상사법, 난류소음의 영향을 포함
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Permeable FW-H 기법의 비교를 통해 난
류유동소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배경이론
Lighthill이 제시한 음향상사법은 소음원을 질량보존의 방정식

과 모멘트 방정식에서부터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였다.






 ′

∇′ 
  (1)

      
′                           (2)

여기서, 는 소리의 속도(), ′는 음향성분에 해당하는 밀
도(), 는 레이놀즈 응력, 는 유동의 속도(), 
는 응력텐서이다.

Lighthil의 음향상사법은 Curle에 의해 정지한 강체의 경계조건
을 고려한 상사식으로 발전되었고(Curle, 1995), Ffowcs Wil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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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Hawkings는 임의의 운동하는 강체의 경계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상사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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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움직이는 물체의 표면을   으로 하여 표
현하는 함수로,  ≺ 일때는 물체내부를,  ≻ 일때는 물체
의 외부를 나타낸다. 첫 번째 항은 유동장 내에 존재하는 비정상
성(unsteadiness)에 의한 사극자(quadrupole)를 레이놀즈 응력으
로 표현된 난류 소음원이다. 두 번째 항은 경계층의 팽창
(dilatation of boundaries)에 의한 단극자(monopole)의 형태를 
가지는 하중 소음원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은 물체의 표면에
서 발생하는 응력변동(fluctuating stress)에 의한 쌍극자(dipole)
의 두께 소음원에 해당한다. 

FW-H의 상사식은 Farassat’s formulation에 의해 아래와 같
은 적분식의 형태로 표현가능하다(Farassa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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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은 도플러 인자,     이며, 는 유동 내
의 지점이다. 위 식의 적분은 모두 지연시간(retarded time)
′ ′에서 계산된다.

사극자로 표현되는 난류소음항의 경우, 체적적분식의 형태로 
나타나며, 적분공간의 설정 뿐만 아니라, 레이놀즈 응력의 계산 
자체도 난해하다(Farassat & Brentner, 1988). 따라서 를 물체
의 표면이 아닌 가상의 투과성 경계면을 가지는 Inner-Cell을 설
정해 계산함으로써, 난류소음항의 계산을 회피할 수 있다. 
Inner-Cell의 투과성 경계면에서 하중소음과 두께소음을 계산하

면 난류유동소음의 영향이 포함되게 된다(Wang et al., 2006). 

3. 2차원 원형 실린더 해석
2차원 원형 실린더 모델에 대하여 유동소음 해석을 수행하였

다. 상용프로그램인 Ansys FLUENT v14.5를 이용하여 난류의 영
향을 제외한 유동소음해석과 Inner-Cell 설정을 통한 Permeable 
FW-H 기법의 소음해석을 수행하였다(Ansys, 2009).

3.1 격자생성

직경이 20 mm인 원통을 해석하기 위해 총 218,268개의 정렬
된 4각형 격자를 작성하였으며, 실린더 후류에 발생하는 와류와 
직접법에서 추출하는 유동변화의 계측점(실린더 표면에서부터 유
입류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10 mm, 30 mm, 50 mm, 70 mm, 
100 mm, 총 5지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해석 대상의 표면에서 
첫 격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값인 Dimensionless 
Wall Distance(  ∙)가 1보다 작도록 경계층 내의 격
자를 충분히 조밀하게 하여 정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입류 경계를 반구의 형태로 하여, 전체적인 격자계가 
C-H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C-H형태를 통해 실린더 근처의 정확
도를 높이면서 외각 격자의 비틀림(Skewness)도 향상시킬 수 있
었다.

Permeable FW-H 기법의 적분면으로 투과성 경계면 조건을 
가지는 Inner-Cell (Fig.1, 빨간선)을 실린더 근처에서 경계층과 
후류에 발생하는 와류를 3~4개 정도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1 Computational structured mesh for 2D CFD
           simulations, 218,168 volumes cells



Fig. 2 Y+ around the cylinder

3.2 유동 해석
정확한 소음해석을 위해서는 소음원이 되는 유동의 작은 압력

변화를 계산하기위해 높은 차수의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아래 Table 1은 2차원 원형 실린더의 유동해석을 위한 주
요 수치해석법의 설정 값이다. 해석결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참고
문헌(Park, 2012)과 동일한 조건인 30 m/s와 40 m/s 공기 중에 
놓인 경우를 해석하였다.

Fig. 3은 실린더 주변의 동압력 해석결과이며, Fig. 4는 실린
더의 표면을 적분해 계산한 시간 변화에 따른 양력계수의 해석결
과이다. Table 2에서는 2차원 실린더의 유동해석의 타당성을 확
인하기 위해 양력계수의 진동수로부터 스트롤수를 계산하여 참
고논문(Park, 2012, Orselli, 2009)과 비교해 보았다. 해석결과 
0.222의 스트롤수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이는 Orselli(Orselli, 
2009)의 해석결과와 Park(Park, 2012)의 해석결과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Solver settings for the CFD simulations
Flow Solver  Ansys FLUENT v14.5
Solver Type  Pressure based Solver
Time Solver  Transient, Second Order Implicit
Turbulence Model    SST
Scheme  SIMPLE
Gradient  Green-Gauss Node-based
Pressure  Body Force Weighted
Momentum  Third order MUSCL 
Turbulent Kinetic Energy  Third order MUSCL 
Specific Dissipation Rate  Third order MUSCL 

     

Fig. 3 Dynamic pressure around the cylinder

Fig. 4 Lift coefficient of cylinder
Table 2 Comparison of Strouhal number

   SST Strouhal No. ( )
Experiment (Park, 2012) 0.195
Experiment (Norberg, 2002) 0.190
Simulations (Park, 2012) 0.198
Simulations (Orselli, 2009) 0.247

Result 0.222

또한, 실린더 표면에서의 압력계수를 Fig. 5에 나타내었다. 
Orselli(Orselli, 2009)의 압력계수와 비교해 볼 때, 올바른 유동해
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Pressure coefficient on the cylinder surface

3.3 소음 해석
먼저 유속의 변화에 따른 음향해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6은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소음해석의 결과이다.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전체적인 소음 스펙트럼이 고주파수로 이동하고, 크기도 더 
커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Hong(Hong, 1998)의 실험결과
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음향해석의 결과 또한 올바
르게 해석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 Sound pressure level at different flow velocities
Fig. 7은 해석기법에 따른 소음해석 값의 비교를 나타내었다. 

직접 유동의 변동압력을 추출해내는 직접법, 사극자 형태로 나타
나는 난류에 의한 유동소음을 제외한 FW-H 상사법과 Inner- 
Cell 표면에서 FW-H 상사법을 적용한 Permeable FW-H 해석기
법을 비교하였다. Inner-Cell 내부에 위치한 Receiver 1과 Rece- 
iver 2를 제외한 나머지 Receiver에서 Permeable FW-H 기법이 
직접법의 해석 값에 더 가까운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극자항을 제외한 FW-H 기법의 경우 난류에 의한 유동소음
을 제외한 해석 방법임을 고려할 때, Permeable FW-H 기법이 
알려진 대로 난류에 의한 유동소음의 영향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ig. 7 Comparison of sound pressure level spectrum 

 obtained from different methods in 30 m/s
 (a): Receiver 1 (10 mm), (b): Receiver 2 (30 mm),  
 (c): Receiver 3 (50 mm), (d): Receiver 4 (70 mm), 
 (e): Receiver 5 (100 mm)

3.4 수중에서의 난류유동소음해석
Fig. 8은 동일한 방법으로 공기 중에서 수중으로의 변수를 변

환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공기 중에서의 해석결과와 비교해 수중
에서의 Permeable FW-H 기법의 해석결과는 난류 항을 제외한 
FW-H 기법의 결과외 비교해 직접법에서 더 멀어진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공기 중에서 수중으로 유체매질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
라 발생하는 난류의 특성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Inner-Cell의 적
절한 설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a) 

   (b)

    

   (c)



   (d)
Fig. 8 Sound pressure level spectrum underwater, 
        (a): Receiver 1 (10 mm), (b): Receiver 2 (30 mm),
        (c): Receiver 3 (50 mm), (d): Receiver 4 (70 mm) 

4. 결 론
수중몰수체의 난류유동소음해석을 위해 단순모델로써 공기 중

과 수중에서 2차원 원형 실린더의 유동소음해석을 직접법, 난류 
항을 제외한 FW-H법, 투과성 적분면을 가지는 Inner-Cell을 설
정하여 계산하는 Permeable FW-H 기법으로 수행하였다.

직접법을 이용해 공기 중에 놓인 실린더에 대해 유속의 변화
에 따른 소음해석결과를 구하였고, 실험값과 비교해 경향이 일치
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소음의 크기의 차이는 2D 모델
링에 의한 오차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소음해석기법을 비교
한 결과 Permeable FW-H가 난류소음항의 계산을 제외한 FW-H
식의 결과 값과 비교해 직접법에 더 근접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Permeable FW-H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난
류유동소음해석이 가능했다. 

하지만, 동일한 해석법을 수중의 실린더에 적용한 해석결과는 
Permeable FW-H 기법이 오히려 난류 항을 제외한 기존의 
FW-H 기법에 비해 직접해석법보다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였다.

현재의 난류유동소음의 해석기법을 수중몰수체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Inner-Cell
의 설정해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후 기
본 연구는 차세대함정첨단함형 특화연구실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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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 플랜트에서 원유 혹은 LNG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산물들이 발생한다. 이 부산물들 중의 하나로 생산수
(Produced Water)를 들 수 있다. 생산수의 경우 해양 플랜트가 운용되는 해역에서의 배출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로 생산수
처리장치 (PWTS)에서 처리되어 배출된다. 생산수 처리장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Hydrocyclone)과 Degassing drum으로
구성되며, 하이드로 사이클론이 생산수 처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효율을
증가시켜 생산수 처리장치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기존 하이드로 사이클론
보다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라이너(Liner)에 대한 형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Hydrocyclone (하이드로 사이클론), Deoiling, Liquid-Liquid separation (액액분리) 
 

1. 서 론 
최근 해저에 존재하는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해양 

플랜트들의 건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 플랜트의 
경우 해저에서 시추한 액상 혹은 기상물질을 분리 혹은 
증류과정을 거치면서 생산품인 원유 혹은 LNG를 생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산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중의 하나가 생산수 (Produced Water)이다. 생산수는 
가압의 과정을 거쳐 EOR(Enhanced Oil Recovery)을 위하여 
유정으로 재 주입 되거나 생산수 처리장치 (PWTS, 
Produced Water Treatment System)에서 처리되어 해양으로 
배출된다. 

생산수 처리장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과 degassing 
drum으로 구성된다. 생산수 처리장치는 생산수에 존재하는 
탄화수소계열 액상물질 (기름성분)과 탄화수소계열 
기상물질을 생산수에서 분리하여 생산수 내의 탄화수소계열 
성분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산수의 
처리과정에서 대부분은 기름 성분은 하이드로 사이클론에서 
처리되며, 이에 따라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효율이 생산수 
처리장치의 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수의 해양 
배출을 위하여, 해양 플랜트가 운용되는 해역의 환경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의 
생산수가 생산수 처리장치에 유입되었을 경우, 더 높은 
효율의 하이드로 사이클론을 이용할 경우 해양 
플랜트에서의 더 높은 공간 효율을 확보하고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생산수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이드로 
사이클론은 다수개의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 
(Hydrocyclone Liner)가 병렬의 형태로 배치되게 된다. 즉,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의 효율을 증가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및 생산수 처리장치의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이드로 사이클론은 그 활용 영역에 따라 Desanding 
Hydrocyclone 과 Deoiling Hydrocyclone을 구분 될 수 있다. 
Desanding Hydrocyclone의 성능예측과 관련하여 주종일등1 
(주종일 외 4명, 2003)에 의하여 해석 기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주희 등2(이주희 외 3명, 2010)에 의해서도 
해석 기법 및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 내부의 유동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Desanding 
하이드로 사이클론 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Desanding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내부 유동에 대한 유동 
특성에 파악을 위한 수치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Morteza Ghadirian등3 (Morteza Ghadirian외 4명, 
2012)등은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해석에 있어서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수치해석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비교적 정확한 해석결과를 도출 하기 위한 해석 
절차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한 해석 절차를 
바탕으로 해석한 결과들이 기존의 결과에 비하여 더 정확한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의 내부 유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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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등4 (임재호외 2명, 2013)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Desanding 하이드로 사이클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높은 분리효율이 
나타나는 유량의 범위 및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외통 직경과 
길이 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Maysam Saidi등5 (Maysam Saidi외 2명, 2012)은 Deoiling 
Hydrocyclone의 라이너 형상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연구결과로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의 상부 cone angle의 증가가 접선속도 
(tangential velocity)의 증가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S. Noroozi와 S.H. Hashemabadi (2011)는6 Deoiling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입구단 형상의 변화에 따른 분리효율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입구단 주변의 형상을 기존의 실린더 형상에서 지수형상 
(exponential type)을 변경할 경우 기존 대비 약 8% 정도의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로 
사이클론에 설치되는 라이너의 형상을 최적화 하여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검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치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ANSYS사의 FLUENT 13.0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서 사용한 설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지배 방정식 : RANS 
2. 작동유체 : 물 + 오일 (원유) 
3. 난류모형 : K-ε standard model -> RSM model 을 

사용하였으며, 벽면모델 (wall function)을 
사용하였다. 

4. 다상유동 : Euerlian model 
5. 입구단의 oil 농도 : 2,000 ppm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입구단 경계조건 : Velocity inlet (5.7 m/s) 
2. 출구단 경계조건 : Pressure outlet 

Overflow와 underflow가 설정된 압력의 비를 
가지도록 설정 

해석의 기존의 논문들2,3에서 수행한 것과 같이 K-ε RNG 
난류모형을 사용하여 정상상태의 해석을 수행하고, 이후에 
RSM 난류 모형을 이용하여 비정상 상태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 상태의 해석을 진행하면서 입출구단의 
질량유량의 차이를 바탕으로 수렴 유무를 판단하였다.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면체 격자에 

비하여 육면체 격자가 더 유리하며 벽면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 해석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들은 y+ 
값이 대략 50 이하인 벽면 격자를 가지는 육면체 격자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들이다.  

Fig. 1에서는 해석에 사용한 기본 형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었다.  

Fig. 2에서는 본 연구에서 입구단 주변의 격자계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면체 격자를 
이용하여 격자계를 생성하였으며 그림에 보여지는 격자계의 
격자수는 약 1,590,000 정도 이다. 

 

 

 
Fig. 1 Geometry of the Basic Model 
 

 
Fig. 2 Details of Meshes near the Inlet 



3. 결    과 
Fig. 3에서는 본 해석에서 사용한 수치기법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수행한 기존 논문의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유적 크기 (droplet size)가 30㎛ 이상의 결과에서는 
실험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droplet의 크기가 30㎛이상으로 고려한 수치해석 
결과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는 지수형상의 축소부를 가지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와 Fig. 1에서 제시한 기존 형상을 이용한 
경우의 분리 효율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해석은 유적크기 
30㎛의 액적들이 2,000ppm 으로 유입될 경우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그림의 결과에서 비정상 상태의 해석에서 
해석시간의 진행에 따라 결과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의 내부 
유동은 렝킨 와 (Rankin vortex)의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교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정한 수렴상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렴된 해석 
결과값에서 기존의 모델의 경우 약 83%의 분리 효율을 
나타내며 지수형상의 모델은 약 92%의 분리 효율을 나타낼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수형상의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의 경우 
기존의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결과에 비하여 약 9%정도의 
효율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해석 
결과는 다양한 이유로 수치오차를 포함 할 수 있다.하지만 
해석 결과에서 보여지는 9%정도의 성능 향상은 실제 
상황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라이너가 더 높은 분리 
효율을 가질 수 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효율 상승율에 대한 결과는 기존 논문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값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지만 
30㎛ 액적을 이용한 해석에서 약 50%정도의 분리효율을 
나타내는 기존 논문의 해석결과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좋은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mparison of Separation Efficiency with 

Experimental Results 
 

 
Fig. 4 Comparison of Separation Efficiency between 

Exponential Model and Base Mode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구 주변에서 지수형상을 나타내는 

하이드론 라이너에 대한 액적 분리 효율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이드로 사이클론이 더 
높은 액액 분리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30㎛의 작은 액적에 대해서도 약 
92%정도의 분리효율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이드로 사이클론 라이너를 
활용할 경우 더 높은 효율의 액액 분리를 위한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제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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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력한 청정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전력으로 직접 변환시키는 태양광 발전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
전 시스템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면상에 설치되는 것이 상례이다. 육상설치인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토지 이
용효율이 떨어지고 임목 벌채가 필요 하는 등의 역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저수지나 호수 등의 수면 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수면의 냉각효과로 인하여 발전효율이 높아진다. 발전시스템을 부유
구조로 만들어줌으로 기초공사 등의 불필요하고 밸러스트를 활용하여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자세 제어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판을 장착하는 부유구조물의 설계와 밸러스트를 이용하는 태양 추적 장치를 소개하고자한다. 

 

1. 서 언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문제가 세계적 관심

의 대상이 되면서 강력한 불변의 자원인 태양광을 이용하는 문제
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일조량 
확보가 일차적 조건임으로 사막이나 초지와 같은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대하여 호수나 하천과 같은 수면 
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육상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부
지 조성과 기초공사 등과 같은 부대 공사가 줄어들며 임목벌채와 
같은 환경을 저해하는 공사가 불필요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수면 상에 설치하면 태양 전지판이 냉
각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발전효율이 높아지는 이점을 가지게 된
다. 뿐만 아니라 부유체위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함으로 기초공사
가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부유체의 자세를, 밸러스트를 조절하
여 제어함으로서 태양 전지판이 항상 태양을 향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부유체는 충분한 복원안정성을 갖아야 
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밸러스트를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자세제
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부유식 발전시스템의 규모는 시스템을 생산하여 설치수역으로 
운송하여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운용상의 편익을 고려하여 설
계하게 된다. 또한 수역의 수심변화나 흐름의 유무 등을 고려하
여야 하며 태풍 등의 바람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
다. 그리고 설계된 단위제품으로 집단화하여 경제성을 갖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계류 
고정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0kW 급 태양광 발전 단위제품으로 
Sundancer Diamond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경기도 군포시 둔대
동에 소재한 반월저수지에 설치 운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부유체의 설계와 제작, 운송 및 설치, 복원안정성, 밸러
스트이용 태양추적,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태양추적의 효과 등을 
조사한바 있다. 앞으로 발전시스템의 집단화에 앞서서 부유구조
물의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부유체의 설계 및 제작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태양전지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1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시험용 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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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설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상적인 
직립 상태에서 충분한 복원력을 갖아야하고 최소한의 밸러스트
를 이동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경사시킬 수 있는 동시에 경사상태
에서도 적정한 복원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1 형상 요구조건

2.1.1 태양광 집광판의 치수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태양전지판의 단위면적당 발전량은 150 w/m2 정도이며 
제품 중량은 12.5 kg/m2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
으로 집광면적을 결정하면 대체로 66.7 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격품으로 제조 공급되는 태양전지판의 형상과 발전시
스템의 경사상태에서의 최소 건현을 고려하여 맞변거리가 10 m 
인 8각형 집광판 평면에 태양전지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폭990mm 이고 길이가 1650 mm인 전지판을 선택하면 40개
의 태양전지판을 배치하였을 때 하나의 전지판에서 250 Watt의 
전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10,000 Watt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
다. 이를 10 kW 발전시스템이라 칭하기로 한다. 

2.1.2 태양전지판의 중량
하나의 태양전지판의 중량은 18.5kg 정도이고 볼트 너트 등의 

고정구와 전선 등의 중량을 고려하여 하나의 태양전지판을 설치
하는데 소요중량을 25 kg이라 가정하면 태양전지판의 설치 중량
은 1000 kg 정도가 된다. 

2.1.3 태양전지판의 경사범위
태양의 고도는 지구상 위도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태양전지판은 태양광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놓여야 함으로 경사
각은 비교적 쉽게 계산된다.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
는 수역의 위도와 발전 일시를 확인하면 임의의 순간에 필요로 
하는 경사각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설치 지역의 위도를 37.5°
라고 가정하면 태양의 고도가 하지에는 76°이고 동지에는 29°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광판의 기울기는 계절에 따라서 하지일 때 
14°로부터 동지일 때 61°까지의 사이에서 변화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최대 61°까지 경사시켜야 하나 복원안정성과 집광판이 물
에 잠기지 않아야 하는 최소 건현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경사
각을 감축하며 적정한 중간 값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4 부유체의 운동특징
부유체는 부유 상태에서 위치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유롭

게 회전할 수 있어야하지만 불필요한 각 회전은 억제되어야 한
다. 동시에 태양전지판은 자유롭게 임의방향으로 경사를 조절할 
수 있어야만 태양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파도로 인한 상하동요
가 최소한으로 일어나는 구조이어야 하는 동시에 부유체가 회전

하거나 경사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수면 근처에서 계류할 수 있어
야 한다. 수면근처에서 계류하였을 때 계류위치와 경사중심위치
의 차이가 있고 계류삭에는 장력이 걸리더라도 태양 추적에 따르
는 부유체 운동이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1.5 부유체의 복원특성
부유체는 밸러스트를 이용하여 경사를 유발시켜야 함으로 밸

러스트의 양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경사의 관점에서는 복원력이 
작을수록 유리한데 대하여 부유체는 폭풍 등의 예기치 못한 큰 
경사외력이 작용하더라도 복원안정성을 가져야 함으로 큰 복원
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밸러스트의 적재 위치가 중심으로부터 멀
리 떨어질수록 유리하며 경사에 대하여 부심위치의 이동이 커야 
함으로 부유체의 측면이 경사질수록 유리하다.

2.2 부유체의 형상결정

2.2.1 부유체의 탑재중량
부유체에 적재되는 중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구를 

포함한 태양전지판의 중량이 약 1,000 kg 이고 추가로 밸러스트 
배관, 펌프 및 각종 센서 등의 의장품 중량을 500 kg 정도로 생
각하면 탑재해야하는 중량은 1500kg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2.2.2 집광판의 형상
집광판에 40개의 250 Watt 출력의 태양전지판을 배치하면 

Fig. 1과 같은 배치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구간에는 집
광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과도한 풍압이 걸리는 것을 피하
기 위하여 개방한 것이다. 

  Fig. 1 Arrangement of 10 kW class photovoltaic panel



2.2.3 경사각과 건현의 결정
Fig. 1에 보인 8각형 집광판의 맞변 거리가 10 m 이므로  이 

판이 태양추적을 위하여 경사되었을 때 태양 전지판이 수면으로
부터 200mm의 최소 건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최대 경사각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관계로 구할 수 있다.

    (1)

이 식에서 는 경사진 집광판의 최소 건현이고 는 집광판
의 직립 상태에서의 건현이다. 그리고 B는 8각형 집광판의 맞변
거리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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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유체가 부면심을 중심으로 경사를 일으킨다고 가정하고 최
소건현을 200 mm로 할 때 식(2)를 사용하여 직립상태의 건현과 
경사각의 관계를 조사하면 Table 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able 1 Relation between freeboard and permissible tilting 
angle

Freeboard (m) Tilting angle (degree)
2 19.67

2.5 24.51
3 29.00

3.5 33.11
4 36.87

4.5 40.28
5 43.38

태양 전지판의 최대 경사각은 하지에 14°로부터 시작하여 동
지에 61°까지 생각할 수 있으나 연평균을 생각하면 춘분 추분에 
평균경사각을 가져야 함으로 37.5°의 경사각을 표준으로 설정하
면 건현은 4.1m로 결정 할 수 있다. 하절기에는 경사각이 표준 
값보다 작아 제어 범위에 들어가므로 최대효율을 얻을 수 있다. 
추분으로부터 춘분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발전량의 감소가 나타
나고 동지인 경우 최대 8.3%의 출력저하가 기대 된다. 하지만 
동절기에는 태양전지판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따르는 효율상승이 
기대된다. 즉 Fig. 2와 같이 태양전지판의 온도를 춘분, 추분에 
25°C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지판의 평균온도가 0°C로 
떨어지면 비정질 전지판인 경우 7%의 효율상승이 기대되고 결정
질 전지판에서는 13%에 이르는 효율상승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보상작용으로 동절기에 태양전지판의 최대경사각을 줄이더라도 
발전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큰 경사각을 확보
하려면 건현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중심의 상승을 동반하며 
풍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경사모멘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원안정성까지를 염두에 두면 최대 
흘수를 4.1 m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2 Photovoltaic efficiency variation from datum temperature

2.2.4 부유체의 형상
부유체는 시스템과 구조 부재의 중량과 필요한 밸러스트를 적

재한 상태에서 수면 상으로 부양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부력을 가
질 수 있어야하며 태양을 추적하며 임의의 방향으로 자유롭게 경
사할 수 있어야 함으로 회전대칭형 형상일 것이 요구된다. 또 파
랑 등으로 인한 상하동요가 작아야 함으로 부유체는 수면 하로 
잠기는 큰 직경의 주 부력통과 수면 상으로 노출되는 작은 직경
의 원통형 부재로 스퍼부이 형태를 기본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형상은 수선면적이 작아 상하 동요는 작아지지만 밸러스트 조건
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 

앞에서 8각형 집광판에 태양전지판을 배치하였으므로 이를지
지 하기 위한 8개의 보조 기둥을 두는 것을 생각하였다. 이 8개
의 기둥의 아래쪽은 주 부력통과 연결되며 상단부는 집광판의 테
두리 부분과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이들 보조기둥들은 바깥쪽으
로 벌어지며 경사하게 되며  부유체가 경사를 일으킬 때 노출되
는 보조기둥에서의 부력 손실은 작고 잠기는 보조기둥에서 얻어
지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민감하게 복원력을 발생시키는 효
과를 갖는다. 

2.2.5 밸러스트 탱크
밸러스트는 부유체가 적정한 자세로 안정되게 부상하고 적정

한 복원력을 가져야한다. 동시에 최소의 밸러스트로 집광판이 태
양을 향하도록 경사각을 조절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밸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밸러스트는 가급적 중심위치로부
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요구되고 동시에 가급적상부로 이동하여 
중량중심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2.6 부유체의 일반배치
이상의 검토과정을 거쳐 기대되는 10 kW 급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이면 Fig. 3과 같다. 즉 주 부력체가 수면하에 
잠겨 있고 이와 연결된 수직기둥과 8개의 방사상으로 뻗쳐진 8
개의 경사 기둥으로 밸러스트 탱크와 집광판을 받쳐주는 구조가 
되며 이는 마치 보석 밭침 장식과 같은 구조가 되므로 시스템을 
Sundancer Diamond 라 칭하였다. 시험용 발전시스템의 설계에
서 각각의 부재치수는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철강재를 최대한 활
용하는 것을 전제로 직관적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졌으나 시험 
운영 실적을 토대로 보완하여 최적화 할 예정이다. 

2.3 발전시스템의 제작과 설치
부재의 치수결정 단계에서 구조강도보다는 부력 및 복원력확

보에 주 안점을 두었으며 각종 파이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
으므로 두께 등의 치수가 과다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공장에서 각종 부품을 생산하고 현장에 운송하여 조립 설치가 불
가피 함으로 수송수단의 조건을 염두에 두고 생산 설계를 실시하
였다. 또한 설치 현장은 저수지 수면임으로 장비의 접근과 운용
에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수면 상에서 조립 설치하기로 하였
다. 설치지역의 수심에도 제약이 있어 잠수작업과 이동식 육상 
크레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Fig. 3 General arrangement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or system 

          

Fig. 4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or 

system 

3. 시험용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복원성능

3.1 중량과 중심의 계산
전체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중량은 부유 구조물의 중

량과, 영구 밸러스트 중량, 동적 밸러스트 중량으로 구성된다. 부
유구조물의 주 부력통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직경 2,336mm
의 PE 물탱크에 강관 프레임으로 보강하였고, 보조 부력통은 강
재를 외경 508mm 실린더 형태로 성형 후 용접해서 제작하였다. 
밸러스트 탱크는 FRP로 만들고 외부에 철강재로 보강하였다. 태
양광 모듈이 장착되는 상부 프레임과 하부의 주 부력통 및 보조 
부력통과의 구조적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부 및 중심 프레임의 
중량이 2,050kg중으로 가장 많은 중량이 소모되었다. 이들을 집
계하면 Table 2와 같은 중량계산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
터 부유체의 중량과 무게 중심을 구할 수 있다. 밸러스트 수를 
제외한 부유 구조물의 무게중심은 자세에 따라 변화가 되며, 부
유 구조물이 수평상태, 즉 기울기 0도의 경우에, KG=5,428mm, 



기울기 30도의 경우에, KG=5,196mm가 된다. 영구 밸러스트로
서 주 부력통에 6,000kg중의 물을 채웠고 동적 밸러스트 중량은 
최대 440kg중으로 운용된다. 밸러스트의 무게중심은 기울기 0도 
일 경우, KG=2,040mm, 기울기 30도 일 경우, KG=2,004mm이
다. 부유 구조물 중량과 밸러스트 중량을 함께 고려할 경우, 전
체 무게중심은 기울기 0도의 경우, KG=3,825mm가 된다.  

Table 2  Summary of weight
번
호 품명 수

량 총중량 (kg중)
1 태양광 모듈 및 케이블 40 800
2 상부 및 중심 프레임 1 2,050
3 밸러스트 탱크 및 프레임 9 1,205
4 주 부력통 및 프레임 1 960
5 보조 부력통 및 프레임 8 2,000
6 계류 로프 가이드 2 160
7 영구 밸러스트 1 6,000
8 동적 밸러스트 1 440

13,615

3.2 부심의 계산
경험적 직관에 의존하여 설계된 부유체가 직립 상태에 있을 

때의 건현을 4,100mm로 결정하였으므로 흘수는 4500mm가 된
다. 또한 태양을 추적하는 자세제어 과정에서, 동적 밸러스트 수
를 밸러스트 탱크로 이동시키면 부유 구조물의 기울기가 변화되
고, 부심의 위치도 변화된다. 따라서 만재배수 상태에 대하여 기
울기별 배수량과 부심위치를 계산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Calculations of vertical center of buoyancy
기울기 총 배수량(kg중) 부심높이(KB,mm)
0 도 13,615 2,040
5 도 13,615 2,111
10 도 13,615 2,152
15 도 13,615 2,160
20 도 13,615 2,138
25 도 13,615 2,086
30 도 13,615 2,004

3.3 메타센터의 확인
부유체의 직립 상태에서는 중앙부의 수직 기둥과 8개의 경사

기둥이 수선면을 형성함으로 수선면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계산
하여야 한다. 즉 Fig. 5에 보인 두 가지의 배치가 대표적인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경우에 대하여 수선면의 2차 모멘트를 
비교하기로 하자. 수선면을 구성하는 수선면을 살펴보면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 수직기둥과 주요 요소인 8개의 경사진 보
조기둥들이 형성하는 수선면이 된다. 수직기둥이 형성하는 수선

면은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 되고 경사부재가 형성하는 
수선면은 장축의 길이가 2a 이고 단축의 길이가 2b 인 타원이 
된다. 여기서 좌측인 경우와 우측인 경우 모두에서 수선면의 2차 
모멘트를 구하면 두 경우 모두에서 수직축과 수평축에 대한모멘
트가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며 그 크기는 식(3)과 같이 나타내 
진다. 

  

         




(3)

그러므로 부심으로부터 메타센터까지의 거리는   임
으로 배수량 를 알면 식(3)을 이용하여 바로 구할 수 있다. 

복원력의 지표가 되는 값은 식(4)로 나타내지며 잎에서 구
한 배수량과  및 를 사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

    (4)

여기서  얻어진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하며 그 크기는 초
기 복원력을 형성함으로 적정한 크기를 가져야한다. 다만 이 부
유체는 대각도 경사가 요구됨으로 대각도 경사에서의 복원력 검
토가 필요하다. 

Fig. 5  Shape of waterplane area 

기울기 KB(m) BM(m) KG(m) GM(m)
0 도 2.04 1.91 3.82 0.11
5 도 2.11 1.93 3.89 0.14
10 도 2.15 1.92 3.93 0.14
15 도 2.16 1.93 3.92 0.16
20 도 2.13 1.94 3.88 0.20
25 도 2.08 1.93 3.80 0.21
30 도 2.00 1.92 3.69 0.23

Table 4 Calculations of GM 

본 태양 추적 시스템에서는 태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동적 
밸러스트 수를 이동시키게 되고, 부유체의 무게중심 및 

부심이 바뀌게 되지만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부유 
구조물의 기울기가 0도에서 30도로 변화되면서 매 각도마다 
GM이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기울기별 GM을 구한 결과를 
Table 4에 표시하였다. 기울기가 0도 일때 보다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미세하게 GM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4. 기타 시스템
4.1 밸러스트 시스템

4.1.1 흘수조절 밸러스트 배관
부유체의 밸러스트 시스템은 정상적인 초기 직립 균형 상태에 

이르기 위한 흘수조절 밸러스트와 경사 및 태양추적기능부여를 
위한 자세제어 밸러스트 그리고 태풍 등의 위기 대응을 위한 밸
러스트로 나뉜다. 초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밸러스트는 밸브 
개방으로 자동 취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태풍과 같은 상태에서 안
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가의 밸러스트를 적재하여야 할 
때는 수면 하에 설치된 자동 밸브를 개방하여 밸러스트를 흡입하
고 적정 흘수에서 자동 정지 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 밸러스
트를 방출할 때에는 밸러스트 펌프를 활용하도록 한다. 

4.1.2 밸러스트 관 계통
4.1.2.1 경사각 제어계통

경사각 제어는 경사기둥 상방에 인접하여 설치된 밸러스트 탱
크를 이용한다. 수평하게 정지되어 밤을 지낸 부유식 태양광 추
적 발전시스템의 주 부력 통으로부터 상부의 밸러스트탱크 ES로 
물을 이송시키면 부유체는 ES 방향으로 경사를 일으키고 ES의 
밸러스트를 주 부력 통으로 되돌리면 직립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
다. 이때 밸러스트 펌프는 일출시간으로부터 일몰 시간까지 간헐
적으로 작동시키며 태양전지판이 태양을 추적하도록 제어 한다.  

Fig. 6 Ballast tank arrangement 

4.1.2.2 태양추적 제어계통
밸러스트 탱크 ES로부터 밸러스트를 SE-SW-WS로 순차로 

이송시키면 집광판의 경사 방향도 그에 따라 ES로부터 
SE-SW-WS 방향으로 태양을 향하여 선회하며 정렬하게 된다. 
이때 경사각이 태양고도에 직교하게 정렬되지 못하는 경우는 경

사각을 동시에 조절 할 수 있도록 부력 통과 밸러스트 탱크 사이
에 밸러스트를 이송시킴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일몰에 이르러 태
양광 발전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불필요한 경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밸러스트를 부력탱크로 회수하며 이때는 동력을 사용
하지 않고 중력을 이용하여 자연배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운용 상태를 보이면 Fig. 7에 보인 것과 같
다. 

Fig. 7 Solar tracking performance of photovoltaic 
generator Sundancer-diamond 

4.2 계류 시스템
내수면에 설치되는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구역에 계류

하기 위하여서는 수역에 존재하는 흐름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
아야 한다. 흐름의 요인은 강수량의 변화, 조석 간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수심의 변화는 양수 발전용 저수지와 같은 단시
간 내 수심변동이 큰 경우와 갈수기에 점진적으로 수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등으로 나눠지며 수심 변동에 적응 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리고 발전시스템이 설치 방향이 바람, 흐름, 부유체 
운동 등의 영향으로 각 변위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하여 적응 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경제성을 가지기 위하여
서는 발전 시스템의 집단화가 요구 되며 집단화된 발전시스템의 
일괄 계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계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유체가 위치를 유지하며 상하
변위와 회전변위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위치 유지를 위하
여 사용되는 계류삭은 상하변위와 회전 변위에도 영향을 줄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 부유체를 Fig. 8과 같은 계류용 
틀로 구속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부유체 주위에 4개의 부력 
통을 수면에 띄워 놓고 정사각형으로 간격을 유지시키도록 하였
다. 정 사각형 중앙부에 부유체의 수직기둥을 둘러싸는 원형고리
를 두고 4개의 부체와 원형고리 사이를 연결하여 형상이 변형되
지 않는 계류 틀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부유체를 직접 구속하지 
않고 계류용 틀을 구속 계류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단위 부유
체를 계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발전 단위들을 연결한 단
지를 구축하였을 때 단지 전체를 계류할 수 있다.

4.2.1 위치 유지 계류
내수면에 계류되는 발전시스템은 수역의 위치, 계절적 인자, 



강수량 등에 따라서 부유체가 유체로부터 받게 되는 유체력의 차
이가 나타남으로 이들을 극복하며 일정위치를 유지 할 수 있는 
계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설치 수역이 하천과 같이 홍수기에 상
당 유속이 발생하고 집중적으로 부유물이 부유체에 부하를 작용
시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시험용 
부유식 태양광발전 장치를 설치한 수역은 농업용 저수지로서 유
속이나 부유물의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이를 주요 사항으로 다루
지 않았다. 

Fig. 8 Unit mooring frame 

4.2.2 수심 적응 계류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위치가 수심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

는 경우에는 수심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양수 
발전용 저수지와 같이 단시간 내에 큰 수위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농업용이나 예비 발전용 저수지와 같이 계절적
인 장주기에 걸쳐 큰 수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달라진다. 발전시스템을 계류한 수역은 농업용 저수지로
서 활용되어 왔으나 근래 용도가 폐기되어 수위 변동이 크지 않
은 저수지이다. 그러나 건기와 우기의 수위변동은 매년 4m 정도
임으로 이에 대하여 적응 할 수 있는 계류시스템을 Fig. 8과 같
이 구축하였다. 

4.2.3 방위 적응 계류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태양을 추적하기 위하여서는 근

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방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바람이나 
물의 흐름이 있더라도 발전시스템의 방향이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방위 유지를 위하여서는 위치 유
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류삭으로 부유체를 구속하여야 하지
만 태양 추적을 위하여서는 구조물을 구속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g. 8에 보인 구속용 틀의 구조물로부
터 부이 사이를 와이어로프로 연결하여 주고 로프 길이를 적절하
게 조절하여주면 부유체가 경사를 일으키며 회전을 일으킬 때 회
전부유체의 수직축에 대한 회전 각 변위를 일정 범위 이내로 억
제 할 수 있다. 

Fig. 9 Depth variation adaptive mooring system 

4.2.4 집단화 계류
여러 개의 단위 계류용 틀을 연결하며 배치하면 수역의 특성

에 적합한 집단화가 가능하다. 다만 집단화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림자의 간섭 급배전 선로, 유지 보수를 위한 접근성 등을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하며 계류삭의 통합화와 합리화에 대한 계획을 미
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태양광 발전시스템 제어
4.3.1 제어의 기본 논리

태양광 발전은 일출 후로부터 시작하여 일몰 시간까지 태양광
을 받아 태양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집광판을 일출로부터 일몰까지 일조방향
에 직교하도록 정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발전가
능시간은 발전설비의 설치 위치의 국지적인 특성과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대체로 일출 시 부터 일몰 후 발전량이 소멸되는 시점
까지 집광판의 방향을 제어하게 된다. 집광판의 방향은 태양의 
고도를 매순간 간단한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집광판의 방향을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일조 방향은 대체로 시
간당 15° 정도의 각 변화를 일으키며 그에 따른 투광면적의 변화
는 3%정도이므로 매 10분마다 집광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집광
판의 경사방향을 측정하고 계산으로 구하여지는 해당 시간의 이
상적인 일조방향과의 차이를 수정하는 것을 제어의 기본으로 하
였다.

4.3.2 기동제어
발전이 정지되는 야간에는 집광판이 수평으로 놓이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바람의 영향을 최소로 받도록 한다. 일출 후 30분부
터 발전이 가능하도록 일출시간으로부터 외부 또는 축전지로부
터 전력을 공급받아 집광판을 일조방향으로 정렬한다. 이때 주 
부력통의 밸러스트를 밸러스트 탱크 ES로 이송하면 계절에 관계



없이 집광판이 소정의 방향을 향할 수 있어야 하며 집광판의 경
사각을 측정하여 제어 범위에 들어갔을 때 펌프 작동을 정지하고 
발전을 개시한다. 

4.3.3 추적제어
발전 개시 후 10분마다 펌프를 작동시켜 밸러스트를 ES로부

터 SE로 이송함으로 집광판이 일조방향을 향하도록 제어 한다. 
이때 집광판의 경사각은 30초간 계측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
고 기준 일조방향과 각도의 편차는 ± 2.5°를 허용하도록 한다. 

4.3.4 숙영제어
일몰 후에는 자연히 발전이 종료되고 밸러스트 탱크의 밸브를 

개방하여 밸러스트 수가 부력통으로 자연 회수되어 집광판을 수
평위치로 되돌아가게 하고 수평상태의 흘수를 확인하여 부력통
의 밸러스트를 최적 상태로 유지시키고 숙영상태로 들어가도록 
한다. 

4.3.5 위기대응제어
태양전지판은 힌지 구조로 집광판에 설치되어 있어서 정상적

인 상태에서는 밀착되어 있으나 과도한 풍압을 받는 경우에는 힌
지를 중심으로 태양전지판이 회전을 일으켜 풍압력을 떨어뜨리
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이 이외에도 10 kW 발전 시스템에서는 
40개의 전지판을 배치하며 중간에 풍압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빈 
공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도한 풍압 방지대책을 고
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단지의 대표 풍향 풍속계의 신호를 
기준으로 복원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밸러
스트 탱크의 경사유발 밸러스트를 밸브를 개방하여 밸러스트를 
부력 통으로 회수하는 한편 부력탱크에 밸러스트를 안전 수위까
지 추가 주입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한다. 

4.4 태양추적제어의 평가
수상 태양광 발전은 수면의 대류 냉각 효과에 의하여 육상 태

양광 발전에 비하여 7%정도 발전 효율이 높이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효율 향상 뿐 아니라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유휴공간으로 평가되는 수면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데 대하여 육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희생시켜야 함을 고려하면 경제성 면에서는 탁월한 우수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4.4.1 고정식 대비 발전 전력 증가 효과
태양과 발전 장비를 고정시켜 놓고 발전하는 경우와 태양을 

추적하며 발전하는 경우 발전 효율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하고 태
양추적식 발전 장비 Sundacer-diamond에 인접하여 Fig. 10과 
같은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10 Fixed type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발전 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바람 없이 쾌청한 날씨(2013년 
10월 05일)에 계측한 발전량을 시설 용량으로 무차원화 하여 
Fig. 11에 비교 하였다. 06:18 일출로부터 19:58일몰까지 13:40 
발전하였는데 10kW 용량의 Sundancer-diamond는 하루 누적 
발전량 64.3 kWh를 발전하였고, 3kW 용량의 고정식 태양광 발
전량은 하루 누적 발전량 14.89kWh를 발전하였는데, 용량을 감
안하여 판단하면, 추적식인 Sundancer-diamond 발전량이 30% 
높은 결과라 할 수 있다.  

  

Fig.11 Performance of Sun Tracking

4.4.2 추적제어 소요 동력의 평가
밸러스트 펌프를 구동하여 추적 장치를 구동시키는데 130 

Watt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10분마다 제어를 위하여 펌프를 구동
한 시간은 대체로 1분 정도 사용되었으므로 시험당일 사용된 전
력은 전체적으로 20Watt 정도의 전력이 소모되었다. 

5. 결 언
본 논문에서는 내수면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을 장착한 부유구조
물의 설계와 밸러스트를 이용하는 태양 추적 장치를 소개하였다.
설계, 제작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안정성과 계류시스템을 검토
하였으며, 밸러스트 수의 이동에 의한 태양 추적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태양추적식 수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고정
식에 비해 30% 수준의 발전량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태풍이나 동계 과다한 눈으로 인한 안정성 등에 대한 지
속적인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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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loshing Impact Phenomena: PIV vs. CFD 
Kyung-Kyu Yang, Jieung Kim and Yonghwa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This study considers a study on sloshing impact phenomena by using experimental and numerical methods. A 
two-dimensional rectangular tank filled with water and air is excited to generate hydrodynamic impact at the tank top corner. 
High speed cameras and pressure measurement system are synchronized and a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equipment 
is applied to measure the velocity field and corresponding pressure. The experimental condition is simulated by a numerical 
method which is based on a Cartesian-grid based method. To capture the interface between air and water, the 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 (THINC) scheme is used with the weighed line interface calculation (WLIC) method. The 
numerical computation has been conducted for the same condition with the sloshing model test and the calculated impact 
pressures and velocity field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 data. 
 
Keywords: Sloshing (슬로싱), Velocity measurement (속도 계측),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입자 영상 유속계), Cartesian-grid based 
method (직교격자법) 
 

1. 서 론 
 
슬로싱 유동은 탱크 내부에 부분적으로 적재된 유체가 

외부 기진력으로 인해 격렬한 자유표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유동 현상이다. 최근 LNG에 대한 수요 증가로 LNG 운반선, 
LNG Re-gasification Vessel(RV), LNG-FPSO, FSRU와 같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들의 설계에 슬로싱에 대한 해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슬로싱에 의한 충격압력은 
매우 불규칙적인 특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실험에 기반을 
둔 확률론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Kuo, et al., 2009; Kim, 
et al., 2012). 실험을 통한 슬로싱 연구의 경우 실험에 
필요한 조건과 변수들을 무차원화하여 슬로싱 현상에 
적절한 상사 법칙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얻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형 탱크 내부의 
전반적인 유동은 Froude 상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실험 
결과 중 충격 압력의 크기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Bass, et al., 1980). 최근에는 슬로싱 현상의 
전반적인 유동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유동에 관해 적용 
가능한 상사 법칙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Dias, 

et al. (2007)은 기체-액체 밀도비를 포함하는 음향 상사 
법칙이 슬로싱으로 인한 충격압력에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충격압력 뿐만 아니라 충격이 발생하는 
부근에 PIV 해석을 통한 속도 및 가속도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Ahn, et al., 2012). 하지만 PIV 
계측의 경우 자유표면이 탱크 벽면을 치는 시점에 
공기주머니가 생성되기도 하고, 충돌 후에 공기 거품이 
발생하여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 계측에 
어려움이 있다. 

실험과는 다른 해석 방법으로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수치해석을 통한 슬로싱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im, 2001; Yang & Kim, 2010; Gazzola & 
Diebold, 2013). 수치기법을 이용한 슬로싱 해석은 비록 
성긴 격자와 단순한 모델링을 사용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유동 특성에 대해서는 실험과 유사한 계산을 할 수 
있다. 또한, 탱크의 옆 벽면에서의 충격하중은 비록 
국부적인 현상이지만 대체로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탱크 상부에서의 충격 하중의 경우 격자 및 
시간 간격에 따라 계산되는 압력 값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며, 공기의 압축성 효과 및 상변화 등과 같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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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더불어, 지나치게 긴 계산 시간은 확률론적 
해석에 수치기법을 적용하는 데 단점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영상 유속계(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계측과 수치해석을 통한 슬로싱 충격 문제에서 
속도 분포와 압력 신호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PIV 계측은 서울대학교 슬로싱 실험동에서 수행되었으며, 
압력 신호 계측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의 
동기화를 적용하였다. 수치기법으로는 기존의 Yang and Kim 
(2010)에 의해 개발된 직교격자 기반의 수치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를 단순 정상파의 
경우에 대한 이론해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충격 현상과 
관련하여 최근 Loysel, et al. (2013)에 의하여 제안된 
벤치마크 테스트 문제 중 공기 거품의 영향이 없는 경우를 
해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탱크 상부에서의 압력과 자유표면 
형상, 속도벡터 분포 등을 비교 분석하여 추후 슬로싱 
충격현상에서 속도와 압력 간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해석 기법 

 
2.1 PIV 계측 및 실험 장비 

 
슬로싱 유동의 PIV 계측을 위해 필요한 장비로는 강제 

동요기, 모형 탱크, 압력 센서, 초고속 카메라, 레이저 등이 
있으며, 이들의 구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강제 동요기는 
6개의 액추에이터(actuator)를 이용하여 각각의 길이 변화를 
통해 플랫폼 상판의 6자유도 운동을 모사한다. 탱크 내벽에 
발생하는 충격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KISTLER 
211B5센서를 사용하였다. 211B5는 integrated circuit 
piezoelectric(ICP) 센서로 계측직경은 5.54 mm, 최대 
계측압력은 7 bar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계측 
주파수는 20 kHz로 설정하였다. 플랫폼에 의해 탱크가 
움직이면 내부유동에 의해 탱크 내벽에 충격압력이 
발생하고, 발생한 충격압력은 내벽에 설치한 압력센서를 
통하여 계측한다. 센서를 통해 계측한 신호는 
커플러(coupler)를 거쳐 바이어스 전압(bias voltage)을 
제거한 형태로 데이터 수집 장치(DAQ, data acquisition 
system)로 전달하며, DAQ 시스템은 전기 적 압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Ahn, et al., 2013). 

슬로싱에 의한 충격압력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발생하며, 
이러한 짧은 순간의 PIV입자의 운동을 계측하기 위하여 
초고속 카메라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고속 
카메라는 Integrated Design Tools(IDT)사의 Y4-S2 모델이며, 
1024×1024 픽셀의 해상도에 대해 초당 최대 4500 

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다. PIV 계측에 있어 초고속카메라의 
성능뿐만 아니라 유체에 뿌려지는 PIV입자와 입자의 발광을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촬영에 
앞서 입자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격렬한 슬로싱 유동이 
발생하는 운동을 가하였고, 주기적으로 입자를 보충하였다. 
PIV 촬영 시에 이중 프레임/단일 펄스(double frame/single 
pulse) 방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자들은 연속적으로 발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diode pumped solid state(DPSS)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운동 플랫폼의 아래쪽에서 비추도록 
설치하였다.  

계측된 영상데이터와 압력신호 사이의 동기화를 위하여 
초고속 카메라와 압력신호 계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Fig. 2는 초고속 카메라, 압력 계측 장비 및 레이저 사이의 
동기화 시스템을 나타낸다. 초고속 카메라는 LabSmith 사의 
LC880 동기화 박스로 부터 발생한 펄스 신호를 입력받는데, 
펄스 신호는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여 초고속 카메라가 
정확한 프레임 간격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압력신호와의 동기화를 위해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DAQ 시스템과 카메라에 동시에 전달되는 
트리거(trigger)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실제 촬영이 진행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동기화 장치 
없이 레이저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레이저를 발생한다. 

 

 
Fig. 1 Overview of 2D-PIV measurement system 

 
Fig. 2 Synchronization between high speed 
camera and pressure signals 



촬영된 두 이미지를 이용하여 미소 조사구간(interrogation 
area) 내의 PIV입자 이동거리, S

r ,를 계산하기 위하여 상호 
상관 관계(cross correl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해석 대상 입자가 두 이미지에서 같은 입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 ( ) ( )1 2

IA
C S I X I X S dX= +∫

r rr r r       (1) 
 

여기서 C는 상호 상관 관계 함수를 의미하고 AI는 미소 
조사구간을 뜻한다. I1과 I2는 각각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에서 얻어진 빛의 강도 함수이다 (Prasad, 2000). 

위의 방법을 통해 입자의 이동거리를 구하고 주어진 
프레임간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속도 벡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Fig. 3 (a)와 같이 일부 영역에서 주변 속도 벡터와 큰 
차이를 보이는 속도 벡터가 발생한다. 이는 촬영된 입자의 밝기 
및 선명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후처리 과정에서 
일관성 필터(coherence filter)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일관성 필터는 주변 속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존의 원본 
데이터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오차가 큰 영역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Fig. 3 (b)와 같이 균일한 속도장을 얻을 수 있다. 
 

   
Fig. 3 Effect of applying coherence filter for 
calculating velocity vector in PIV measurement 
 

2.2 직교격자법 
 
실험을 통한 슬로싱 해석 이외에도 직교격자(Cartesian 

grid) 기반의 수치기법을 사용하여 슬로싱 유동을 해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정상(unsteady) 및 비압축성 유체
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0u∇⋅ =r           (2) 

( ) 21
b

u u u p u f
t

µ
ρ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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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r r r      (3) 
 
여기서 ρ와 µ는 각각 유체의 밀도와 점도를 의미한다. bf

r  
는 외력항을 의미하며, 중력에 의한 힘과 비관성 좌표계 도
입으로 인한 외력항들이 포함된다. 

주어진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직교격자로 계산 영역

을 나누고 유한차분법에 기반을 두어 이산화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류 항에 대한 차분을 위해 constrained 
interpolation profile(CIP)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인 아이
디어는 어떤 물리량 f 에 대하여 물리량 자체의 값과 더불어 
공간에 대한 미분치의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고, 두 방정식을  
통해 계산된 물리량과 미분치를 이용해 한 격자에 대한 내삽
함수를 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IP 방법에
서 발생하는 진동을 완화시킨 rational(RCIP) 방법을 적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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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내삽함수를 의미하고 C, α, β는 주변 셀과의 관계
를 통해 얻어지는 상수 값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Xiao, et 
al. (1996)에 나와 있다. 그 외의 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심차분법(central difference scheme)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수치해석에서 가장 중
요한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비정상 유동계산에 효율적인 다
단계 방법(fractional step method)을 사용하였고, 압력-포아
송 방정식에 대한 수치계산에서는 Bi-CGSTAB 기법을 이용
하였다. 

직교 격자계를 사용하여 자유표면 문제를 계산하기 위하
여 Fig. 4와 같이 각 격자에서 서로 다른 물질이 차지하는 부
피 비를 나타내는 스칼라 함수( mφ , m=1: 물, m=2: 공기)를 
정의하였다. 1φ 대한 이송 방정식은  VOF 계열 기법 중 하나
인 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THINC, Xiao, 
et al., 2005) 기법과 다차원 효과를 고려하는 weighed line 
interface calculation(WLIC, Yokoi, 2007)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기법에서는 각 물질의 부피 비를 이용하여 
각 셀에서의 물리적인 밀도와 점도를 구하게 된다. 수치기법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Yang and Kim (2010)에서 찾을 
수 있다.  

 
Fig. 4 Definition of color function for Cartesian 
grid method 



3. 결과 및 토의 
 

3.1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탱크는 630.7mm × 446.7mm × 
78.7mm (L×H×B) 크기를 갖는 사각 탱크로 통상의 
맴브레인형 LNG선 화물창을 1:60으로 축소한 모형이다. 
실험에 사용된 탱크는 내부 부재 및 펌프타워 등은 고려되지 
않은 매끈한 내벽을 갖고 있으며, 탱크 벽면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35mm 두께의 아크릴로 제작하였다. 압력 
센서는 오른쪽 상단 코너 부근에 부착하였으며, 좌표계와 
센서의 위치는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경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탱크의 50%를 채운 경우 공진 주파수 
보다 작은 주파수로 병진 운동을 가하여 단순한 형태의 
정상파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는 85%를 채운 경우에 대해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 회전운동을 가하여 탱크 상부 코너 
부근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경우에 대한 실험 조건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Fig. 5 Tank dimensions and pressure sensor 
configuration 
 
Table 1 Test conditions 

 Standing Wave Impact Case 
Filling Ratio 50 % 85 % 

Motion Surge (x-direction) Pitch (y-direction)
Amplitude A/L=0.1586 θA=4.5° 
Frequency ω/ωn=0.4 ω/ωn=1.0752 

 
3.2 정상파 

 
PIV 계측 장비와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한 정상파 경우에 대한 이론해 (Kim, 2003)와의 
속도 비교를 하였다. 실험에서는 80주기가 지난 후에 
정상상태에 다다른 시점에서 속도를 비교하였고, 수치 계산 
결과는 초기 전이(transient) 단계에서 속도를 비교하였다. 
결과에서 비교한 위치는 (x/L, z/H)=(0.468, 0.341)이며, 수평 
및 수직 방향에 대해 이론해와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PIV 계측에 있어 초당 프레임수(FPS)의 변화에 따라 속도 
성분의 진동이 관측되었는데, 작은 FPS 값에서 부드러운 
속도 값을 보여준 반면 큰 FPS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은 
이론값과 일치하지만 진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정상파의 경우 
속도 성분이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FPS, 즉 작은 시간간격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입자의 
이동거리가 짧아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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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V (horizont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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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V (vertic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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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FD (horizont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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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FD (vertical velocity) 

Fig. 6 Comparisons of velocity components for 
simple standing wave 



3.3 탱크 상부 충격 
 

실제 슬로싱 현상의 경우 자유표면의 격렬한 움직임으로 
인한 쇄파현상, 공기거품의 생성, 공기주머니의 압축성 효과 
등 매우 복잡한 거동 특성을 보이며, 충격압력 또한 
불규칙적인 양상을 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규칙성을 
최대한 제거하여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 (Loysel, et al., 2013) 
대해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회전 운동으로 탱크를 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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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θA 와 T는 각각 회전각도와 주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진조건은 탱크 상부 코너 부근에서 충격을 발생시키는데, 
자유표면이 탱크 벽면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공기주머니의 
형성 없이 쐐기 형상 구조물의 입수 충격문제와 유사한 유동 
특성을 보인다 (Loysel, et al., 2013). 

Fig. 7은 실험과 계산을 통해 얻어진 자유표면의 형상과 
속도 벡터를 비교한 것이다. 수치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자유표면이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탱크 천장으로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P1 지점에서 차례대로 충격이 
발생하며, 제트 유동이 형성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실험에서 관측 된 유동 특성을 보면, 
탱크 벽면 근처에서 자유표면의 형태가 계산과 달리 탱크 옆 
벽면에 수직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P1근처를 
제외하면 자유표면의 기울기는 계산 결과와 유사하며, PIV를 
통해 얻은 속도 벡터 또한 계산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P1 지점 근처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유동으로 인해 공기주머니가 형성되고, 충격 이후에 생성된 
공기거품으로 인해 레이저 빛이 산란되어 탱크 천장 
근처에서 PIV 해석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유동 특성은 
Fig. 8에 주어진 실험에서 계측된 압력신호에서도 관찰 할 수 
있다. P1 센서의 경우 큰 진동이 나타나며 최댓값의 크기가 
다른 센서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진동 특성은 
공기주머니가 형성되는 경우 압축성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ltinsen & Timokha, 2009). P2 
센서에서는 P1 센서에 비해 작은 압력이 계측 되었으며, P3, 
P4 센서로 갈수록 압력의 최댓값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앞서 속도 벡터에서 발견되었던 제트유동의 형성으로 
인한 속도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최댓값이 
나타난 이후에 지속적인 유동의 접근으로 압력은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a) A: t=0.662sec and A′: t=1.3296sec 

 
(b) B: t=0.666sec and B′: t=1.3336sec 

 
(c) C: t=0.670sec and C′: t=1.3376sec 

 
(d) D: t=0.674sec and D′: t=1.3416sec 

Fig. 7 Sequential snapshots of instantaneous 
free-surface shape and velocity vector for 
impact around tank top corner: PIV (left) and 
CFD (right), 4ms time interval, 0.458 ≤ x/L ≤ 
0.5, 0.88 ≤ z/H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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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ssure time histories obtained from 
experiment 

 
Fig. 9는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각 센서에서의 압력값을 

Courant-Friedrichs-Lewy(CFL) 값에 따라 보여준다. 압력의 
최대값이나 형태 등이 CFL 값에 무관하게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게 P1에서 
P4로 유동이 진행함에 따라 최대 압력이 증가하였고, 
충격이후 압력이 0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다만, P1에서의 압력 값은 실험과 다른 형태를 
보였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험에서 발견된 P1 
근처에서의 자유표면 형상 차이로 인한 공기주머니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유표면 형상의 차이는 실험이 
완전한 2차원이 아닌 3차원 유동이 발생하는 점, 초기 운동 
플랫폼의 진동으로 인한 자유표면의 변화, 표면장력 등에 
의해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학적 차이는 
실험에서 사용된 모형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기-물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축척효과도 
중요한 인자일 수 있다.  

고정된 CFL값에 대하여 격자수를 변화시키면서 계측된 
압력은 Fig. 10에 나타내었다. CFL에 대한 민감도와는 
반대로 격자 조건에 따라 초기 상승시간이나 압력의 최대값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격자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초기 
상승시간이 짧아지고 압력의 최대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대값 이후에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영역에서는 
격자에 대한 민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치계산 기법이 슬로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탱크 상부에서의 충격압력 예측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격자에 따른 최대 충격압력의 차이는 
슬로싱으로 인한 설계하중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치계산을 통한 설계하중 결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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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ssure time histories obtained from CFD 
with 800 by 568 grid and different CF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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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essure time histories obtained from 
CFD computation with CFL=0.2 and different 
grid system 

 
고정된 x 위치(P2와 P4)에서 z 방향에 대한 수직속도의 

분포를 Fig. 11과 12에 나타내었다. 탱크 천장 근처에서 
공기 거품으로 인한 PIV 해석결과의 부정확성을 제외하면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속도 벡터 분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탱크 천장 
근처에서의 속도 크기는 탱크 옆 벽면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였다.  



Vz / (gh)1/2

z/
H

-0.2 0 0.2 0.4 0.6 0.8 10.9

0.92

0.94

0.96

0.98

1

PIV
CFD

A&A'

Vz / (gh)1/2

z/
H

-0.2 0 0.2 0.4 0.6 0.8 10.9

0.92

0.94

0.96

0.98

1

PIV
CFD

B&B'

Vz / (gh)1/2

z/
H

-0.2 0 0.2 0.4 0.6 0.8 10.9

0.92

0.94

0.96

0.98

1

PIV
CFD

C&C'

Vz / (gh)1/2

z/
H

-0.2 0 0.2 0.4 0.6 0.8 10.9

0.92

0.94

0.96

0.98

1

PIV
CFD

D&D'

 
Fig. 11 Comparisons of vertical velocity 
distribution along z-direction at ‘P2’ sensor 
location (x/L=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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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s of vertical velocity 
distribution along z-direction at ‘P4’ sensor 
location (x/L=0.470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IV 계측과 직교격자기반의 수치기법을 

이용하여 슬로싱 충격 현상에 수반되는 속도 분포와 압력 
신호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PIV 계측 시에 유동장의 특성 속도 크기에 따라 적절한 

FPS값을 사용해야 하며, 유동 속도의 크기에 비해 큰 
FPS값을 사용하는 경우 진동하는 속도장을 얻게 된다.   

●  공기 거품과 같이 빛을 산란시키는 경우 PIV를 이용한 정
확한 속도 해석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 외의 경우 이론
해 및 수치해석과 유사한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  직교격자 기반 수치기법을 사용하여 슬로싱 충격압력을 
해석하는 경우, CFL값 보다는 격자 크기 따라 압력 특성
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민감성은 수치계

산을 이용한 충격압력 예측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슬로싱 충격 문제의 경우 매우 다양한 물리현상을 수반하
기 때문에 속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이 있다. 추후 공기의 압축성 및 구조물의 진동 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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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mputer simulation and model test were applied for validating the safety for installation of an offshore 
substructure such as a fixed-type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 A model test was performed by the engineering 
mock-up of installation vessel which was a floating crane. The engineering mock-up was manufactured with a 1/100 
scale of the 1,800 ton floating crane, along with a simplified offshore structure what was a 30 cm long metal stick. The 
offshore structure was rotated 90 degrees at a constant speed by two servo motors which were controlled by an electrical 
circuit program. A simple approach to measure the motions, which is the motion capture technique, was used. The 
motions of the floating crane and the offshore structure were recorded by a video camera and the markers on them in the 
video were analyzed by commercial digital motion graphic software. A similar comparison of the computer simulation and 
model test results are given in this paper.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method and the data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a dynamic design and dynamic evaluation. 

 
Keywords: Installation simulation(설치 시뮬레이션), Offshore structure(해양 구조물), Model test(모형 시험), Motion capture(모션 캡쳐) 

 
 

1. Introduction 
 
During the installation of an offshore structure, marine 

environmental loads such as ocean wave, tidal current, wind 
will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stallation equipment 
and the structure when the equipment is operating. 
Furthermore, the substructure is connected with the 
installation equipment by wire ropes which make the 
movement of the installation equipment and the substructure 
complex. Therefore, for the safety evaluation, three factors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cluding the dynamic 
behavior of the installation equipment and the substructure, 
the interference with them and the tensions of the wire ropes. 

In order to evaluate these three factors, the computer 
simulation was operated (Cha et al., 2013). As shown in Fig. 
1. In the present study, we will focus on identifying the 

dynamic behavior of the installation equipment and the 
offshore structure obtained from a model test. We will also 
compare the result of model test with the computer simulation 
in order to validate its effectiveness. 

 

 
Fig. 1 A floating crane and a barge mooring system for   

installation of an offshore structure, fixed-type offshore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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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ated Works 
 

 There are several papers and articles discussing the 
coupled response of floating structure simulation using 
computational techniques with different hydrodynamic codes. 
Tomoaki, et al. (2009) compared the experimental response 
of a scale model of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with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for validation. Skaare, et al. 
(2007) and Myhr, et al. (2011) pay attention to the Hywind 
spar buoy, using different hydrodynamic tools to validate. All 
of these above studies obtained good predictive ability of 
proposed tools. 
For the analysis, a self-developed laboratory system was 

used for real-time motion tracking since the experimental 
approaches were adopted widely in previous researches. To 
obtain the dynamic responses of a moored floating crane 
with a hoisting rope relative to the crane were measured by 
inductive sensors, signals of sensors for measuring rotation 
(Katrin, et al., 2002). We also carried out in this method 
using 3-DOF motion measurement facility, but the facility was 
heavy compared to the test model which brought the results 
untruthful. In addition, coding and calibration for sensor or 
potentiometer are the necessar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motion data of the offshore crane and the 
cargo without exert force to object. As we all known, motion 
analysis systems are often used in the study of human 
movements, More recently, motion tracking system have also 
been used to obtain the dynamic responses (Deog, et al., 
2005； Latha & Venugopal, 2013). The surge, heave and 
pitch motions of a spar model are measured using an optical 
tracking system with two other cameras and two separate 
computers, then data acquisition were validated using a 
time-domain modelling tool. 

However, these systems including optical markers and 
software are usually expensive and need much space.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comprised of a camera phone, a tripod and colored markers 
attached on the interested points, is relatively easier to carry 
out. This system does not need much space and the results 
analyzed easily.  
 

3. Model Test Set-up 
 
To validate the accuracy of the computer simulation and 

collect the data in real-time, a model test was performed by 
the engineering mock-up of installation vessel which was a 
floating crane. The heave and pitch motions of the offshore 
crane and offshore structure in regular following waves was 
measured.  

 
3.1 Engineering mock-up of floating crane 

 
The real-time model test was demonstrate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at a 1/100 scale of the 1,800 ton 
floating crane with a simplified offshore structure (a 30 cm 
long metal stick). Fig. 2 shows the engineering mock-up of 
the floating crane which was used in this experiment. 

The floating crane engineering mock-up, 830 * 360 * 
64mm in size, weighed 9.5kg. The simplified offshore 
structure is a 30cm long metal stick, weighed 0.5kg, which 
used to substitute the fixed-type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 The model was made of wood with a wire 
connect the upper end of the boom and the end of backstay. 
Meanwhile, the angle of boom to the hull was adjusted as 60 
degree by the wires the other end which was tied to boom as 
illustrated in Fig. 2. 

 

 
Fig. 2 Floating crane engineering mock-up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test model 

Model 
1800ton floating 

crane 
Floating crane 

Engineering Mock-
up 

Length [mm] 83,000 830 
Breath [mm] 36,000 360 
Depth [mm] 6,400 64 

 
3.2 Design of the lifting device 

 
3.2.1 Overview of hardware 

 
The lifting device is designed around the Arduino 

prototyping microcontroller platform consisting of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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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1m. The layout is shown in Fig. 7 and 
explained in the following paragraph.  
Wave absorber with a slope of 1:4 was located at the end 
of the tank to absorb the main incident energy. The wave 
heights were measured using a capacitance type wave 
height gauge which was placed at the location 1/3 of the 
tank, and was calibrated before the generation of waves. 

 
Fig. 7 Layout of the 2D wave tank in Mokpo National Univ. 

 
3.4 Soft-spring device 

 
Fig. 8 shows the soft-spring device for providing restoring 

force in surge, sway and yaw that have the same effect as 
taut mooring system. It was mounted to the wave tank at 
opposite sides of it. The soft-spring device consists of four 
sets of parallel stainless steel rods support on two horizontal 
braces, each set consists of a pair of spring and a light wire. 
Clamp screws were placed to secure the steel rod move 
freely. The light wires connected with the floating crane 
through pulleys which can be adjusted to secure in the same 
horizontal plane with the offshore crane before the 
experiment. The coefficient of spring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which was dependent on the incoming wave 
period and weight of model.  

 

 
Fig. 8 Soft-spring device used in this paper 
 
 
 
 
 
 

4. Model Test using Motion Capture 
Technique 

 
4.1 Regular wave calibration 

 
The purpose of the wave calibration test was to match the 

desired sea state. The wave was introduced by a function 
generator which is a device to produce patterns of 
frequencies and amplitudes.  

The dispersion relationship tends to the deep-water limit 
for kh≥1. The opposite limit, where kh ≤1, is the regime of 
shallow-water waves (J. N. Newman., 1997). In this 
experiment, we use the dispersion relation equation for deep 
water (1). 

 k ω g                                                  (1) 
 
Here k represents the wave number and  is the wave 

frequency. They are mutually dependent parameters defined 
by the dispersion relation. The wave number k  can be 
replaced by the wave length λ 2π . Note that g is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here. 
 
  ω 2πg λ                                      (2)  

 
Consequently, in the wave calibration test, the function 

generator can control the frequency and amplitude of the 
wave by varying the voltage of the amplitude and frequency. 
As the frequency, we can calculate through the equation (2). 
As the amplitude, a series of tests type wave height gauge 
calibration that used to transform the unit of amplitude from 
voltage into meter. 

 
4.2 Motion capture technique 

 
The motion data of the offshore crane and cargo were 

recorded by a camera phone. And the movement of 
markers on the models in the camera phone was analyzed 
by commercial digital motion graphic software based on 
the motion captur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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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alysis of the test results 
 

At the same time (time = 0 second) the wave was 
generated in the wave tank, the surge, heave and pitch 
motions of the models were measured and record using 
the tracking system illustrated in this part. All responses 
are calculated at the mass center of the model. Wave 
condition of the sea was simulated by both experiments 
and the numerical model test. Surge, heave, pitch 
response time histories of the offshore crane engineering 
mock-up for regular wave with wave height H= 0.01 m 
along with the motion response in regular wave at various 
frequencies ranging from f = 0.4 Hz to 0.9 Hz. Under 
each frequency condition, six motions including floating 
crane surge motion, floating crane heave motions, floating 
crane pitch motions, and the along with the offshore 
structure with the same degree of free are performed and 
recorded. Then, we compared the computer simulation 
results and model test result at the same frequency 
conditions to validate the model test result as follows. Fig. 
13 and Fig. 14 present the time domain of floating crane 
and the structure respectively at frequency f= 0.9 Hz. 
 

 
Fig. 13 Surge, heave, pitch response time histories of the 

floating crane for 25 s duration for regular wave with wave 
frequency   . .   
 

 Fig. 14 Surge, heave, pitch response time histories of the 
structure for 25 s duration for regular wave with wave 
frequency f  0.9Hz. 
 
Fig. 14 presents the pitch motion of structure during 

hoisting process, the time duration defined from the 10 
second before the hoisting begun and lasted until the 
structure was lifted to 90 degrees. All other motions were 
depicted using the same time dur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eriment results are highly consistent 

with that of numerical simulation in the term of time-domain tests, 
floating crane and structure dynamic response.  
 



 
Fig. 15 Frequency domain of the floating crane and the 

structure. 
 
The results of frequency domain analysis shows highly 

agreement between the experiment data and the simulation ones 
which also allows us to draw several important conclusions 
concerning the dynamic behavior of floating cranes during 
offshore operations.  
 

6. Conclusion 
 

This paper focuses on experimental and numerical simulation on 
the dynamic performance of floating crane and structure. A 1:100 
scale model of floating crane engineering mock-up was made 
and tested under various regular wave conditions. In order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imulation program and the motion 
capture technique, numerical simulation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model test. Results of the frequency domain and time domain 
of floating crane and structure showed good consistence.  

The results of this paper encourage us to continue the further 
study in which a real model of fixed-type wind turbine substructure 
will be used to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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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폴리우레탄 바닥재에 관한 연구
1김성윤, 2김 민, 3윤정인(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A study on the polyurethane flooring for ship
1Sung-yun Kim, 2Min Kim, 3Jung-in Yun(KOMERI)

요 약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life, property at sea from any fire. Recommendation on improved fire test procedures
for surface flammability of bulkhead, ceiling and deck finish materials specifies a procedure for measuring fire 
characterizing their flammability and thus their suitability for use in marine constructio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hazard by fire test procedure for flammability of bulkhead, ceiling and deck finish materials.

Keywords : Smoke Density(연기밀도), Toxicity(독성) 

1. 서 론
해상에서 선박의 화재는 육상에서의 화재에 비하여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화재의 발생원인 및 화재성장 과정은 육상과 해상
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화재의 진압 및 대피에 있어서 그 성격
은 매우 다르다. 육상에서는 외부의 도움으로 화재의 진압 및 인
명의 대피가 가능하지만, 해상에서는 선박 자체의 소화설비 및 
대피시설을 이용하여 선박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방
법이 유일하다. 해상에서의 대피는 공간과 시설의 제한으로 인하
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공률도 낮다. 따라서 선박 화재 시 화
재진압 및 화재성장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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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re Curve

화재성장은 일반적으로 2～3분정도가 지나면 최고온도에 도
달하고 Fig. 1에서와 같이 Top center에서부터 Bottom center의 
순으로 온도 상승률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초기 화재 시 발
생된 화염 및 가연성 가스가 천정으로 상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닥으로 하강하여 전체적으로 화재가 크게 성장함에 기인
한다. 따라서 선박에서 격벽, 천정, 내장재와 표면바닥재 및 1차 
갑판피복재의 화재성능평가 방법이 상이하다. FTP 
Code(International Code for Application of Fire Test 
Procedures)의 Annex 1의 Part 5의 표면연소성시험에서는 천정, 
격벽, 내장재의 시험기준과 표면바닥재의 시험기준[IMO Res. A. 
653(16)] 및 1차 갑판피복재의 시험기준[IMO Res. A.687(17)]
을 분리하고 있다.

화재 시 발생되는 열량이외에 중요한 것은 연기의 밀도 및 독
성이다. 화재 초기에 피난이 어려운 것은 과도한 연기의 발생으
로 피난시설을 쉽게 찾을 수 없으며 유독성 가스의 질식에 의한 
사망이다. 따라서 FTP Code의 Annex 1의 Part 2에서는 연기밀
도 및 독성의 값을 천정, 격벽, 내장재와 표면바닥재와 1차 갑판
피복재 및 선박에 쓰이는 배관재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해군함정의 대형화 및 전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어지는 소재에 대하여 화재안정성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선박 화재안전기준과 현행 해군함정에 적용하고 
있는 MIL-Standard와 비교․분석하고 일반적으로 해군함정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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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재료에 대하여 IMO 기준으로 플라스틱 재료별 화재
안전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해군함정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시험방법
2.1 표면연소성시험방법

IMO에서 사용하는 표면연소성시험은 Fig. 2와 같이 수직한 방
향으로 놓인 (155× 800)mm 크기의 시험편에 메탄가스를 연료
로 사용한 복사 패널에 의하여 공급되는 열량과 아세틸렌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에 의한 50.3 kw의 불꽃의 열량이 공급된
다. 버너의 불꽃을 시험편에서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굴뚝 가스 
열전대의 보상용 밀리볼트 신호를 측정하고 점화시간 및 시험편
의 길이방향으로 불꽃이 확산하고 소화되는 시간을 관찰하고, 점
화열, 지속연소열, 소화시의 임계 열 유속 및 연소 기간 동안 시
험편의 열 방출을 측정한다. 해군함정의 표면연소성시험방법은 
ASTM E 648규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
는 복사 패널 및 시험편이 수평으로 놓여 시험된다.

Fig. 2 Surface Flammability Test Facility 
2.2 연기밀도 및 독성시험방법

IMO에서 사용하는 연기밀도 시험(ISO 5659-2)은 Fig. 3과 같
이 연기밀도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점화용 불꽃이 있는 상태에서 
25 kW/m, 점화용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 25 kW/m, 점화용 불
꽃이 없는 상태에서 50 kW의 열량에서 (75× 75)mm의 평판형 
시험체 각각 3개씩을 10분간 연소시켜 최대의 광도(D)가 발생
할 때의 연기밀도를 평균(D)하여 기록한다. 

이때 최대 광도에 도달하였을 경우 연기를 채집하여 Fig. 4와 
같이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Co, HCl, HCN, HF, HBr, SO, NO의 농도를 측정한다. 해군함
정의 연기밀도 시험방법은 ASTM E 662의 기준을 사용하고, 이
는 철도에서 사용하는 연기밀도 시험방법과 동일하다.

 

Fig. 3 Smoke Test Facility 

Fig. 4 Toxicity Test Facility 
2.3 산소지수 시험방법

산소지수 시험방법은 플라스틱류의 연소성평가방법의 하나로 
산소와 질소가 혼합한 상승기류 내에서 점화된 재료가 연소를 지
속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최저농도(부피%)의 수치를 말한다. 산
소지수는 플라스틱, 고무, 섬유 등의 연소성을 상대적으로 나타
내는 것으로 그 값이 큰 재료는 타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21 % 이므로 산소지수가 21
보다 낮으면 인화점 이상이 될 경우 즉시 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산소지수가 높으면 산소농도가 증가하
지 않을 경우 인화점 이상이 되어 발화하더라도 산소농도가 감소
하면 즉시 자소성(자기스스로 소화되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재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및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화재안정성 평가에 사용된
다. 



Fig. 5 Oxygen Index Test Facility

2.4 UL-94 시험방법

UL-94는 플라스틱 장치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료의 연소성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잔염과 잔진 및 솜의 착화유무에 따라 
V-0, V-1, V-2로 구분된다. 이 시험장법은 컴퓨터, 전화기, 복
합기 등 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열원으로부터 플라스틱 재료의 
화재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한된다.

Fig. 6 UL-94 Test Facility

3. 화재안전기준
IMO에서 사용하는 표면연소성시험은 Table 1과 Table 2에서

와 같다. 그러나 해군함정에 사용하는 표면연소성시험 기준인 
ASTM E 648은 CRF0.45w/㎠(min)을 화재안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기밀도시험은 IMO에서는 Table 3에서와 
같이 선박의 적용구획별로 허용기준치를 구별하여 사용하
고 있으나, ASTM E-662는 ≤450를 허용기준치로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산소지수 및 UL-94는 해군함정에서 화재안
정성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산소지수는 원자
력 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와 같은 중요시설에 화재안정성평
가에 사용되고 있어 해군함정의 화재안정성 평가기준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Table 5의 UL-94는 
해군함정의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의 화재안
정성 평가 기준으로 UL-94의 적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
다.

Table 1 Surface Flammability Test Standard of 
Bulkhead, Ceiling

Bulkhead, Ceiling
CFE

(kW/m)
Q

(MJ/m)
Q(MJ)

q(kW)
≥20.0 ≥1.5 ≤0.7 ≤4.0

Table 2 Surface Flammability Test Standard of Deck 
Finish Materials

Deck Finish Materials
CFE

(kW/m)
Q

(MJ/m)
Q(MJ)

q(kW)
≥7.0 ≥0.25 ≤2.0 ≤10.0

Table 3 Smoke Density Test Standard
Item D

Bulkhead, Ceiling ≤200

Deck Finish Materials ≤400

Deck Materials ≤500

Table 4 Toxicity Test Standard (Unit : ppm)

CO HBr HCl NO HCN HF SO

1 450 600 600 350 140 600 120  

Table 5 UL-94 Standard



Criteria Conditions V V V

After frame time for 
each individual specimen 

t  or t
≤ 10 s ≤ 30 s ≤ 30 s

Total after frame time 
for any condition set
(t  Plus t for the 5 

specimens)
≤ 50 s ≤ 250 s ≤ 250 s

After frame plus after 
grow time for each 

individual specimen after 
the second frame 
application (t+t)

≤ 30 s ≤ 60 s ≤ 60 s

After frame or after 
grow of any specimen up 

to the holding clamp
NO NO NO

Cotton indicator ignited 
by flaming particles or 

drops 
NO NO YES

4. 시험방법 및 결과
4.1 시험개요

화재위험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경향은 사양규격(prescriptive 
standard)에서 성능규격(performance-based standard)으로 변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화재특성 연구에 가장 중요
한 파라미터인 열방출율(Heat Release Rate), 유독성(Toxicity), 
질량감소율(Mass Lose Rate), 산소지수, UL-94 등의 시험방법
이 개발되어 있으며, ISO 규격화 및 KS 규격화가 되어 있거나 일
부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열방출률, 화염전파 거리, 화염전파속도, 산소지수의 항목을 
기준으로 6종의 재료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였다. Table 6
에는 이들 시험에 대한 시험항목 및 시험규격에 대해 나타내었으
며, Table 7에는 6종의 재료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Table 6 Test Item and Standard

Item Standard 

Heat Release Rate
Time to ignition  KS F ISO 5660-1

(Q : MJ/m)
(CFE : kW/m)

(Q : MJ)
(q : kW)

 FTP Code annex 1 Part 5, 
Resolution A.653(16)

Table 7 Test Materials and Density

Material Density(kg/㎥)

PVC(Polyvinyl chloride) 1 253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772

PP(Polypropylene) 733

PC(Polycarbonate) 1 066

(Acrylicresin) 1 051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terpolymer) 1 053

4.2 열방출률 및 착화시간

 50 kW/m2의 복사열 조건에 노출된 실험체의 총방출열량, 
최대열방출률 및 착화시간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시험결
과 PVC가 총방출열량 21.9 MJ, 최대열방출률 175 kW, 착
화시간은 49초로 6종의 시험체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크릴소재가 착화시간이 24초로 가장 빨리 착화가 
이루어졌으며, 총방출열량이 94.2 MJ/m 2로 가장 높아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Heat Release 
Rate

Material 

Total Heat 
Release Rate 

(MJ)   

Maximum 
Heat 

Release 
Rate
(kW) 

Time to 
Ignition

(s)   

PVC
(Polyvinyl chloride) 21.9 175 49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63.5 1 089 43

PP
(Polypropylene) 50.9 872 27

PC
(Polycarbonate) 64.9 814 43
(Acrylicresin) 94.2 1 019 24

ABS
(Acrylonitrile-butad

iene-styrene 
terpolymer)

41.7 697 40

Table 8 Test Result(Heat Release Rate and Ignition Time)

4.3 평균연소지속열 및 소화시임계복사열유속 

 각 시험체의 평균연소지속열 및 소화시 임계복사열유속의 
시험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평균연소지속열은 시험
체에 복사열을 가하여 화염의 전파거리를 나타내는 값으로 
전파거리가 짧을수록 큰 값을 나타낸다. 소화시임계복사열
유속은 화염의 전파속도를 나타내므로 시험체의 화염전파거
리에 도달시간 값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화염
의 전파속도가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균연소지속열 
및 소화시임계복사열유속은 값이 클수록 화재에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결과 PVC가 평균연소지속열 16.3 MJ/m
, 소화시임계복사열유속 17.4 kW/m로 6종의 시험체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est Result(Q and CFE)
       Heat Release 

Rate
 Material 

Q
(MJ/m)

CFE
(kW/m) 

PVC
(Polyvinyl chloride) 16.3 17.4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4.3 2.2

PP
(Polypropylene) 2.7 2.2

PC
(Polycarbonate) 5.7 16.4
(Acrylicresin) 2.4 3.8

ABS
(Acrylonitrile-butadie

ne-styrene terpolymer)
3.0 6.1

4.4 산소지수

 각 시험체의 산소지수는 PVC가 42.2로 가장 우수하며, 아
크릴이 17.6으로 가장 취약하다.

Table 10 Test Result(Oxygen Index)

  

       Test item
 Material 

Oxygen Index
PVC

(Polyvinyl chloride) 42.2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17.6

PP
(Polypropylene) 18.2

PC
(Polycarbonate) 27.6
(Acrylicresin) 17.6

ABS
(Acrylonitrile-butadie

ne-styrene terpolymer)
19.0

4.5 UL-94

 UL-94 시험은 PVC가 가장 우수한 V 의 결과 값을 나타
내었고, HDPE, PP, Acrylicresin, ABS는 등급 외 결과 값을 나
타내었다. PC 는 V  등급을 나타내었다. 



Table 11 Test Result(UL-94)

  

       Test item
 Material 

UL-94

PVC
(Polyvinyl chloride) V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등급 외

PP
(Polypropylene) 등급 외

PC
(Polycarbonate) V

(Acrylicresin) 등급외
ABS

(Acrylonitrile-butadien
e-styrene terpolymer)

등급외

5. 결 론
IMO에서 사용하는 화재안전기준과 해군함정에서 사용하는 화

재안전기준을 비교하였다. IMO에서 사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이 해
군함정에서 사용하는 화재안전기준(MIL-Standard)보다 우수하다
고 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선박에 
사용되는 화재안전기준과 해군함정에 사용되는 화재안전기준이 
서로 상이함으로서 조선기자재업체에서는 2가지 시험기준을 모
두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험비용 및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군함정에 적용되는 화재안전기준
을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종류의 플라스틱 재료에 
대하여 화재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PVC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아크릴이 가장 위험한 재료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재료에 따라 난연재료 및 구성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
에 절대적인 결과라 할 수 없으며, 재료의 구성성분에 따라 결과
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어 선박
에 사용하는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군함정 
및 선박에서 화재안정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할 경우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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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분야에서는 선박에 IT기술
을 접목시켜 선박의 무인 시스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으로 무인
시스템(Labview 2014를 활용한 Code)을 개발하여 소형 선박에 적용하였으며, 개발된 무인 시스템은 
Sensing(GPS, Gyration, Vision, Lidar) program 및 Propulsion and control program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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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력기 상호작용을 고려한 DP Vessel의 추력기 배치 최적화 연구
최진우 (대우조선해양), 김세환 (대우조선해양), 박제준 (대우조선해양) 

 
A study on the optimum thruster configuration of DP vessel 

considering thruster interaction effects 
 Jinwoo Choi (DSME), Seihwan Kim (DSME), Jejun Park (DSME) 

 
 

요 약 
 

Environmental concerns and high oil prices made vessel owner consider how the fuel efficiency of vessels can be
improved in order to reduce operation cost. In case of dynamic positioning vessels, the thruster configuration has a great
effect on the fuel efficiency. Because, thruster interaction effects, such as thruster-hull interaction and thruster-thruster 
interaction, depends on the thruster configuration. In this thesis, optimization method of thruster configuration is established. 
Firstly, the mathematical models for the calculation of the thruster interaction effects have been obtained using reference 
material. Secondly, the optimization problem has been formulated. The design variables are position of thrusters and the 
objective function is maximization of DP capability. Finally, the optimization problem has been solved by using optimization
method. The various optimization methods have been evaluated and best method has been selected. Using the selected
optimization method, the optimum thruster configuration can be obta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he research of 
reduction of fuel oil consumption and improvement of DP performance. 
 
Keywords: Dynamic Positioning (DP, 자동위치유지), Station Keeping (위치 유지), Thruster interaction (추력기 상호작용), Optimization (최적화), 
Thruster configuration (추력기 배치)  
 

1. 서 론 
 
최근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심해자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Drillship 과 Drilling Rig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은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위해 선박의 선수각과 위치를 유지시키는 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을 갖추고 있다. DP 시스템에는 
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Azimuth Thruster가 쓰이는데, 
배치에 따라 DP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추력기-선체 
상호작용 및 추력기-추력기 상호작용 등이 추력기 배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력기 설계 변수가 DP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Choi, et al., 2012) DP 성능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DP Capability Analysis가 있는데, Azimuth 
Thruster의 위치 변화에 따른 DP capability envelope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의 DP 성능 

평가 방법 정립 시 해당 참고 문헌의 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대상선을 선정하고 환경하중 해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Heavy lift carrier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Kim, et al., 2010) 본 참고 논문을 바탕으로 
wind, wave, current하중 계수를 이용해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내는 데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력기 상호작용을 고려한 Azimuth 

Thruster 배치 최적화 방법을 정립하였다. 먼저, 참고 문헌 
조사를 통해서 추력기 상호작용 수학 모델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추력기 위치를 설계 인자로 가지는 최적화 문제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이론을 이용하여 형성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DP Vessel의 연료 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위치 유지 성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추력기 최적 배치 시스템을 갖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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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Vessel의 기본 설계 효율을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환경 하중 

 
2.1. 대상선 

 
Azimuth Thruster를 장착한 Heavy Lift Carrie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 상 Hull과 관련된 유체력 
정보만을 사용하고, Thruster 와 관련된 정보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Fig. 1 Heavy Lift Carrier, TPI MEGA PASSION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vessel 

Item 주요치수 
Length LI 191m 
Breadth B 63 m 
Draft T 6.6 m 

Dead Weight DWT 50,000 ton 
 

2.2. 환경하중 계수 
 

환경 하중 계수는 참고문헌 Kim(2010)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Wind 및 Current는 CFD해석 결과이고 
Wave의 경우 WADAM을 이용한 Panel method 해석 
결과이다. 

 

 
Fig. 2 Wind Load Coefficients 

 
Fig. 3 Current Load Coefficients 

 

 
Fig. 4 Wave Load Coefficients (Surge) 

 

 
Fig. 5 Wave Load Coefficients (Sway) 

 



 
Fig. 6 Wave Load Coefficients (Yaw) 
 

3. 추력기 상호작용 
 

추력기 상호작용이란, 추력기가 실제로 낼 수 있는 
유효추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의미한다. 
추력기가 정수 중의 Open water에서 작동하는 경우, 
프로펠러로 유입되는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추력기가 작동하는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추력기는 선체에 장착되기 때문에 추력기 주변에 유동의 

변화를 야기하는 구조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류, 파도 등의 영향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추력기가 내보내는 유동에 의한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추력기에 미치는 주변 
환경적인 요소들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선박에서 운용중인 추력기가 추력기 제조 업체에서 제시하는 
추력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1. Thruster-Hull interaction 

 
추력기는 일반적으로 선체 하부 또는 선미에 설치된다. Open 

water에 설치될 때는 propeller에 유입되는 유동에 제한이 
없지만, 선체에 설치되었을 경우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Thruster-Hull Interaction이라 정의한다. 추력기가 설치 점을 
기준으로 Hull의 형상이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Thruster-Hull interaction은 추력기의 회전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Thruster-Hull interaction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pen water에서의 추력기의 
유효추력을 측정한 뒤, Model ship에 Thruster를 장착하여 
회전각 별로 유효추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모형시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은 polar plot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Open water에서의 유효추력을 100%로 봤을 때, 
해당 회전각에서 낼 수 있는 유효추력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추력기에서 배출되는 유동이 막히는 경우 효율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20도 부근이 이러한 현상의 예로 볼 
수 있다. 

 

 
Fig. 7 Example of thruster – Hull efficiency curve  
 
본 연구에서는 추력기 위치를 바꿔가며 모형시험이나 CFD 

해석 등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선급 
ABS에서 제공하는 Guide for Dynamic Positioning System의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Thruster-Hull interaction 
efficiency를 friction, coanda effect, tilt angle 등의 성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문헌의 ABS Rule을 
참고하기 바란다. 

 
3.2. Thruster – Current Interaction 

 
추력기의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동에 초기 속도가 있을 

경우 유효추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추력기가 작동되는 해상에 
조류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추력기가 추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는 힘을 내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이용해 유체를 밀어내고 이에 대한 반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동이 조류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면 유효추력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Thruster-current interaction은 조류의 속도가 커지면 함께 
커지며, 추력기의 회전각과의 상대 각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각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영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조류의 단위 속도당 유효추력 
감소율 5~10% 정도를 경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3.3. Thruster – Thruster Interaction 

 



DP Vessel은 다수의 추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8~10개까지의 Thruster를 보유하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의 추력기를 배치하다 보면 
추력기 간의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추력기가 근접해 있게 되면 
각 추력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유동에 의해 유효추력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영향을 Thruster-Thruster 
interaction이라 정의하는데, 추력기 상호작용 중 가장 큰 비율로 
유효추력을 감소시킨다.  

 
Thruster-Thruster interaction에 의한 유효추력 감소는 

모형시험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추력기의 
회전각을 변화시키면서 영향을 받는 추력기의 유효추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추력 감소율을 측정하게 된다. 심한 경우 
70~80%의 추력 감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 
감소가 생기는 회전각은 Forbidden Zone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력기 상대 위치에 따른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J.Dang(2004)의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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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적화 문제 정립 

 
추력기 최적 배치 최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최적화 

문제를 정립하였다. 최적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목적함수, 
제약조건, 설계 변수로 구성 된다. 

 
 Optimization Variables 
[ ]ykxkyx PPPP ,,,1,1 ,,...,,                              

(3) 
 Objective 

RangeEndurableMaximize                        (4) 
(Endurable range란, DP가 가능한 Heading 범위를 뜻한다.) 

 Constraints 
2/2/ , BPB yk ≤≤−                             (5) 

2/2/ , LPL xk ≤≤−                               (6) 
이외에 Thruster room이 설치되기 힘든 장소를 제약하는 

조건 등이 추가되어야 함. 
 

5. 최적화 방법 검토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PIAnO를 이용하여 아래 4가지  
Optimization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Progressive Quadratic Response Surface Method 

(PQRSM) 
 Evolutionary Algorithm (EA) 
 Micro Genetic Algorithm (MGA) 
 Sequential Two-Point Diagonal Quadratic 

Approximate Optimization (STDQAO) 
각 방법에 대한 검토는 계산 시간과 수렴성 위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Discrete 시킨 문제를 EA로 푸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렴성 측면에서 만족할만한 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없었다. 

 
5.1. Progressive Quadratic Response Surface 

Method  
 
PQRSM은 Direct Search Method의 한 방법이다. PIAnO에서 

다음의 Option 사항을 조절함으로써 계산의 정확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Fig. 8 PQRSM option in PIAnO 
 
PQRSM을 사용하여 최적해를 구해본 결과, Method에 따라 

수렴성에 큰 차이를 보였다. 문제에 따라 수렴성을 보이는 
Method가 달랐고, 대부분의 경우 Local Optimum에 빠져서 
Global Optimum 근처에 접근조차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Stopping Criteria에 따라서는 계산 속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Criteria를 완화하고 계산 단위를 촘촘히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Global Optimum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5.2. Sequential Two-Point Diagonal Quadratic 
Approximate Optimization (STDQAO) 

 
STDQAO은 Gradient Based Method의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Gradient Based Method는 Local Optimum에 
빠지기 쉬운 경우가 많아서, Global Optimum을 구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계산 속도가 빠른 장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초기값에서 Local Optimum을 구한 뒤 이를 
비교하여 Global Optimum을 구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PIAnO에서 다음의 Option 사항을 조절함으로써 계산의 

정확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Fig. 9 STDQAO option in PIAnO 
 
STDQAO을 사용하여 최적해를 구해본 결과, 계산 시간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었다. Gradient Based Method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번의 계산이 수 초 내로 완료되었다. 
또한 최적해 가까운 곳에 초기값을 주는 경우 상당히 적은 Step 
(10~20회 이내)으로도 Global Optimum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PIAnO의 특성 상 다양한 초기값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화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5.3. Micro Genetic Algorithm (MGA) 
 
MGA는 Direct Search Method의 한 방법이다. Evolutionary 

Algorithm에서 Mutation부분이 제외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설정해주어야 하는 값을 최소화 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PIAnO에서 다음의 Option 사항을 조절함으로써 
계산의 정확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Fig. 10 MGA option in PIAnO 
 
MGA을 사용하여 최적해를 구해본 결과 계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Operation Parameter에 따라 해를 찾는 경우와 못 
찾는 경우가 모두 있었다. 하지만 바꾸어 줄 수 있는 
Parameter가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된 방법으로 사용되기엔 
무리가 있었다. 

 
5.4. Evolutionary Algorithm (EA) - Continuous 



 
EA는 Direct Search Method의 한 방법이다. MGA에 

Mutation과정이 추가되어 수렴성이 증가되었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Parameter가 많은 장점이 있었다. PIAnO에서 
다음의 Option 사항을 조절함으로써 계산의 정확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Fig. 11 EA option in PIAnO 
MGA에 비해 추가된 Option 항목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EA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Mutation을 하게 된다. 전체 인구 
비율에서 Mutation할 비율을 0~1 사이의 확률 값으로 
설정해주어야 한다. 이 값을 키우면 적은 세대 수를 거치는 동안 
넓은 범위를 Cover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비교적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구성원을 훼손시킴으로써 최적해를 찾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생긴다. Selection의 경우에도 확률 
값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 5~20%사이의 값을 지정해주는 것이 
수렴성이 좋았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EA는 상당히 긴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Operation Parameter 값을 최적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제가 주어지면 각 Parameter를 바꿔가며 계산의 
수렴 과정이나 결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튜닝 
과정을 거쳐 해당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각 
parameter 값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설계변수가 많은 문제의 경우 아무리 인구 수를 

늘리고, 튜닝을 잘해준다 하더라도 긴 계산시간이 지나도 해를 
못 찾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지어는 10시간 정도의 계산을 
수행했음에도 최적해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설계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변수의 입력 값을 Discrete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5. Evolutionary Algorithm (EA) - Discrete 

 
설계 변수가 많은 경우 Continuous한 영역에서 EA를 통해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 계산을 
수행하더라도 전체 영역을 cover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상을 모델링 하는 경우 discrete한 입력을 주는 것이 더 

사실적인 경우가 많다.  
 
Discrete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입력 

변수가 낼 수 있는 값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입력 방법은 
최대/최소 값을 입력하고 Step의 개수를 주는 방법과 직접 값을 
나열해주는 방법이 있다.  

 

 
Fig. 12 Discrete EA in PIAnO 
 
본 연구에서는 Thruster 위치를 약 0.1m 단위로 discrete 

시켜 적용하였다. 그 결과 2~3분 정도의 계산시간을 투자하여 
만족할 만한 최적해를 얻을 수 있었다. 계산 시간이 적게 걸리는 
만큼 Operation Parameter의 튜닝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Discrete의 효과는 배가 되었다.  

 
6. 최적화 문제 해결 

 
앞서 정립한 최적화 문제를 PIAn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결해 보았다. 5장에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In-House Code인 C-Plot을 DP 
capability 해석 용도로 사용하였다.  

 

 
Fig. 13 Example of thruster configuration 
Thruster는 총 6기로 선미, 선수의 가운데 위치한 

Thruster는 고정한 상태에서 해당 Thruster 주변을 일정 
구획으로 나누어 결과를 살펴보았다. Thruster는 



좌우대칭으로 배치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었다.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선수, 선미 부분 Endurable 

Range를 따로 표시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도는 degree이며, 큰 값을 가질수록 더 나은 DP 
capability를 가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Table 1. Calculation results – bow side endurable range  

No. 1 2 3 

A 78.190 78.28
0 

81.75
4 

B 85.465 83.27
6 

79.67
2 

C 83.240 80.55
0 

78.66
2 

 
Table 2. Calculation results – stern side endurable range  

No. 1 2 3 

D 79.312 79.26
5 

79.24
6 

E 78.280 78.06
8 

77.99
8 

F 77.005 76.96
1 

75.62
5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추력기 상호작용을 고려한 Azimuth Thruster 

배치 최적화 방법을 정립하였다. 먼저, 참고 문헌 조사를 통해서 
추력기 상호작용 수학 모델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추력기 
위치를 설계 인자로 가지는 최적화 문제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이론을 이용하여 형성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였다.  

6개의 azimuth thruster를 구비한 DP vessel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한 결과, 추력기 상호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치 
형태를 알아낼 수 있었다. 배치에 따라 최대 10% 이상의 
Endurable range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Thruster 배치 
최적화를 통해 DP Vessel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DP Vessel의 연료 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위치 유지 성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추력기 최적 배치 시스템을 갖출 경우 
DP Vessel의 기본 설계 효율을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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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수조 능동습도제어 시스템 구축
장영진, 이영호, 이길종, 서흥원 (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Development of an active humidity control system for a towing tank
Youngjin Jang, Yeong-Ho Lee, Kil-Jong Lee, Heung-Won Seo

(Hyundai Maritime Research Institute,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예인수조는 선박연구개발을 위한 중요한 모형시험 설비이다.  예인수조의 특성상 고습한 환경으로 인해 시험설비의 부식 및 누
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조 내․외의 환경계측분석을 통해 운무 및 결로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저
렴한 분산식 능동 제습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제습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공기조화 설비보다 매우 저
렴한 분산식 능동 제습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Keywords : Towing Tank(예인수조), Cloud(운무), Condensation(결로), Dehumidification(제습) 

1. 서 론
본 연구는 예인수조의 다습한 환경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을 파

악하여 경제적으로 개선하고자 수행되었다.
예인수조는 대량의 물이 저수되어 있어서 상시 습도가 높고 

특히 7 ~ 8월 장마철에는 운무 및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였
다.  예인수조에 생성된 운무로 인한 고습한 환경은 시험용 전차
의 주행레일과 기계장치의 부식, 누전은 시험설비의 고장과 수명
단축을 초래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모형시험의 효율을 저하시키기
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조환경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
하여 예인수조의 내․외기 온․습도 등의 다양한 환경을 계측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습기 유동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분
산식 제습 및 환기장치를 설계하고 능동제어 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2. 환경조사 및 습기발생 메커니즘 분석

2.1 예인수조동 및 수조수 환경조사

예인수조는 신 선형 개발과 성능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설

비로서 저항, 자항, 반류계측, 운동․조종성능, 프로펠러 추력시험, 
추진기단독, PMM 및 유선조사 등의 모형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예인전차, 조파기 등의 비롯한 다양한 시험장치와 계측기가 설치
되어 있다.  예인수조의 다습한 환경은 기계설비, 전기기기의 부
식 및 누전에 의한 수명단축을 초래하고, 모형시험의 효율을 저
하시키며, 전차 레일 결로에 의한 제동 안전 및 감전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예인수조동 및 수조수의 환경조사가 필요하였다.

2.2 수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Fig. 1 Towing tank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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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reens of towing tank monitoring program

수조 환경 분석을 위해 Fig. 1과 같은 예인수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설비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능동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인수조동 내부의 온도, 상대습도, 노점
온도, 수증기압, 절대습도, 수온, 수위 등과 예인수조동 외부의 
온도, 상대습도, 노점온도, 수증기압, 절대습도, 풍향, 풍속, 기
압, 강수, 일사량 등의 수조 내․외부 환경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각 센서로부터 계측된 환경정보는 10
초 간격으로 수집되어 1분 평균값이 저장된다.  수조환경 모니터
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로거로부터 전송되어진 자료를 
실시간으로 표시 및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텍스트 및 그래
프로 표시할 수 있다.

2.3 운무 및 결로 발생 원인 분석

연구 전에는 수조의 운무 발생은 수조수 증발이 가장 큰 요인
이라 직관적으로 생각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수조동 내․외부의 
온․습도와 노점 변화 등의 환경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부에
서 유입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찬 수조수에 접촉하여 습공기가 
노점 온도 이하로 냉각되면서 포화수증기량을 초과하는 공기 중
의 여분의 수증기가  결로됨으로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결로 및 운무현상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예인
수조동 내기의 노점온도를 수조수 수온보다 낮게 유지 시키는 것
이 필요하며, 특히 운무 발생계절인 하절기 장마철에는 수조동 
외부 공기의 노점온도가 더 높아서 환기로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조동 내부의 절대습도를 낮추는 제습장치가 필요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2.4 습기 유․출입 메커니즘 검증

온도와 상대습도 정보만으로 습기 유동 메카니즘을 파악하기
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수증기압의 고저에 의한 수증기 이동에 착
안하여 Magnus Formula를 활용해 수조수, 내․외기의 온도와 상
대습도를 수증기압으로 변환하여 수증기압의 변동에 의한 습기
의 유동을 추적하였다.  건기에는 수조수 수증기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기에는 공기의 수증기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내용을 검증하고자 건기의 수조수의 증발량을 실제로 계측
한 결과, 건기에는 하루 약 수 톤이 증발하며, 우기에는 수조수 
증발이 없고 소량 증가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실측과 그래프분
석을 통하여 우기에는 외부로부터 고온고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수증기압 차이에 의해 유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수조가 밀페형으로 유지되어 외기와 완전히 차단되면 수
조에 운무와 결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하에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외기 차단 환경 시험장치를 구축하고, 외기가 
차단되었을 경우의 온․습도 및 수증기압을 분석하였다.

Fig. 3 Test device for environment blocking outside air 

시험장치는 아래쪽 뚜껑이 없는 아크릴 원통구조로서 내부에
온․습도 센서를 설치하여 외부 기존 수조와 수조수를 공유하여 
온도는 같고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적인 수조 환경 조
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외기 차단 환경시험을 통해 외기 차단 시 온․습도의 변화가 작
고 수증기압이 낮아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로써 우기에는 외부로부터 고온고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운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예인수조동
의 운무현상을 방지하려면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메커니즘 검증 결과를 통하여 수증기 발생원인은 수조수
와 대기의 수증기압 차이 및 온도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
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겨울에는 수조수가 증발하여 외부로 유
출되고, 여름에는 외부에서 습기가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제습을 위해서는 건축구조를 개선하여 벽, 지붕, 창호
틈새를 밀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분산식 제습 및 환기장치
예인수조동 건축물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밀폐할 수가 없기 때

문에 외기가 고온 다습하여 수증기압이 매우 높아지는 7 ~ 8월
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건축물 틈새를 통해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틈새를 통해 유입되는 수증기는 강제로 
제거해야 하며 운무를 경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인수조
동 내기의 노점온도를 지나치게 낮게 제습할 필요 없이 수조수 



온도보다 낮게만 유지하면 된다.  
노점온도를 수조수온도 이하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공기조화기를 도입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예인수
조수를 열교환기의 열원으로서 사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열펌
프 냉동기를 도입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예인수조동의 절대습도를 낮추어 노점온도를 낮출 수도 있다.  
이밖에도 최적 제습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용, 운전비
용, 에너지효율, 유지보수비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제어, 
감시, 유지보수 용이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설치장
소, 설치공간, 소음, 진동, 유해배기, 화재 등의 문제점도 검토하
여야 한다.

3.1 예인수조동 제습방안 비교조사

일반적인 공기조화 설비는 중앙집중의 덕트 공급방식이며, 막
대한 투자비용과 전력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공기조화 설비의 
소비전력이 높아 전력용량 증설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
었다.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는 덕트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예인
수조동에 최적이 아닌 경우 덕트 및 전력용량의 단계별 증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방식은 예인수조처럼 특
별한 환경에 처한 곳에서는 투자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
므로 일반적인 공기조화 설비 도입은 배제하였다.

수조수 수온 가열방식은 수조수 1℃의 온도 상승을 위해서 
20MWh 이상의 전력이 소모된다.  운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절기 운무 발생 시의 수조수 수온보다 온도를 상승시
켜야 하는데 대용량의 전력용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수조수 온도
를 상승시켜 운무발생을 억제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였다. 

수조수 열교환 방식은 수조수의 낮은 온도를 이용하여 수조내
기를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조
수와 내기 온도 간의 차가 커야 효율이 극대화된다.  하지만 수
조수를 열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수조수의 온도가 높아 수조수 열
교환 방식도 배제하였다.

3.2 분산식 제습 및 환기장치 방식 설계

공기조화 설비 도입 시 통상 적절한 제습용량 계산이 어려워 
경험위주로 용량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예인수조동은 일반적인 
공조부하와는 다르므로 예인수조동에 맞는 최적의 방식이 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인수조동에서 발생되는 운무
는 노점온도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공기조화 설비로
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비하여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
다.

따라서 고가의 중앙집중식 공기조화 설비를 도입하지 않고, 
덕트 없이 설치 가능한 양산된 중소형 모델을 선정하고 여러 대
를 분산 배치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습기와 
환기장치로 구성된 제습방안은 일반적인 공기조화 설비에 비해 
설치비, 장비가격, 유지보수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효과 확인 후 점진적 투자가 가능하다.  

분산식 제습 및 환기장치는 단계별 용량증설이 매우 용이하고 
공조장치에 비해 소비전력이 작아서 운전비용도 저렴하다.  

수조동 내부 공기의 환기를 목적으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면 우
기시 외부로부터 고온고습한 공기가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열회
수 환기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열회수 환기장치는 하절기 유입되
는 더운 공기의 온도를 낮추고 이 과정에서 자연 제습효과가 발
생한다.  또한 환기장치 내부에는 필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깨끗
한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하였다.  

제습기와 열회수 환기장치는 Fig. 4와 같이 설치하였다.  제습
기와 열회수 환기장치의 가동기간은 주로 운무가 발생하는 7~8
월이다. 분산식으로 설치된 설비를 능동제어 시스템에 의해 일부 
장치로 장시간 구동할 수도 있고, 전체 설비로 큰 용량으로 일시
적으로 구동할 수도 있다.

제습기 용량계산은 겨울철 수조수 증발량 계측정보와 그 때의 
수조동 내․외부 수증기압 차이 정보를 이용하여 여름철 수조동 
내․외부 공기의 수증기압 차이를 계측하여 유동방향이 반전되는 
점과 압력 차이를 고려한 습기 유입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행
되었다.   

Fig. 4 Heat recovery ventilator 

열회수 환기장치 덕트는 흡입구와 배출구의 상호 공기가 섞이
지 않도록 이격하여 설치하였으며, 외부 흡입 공기는 가능한 제
습기 가까이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습기가 제습기에서 바
로 제습되어 제습 효율이 높아 질 수 있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비가동 시에는 댐퍼에 의해 자동으로 덕트가 차단되도록 설계하
였다.    

4. 능동 습도제어 시스템 구현
4.1 제습 및 환기 능동제어 시스템

“수조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는 PLC에 
입력되고, 분산제어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습기 및 환기 능동제어 
시스템에서 습기 유동 메커니즘 분석 결과에 따라 개발된 능동제
어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제습기와 환기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수조 내․외부의 수증기압을 비교하여 수조의 내부 수증기압보
다 외부가 더 낮으면 외부의 건조한 공기를 환기장치로 내부로 
불어 넣고 상대적으로 내부의 수증기압이 낮고 상대습도가 높을 
때만 제습기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제어하여 전력 소
비를 최소화 하였다.  구체적인 논리제어는 수증기압을 노점온도 
값으로 변환하여 제어하였다.  능동 습도 및 환기 제어 알고리즘
은 Fig. 5와 같다. 

Fig. 5 Algorithm for an active humidity control system

4.2 시스템 성능 및 개발 효과 분석

분산식 제습 및 환기장치를 설치한 후 수조환경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Fig. 6은 2013년 6
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습기를 가동하였을 때 취득한 데이
터이다.  

Fig. 6 Environmental data of the towing tank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 하절기 예인수조동의 8월 상대습도는 
평균 약 90%RH 로 나타났지만 분산식 제습 및 환기장치 도입 
후에는 예인수조동의 상대습도가 63%RH로 개선되어 운무 및 결
로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절기에는 외부의 수증기압이 아주 높아서 습기가 외부로부
터 급격히 유입되므로 제습 및 환기장치의 용량 감소와 전력소비
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창호와 틈새를 최대한 밀폐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벽체와 창호 틈새를 부분적으로 막는 공사를 수

행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선박 모형시험을 위한 핵심 설비인 예인수조의 하

절기 장마철 결로 및 운무 발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예인수조의 다습한 환경은 설비의 부식과 수명단축, 누전 및 
시험효율 저하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수조설비에 대한 제습 설
계 사례가 없어서 일반적인 공기조화 설비 설치방법에 의하면 많
은 비용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예인수조의 다습한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예인수조 환경조사 및 운무․결로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으며, 수조 습도 제어 최적 방안을 도출하였
다.  수조 운무 및 결로 발생의 주 원인은 차가운 수조수와 따뜻
한 공기가 접촉하여 습공기가 노점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집 데이터의 분석과 시험을 통해 규명
되었다.

경제적인 제습 방안으로 용량증설 및 운용․정비가 용이한 양산
형 중소형 제습기와 환기장치를 분산 배치하는 방법을 도출하였
다.  이를 통해 제습효율을 높이고 중앙집중식 대형 시스템에서 
필요한 덕트를 제거함으로서 시스템 제작비용 및 유지비용을 획
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수조환경 분석과 습도 능동제어를 
통해 예인수조동의 운무 및 결로 현상을 완벽하게 개선함으로써 
수조의 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모형시험 효
율 향상 및 시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가져올 수 있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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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계 동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연체 블록 리프팅 해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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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Block Lifting Simulation Using Multi-body 
Dynamic Program and Development of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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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 Park, Jung-Dae Lim, Chang-Hwan Jung, Chung-Hyoung Lee, Min-Seong Go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MSC 사의 다물체계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DAM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도입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장비 입력, 블록 입력, 시나리오 입력의 
3가지로 구분된다. 장비 입력에서는 형상 모델링 작업을 통하여 구축된 장비 Library로부터 해당 장비를 선택한다. 특히 
크레인의 Block loader에 설치된 Equalizer의 경우 독자적인 기능으로 개발하여 해석 결과의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해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블록 입력에서는 외부 정적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유연체 블록 모델을 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블록과 Block loader 사이에 Wire rope를 체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블록을 지지하는 Jig 자동 생성, Block loader 및 Trolley 자동 이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시나리오 입력에서는 Wire 
rope의 탄성 계수나 감쇠 계수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과 리프팅 시 블록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 
다양한 블록 리프팅 및 Turn-Over 시나리오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선 개발한 다물체계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유연체 블록 리프팅 해석을 수행하였고, Lug에 작용하는 하중 및 블록의 Stress 
contour에 대해 도면상에 명시된 리프팅 하중 및 정적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Block lifting(블록 리프팅), Multi-body Dynamic analysis(다물체 동역학 해석), Flexible body(유연체), Modeling 

and simulation(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User interface(사용자 인터페이스) 
 

1. 서 론 
 

최근 조선소에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을 건조할 경우 여러 
개로 나뉘어진 블록을 제작 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들을 
쌓아 올리고 용접하는 건조방식을 사용한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블록 리프팅 (Block 
lifting)이라고 한다. 블록 리프팅 작업 시 블록에 연결되는 
Lug의 위치가 잘못 되었거나 블록의 거동이 심할 경우 블록에 
변형이 발생하거나 블록이 전복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블록 
리프팅 작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블록 
리프팅 작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정적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지만 최근 동적 구조해석에 대한 선주의 
관심이 높아지고 조선소에서도 투입 M/H (Man Hour)를 
낮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적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이 조명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동적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록 리프팅 해석작업을 
수행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일련의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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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이용한 선체 단독 조종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성영재, 박상훈, 정석호, 정민규(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전제형(CD-Adapco Korea) 

 

A Numerical Evaluation on Manoeuvring Characteristics of Bare Hull

Sung Young Jae, Park Sang Hun, Chung Seok Ho, Jung Min Kyu 

(Hyundai Maritime Research Institute, Hyundai Heavy Industries), Jun Jae-Hyoung(CD-Adapco Korea) 

 

 

요 약 

 

For the evaluation of manoeuvrability of a ship at design phase, bare hull manoeuvring coefficients were estimated by a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based numerical method. Hydrodynamic forces and moment acting on the hull 

during static drift and rotating arm motion were computed with a RANS code STAR-CCM+. Automatic and consistent mesh 

generation was implemented by using macro functions of the code and user dependency could be greatly reduced. 

Computed forces and moments on KCS and KVLCC 1&2 were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measured PMM(Planar

Motion Mechanism) data. Comparison between the computed and measured forces and moments showed a quite good

agreement. Manoeuvring coefficients estimated from the computed data also showed reasonable agreement with those from 

the measurement. Based on these results, we could confirm that the developed process could be applied to evaluate 

manoeuvrability of a ship at design phase. 

 

Keywords: Manoeuvrability(조종성능), Bare hull(선체 단독),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STAR-CCM+(STAR-CCM+), Static 

drift(사항), Rotating arm(회전 팔), KCS(KRISO Container Ship), KVLCC 1&2(KRISO Very Large Crude-oil Carrier 1&2)  

 

1. 서 론 

 

설계단계에서 선박의 조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해석 방법들이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RANS 

방정식 기반의 CFD 기법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SIMMAN 2008, ITTC 2008, ITTC 2011, Simonsen et al., 

2012, Shin et al. 2013). 이들 기법은 선회나 지그재그와 

같은 조종운동을 직접 해석하는 방법과 구속모형시험을 

해석해서 조종성 미계수를 구한 후에 조종운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상당한 

계산자원을 필요하므로 연구용 목적에 국한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후자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ITTC 2011). 

하지만, 후자의 방법도 CFD 해석 결과가 사용자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고, 일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낮은 사용자 편의성으로 인해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는 RANS 기반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설계 단계에서 조종성능을 평가할 수 

있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상용 프로그램으로는 

Simonsen 등(2012)의 연구를 통해서 유용성이 검증된 바 

있는 STAR-CCM+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매크로 기능을 사용해서 사항과 회전 팔 계산을 위한 격자 

생성 및 계산조건 선정을 자동화해서 사용자 숙련도 

의존성을 대폭 낮추고자 하였다. 구축된 프로세스의 검증을 

위해서 조종성능 연구의 공시선형인 KCS와 KVLCC 1&2의 

해석에 적용하고 계산된 유체력과 조종성 미계수를 

구속모형시험을 통해서 구해진 값과 비교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유동 방향이 양(+)의 x축이고 

선박의 우현이 +y축이며 중력의 반대방향이 +z축으로 하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좌표계의 원점은 선체 중심면(center 

plane)과 중앙면(mid-ship)에 평형해고 무게중심을 포함하는 면, 

자유 수면(free surface)이 만나는 점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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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ational domain and coordinate system 

 

계산영역은 원점에서 선수부 방향으로 1.5LPP, 선미부 

방향으로 2.0LPP이며 폭 방향으로 1.5LPP이다. 이 영역은 

선체에서 발생한 자유 수면이 계산 영역의 입구 및 출구 경계 

조건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계산영역의 바닥면은 

자유 수면으로부터 1.5LPP에 위치하며, 공기에 해당하는 영역의 

높이는 1.0LPP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물리량은 배 

길이(LPP), 선속(VS 혹은 VM) 그리고 밀도(ρ)로 무차원화하였다.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은 각각 식 

(1), (2)와 같다. 

 

  0
i

i

U

x

∂
=

∂

         (1) 

  1i i i

j i j

j i j N j

U U UP
U UU

t x x x R x

⎛ ⎞∂ ∂ ∂∂ ∂
+ = − + −⎜ ⎟⎜ ⎟∂ ∂ ∂ ∂ ∂⎝ ⎠

     (2) 

 

여기서 Ui = (U, V, W)는 좌표축 xi = (x, y, z)방향의 평균 

속도 성분이고, P, RN, -ŪiŪj 은 각각 정압, Reynolds 수, 

Reynolds stress를 나타낸다. Reynolds stress에 대한 난류 

종결(turbulent closure)을 위해 Reynolds stress model을 사용 

하였다.  

 

2.1 격자 및 계산 조건 

 

선체표면 및 공간격자 생성은 STAR-CCM+에서 제공하는 

트리머 격자(trimmed mesh)와 경계층 격자(prism layer)를 

사용하였다. 생성된 전체 격자 수는 약 100만개에서 200만개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격자의 구성은 Fig. 2와 같다. 트리머 

격자는 유동 특성이 복잡한 영역에서 격자를 조밀하게 구성하며 

단순한 영역에서 격자의 크기를 크게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 격자 수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나, 격자가 다면체(polyhedron)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트리머에 의해 만들어진 다면체 격자에서 물리량의 공간 구배를 

2차 정확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승법을 사용해야 한다. 

 

 
Fig. 2 Numerical grid employed for calculations 

 

격자 수준이 변하는 영역에서 격자의 면을 통과하는 플럭스 

(flux)를 내삽할 때 공간 차분 정도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단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체 주변에는 경계층 

격자를 적용하였다. 총 6개의 경계층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첫 

번째 경계층 격자는 벽함수(wall function)를 고려하여 선체 

전체의 y+ 평균값이 30~40이 되도록 하였다. 양질의 경계층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 선체 갑판부에는 경계층 격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갑판에 작용하는 힘은 공기에 의한 전단력으로 전체 

저항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유 수면을 고려하기 위해 VOF(Volume Of Fluid)를 

사용하여 다상 유동을 모델링 하였다. 동적 트림을 고려하기 

위해 STAR-CCM+에서 제공하는 DFBI(Dynamic Fluid Body 

Interac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DFBI 기법은 선체의 자세 

변화에 따라 계산 영역 전체가 병진/회전하는 방법으로, 선체의 

침하량은 계산 영역 전체의 z 방향 수직 이동으로 나타나며 

트림은 계산 영역 전체의 y 방향 회전으로 나타난다. 계산 시간 

간격(time interval)은 Δt=0.02를 적용하여 총 90초까지 계산을 

수행하였다. 매 시간 간격에서 15회의 내부 계산을 반복하였다. 

초기 조건에 따른 자세 오차를 배제하기 위해 계산 5초 후부터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통해 선체의 동적 자세 변화를 

고려하도록 설정하였다. 선체의 동적 자세를 고려함에 따라 

계산 결과값이 주기적으로 진동하고 있으므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10초 동안의 값으로 평균하였다. 평균값을 



계산하는 시간에 따른 오차는 약 0.3% 미만이다. 난류 모델은 

Reynolds stress model을 적용하였고, 입구 경계 조건은 고정 

속도 조건(Vin=VM) 및 자유 수면 높이 고정 조건(z=0)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Vin과 VM은 입구 경계에서의 속도와 

모형선의 속도를 의미한다. 동적 자세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계산 

영역의 위쪽 및 아래쪽 면에서 속도가 유입되도록 입구 경계 

조건과 마찬가지로 고정 속도 조건을 적용하였다. 계산 영역의 

측면에 대해서는 사항계산에 대해서는 대칭(symmetry) 경계 

조건을 부과하였고 회전 팔 운동계산에 대해서는 고정 속도 

조건을 부과하였다. 

 

3. 계산 대상 

 

앞 장에서 정리한 수치해석 프로세스를 조종성능 관련 

공시선형인 KCS와 KVLCC 1&2에 대해서 적용하고 계산 

결과를 구속모형시험 계측값과 비교하였다. 세 선박은 모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설계한 선박으로, KCS는 

3,6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이고 KVLCC 1&2는 선미 

선형에 차이가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이다. 주요재원과 

단면형상은 Table 1, 2, Figure 3, 4와 같다. 선형정보와 

모형시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수치해석 연구의 

비교/검증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종성능과 관련해서는 

ITTC 조종성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SIMMAN 워크샾을 

통해 조종성능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Kim et al. 2005, 

SIMMAN2008). 현대중공업 에서도 각각의 선박에 대해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KVCC2에 대한 선체 단독 

구속모형시험 결과를 SIMMAN 2014 워크샾에 제출하였다 

(Shin et al. 2012, Sung 2013, SIMMAN 2014).   

 

Table 1 Principle dimensions of KCS 

(Scale ratio) Ship (1/1) Model (1/40.000)

LBP [m] 

Breadth [m] 

Draft (Fwd./Aft) [m] 

Displacement [m3] 

230.0 

32.2 

10.8/10.8 

52030 

5.750

0.805

0.270/0.270

0.8130

 

 
Fig. 3 Body plane of KCS 

 

 

Table 2 Principle dimensions of KVLCC 1&2 

Scale ratio: 1/46.426 Ship (1/1) Model (1/46.426)

LBP [m]

Breadth [m]

Draft (Fwd./Aft) [m]

Displacement [m3]

320.0 

58.0 

20.8/20.8 

KVLCC1: 312738 

KVLCC2: 312699 

6.893

0.625

0.448/0.448

KVLCC1: 3.1253

KVLCC2: 3.1249

 

 
Fig. 4 Body plane of KVLCC 1&2 (1: Solid, 2: Dashed) 

 

4. 수치해석 프로세스 검증 

 

4.1 사항 계산 프로세스 검증 

 

4.1.1 KCS에 대한 사항 계산 

 

KCS에 대한 사항 계산은 Table 3과 같이 3개의 격자계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이들은 경계층 격자계는 유지하고 

크기를 2
(1/3)

배로 변화시켜서 생성하였다. 구속 모형시험과 

비교한 결과는 Fig. 5, 6과 같다 

 

Table 3 Mesh information on drift calculation of KCS  

Index Reference size No. of cells 

Grid 1 

Grid 2 

Grid 3 

0.189 

0.238 

0.300 

1,468,716

1,015,586

703,778

 

계측값은 마름모로 표시하였고 격자계에 따른 계산값은 

원, 삼각형,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Grid 3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밀한 격자계인 Grid 1, 2 대비 전후방향의 

유체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항각 6, 9, 

10도에서의 계측값 대비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 Fig 6에 

의하면, 선수동요 모멘트도 격자계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격자계의 수렴도는 수렴율(Convergence ratio, RG)와 정도 

차원(Order of accuracy, pG), 격자오차 (Grid error, δ
*(1)

RE 

G1)를 이용해서 Table 4와 같이 검토해 보았다. 0 < RG < 1 

범위이므로 수렴하는 격자계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격자 

오차는 매우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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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dimensionalized swa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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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dimensionalized yaw moment 

Fig. 5 Computed and measured forces and moment of KCS 

during static drift motion 

 
(a) Sway force 

 
(b) Yaw moment 

Fig. 6 Relative magnitude of computed sway force and yaw 

moment for KCS at 6, 9, 12 degrees of drift angle 

Table 4 Convergence parameters of grid by using sway 

force and yaw moment at 6 degree static drift angle of KCS 

 Sway force Yaw moment 

ε21 (Grid 2 – Grid 1) 

 ε32 (Grid 3 – Grid 2) 

 RG = ε21 / ε32 

 pG = ln(ε32/ε21)/ln(rG) 

δ
*(1)

RE G1 

0.00011 

0.00033 

0.34420 

4.61603 

0.00017 

0.00003

0.00012

0.29188

5.32963

0.00005

 

 
(a) Sway force coefficients 

 
(b) Yaw moment coefficients 

Fig. 7 Relative magnitude of drift related manoeuvring 

coefficients for KCS 

 

계산된 유체력을 사용해서 조종성 미계수를 추정하고 

시험으로 구한 미계수와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면 Fig. 7과 

같다. 그림에서 HHI 2003과 HHI 2009는 설계단계에서 

이용되는 경험식 추정 결과이다(Lee et al. 2003, Sung et al. 

2009).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더라도 Yv, Nv와 같은 

선형계수는 5%오차 이내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차 미계수의 경우 기존 경험식은 10% 이상의 오차를 

보이지만, 수치해석을 이용할 경우 10% 내외의 오차로 

추정되었다. 

 

4.1.2 KVLCC 1&2에 대한 사항 계산 

 

KVLCC 2에 대한 사항 계산은 KCS와 마찬가지로 경계층 

격자계는 유지하고 외부 격자의 크기를 2
(1/3)

배로 변경시킨 

3개의 격자계(Table 5)와 같이 수행하였다. KVLCC 1은 Grid 

2의 격자계에 대해서만 계산하였다.  

계산값과 계측값의 비교는 Fig. 8, 9, 10, 11과 같다. Fig. 

11은 Grid 2 격자계로 계산된 KVLCC 1과 2의 힘과 

모멘트를 KVLCC 1 계측값 대비 상대적인 크기로 보여주고 

있다. 앞선 KCS와 마찬가지로 격자계 조밀도의 변화에 따른 



유체력 계산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계산값이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8, 9).  

Fig. 10, 11은 구축된 프로세스가 동일 선종에서 선형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KVLCC 2는 U형 선미를 가진 선형으로 V형 선미를 가진 

KVLCC 1 대비 선수동요 모멘트 팔(선수동요 모멘트/좌우 

동요력)이 짧고 직진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IMMAN 2008). 사항각 6, 9, 12도에서 모멘트 팔 길이를 

상대 비교한 Fig. 12에 의하면, 계측값은 6, 9도에서 선형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12도에서만 KVLCC2의 모멘트 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계산값은 모든 

사항각에서 선형의 차이에 따른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격자계의 조밀도와 추정되는 미계수와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Table 6의 계산을 수행해 보았다. 선형 조종성 미계수 

Yv, Nv를 사용해서 격자계의 수렴성을 검토한 결과는 수렴률, 

RG 가 음수이므로, 본 연구에 적용된 격자계는 선형 미계수 

계산에 진동하면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G가 

음수이므로, pG와 δ
*(1)

RE G1는 계산하지 않음). 

KVLCC 2에 대해서 구한 조종성 미계수의 계측값 대비 

상대적인 크기는 Fig. 13에 나타내었다. 격자계와 상관없이 

선형 미계수 Yv가 계측값  대비 약 12%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Nv는 약 1% 오차로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HHI 

2003으로 추정된 Yv와 Nv도 각각 5%, 1%의 오차만 보이고 

있는데, 이는 HHI 2003 추정식이 저속 비대선에 치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KVLCC와 같은 

선형에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Sung et al. 

2009).  

 

Table 5 Mesh information on drift calculation of KVLCC 1& 2  

Index Reference size No. of cells 

Grid 0 (KVLCC 2) 

Grid 1 (KVLCC 2) 

Grid 2 (KVLCC 1/2) 

0.150 

0.189 

0.238 

2,367,763

1,488,865

1,001,878

 

Table 6 Convergence parameters of grid by using Yv and Nv 

of KVLCC2 

 Yv Nv 

 ε10 (Grid 1 – Grid 0) 

 ε21 (Grid 2 – Grid 1) 

 RG = ε10 / ε21 

0.00105 

-0.00201 

-0.52134 

0.00003

0.00012

-1.02752

 

이상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개발된 사항 

수치해석 프로세스는 설계 단계에서 선종과 선형에 따른 

사항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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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dimensionalized swa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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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dimensionalized yaw moment 

Fig. 8 Computed and measured forces and moment of 

KVLCC2 during static drift motion 

 
(a) Sway force 

 
(b) Yaw moment 

Fig. 9 Relative magnitude of computed sway force and yaw 

moment for KVLCC2 at 6, 9, 12 degrees of drif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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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dimensionalized swa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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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dimensionalized yaw moment 

Fig. 10 Computed and measured forces and moment of 

KVLCC 1& 2 during static drift motion 

 
(a) Sway force 

 
(b) Yaw moment 

Fig. 11 Relative magnitude of sway force and yaw moment 

for KVLCC 1& 2 at 6, 9, 12 degrees of drift angle 

 
Fig. 12 Relative magnitude of yaw moment arm for KVLCC 

1& 2 at 6, 9, 12 deg drift angle 

 
(a) Sway force coefficients 

 
(b) Yaw moment coefficients 

Fig. 13 Relative magnitude of drift related manoeuvring 

coefficients for KVLCC2 

 

4.2 회전 팔 운동 계산 프로세스 검증 

 

4.2.1 KCS에 대한 회전 팔 운동 계산 

 

KCS의 회전 팔 운동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비교한 

결과는 Fig. 14, 15와 같다. Fig 14에서 EFD로 표시된 값은 

PMM 시험을 통해서 구해진 미계수로 구한 계산값이며, 

CFD로 표시된 값은 4.1.1절의 Grid 2격자계로 계산한 

결과이다.  

회전 팔 운동의 특성상 선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해서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데, 사항각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좌우동요력이 작게 작용한다. 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유체력의 좌우동요력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계산된 선수동요 모멘트는 매우 좋은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된 미계수의 상대적인 크기는 Fig. 15에 정리하였다. 

선형계수인 Yr-(m+mx)와 Nr 모두 실험 대비 9%의 오차로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선형 계수의 경우에는 

운동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고차항의 영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서 추정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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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dimensionalized swa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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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dimensionalized yaw moment 

Fig. 14 Computed and measured force and moment of KCS 

during rotating arm motion 

 
(a) Sway force coefficients 

 
(b) Yaw moment coefficients 

Fig. 15 Relative magnitude of yaw related manoeuvring 

coefficients for KCS 

4.2.2 KVLCC 1&2에 회전 팔 운동 계산 

 

KVLCC 1 & 2에 대한 회전 팔 운동 계산 결과는 Fig. 16, 

17, 18, 19와 같다. 앞선 KCS와 마찬가지로 계산 결과는 

선수동요 모멘트와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산된 

미계수는 사항시험 대비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회전 팔 운동 계산 프로세스는 

유체력은 모형시험과 유사한 크기로 추정 가능하지만 

조종성 미계수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뢰성, 오차원인 분석 및 다중 공신성이 발생하지 않는 

운동 범위 구현 등을 통해서 계수 추정의 정도를 높일 

예정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RANS 기반의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를 이용해 설계 단계에서 선형 변화에 따른 

조종성능을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격자 생성 및 계산 조건 생성 자동화를 통해 

사용자 의존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산된 격자계는 수렴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항 문제의 경우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더라도 조종성능 평가에 필요한 

조종성 미계수를 10% 이내의 오차로 추정할 수 있었다. 

회전 팔 시험의 경우 선형계수는 10% 내외의 오차로 

추정이 가능하였지만, 비선형 계수는 계측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운동의 범위를 넓히고 

계산값과 계측값에 대한 오차를 분석하는 한편 격자의 구성 

및 계산 조건을 검토해서 미계수 추정의 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세스도 초기설계단계에서 선형 

변화에 따른 조종성능 평가에 이용은 가능하지만, 보다 

실용적인 도구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실험 및 계산의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이다. 본문에서 추정된 격자 의존성 검토 변수를 

바탕으로 ITTC의 불확실성 해석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수치해석 결과의 불확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순수 선수동요, 편류각 선수동요와 같은 동적 구속모형시험 

의 구현이다. 이를 통해 선수동요 관련 미계수 추정에 

이용된 계측값과 계산값을 직접 비교한다면 해당하는 

미계수를 보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부가물을 고려한 수치계산이다. 선체 뒤에 위치한 

프로펠러, 프로펠러 후류 중에서 구동하는 타의 성능까지 

정도 높게 파악해야지만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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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dimensionalized swa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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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dimensionalized yaw moment 

Fig. 16 Computed and measured force and moment of 

KVLCC 1 during rotating arm motion 

 
(a) Sway force coefficients 

 
(b) Yaw moment coefficients 

Fig. 17 Relative magnitude of yaw related manoeuvring 

coefficients for KVLC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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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dimensionalized swa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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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dimensionalized yaw moment 

Fig. 18 Computed and measured force and moment of 

KVLCC 2 during rotating arm motion 

 
(a) Sway force coefficients 

 
(b) Yaw moment coefficients 

Fig. 19 Relative magnitude of yaw related manoeuvring 

coefficients for KVLC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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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특성을 고려한 선수 벌브 형상 최적화 연구 
최낙용, 김희택, 최순호, 송윤영, 김정중 (삼성중공업)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bulbous bow shape considering the 

Operating profile of ships 

Nakyong Choi, Heetaek Kim, Yunyoung Song, Soon-Ho Choi, Jungjoong Kim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Recently, due to strengthen environmental regulation, continuous rise in oil price and decrease in shipping cost, needs for

improved economic viability of ship operations are growing. As a consequence, the container vessel is operated at slow 

steaming condition to save fuel consumption, there are many un-optimized design points compared to initial design such as 

bulbous bow shape. So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and researches to reduce fuel consumptions during operation.

This study presents retrofit bulbous bow, as one of these studies, for fuel savings. The bulbous bow is optimized for 

variation of bulbous bow height and breadth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arge container ship reflecting the operating profile. Also computation results are verified with the towing test results

conducted at Samsung Ship Model Basin (SSMB) and applied to the ship in full scale. 

Keywords: Bulbous bow shape optimization (선수 벌브 형상 최적화), Operating profile (운항 특성),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전산

유체 역학) 

 

1. 서 론 

 

일반적으로, 선박의 속도 성능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 속도 및 흘수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컨테이너선은 높은 

속도와 깊은 흘수 조건에서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실 

건조되어 운항 중에 있다.  

최근에는 국제 유가 상승, 화물 운임 하락 등 선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운항선의 연료 절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사들은 연료 절감을 위해 

설계 속도보다 낮은 선속으로 운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제 해사 기구 (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채택 및 

MBM (Market Based Measures) 강제화 논의에 따라 운항 

경제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 최근에는 선형 및 추진기의 유체역학적 설계 

개선 또는 부가적인 연료 절감 장치 적용을 통한 선박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운항 조건을 고려한 최적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연료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실제 운항 속도 및 

흘수 등을 고려한 선수 구상 벌브 (bulbous bow) 개조는 매우 

유용한 연료절감 방법으로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항선의 연료 절감을 위하여 FLUENT와 

연계한 RANS 기반의 삼성 고유 CFD 저항 및 자항 해석법 

(Kim et al., 2013)인 SoLuTion을 이용하여 9,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구상 벌브에 대한 연구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고, 운항선의 환경 조건 (운항 속도 및 

흘수, operating profile)을 고려하여 연료 절감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CFD 해석을 통한 선수 벌브 최적화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최종 구상 벌브 형상에 대해 

모형 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연구 내용 

 

2.1 대상 선박  

대상 선박은 9,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Table 1 Main Particulars 

LBP (m) 321.0 

B (m) 45.6 

Td (m) 13.0 

 

2.2 좌표계 및 계산 조건 

수치계산을 위한 기본 좌표계는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체 길이 방향을 x축, 연직 상방향을 z축, 그리고 폭 

방향을 y축으로 하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였으며, 좌표계의 

원점은 선체 중심면 (center plane)과 중앙면 (midship) 

그리고 정수 중 수면이 교차하는 점으로 정의하였다. 

 
Fig. 1 Coordinate System 

 

Turbulence model은 Reynolds Stresses Model (RSM)을 

사용하였으며, 자유수면 처리를 위해 고해상 인터페이스 

캡쳐 스킴 (HRIC)을 (Muzaferija et al., 1998) 사용하였다. 

압력속도 연성은 SIMPLEC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2.3 수치 격자 및 경계조건  

해석을 위한 수치 격자 생성은 Gridgen을 사용하였고, 

계산영역은 수선간 길이(LBP)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내었다. 

수치계산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유입 면은 ‘Velocity inlet’을 

선택하여 균일류 조건 (u=1, v=w=0)을 사용하였고, 유출 

면은 ‘Pressure outlet’을 적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계산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치 격자의 기하학적 형상은 O-H형으로 구성하였으며, 

Fig. 2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유입경계는 FP로부터 1LBP, 

외부경계는 현측으로부터 1LBP만큼 떨어져 있고, 

유출경계는 AP로부터 1LBP만큼 떨어져 있다. 또한, 

경계층의 유속분포는 벽면에서 첫 번째 격자계의 크기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본 

연구에서는 벽면에서 첫 번째 격자까지의 위치는 무차원 

거리인 y+를 약 100~12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격자 분포는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Calculation Domain 

 

 
Fig. 3 Grid System 

 

Table 2 Calculation Condition 

Governing equation RANS 

Turbulence model Reynolds Stresses Model 

Time Unsteady 

VOF Implicit - HRIC 

P-Solver Body Force Weighted 

Velocity - Pressure SIMPLEC 

Wall treatment Standard wall function 

Boundary conditions

Inlet (Velocity) 

Outlet (Pressure outlet) 

Hull, Rudder (No slip condition) 

Top side (Symmetry) 

Side (Slip wall) 

3. 운항 조건 

 

3.1 Operating profile  

대상 운항선의 구상 벌브 설계를 위해 실제 운항 특성을 

분석하였고, Fig. 4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참고로 



운항선은 13m 흘수와 25kts의 속도에서 최적화되어 

설계되었다. 

대상선의 실 운항 특성을 살펴보면, 설계 흘수 이 외의 

다양한 흘수에서 운항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운항비 절감을 위해 운항 속도를 설계 

속도보다 낮은 영역에서 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박의 실질적인 운항비 절감을 위해서는 여러 흘수 및 

다양한 속도에서의 성능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Fig. 4 Operating profile 

 

구상 벌브 설계를 위해 Fig. 4에서 언급한 operating 

profile을 분석하여 Table 3과 같이 대표적인 가중치 

(weighting factor)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실제 운항 특성을 

고려한 연료절감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용되었다. 

 

Table 3 Weighting Factor 

 T=10.0m T=11.5m T=13.0m 

V=22kts 2.5% 4.0% 3.5% 

V=19kts 10.0% 16.0% 14.0% 

V=16kts 12.5% 20.0% 17.5% 

3.2 마력 절감 효과 산정 

본 연구에서는 선미 선형의 변화는 없으므로 프로펠러의 

추진 효율은 구상 벌브 개조 전, 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구상 벌브 변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EHP 감소량을 사용하였으며, 각 흘수 및 속도에서의 마력 

절감 비율 (power savings ratio)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1) 

 

또한, 실제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연료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총 마력 절감 비율 (Total power savings ratio)는 

식 (2)와 같이 각 흘수 및 속도에서 소요되는 마력에 Table 

3에 나타낸 weighting factor를 곱한 값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2) 

 

여기서, WF는 weighting factor를 나타내며, MOD는 

Modified hull form, ORG는 Original hull form을 의미한다.   

 

4. CFD를 활용한 Bulbous bow 최적화 

  

4.1 Range of Bulbous bow modification 

구상 벌브 설계를 위한 수정 범위는 선수부 주위의 

선속계(speed log), 음향 측심의(echo sounder), Bow 

thruster, FWD Bulkhead 및 주위의 구조물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개략적인 수정 영역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Range of bulbous bow modification  

 

4.2 Study cases 

Fig. 6은 기존 선형(Original hull form)에 대한 구상 벌브 

형상 및 실제 운항 조건을 함께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흘수가 10m 및 11.5m에서 운항 

시에는 구상 벌브가 수면 위로 돌출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파저항(wave resistance)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운항 조건에서의 연료절감을 위해서는 조파저항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항 조건에서 구상 벌브에 의한 

조파저항과 형상저항을 줄이기 위해 구상 벌브 높이 및 폭을 

주요 변수로 하여 총 9가지 case에 대해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해석 case에 대한 정의는 Table 4 및 Fig. 

7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 값은 구상 벌브의 높이와 폭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벌브 길이에 대해서는 

LOA 제한으로 인해 주요 변수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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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ulbous bow geometry and operating draughts 

Table 4 Hull Form Cases 

Hull form 

ID 

Parameter (m) 
Hull form 

ID 

Parameter (m) 

Height 
Half 

breadth 
Height 

Half 

breadth

H0B0 0.0 0.0 H1B2 -1.0 -0.6 

H0B1 0.0 -0.3 H2B0 -2.0 0.0 

H0B2 0.0 -0.6 H2B1 -2.0 -0.3 

H1B0 -1.0 0.0 H2B2 -2.0 -0.6 

H1B1 -1.0 -0.3    

 

 
Fig. 7 Modified Hull Form Cases 

 

4.3 해석 결과 

Table 5에는 1차적으로 구상 벌브 폭 및 높이 변화에 

따른 영향도를 살펴보기 위해 폭 변화 요소인 H0B1 / H0B2, 

그리고 높이 변화 요소인 H1B0 / H2B0를 비교하였음을 

나타내었고, Fig. 8에는 각 흘수 및 속도에서 5가지 case의 

마력 절감 비율을 H0B0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Fig. 9에는 weighting factor가 가장 큰 11.5m의 흘수에 대한 

5가지 case의 wave pattern을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5. Comparison Targets according to bulbous bow 

Breadth and Height effect 

  B (Breadth) 

  0 1 2 

H 

(Height)

0 ✔ ✔ ✔ 

1 ✔   

2 ✔   

 

 
(a) Draught = 10.0m 

 
(b) Draught = 11.5m 

 
(c) Draught = 13.0m 

Fig. 8 Comparison of Power Savings Ratio according to 



bulbous bow Breadth and Height  

 
Fig. 9 Comparison of Wave Pattern according to bulbous 

bow Breadth and Height at T=11.5m 

 

흘수가 10m와 11m인 경우, Fig. 8(a) 및 Fig. 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과 높이를 줄일수록 마력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저속 

영역(16kts)에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고속 

영역(22kts)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Fig. 9의 wave 

pattern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속으로 갈수록 구상 벌브에 

의해 발생하는 조파 저항이 H0B0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점 

때문이라 판단된다.  

한편, Fig. 8(a) 및 Fig. 8(b)의 H0B1 / H1B0와 H0B2 / 

H2B0를 서로 비교해보면, 구상 벌브의 높이보다 폭의 

변화가 마력 절감 측면에서 영향이 큰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폭을 감소시킴으로써 구상 벌브 nose를 지나 

어깨부로 넘어가는 유동에 의한 2차 wave 저항 성분의 

감소량이 구상 벌브 nose에 의해 감소하는 양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흘수가 13m인 경우, Fig. 8(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속인 16kts에서는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만, 10m 및 

11.5m 흘수에서의 개선량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또한 19kts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22kts에서는 

H2B0의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항선이 13m 흘수의 고속 영역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벌브 개조를 통한 마력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존 선형의 최적화된 흘수 및 속도 영역 

근처에서의 저항 증가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에는 2차적으로 구상 벌브 폭 및 높이 조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5의 case중 가장 많은 

마력 절감 효과를 보인 H0B2와 함께 H1B1 / H2B1 / H1B2 

/ H2B2를 비교하였음을 나타내었고, 각 흘수 및 속도에서의 

마력 절감 효과를 Fig. 10에 도시하였다. 이와 함께 Fig. 

11에는 11.5m에서의 wave pattern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6. Comparison Targets according to Combination of 

bulbous bow Breadth and Height effect 

  B 

  0 1 2 

H 

0   ✔ 

1  ✔ ✔ 

2  ✔ ✔ 

 

 
(a) Draught = 10.0m 

 
(b) Draught = 11.5m 

 
(c) Draught = 13.0m 



Fig. 10 Comparison of Power Savings Ratio according to 

Combination of bulbous bow Breadth and Height 

 

Fig. 11 Comparison of Wave Pattern according to 

Combination of bulbous bow Breadth and Height at 

T=11.5m  

 

Fig. 10(a)와 Fig. 10(b)의 10m 및 11.5m 흘수를 보면, 

H0B2와 비교하여 H1B1 및 H2B1의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흘수에서 

선수 구상 벌브의 폭을 줄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Fig. 10 

및 Fig. 11의 H1B2 / H2B2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을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높이를 낮추면 마력 절감 효과가 추가로 

나타나게 되며, 선수부 측면에서의 wave도 감소되는 현상이 

보인다.  

Fig. 10(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계 흘수 13m의 H0B2 / 

H1B2 / H2B2의 경우, 높이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고속 영역에서는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항 선박이 

13m 흘수의 고속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력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폭의 증가 또는 

감소, 높이의 증가 또는 감소, 폭과 높이 조합 등을 통한 

운용 조건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최근의 운항 

경향으로 유추해보면, 우선적으로 구상 벌브의 폭을 최대한 

줄이는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추가적으로 구상 

벌브의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7 Comparison of total power savings ratio by bulbous 

bow design  

 B0 B1 B2 

H0 0.0% 4.5% 8.2% 

H1 5.9% 7.4% 8.7% 

H2 7.2% 8.5% 9.2% 

 

 
Fig. 12 Comparison of Hull Form between Original Hull Form 

(H0B0) and Modified Hull Form (H2B2) 

 

최종적으로, 각 구상 벌브 수정 cases에 식(2)를 활용하여 

연료절감 효과를 나타낸 총 마력 절감 비율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폭과 높이를 최대한 감소시킨 H2B2의 마력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의 개선 

효과는 약 9.2%가 예상된다. 최종 설계된 구상 벌브는 기존 

형태와 비교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5. 모형시험 검증 및 절감 효과 

 

CFD 해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 및 실제 연료 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마력 절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H2B2에 대해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 시험은 

삼성중공업의 모형 수조 (Samsung Model Basin, 

SSMB)에서 수행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두 모형선을 Fig. 

13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3 Comparison of Manufactured hull form for Model test 

 

 
Fig. 14 Power Savings Ratio at each Draught and Speed 

(CFD and EXP results) 

 

CFD 해석 결과와 모형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Fig. 14에 

나타내었으며, 각 흘수 및 속도에서 두 해석 결과간의 

오차가 ±1.0% 범위 내에 있으며, 총 마력 절감 비율 

측면에서도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5에는 모형 시험에서의 wave pattern 계측 

결과를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H0B0와 

H2B2의 모형 시험, CFD 해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구상 벌브 

수정에 따른 wave pattern 현상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로부터 CFD 해석을 통한 

구상 벌브의 설계 및 최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Table 8 Total Power Savings Ratio 

 Model test CFD 

Modified Hull Form (H2B2) 9.3 % 9.2 % 

 

 
Fig. 15 Comparison of wave pattern at T=11.5m 

 

Table 8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실 운항 조건시의 연료 

절감 효과를 산정하여 Table 9에 나타내었다. 연료 절감 

평가를 위해 운항 일수는 300일로 가정하였으며, 이 때의 

유류비는 1MT당 600USD로 산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 기준으로 약 

1,070,000USD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Table 9 Estimation of Fuel Savings 

Fuel Savings Ratio (%) 9.2 

Daily Fuel Savings (MT) 5.72 

USD/MT 600 

Voyage Day 300 

Cost Fuel Savings (USD) 1,070,000 

 

6. 결론 

 

9,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연료 절감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선수 구상 벌브 개조를 위해 벌브의 높이와 

폭을 변수로 한 9가지 구상 벌브에 대해 최적화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고, 모형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CFD 해석 결과와 모형 시험 간의 오차가 ±1.0% 이내로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CFD 해석 

유용성의 타당함을 보였다. 

최종 설계된 선형의 연료 절감 효과가 9.2%로 예상되며, 

구상 벌브 개조는 연료 절감 효과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선사의 운항 여건과 항로에 따라 운항 

특성이 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적화된 선형 및 해석 방법,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운항 특성에 적합한 

구상 벌브 최적화 문제에 CFD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모형 제작 및 시험을 대신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추 후에는 선형뿐만 아니라 엔진 slow 

steaming에 따른 프로펠러 재설계, 연료 절감 장치(Energy 

Saving Device) 등의 적용을 통하여 성능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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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정보를 고려한 초기속도추정 프로그램 개발 
 

오상진, 손재우, 정영준, 윤지현(성동조선해양), 김수영, 이동명(부산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여러 초기속도추정 방법 중 Holtrop Method를 기반으로 모선정보를 활용한 보정방법을 제안하고, 초기속도추정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당사 개발 프로그램은 Holtrop Method에서 저항 및 자항 계수들을 추정하고, 모선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한 각 계
수들을 보정하여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 실적 모형시험 결
과와 개발한 초기속도추정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모선정보를 활용한 보정 후 저항 및 자항계수로 계산된
추정속도가 보정 전 추정속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모형시험 결과 대비 실적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한 추정속도
를 도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Keywords: Mother Ship(모선), Correction Factor(보정계수), Holtrop Method 

 

1. 서 론 
일반적으로 선형설계는 대부분 기존 선형과 유사하게 설계하
는 유사설계이다. 이러한 선형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저항 및 추
진 성능 추정을 위한 다양한 추정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최근 환경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요구 조건의 증가로 인하여 
선형들의 다변화가 이루어 지고, 신 선형설계에 대한 추진 성능
의 추정이 초기 설계 시 반드시 재 고려되어야 한다. Holtrop 
Method와 Sasajima Method같은 초기속도추정 방법의 경우 다
변화된 저항 성능 및 추진성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조선소에서는 각사의 실정에 맞는 속
도 추정 방법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당사만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선형설계 단계
에서 사용되는 초기속도추정을 위하여 Holtrop Method를 기반
으로 모선정보를 활용한 초기속도추정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
다.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최적 프로펠러 추정, 저항 및 자항 추진
계수 (ηD, η , η , w, t), 유효마력(EHP)과 제동마력(BHP)등을 
보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프로그램에서 추정한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와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당사 실적선을 기반으로 초기속도추정을 수행   
하였으며, 추정 결과를 실적선 모형시험 결과에 비교 검토하였

다. 
 

2. Holtrop Method 
본 연구에 사용된 저항 추정과 자항 계수 추정 방법은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Holtrop Method를 사용하였다. Holtrop과 
Manning의 연구는 무작위 모델의 실선 테스트 결과와 Series 
64 고속선이 반영된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한 마력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의 연구에는 334 모델의 시험 결과가 반영되
어 있으며, (1)에 따라 저항을 추정하고 있다. R  1            (1) 
 (1)에서 는 ITTC 1957 마찰 저항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Form Factor인 1 은 (2)와 같이 회귀분석 식으로 나타나
며, 선미 형상, 폭, 흘수, 수선면 길이, Run부의 길이, 배수량,  
주형계수의 함수로 나타난다 
 1 k 0.93 0.487118 1 0.011CB L⁄ . T L⁄ .L L⁄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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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3)과 같이 정의되며, 선미형상 파라미터(C )
은 Table 1과 같이 표현된다. 
 L 1 .       (3) 
 

Table 1 C Parameters According to Holtrop 
Afterbody form C  

Pram with gondola -25 
V-shaped sections -10 
Normal section ship 0 

U-shaped sections with Hogner stern 10 
 
부가물 저항(R )는 (4)와 같이 정의된다. 
 1 ∑      (4) 
 
여기서 C 는 ITTC 1957을 따르며, S 는 부가물의 침수표면
적을 나타낸다. 1 는 Eq. 5와 같이 계산되며, 부가물
의 Form Factor는 Table 2와 같이 정의된다. 
 1   ∑ ∑                   (5) 
 
Bow Thruster가 장착된 경우, Bow Thruster의 영향( )을 (6)
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6) 
여기서 는 Bow Thruster의 직경이며, 는 0.003 ~ 
0.012의 범위에 있으며, 구상선수에 원주형으로 부착된 경우 
0.003을 적용한다. 

Table 2 Tentative Appendage form Factors 
Appendage type 1  

Rudder behind skeg 1.5-2.0 
Rudder behind stern 1.3–1.5 

Twin-screw balanced rudders 2.8 
Shaft brackets 3.0 

Skeg 1.5–2.0 
Strut bossings 3.0 
Hull bossings 2.0 

Shafts 2.0–4.0 
Stabilizer fins 2.8 

Dome 2.7 
Bilge keels 1.4 

 
Holtop Method에서 조파저항을 추정하는 방법은 속도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구별하여 추정식을 제안하고 있다. Froude 수

에 따라 제안된 범위는 다음과 같다. 
 Range 1 : F 0.55  Range 2 : F  0.40  Range 3 : 0.40 F 0.55  
 Range 1과Range 2에서 제안하는 조파저항 추정식은 (7) 과  
같다. 
 R K K K ρg expK FnK K cos               (7) 
 
여기서 , , , , , , 은 Holtrop 정의에 따른다. Range 1과Range 2의 중간 영역인 Range 3은 아래의 (8) 의  
보간식을 사용하여 조파저항을 추정한다. 

| . . | . | . (8) 
 
(1)에 정의되지 않은 구상선수의 압력 저항( )와 Transom의 
침수 저항( )은 간단한 회귀식으로 정의된다. Model Ship 
Correlation Resistance는 9 ~ 10% 정도 과잉 추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9)와 같이 정의된다. 
 

        (9) 
 
여기서 C 는 (10)과 같이 정의된다. (10)은 선체의 평균 표면 
거칠기를  150 로 정의하고 있다. 선체의 표면 거칠기
가150 보다 큰 경우, ITTC-1978의 식 (11)에 따라 표면 조
도저항계수를 증가 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0.006 100 . 0.00205 0.003 7.5⁄ 0.04     (10) 
 0.105 ⁄ 0.005579 ⁄⁄                 (11) 
 
여기서c 는 (12)와 같이 정의하며, T 는 선수 흘수를 나타낸다. 
 ⁄ ⁄  0.04  0.04 ⁄  0.04                                  (12) 
 
여기서 (7)과 (10)에 보이는 는 구상 선수에 의한 조파저항
의 영향을 나타낸다. K exp 1.89 c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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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저항 성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을 실험결과와 비교해 보면, 선속에 따라 이 변화하는 것

으로 나타나지만 Hotlrop 추정방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반류 계수 ( ), 추력 계수 ( )등
의 자항 성분 역시 선속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유사 선종의 모선 정보를 이용하여 Holtrop 추정방법의  
보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2  Comparison of EHP 

Fig. 3  Comparison of η  

 
Fig. 4  Comparison of Thrust Deduction 

 
Fig. 5  Comparison of Wake Fraction 

 
Fig. 6  Correction Process of E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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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HP Correction Factor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HP 보정은 ITTC-1957 저항 계산 방
법을 이용하여 Fig. 6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EHP 보정
의 경우 대체적으로 Fig. 7과 같이 2차 다항식 형태를 가지며, 
자항계수는 Fig. 9~Fig. 10과 같이 1차 또는 2차 다항식 형태
를 가진다. 따라서 1차 회귀분석 다항식과 2차 회귀분석 다항
식을 생성하고 이들 가운데 에러가 작은 차수를 선택하여 보정
계수를  결정 한다. 

 
Fig. 8 Correction Processes of Coefficients 

 

Fig. 9 η Correction Factor 

 
Fig. 10  Correction Factor 

 
Fig.11  Correction Factor 
3.2 모선 정보를 이용한 프로펠러 단독 효율 보정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의 추정은 Wageningen B-screw 
Series를 이용하여 프로펠러의 효율을 추정하였다. Fig. 12는 
B-Series를 통해 계산된 설계 프로펠러 단독효율과 실적 프로
펠러 단독효율을 비교한 그래프로 설계 프로펠러의 단독 효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설계 프로펠러 
경우    선형에 최적화된 프로펠러의 치수를 선정하여 추력 계
수( )와 토크 계수( ) 모두 B-Series에 비해 효율이 증가되
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모선의 
전진 계수에서 보정 계수를 결정한다. Fig. 13과 Fig. 14는 전진
계수에   따른 와 의 보정계수를 구하는 것으로 2차 회귀
분석 다항식을 생성하고 보정하여 프로펠러의 단독효율을 추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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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Comparison of Open Water Characteristic for B-Series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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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rrection Factor 

 
Fig. 14 10  Correction Factor 
3.3 프로그램 구성 
Fig. 15는 초기속도추정을 위한 순서도를 나타내었다. 
유효마력 및 계수 계산에는 앞서 제안한 보정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초기속도추정을 수행한다. 프로펠러 추
정 단계에서도 역시 보정계수가 반영된 값을 이용하여 초기 속
도를 추정한다. Fig. 16은 계산을 위한 모듈을 나타내었고, 프로
그램의 계산 모듈과 사용자 환경 모듈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계산 모듈은 크게 초기 저항 추정, 보정계수 계산, 프로
펠러 추정, 초기속도추정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자 환경은 입력 값을 제어하고 결과 값을 출력하기 위한 모듈
로 구성 되어 있다. Fig. 17~Fig. 19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체 
UI와 모선과 설계선박의 선체 정보 입력 창 그리고 모선의 저
항 및 자항 정보입력 창을 나타낸 화면이다. 

 
Fig. 15 Calculation Algorithms for Powe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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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치수 등이 유사한 반면, 고속선의 경우 설계 마력에 따른 
선형변화가 크며, 이에 따른 저항 및 자항 요소들의 변화가 커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속도추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선   
정보를 이용한 보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초기속도추정 방법 보다 당사 개발 선종에 정확한 속도추정을 
할 수 있는 Program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당사 실적선을  
기준으로 Program의 신뢰성도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
그램을 통하여 Model Test 이전에 정확한 초기속도추정을 할 
수 있음에 최적의 선형 개발을 기대 할 수 있다. 향후 계산 결
과 그래프와 Propeller Weight 추정 기능 등 설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들을 첨부하여 2nd Version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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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수조용 스테레오스코픽 입자영상유속계 시스템의 불확실성 

해석
서정화(서울대학교), 한범우(현대중공업), 박성택(서울대학교), 임태구(KRISO), 이신형(서울대학교)

Uncertainty Assessment of a Towed Underwater Stereoscopic PIV 

System
Jeonghwa Seo(Seoul National University), Bum Woo Han(Hyundai Heavy Industries), Seong Taek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Tae Gu Lim(KRISO), Shin Hyung Rhee(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Test uncertainty of a towed underwater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SPIV) system was assessed in a 

towing tank. To estimate the systematic error and random error of mean velocity and turbulence properties 

measurement, velocity field of uniform flow was measured. Total uncertainty of the axial component of mean velocity

was 1.45% of the uniform flow speed and total uncertainty of turbulence properties was 3.03%. Besides, variation of

particle displacement was applied to identify the change of error distribution. In results for variation of particle 

displacement, the error rapidly increases with particle movement under one pixel. 

Keywords : Particle image velocimetry (입자영상유속계), Towing tank test (예인수조 시험), Test uncertainty (실험 불확실성), Turbulent 

flow (난류 유동) 

1. 서 론

예인수조는 상대적으로 큰 모형을 이용해 실험을 할 수 있으

며 초기 난류 성분과 측벽 효과를 무시할 수 있고 자유수면을 포

함한 해양 환경의 모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유동 계측 실험이 수행되었다. 최근 한 번에 특정 평면의 속도장 

성분을 계측할 수 있고 평균 속도장과 난류 성분을 얻어 낼 수 

있는 입자영상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가 도입되

었는데, 이를 이용해 계측한 2차원 유동장의 적층을 통한 군함 

모형의 3차원 선미 유동장 해석 (Gui, et al., 2001), 파랑 중에 

놓인 동일 모형의 위상별 선미 유동장 계측(Longo, et al., 

2007), 수면 관통 물체 주위의 유동장 계측 (Seol, et al., 2013)

이 수행된 바 있다.

그리고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2차원 평면의 3차원 속도 성

분을 얻어낼 수 있는 스테레오스코픽 입자영상유속계(Stereo 

Particle Image Velocimetry, SPIV)가 예인수조에 도입되어 활용

되었다. 균일류 기반의 교정시험 (Grizzi, et al., 2010), 평면 운

동 시험(Planar Motion Mechanism ,PMM) 중인 군함모형 주위

의 유동장 계측 (Yoon, 2009), 저속 비대선 선미 유동장 결과에 

대한 비교 검증 (Kim, et al., 2011)과 프로펠러 후류의 계측

(Hwang, et al., 2012)이 대표적인 연구 사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인수조 PIV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실험 

신뢰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예인수조들 간의 경험이나 

환경에 따른 실험 절차의 차이가 상이하여 불확실성 해석을 포함

한 시스템 자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2

차원 PIV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 기법이 제안된 바 있으나 (ITTC, 

2008a) 이는 예인수조의 특수한 실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

반적인 PIV 실험에 대한 내용이며 2차원 PIV에 비해 더 많은 요

소를 고려해야 하는 SPIV 해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 새롭게 설치된 SPIV 시

스템의 기본 성능과 실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불확실성 

해석을 위해 기준 케이스에 대한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입자 변위에 대한 균일류 계측 결과를 비교하여 SPIV 시스템이 

일정한 신뢰도를 갖는 실험 환경을 산출하여 SPIV 시스템의 계측 

특성을 확인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실험 개요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의 SPIV 시스템은 독일의  LaVision 사에서 서울대학교

와의 협력 하에 설계 및 제작한 것으로 최대 펄스 출력 200mJ의 

Nd:YAG 레이저와 해상도 2500 × 2000 픽셀, 다이내믹 레인지 

12bit의 디지털 카메라 2기로 구성되어 있다. 카메라는 수면을 

관통한 실린더 안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45˚로 놓인 거울을 통해 

유동장을 관측한다. 레이저 시트의 두께는 2mm이다. 본 연구에

서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펠러의 지름을 기준으로 관측면의 크기

를 정하였는데, 초점거리 50mm f1.4 렌즈를 장착하여 얻어지는 

관측 평면의 크기는 110mm × 120mm이다. Fig. 1은 SPIV 시스

템과 모형선의 배치도이다. 

Fig. 1 Towed underwater SPIV system and test model 

SPIV 시스템은 이송장치에 연결되어 모형선과 함께 예인전차

에 고정되는데 SPIV시스템의 이송 범위는 모형선의 중앙을 기준

으로 y 방향으로 -100mm ~ +400mm, z 방향으로는 수면을 기

준으로 -350mm까지이다. 

추적 입자로는 평균 지름 18μm의 폴리아미드 (polyamide) 입

자가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한 번의 예인전차 운행 중 1초 

당 7.2장의 입자영상 쌍이 기록되어 총 250장의 입자영상 쌍이 

34.7초간 얻어졌으며 이를 해석해 얻어진 순간 속도장으로부터 

평균 속도장을 얻었다.

SPIV 시스템을 이용해 계측된 유동장은 LaVision 사의 Davis 

V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되었다. 3차원 속도 성분의 해석

을 위해 우선 각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입자 영상은 이미지상의 

밝기 정보에 대한 Low-pass 필터를 통해 배경 이미지를 걸러낸 

뒤 교정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왜곡의 보정이 수행되었

다.(Scarano, et al.,2005) 그리고 보정된 입자영상에 대해 2차

원 속도 벡터를 구하였다. 64 × 64 픽셀의 조사 구간에 대해 상

호상관법(cross-correlation)을 이용한 2차원 입자 변위의 해석이 

2회 이루어진 뒤 다시 32 × 32 픽셀의 조사구간에 대한 상호상

관법을 2회 적용하는 멀티 패스(multi-pass) 기법이 사용되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산화되어 얻어진 입자 변위 값에 대해서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을 적용하여 픽셀 단위 이

하의 변위를 검출해내었다. 

각 조사 구간은 50%의 오버랩이 적용되었으며, 한 계측면에

서 약 13,000개의 속도벡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벡터

가 가로 세로 길이가 약 1.0mm 인 영역의 대표 벡터가 됨을 의

미한다. 양 카메라에서 얻어진 2차원 속도장 결과는 교정시험 결

과와 비교되어 3차원 속도 성분을 구하게 된다. 

얻어진 3차원 속도 벡터는 실험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속도 크기를 적용한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균일류 계측과 

공칭반류 계측 모두 가장 마지막에 얻어진 3차원 속도 벡터는 예

인 속도를 기준으로 x 방향에 대해서는 -10% ~ +110%까지, y, 

z 방향에 대해서는 -30% ~ +30%까지의 허용 범위를 적용하여 

이 범위를 넘어서는 속도 벡터를 걸러낸 뒤 평균속도 를 취하

고 예인속도 U로 무차원화하였다.

 




  





                             (1)

얻어진 평균 속도와 각 순간속도장과의 차이를 구해 요동 성

분  ′을 얻었다. 얻어진 요동 성분을 이용하여 난류운동에너지

(Turbulence kinetic energy, TKE) k를 구하였다.

 ′  






  





       (2)

 

 



′  ′ ′

        (3)

 

3. SPIV 불확실성 해석 이론

저항이나 피토관 계측과 같은 일반적인 예인수조 실험에서는 

데이터 샘플의 수와 무관하게 한 번의 예인전차 운행을 통해 얻

어지는 평균 데이터만을 유의미한 실험 결과로 제공하게 되는데

(ITTC, 2008b), 이와 마찬가지로 예인수조 PIV 실험에서도 개별 

순간 속도장들이 실험 결과로 활용되기보다는 순간 속도장으로

부터 얻은 평균 속도장과 난류 성분만이 활용되기 때문에 SPIV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어지는 순간 속도장 자체의 불확실성 보다

는 표준화된 예인수조 PIV 실험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따를 때 

얻어지는 평균 속도장과 난류 성분에 대한 불확실성 범위를 산정

할 필요가 있다. 

SPIV 시스템은 해석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석에 



있어서 다른 계측 원리를 이용한 계측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비

교하는 기법으로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

다.(ASME, 2005) 따라서 우선 예인전차의 속도를 다른 방법으로 

계측한 뒤 이 값을 예인수조용 SPIV를 이용하여 얻은 균일 유동

장결과와 비교하여 평균 속도 결과의 불확실성 해석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예인 수조 벽면에 14,000mm의 간격으로 표지

를 3개 설치하여 그 사이의 거리 과  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를 계측하여 예인전차의 평균 속도를 얻었다. 예인전차에

는 두 개의 광학 센서가 설치되어있으므로 1회의 전차 운행에서 

4번의 속도 계측이 이루어진다. 표지 위치의 허용 오차는 0.5mm

이며. 광학 센서는 1초에 1,024회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아래의 

수식을 통해 얻어진 전차 속도의 불확실성은 평균 속도의 계측에 

있어서는 무시할만한 수준의 오차를 갖는다.

 
















 


                 (5)

PIV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에서 입자 영상에 나타나

는 추적 입자의 변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

다.(Timmins et al., 2012) 입자의 변위가 1픽셀 이하로 작은 경

우 오차가 크게 발생하며 너무 큰 입자 변위에서는 추적 입자가 

계측면을 통과하여 지나가버린다. 일반적인 예인수조 SPIV를 이

용한 선미 유동장 계측에서는 예인 속도의 20% 미만부터 90% 

이상인 속도 구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속도 구간에어 얻

어지는 입자 변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 입자 변위로 입자영상 상에서 5픽셀 내외

의 변위를 갖는 350μm의 변위 조건에 대해 반복 계측을 수행하

고 신뢰도 95% 범위의 고정오차(systematic error)와 우연오차

(random error)를 구하였다. 고정 오차는 실제 값과 계측 값의 차

이로 정의되는데 여기서는 x 방향 평균 속도에 대해서는 표지를 

통해 얻은 전차의 평균 속도, y, z 방향 속도와 모든 요동 성분에 

대해서는 0을 실제 값으로 보았다. 다만 SPIV의 불확실성은 한 

평면상의 속도 분포 전체를 하나의 불확실성 범위로 나타내어야 

하는 만큼 계측 평면상의 속도 분포의 95%를 포함하는 범위를 

대표 고정오차 값으로 표시하였다. 우연오차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각 지점의 우연오차 값의 95%를 포함하는 범위의 값을 대표 

우연오차로 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불확실성은 각 지점의 최종 

불확실성을 각각 구하고 이들의 95%를 포함하는 범위의 경계값

을 나타내었다. 

불확실성 해석 이후  50, 100, 200, 350, 450, 550, 650, 

800μm의 입자 변위에 대한 균일 유동 계측을 수행하였다. 이 구

간은 입자 영상 기준으로는 0.7에서 11픽셀까지이며 레이저 시

트 두께 기준으로는 두께의 2.5%에서 40%까지이다. 자유수면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수심 250mm 지점의 유동장을 계측하였

다. 

4. 실험 결과

우선 반복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각 속도 성분의 평균값을 Fig. 

2에 나타내었다. x, y방향 속도 성분의 분포 양상과 크기가 유사

한데 반해 z방향 속도 성분의 분포 범위가 더욱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x, y방향 속도 성분의 계측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Mean velocity distribution (a: u/U; b: v/U; c: w/U)

한 번의 예인전차 운행에서 얻어진 속도의 요동값을 반복 실

험을 통해 평균을 내어 Fig. 3에 나타내었다. x, y 방향 성분은 

그 크기와 분포 양상이 유사하며, 앞서 구한 평균 속도장에서 구

배가 큰 부분에 요동 성분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z 

방향 요동 성분은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3 Fluctuation components (a: u/U; b: v/U; c: w/U)

Table 1은 반복 균일류 계측을 바탕으로 얻어진 평균 속도장

과 요동 성분의 고정오차와 우연오차이다. 요동 성분의 계측에 

있어 고정 오차는 전차 속도의 제어, 초기 난류 성분과 같은 요

소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 Uncertainty assessment results 

Item
Systematic 

error (%)

Random 

error (%)

Total 

uncertainty (%)

u/U 0.89 1.14 1.45

v/U 0.75 0.90 1.17

w/U 0.22 0.31 0.38

u'/U 2.52 0.25 3.03

v'/U 2.55 0.26 2.93

w'/U 0.85 0.53 1.00



일반적인 SPIV 시스템의 불확실성에 있어서 계측면에 수직인 

속도 성분은 계측면 상의 두 속도 성분보다 큰 불확실성을 가지

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 방향 속도 성분

에 대해 가장 큰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y, z 방향 속도 성분은 유

사한 크기의 작은 불확실성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평균 속도와 

요동 성분 모두에서 x, y 방향 성분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예인수조용 SPIV 시스템을 이용한 균일류 계측 결과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Yoon, 2009; Grizzi, et al., 2010) 

예인수조용 SPIV시스템에서 카메라의 배치는 실험 환경 조성

의 한계로 인해 카메라의 중심축과 y축이 이루는 각도가 일반적

인 SPIV 시스템보다 작게 설정된다. 이로 인해 y 방향 속도 성분

의 계측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카메라의 중

심축과 z축은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낮은 불확실성을 보이게 된다.  

Fig. 4는 입자 변위를 변화시켜가며 얻은 x 방향 평균 속도장

의 비교 결과이다. 1회의 예인전차 운행에서 얻어진 평균 속도장

과 요동 성분의 공간 평균값과 공간 분포의 표준 편차를 함께 나

타내었다. 입자의 변위가 1 픽셀 내외인 50μm, 100μm 조건에서

는 뚜렷이 구분되는 높은 오차 값을 가지지만 입자의 변위가 200

μm를 넘어가면 해석 값이 일정하게 수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Fig. 5의 요동 성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일

반적인 선미 유동장 계측 결과에서 x 방향 속도는 예인속도를 기

준으로 20%에서 100%까지의 속도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이 속

도 범위에 대해 200μm에서 800μm까지의 입자 변위를 가지도록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SPIV 실험을 수행할 경우 앞서 구한 불확

실성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4 Spatial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ime-mean velocity with variation of particle displacement (a:

u/U; b: v/U; c: w/U)

Fig. 5 Spatial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fluctuation components of time-mean velocity with variation 

of particle displacement (a: u/U; b: v/U; c: w/U)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예인수조용 SPIV 시스템의 불확실성 해석을 수

행하고 그 범위를 95%의 신뢰 구간에 대해 정량적으로 나타내었

다. x 방향 속도 성분의 불확실성 범위는 전차 예인 속도에 대해 

평균 속도는 1.45%, 요동 성분은 3.03%로 나타났으며, y방향의 

속도 성분 오차는 x 방향 오차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예인수조용 SPIV 시스템의 광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반면 이미지의 왜곡이 적은 z 방향 오차 성분은 그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난 만큼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또한 입자 

변위를 변화시켜가며 균일류 계측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실험 오

차는 입자 변위가 1픽셀 이상일 경우에는 균일한 수준으로 유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유속 분포가 기대되는 실

제 실험에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유사한 불확실성 범위를 가질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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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ventional towing tank, the ordinary towing carriage has a speed barrier which caused not only by the limitation of the

length of towing tank but also the limitation of acceleration without slip between rail and wheel. Therefore the length of the 

towing tank should be decided carefully in advance to the towing tank construction.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of the high 

speed experiments on the development of high speed marine vehicles, the requirement of the high speed towing carriage is 

continuously increased recently. When the minimum measuring time of the towing experiment is prescribed as five seconds, the 

carriage should be accelerated with higher than conventionally applied acceleration; 0.06 g to get the required high speed under 

the limited length of towing tank.  

This means that the requirement of acceleration is bigger than ordinary practices of carriage acceleration. In such a condition 

the exerted total power of motor should be converted into traction force for the acceleration of the carriage without slip. To 

over come these difficulties wire rope driven towing system has been devised for the high speed towing carriage. The 

acceleration could be produced by adjusting the tension of rope and number of winding on cable drum. However large elongation

of wire rope should be appeared as a spring oscillation during the acceleration of towing carriage. The oscillatory elongation 

should be over layed on the towing speed as a surge component in towing speed. The relations between acceleration profile and

the time history of towing speed have been studied experimentally to get the appropriate control information of towing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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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Carriage speed diagram in towing tank

Fig. 2 Conceptual arrangement of wire driven 

high speed towing carriage  

1. 서 론

이미 오래전에 Froude가 예인수조에서 모형선으로 실험하여 

실선의 저항추진 성능을 판단할 수 있음을 입증한 이후 예인 수

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항추진성능추정 방법으로 꾸준히 사

용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선형시험수조는 길이가 110m이고, 

폭이 8m이며 깊이가 3.5m인데 이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목적

으로 사용하는 수조의 대표적 치수로서 부산대학, Hiroshima 대

학 그리고 Osaka 대학의 등의 수조가 모두 유사한 치수로 비슷

한 시기에 건설된 바 있다.(JTTC 1986, KTTC 1996))

수조의 치수는 근본적으로는 실험하고자 하는 모형선을 가속

시켜 원하는 실험속도에 이르게 하고 실험속도로 정속주행 하는

데 소요되는 길이로부터 결정 된다. 즉 가속과 감속에 필요한 길

이와 모형에 작용하는 유체 동력학적인 성능을 측정하는데 소요

되는 길이를 합하여 얻어진다. 길이 100 m 전후의 선형시험수조

에서는 차륜과 레일 사이에 마찰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통상적으

로 5 m/sec 이하의 속력으로 설계하고 있다. 

고속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인 전차의 속

도를 높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선형시험수조의 길

이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선박의 실험속도를 증가시키려면 가속

도를 높여 주어야하지만 레일과 차륜사이의 마찰력이 정해져 있

어서 가속도를 높일 수 없어 와이어로프로 견인하여 가속하는 방

식이 사용되고 있다(Y. Ikeda, 1995).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예

인하는 방식은 전차에 탑재하던 구동모터와 컨트롤러를 육상에 

설치할 수 있어 전차의 중량이 줄어들어 소요 동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로프의 장력과 드럼에 감는 회수를 조절하여 주면 

마찰력을 조절할 수 있어 급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

는다. 그러나 예인 전차를 급가속 또는 감속할 때 로프의 신축작

용으로 인하여 예인전차의 속도에 나타나는 주기적 변동 현상이 

나타남으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예인전차의 가속 및 감속제어

2.1 예인전차의 고속운전 속도 제어선도

길이가 110m인 선형시험수조에서 초고속선의 저항시험을 하

는 경우를 생각하고 5초의 실험 계측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선형시험 수조에서 소파기가 점유하는 약 10 m 구

간과 조파기 및 비상제동장치가 사용하는 약 10m 구간을 제외

하면 90m 의 구간이 실제적으로 예인전차가 사용되는 구간이 

된다. 예인전차를 설계할 때는 흔히 속도를 종축에 표기하고 횡

축에 시간을 표기하여 Fig.1과 같이 속도-시간 선도로 표시한

다.

국내에서 건조된 길이가 12.7 m인 호버크라프트에서 최대 속

력이 55 knots로 기록되었으며 길이 25 m인 호버크라프트의 해

상 시운전에서 순간최대 속력이 71 knots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길이가 25m인 활주형 고속정은 순항최대속력이 45.4 knots로 

보고된바 있다.  따라서 Table 1의 관계를 참고하여 길이가 1.5 

∼ 2.0 m 정도인 모형선을 사용키로 하면 예인전차의 속도를 12 

m/sec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속도에서는 실선의 대형화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roude 

number

model speed(m/sec) ship speed(knots)

length of model(m) length of ship(m)

1 1.5 2 2.5 12.5 25 50

0.5 1.57 1.92 2.21 2.47 10.76 15.21 21.52

0.8 2.50 3.7 3.54 3.96 17.21 24.34 34.43

1.0 3.13 3.83 4.43 4.95 21.52 30.43 43.04

1.2 3.76 4.60 5.31 9.97 25.82 36,51 51.64

1.5 4.70 5.75 6.64 7.42 32.27 45.64 64.55

2.0 6.26 7.67 8.85 9.90 43.03 60.85 86.07

2.5 7.82 9.59 11.07 12.37 53.79 76.07 107.58

3.0 9.39 11.49 13.29 14.85 64.56 91.29 129.12

Table 1 Speed relation of model and ship

이때 모형선의 예인속도를 기준으로하면 정속구간으로 약 60 m

가 필요하여 가속 구간과 감속구간의 길이로는 각각 15m가 필요

하게 된다. 즉 가속과 감속에 4.8m/sec
2
의 가속도를 낼 수 있어

야만 실험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2.2 로프구동 고속 예인전차의 구동 방식 

로프 구동방식의 예인전차는 Fig. 2에 표시된바와 같이 실린

더로 당겨지는 로프용 바퀴와 전동기와 직결되어 구동하는 드

럼과의 사이에 적당한 장력이 걸리도록 하고 동력을 전달하여 

드럼을 회전시킴으로 모형선을 끌어주는 방식이다. 바퀴와 드럼

의 직경은 선정된 로프의 직경과 소선의 직경에 따라서 선정된

다. 로프의 직경은 로프의 초기 장력과 전차를 가속시키는데 필

요한 힘으로부터 정하여 진다. 구동바퀴에 로프 감김 회수를 조

절하여 필요한 마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K. Lingaiah, 1994) 



Fig. 5. Measurement of towing carriage speed

통상적인 차륜구동 예인전차의 가속도( sec)는 중력가

속도 와 마찰계수 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보다 작아야 한다

(Koo 2013). 즉 중력가속도는 정하여진 상수이고 마찰계수도 

정하여진 값이므로 예인전차를 미끄러짐 없이 가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대학에 초기에 설치되었던 예인전차의 

중량은 270kg 정도로 계회되었는데 유동바퀴를 2400 N의 초기 

장력으로 당겨 주고 직경이 216 mm인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3.5바퀴 감아주면 와이어가 드럼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예인 

전차를 예인할 수 있다. 즉 출력이 22kW이고 순간최대 전달 토

크가 280N-m인 서보모터를 사용하면 4.8 m/sec
2
로 15 m/sec

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외이어 로프 구동방식의 고속예인전차

를 설계할 수 있다(F. Koguri. 1998).   

3. 전차제어에 미치는 가속도의 영향

3.1 와이어로프구동 전차의 제어와  속도 특성

전차의 운전은 정지 상태에 있던 예인전차를 일정 시간동안 

가속시켜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가속을 정지하여 정속

으로 운행한 후 감속시켜 정지시키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선도로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Fig.3 Carriage control diagram

 예인전차의 초기 설계에서는 Fig, 3에 보인 전차제어선도에 

따라서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차의 제어 상태

에 대하여 전차의 질량과 속도 및 가속도를 고려하면 전차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힘과 동력 그리고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Fig.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4 Variation of physical properties during 

carriage operation 

.

앞에서 보인 Fig. 3과 Fig. 4를 살펴보면 길이가 제한된 수

조에서 고속으로 예인을 하려면 큰 가속도가 짧은 시간동안 작

용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인전차를 가속할 때 충

격력이 작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예인전차를 구동하는 와이

어로프에 탄성 변형이 일으키고 그 영향이 속도에 주기적 속도

변동 성분으로 포함되어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3.2 와이어로프구동 전차의 주행속도 특성

실제로 서울대학에 설치되었던 와이어로프로 구동하는 예인

전차로 심험한 결과는 Fig. 5와 같다(Shin, J. et al, 2004).  

예인 전차의 속도를 계측한 결과에서는 가속초기에 충격력에 

의하여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이 나타나며 정속구간에 이르러서

는 관성이탈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다. 정속구간에서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의 주기는 1.2 sec로부터 시작하여 정지시점에는 

0.2 sec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진폭은 0.9 m로부터 

0.2 m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예인전차를 하나의 질점이라고 

가정할 때 질점을 당겨주는 로프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줄어들

며 탄성변형을 일어나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주기와 변위

가 인장 측의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변화에 따라서 함께 줄어들

기 때문이다.  

3.3 가속시간을 지정할 때 가속도 선도의 영향

이와 같은 현상은 와이어로프로 구동하는 전차의 제어에 일정

크기의 가속도가 순간적으로 발생되는데 따르는 충격효과로 나타

난다. 따라서 일정속도를 얻는 것이 주목적인 예인전차에서는 초

기 구간에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과 관성이탈 

현상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치제어를 목표로 하는 제어계

에서는 감속도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현상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제어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속도 선도를 다항식으로 변환시키

는 방안이 제안된바 있다(Kim,D.N. et al 2008). 

이에 대하여 예인전차에서는 정속을 얻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

므로 가속도선도의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 즉 Fig. 3에 보인 제어

선도의 가속도 선도를 Fig.6에 보인 것과 같이 바꾸어 주었을 때 

속도 선도에 어떤 특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생각해보자.



Fig. 7 Constant acceleration magnitude and resultant speed 

Fig. 6 Constant acceleration time and resultant speed

Fig. 6의 좌측 가속도 선도에서 U-U로 나타낸 수평선은 일정

한 가속도가 유지된다는 조건을 나타낸다. 이 선도를 적분하면 

우측의 속도선도에서 일차 증가하는 직선 U로 나타내지는 선도

가 얻어진다. 가속도선도의 초기와 최종 구간에서 직선적으로 증

감구간을 설정하면 선도는 I-I로 표시된 것과 같이 사다리꼴로 바

뀐다. 이때 사다리꼴의 면적은 U-U로 나타내지는 사각형의 면적

과 같아져야 한다. 그리고 속도곡선 I는 포물선과 직선의 결합한 

형태로 된다. 일정 속도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가속도 증가구

간과 감소구간을 같이 놓을 수 있는 극한 조건은 가속도 선도가 

C에서 만나는 삼각형으로 나타내지는 경우가 되고 그때의 속도

선도는 C로 표시된다. 그리고 가속도 증가시간을 최소로 하며 감

속시간을 최대로 한 경우는 가속도 선도와 속도 선도에는 S로 나

타내 진다. 마찬가지로 가속도를 증가 구간을 최대로 하고 감속

구간을 최소로 하였을 때를 F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주어진 속도선도로 이동하는 전차의 운동량을 생각하

면 속도선도 하부의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기 가속시간을 

늘여주고 감속시간을 되도록 짧게 잡아줄수록 일정속도에 도달하

기까지 운동량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속되기까지 투

입되는 운동량이 적다는 것은 와이어로프 구동 고속예인전차의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이나 관성이탈 현상을 감소시키는데도 유리

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요소가 된다. (Akcelik, 1987)

3.4 최대가속도를 지정할 때 가속도 선도의 영향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예인전차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전차질량이 일정함으로 전차의 가속도에 지배된다. 따라서 예인

전차를 운전할 때 가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어에 유

리하여 가속도를 제어 값으로 지정하게 된다. 가속도 값을 지정

하고 예인전차를 가속도가 증가하는 초기 구간과 줄어드는 최

종구간에서 가속도가 직선적으로 변화하도록 가속도 선도형상

을 지정할 수 있다. 예인전차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려면 가속

도 선도하부의 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으로 가속시간이 

Fig.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늘어나야만 한다. 

즉 가속도선도를 0-1-5-6으로 나타내지는 직사각형 선도로

부터 0-2-5-7, 0-3-5-8 ...... 등으로 나타내지는 사다리꼴로 

바꾸며 가속시간을 늘여주어야만 목표로 하는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가속시간을 늘여주면 Fig. 8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가

속에 필요한 예인전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됨으로 설계에서 

거리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이 선도의 초기 가속

구간을 살펴보면 충격완화를 위하여 속도변화율이 큰 초기 구

간에 집중하여 가속도선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8 Acceleration and velocity vs displacement 

4. 가속도 영향의 실험적 확인 

4.1 와이어로프 구동 고속예인전차와 속도계측

서울대학교 선형시험수조에 경량 고속예인전차를 개선하여 설

치하였는데 22 kW Yaskawa AC servo motor SGMB-2BA2A로 

구동한다. 고속예인전차를 이용한 통상의 계측시스템에 추가하여 

예인전차의 가속도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속도계를 설치하

였다. 가속도계의 신호를 연산 처리하여 속도와 주행거리를 인식

하도록 하였다. 예인전차와 계측시스템은 Fig. 9와 같다. 

Fig. 9 High speed towing carriage and measuring system 

4.2 고속예인전차 속도제어용 가속도 선도의 선정 

예인전차를 구동하는 Yaskawa servo motor의 속도 제어에

서 는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신호로 설정 속도 VI와 

가속 시간 AT 그리고 가주기적 속도변동시간 AAT를 지정하도

록 하고 있다.



Fig.10 Time history of acceleration and carriage speed 
    

구간 AAT에서는 설계단계에서는 Fig. 10에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직선으로 생각하고 실험을 계획하였다. Yaskawa의 

제어 논리에서는 다항식으로 표시되는 S곡선으로 구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KIm, D.N., 2008). 가속도 선도가 대칭형 사다리

꼴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AT와 AAT를 바꾸어 예인 실험을 수행

하고 계측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4.3 고속예인전차의 가속도 계측

예인전차를 구동하며 예인전차에 설치된 가속도계의 출력을 

기록하면 Fig.11과 같이 소음성분이 포함되어 계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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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cceleration signal during carriage operation

이 계측결과에서 1.95 Hz 이상의 고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면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가속도 선도가 얻어지는데 이 

선도에는 자료 처리 과정에 다소의 변형이 포함되었으나 전차

를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 제어신호 해당한다. 

4.4 가속도 선도의 변형과 속도선도의 개선

Fig. 6과 Fig. 7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가속도선도의 초기 구간 

AAT를 늘여주고 가속도선도의 후반구간의 AAT를 줄여주는 것이 

관성이탈이나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되지만 사용하고 있는 Yaskawa 모터의 제어기의 설계

에서는 가속시작부분과 가속 종료부분에서의 AAT를 동일하게 사

용하도록 제어 프로그램이 고정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 조건

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제어논리를 바꾸어 제어프로그램을 새로

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주어진 제어기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AAT를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없으므로 AT와 AAT가 변화하는데 따르는 영향만을 살

펴보기로 하고 실험을 실시하여 Fig. 12의 결과를 얻었다. 

Fig. 12의 첫 번째 선도는 서울대 선형시험수조에서 장기간의 

운전 경험을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설정한 운전조건에서 

운전하여 얻은 결과이다. 운전 조건은 Fig. 6에 I로 예시된 사다리

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성이탈과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 이때 진폭의 변화는 0.21 --> 0.06 정도

이고 주기변화는 1.83 --> 1.4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경우는 AAT를 0.5 sec로부터 1.8 sec로 증가시킨 경

우인데 AT가 1.8 sec 임으로 Fig.6에서 C로 표시된 조건에 가장 

가까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얻어진 결과에서는 진폭의 변화는 

0.21 --> 0.09 정도이고 주기변화는 1.85 --> 1.44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AAT가 늘어났으나 관성이탈이나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

에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가속도

의 최대크기가 늘어난데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V = 3 m/sec,   AT = 1.8 sec,   AAT = 0.6 sec

V = 3 m/sec,   AT = 1.8 sec,   AAT = 1.8 sec

V = 3 m/sec,   AT = 3.6 sec,   AAT = 3.6 sec

Fig. 12 Influence of acceleration profile on speed

세 번째 경우는 Fig.7의 0-5-10으로 주어진 가속도 선도로 운

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진폭의 변화는 0.06 --> 0.06 정

도이고 주기변화는 1.71 --> 1.3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관

성이탈은 사라졌으나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기적 속도변동 현상을 줄여주기 위하여서는 엘리베



이터 구동장치에서와 같은 부하변동보상 시스템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Ridova, 2005). 또한 별도의 충격완화장치를 설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4 주기적 속도변동 현상의 검토 

Fig. 12에서 확인 되는 바와 같이 로프로 구동하는 예인전차의 

속도를 살펴보면 가속시간을 늘여줌으로서 관성이탈 속도를 줄여 

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예인 속도의 주기적 변동은 줄어들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속도의 주기적 변동현상은 

예인전차를 급 가속하는데 따르는 와이어로프의 탄성변형에 기인

하는 탄성진동이다. 

Fig. 11에 보인 예인전차를 구동하며 계측한 가속도 신호를 적분

하면 속도 성분이 얻어진다. 속도 선도에서 속도변동주기를 구하

고 주기로부터 진동수를 구하면 전차의 속도는 0.6~0.8 Hz의 범

위에서 변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1.95Hz  이상의 

소음 성분을 제거하면 Fig. 1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가속도 변

동성분이 포함된 가속도 선도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속도 선도와 속도선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속도선

도와 속도선도를 Fig. 13에 비교하였다.  

Fig. 13 Time history of acceleration and speed

Fig. 13에 따르면 모터제어에 사용하는 가속도 곡선에 와이어

로프의 탄성진동에 기인한 가속도성분이 중첩되어 가속도 선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 그 결과를 적분하여 얻어진 속도 

선도에서 속도변동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가속도 선도를 스펙트럼 처리하여보면 속도변동을 주도하는 

주파수는 0.6836 Hz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ig. 2에 보인 예인 전차를 하나의 질점으로 생각하고 구

동모터에 의하여 갑작스러운 가속도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 간단

한 질점계의 진동으로 이상화하면 진동 주기는   





로 

표시된다. 실험 상태에서 예인 전차의 질량은 약 600 kg으로  추

정되며 4mm인 와이어로프가 구동드럼과 유동바퀴 사이의 길이

가 110m로 설계되었다. 실험 상태에서 예인 전차의 출발 위치로

부터 드럼까지의 거리는 95m 정도이고 와이어로프의 스프링상수

가 78.5∼115 GPa 정도임으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기를 계산하면 

출발 초기의 진동주기는 1.24∼1.51 sec 그리고 진동수는 0.66

∼0.81 Hz 정도일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실험으로 

구한 결과와 근사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인속도의 주기적 변동현상이 포함된 계측결과에서 변동주파

수 0.6836±0.25 Hz의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면 Fig. 14의 결과가 

얻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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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elocity profile after elimination of surge oscillation

Fig. 13과 Fig. 14의 결과를 비교하면 예인 전차의 속도 변동성분

은 와이어로프의 탄성변형에 기인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 된다. 

5. 예인속도의 주기적 변동 완화 

예인전차의 속도에 포함되는 변동 속도는 Fig. 13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평균속도는 목표하는 실험속도에는 영향

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형시험에서는 상당한 오차의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실험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는 주기적 속도변동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Fig. 13에서 살핀바와 같이 속도의 주기적 변동은 와이어로프

의 탄성변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탄성변형은 와이어로프의 장력

에 비례하는 것이다. 또 와이어로프의 장력은 예인전차의 가속도

에 비례한다.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장력은 와이어로프 구동 드럼

의 구동토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드럼에 작용하는 토크에도 

주기적 변동성분이 포함된다. 이로 미루어 전차를 구동할 때 나타

나는 토크의 변동성분을 제거 시킬 수 있다면 속도성분에 포함되

는 변동성분을 제거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와이어로프로 구동하는 대표적 장비인 엘리베이터에서는 속

도의 주기적 변동은 탑승자를 불안하게 하며 정지 위치의 변동

은 안전에 영향을 주므로 속도제어와 동시에 위치제어에 관심

을 두게 된다. 엘리베이터의 제어에서는 기계적인 방법과 전기

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계적인 방법에서는 엘리베이터의 

운동방향이 연직 방향임으로 엘리베이터중량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중량을 달아주어 위치 변화에 따른 부하의 변동을 최소화

하는 방법과 충격완화장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적인 

제어방법에서는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여 평준화된 토크를 형성



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Kang, 2000) 

이에 대하여 예인 전차의 운동방향이 수평방향으로서 균형추

를 활용하여 위치 에너지 변화를 최소화 시키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제어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예인 전차 구동방식에서는 와이어로프의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 

되도록 유동 차륜에 장력을 걸어주는 실린더의 압력을 조절하

여주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계적 충격완화장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적인 방법으로 구동모터의 토크가 평준화 될수 있는 모터

제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언

선형시험수조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예인전차는 모터로

부터 전달받은 구동토크와 차륜에서 발생되는 마찰력으로 인한 

견인토크가 평형을 이루어야 예인이 가능하다. 전차의 질량과 가

속도로부터 구동력이 얻어지고 전차의 중량으로 인하여 차륜에 

가해지는 압력과 마찰계수로부터 마찰력이 얻어지지만 마찰계수

를 특정 값 이상으로 높여줄 수 없다. 따라서 고속실험을 위하여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예인전차를 급 가속시키는 방법을 채택하

였다. 

와이어로프 구동방식을 택하였을 때 예인 전차의 속도에는 관성

이탈 현상으로 인한 속도변화와 와이어로프의 탄성변형으로 인하

여 주기적인 속도변동성분이 나타난다. 관성이탈 현상은 가속도 

곡선의 초반부 형상을 조절함으로 대부분 제거시킬 수 있음을 실험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주기적 변동성분은 질점계의 진동으로 유

추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에서 얻어진 가속도성분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확인 하였다. 또한 와이어로프의 탄성변형으로 인한 진

동성분을 제거하면 예인 전차의 정속 을 발생시키게 된다. 예인 

속도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주기적 변동성분을 제거하면 정속구간

을 얻을 수 있음이 계측 결과로부터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와이어로프 구동전차의 설계에서는 엘리베

이터의 제어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기계적 충격흡

수와 완화가 가능한 기계적 장치를 고안하는 한편 로프 구동모터의 

토크를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제어기술을 개발하여 정속 운전 성능

를 개선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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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the 6DOF Motion Responses of a Damaged Ship in Head Seas 

Cristobal Santiago (Seoul National University), Tae Gu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hwa Seo (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 Hyung 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ix degrees of freedom (6DOF) motion responses on regular waves of a passenger ship model

in head seas for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A damaged compartment is constructed in order to induce a fully flooded

condition. In the present study, model ship test is carried out in head seas considering two wave slopes and five wave

lengths conditions. From the above, Response Amplitude Operators (RAO’s) comparison is carried out focused mostly on 

pitch and roll motions. Finally it is observed that flooding water scarcely has an effect on pitch motion, due to the no 

significant change in I yy . 

 

Keywords:: Damaged Ship (손상선박), Safe-Return-to-Port, 6DOF motion measurement system (6자유도 운동 계측) 

 

1. Introduction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ssists its 

members to comply with the Safe-Return-to-Port (SRTP) 

requirement, which was addressed in the 2009 International 

Safety of Life at Sea (SOLAS) treaty. The requirement 

defines threshold where ship’s crew should be able to return 

to port without requiring passengers to evacuate. Therefore, 

requirement of assessing for the damaged ship stability in 

seaway is gradually increasing. 

When a ship is damaged and flooded, the damaged 

ship’s mot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flooding water 

dynamics. It is obvious that clear understanding on the 

behavior of the flooding water is crucial for the analysis of 

the damaged ship stability. 

Many research activities are being reported on the 

damaged ship stability. A lot of efforts were taken to 

simulate the motion of a damaged ship in numerical 

approaches. The roll motion of barge in regular waves was 

simulated in two dimensional (2D) domain (Chen et al., 

2002)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flooding water 

in the damaged compartment of a passenger ship were 

investigated (Cho et al., 2006). 

 The flooding water motion in a damaged vessel’s 

compartment was numerically simulated by using the volume 

of fluid (VOF) method (Gao et al., 2010). Lee (2012) 

numerically simulated the roll motion of barge and the 

flooding water behavior of the damaged compartment.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investigate the 

damaged ship stability through the experimental study. The 

capsizing of damaged passenger ships in waves was 

investigated (Papanikolaou et al., 2000), and model tests 

and simulations of a damaged frigate ship were conducted 

(Palazzi and Kat, 2004). Ruponen (2007) investigated 

about the progressive flooding problem of the damaged 

barge type passenger ship.   

Although many researches on the damaged ship stability 

have been performed, there are still challenging issues in 

CFD methods. In order to develop better CFD methods for 

damaged ship stability assessment, experimental database 

is essential for CFD validation. 

In this research, a series of model tests were performed in 

head seas for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6DOF motion 

and wave heights in damaged compartment responses were 

measured considering two wave slopes and five wave 

lengths. Also Response Amplitude Operators (RAO’s) 

comparison were carried out focused mostly on pitch and 

roll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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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st Setup and Conditions    

Model Ship  

The selected test hull form for this study was a passenger 

ship geometry provided by Ship Stability Research Center 

(SSRC) from the University of Strathclyde in the UK. 

Following the SOLAS and ITTC guidelines for experiments, 

scale ratio of model ship was 1/83 to make 3 m between 

perpendiculars. Figure 1 shows the model ship profile and 

Table 1 shows the principal dimensions. 

Fig. 1 Model ship profile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full scale ship and model ship 

Term Full scale Model 

pp
L

 (m) 
247.7 3.0 

Beam (m) 35.50 0.43 

Draft (m) 8.3 0.1 

Displacement (ton) 56541.50 0.979 

GM  (m) 2.388 0.029 

 

Damaged Compartment  

In order to investigate flooding condition, damaged 

compartment was constructed and the damaged hole was 

located amidships on the model ship.  

Damaged compartment was composed by two sections 

connected by a small hole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so 

that cross-flooding between the two sections was possible 

as shown in Fig. 2. Array of capacitance type wave’s probes 

were placed to measure the height of the flooding water. 

The geometry of the damaged compartment is identical to 

previous experiments (Lim, 2014).   

 

 

 

Fig. 2 Damaged compartment 

Mooring System 

The tests were executed in SNUTT, which is 110 m long, 

8 m wide and 3.5 m deep. In order to keep the model ship in 

head conditions without gradual drift in yaw and surge 

motion, a mooring system was installed on bow and stern 

on the model ship. Mooring system was composed by for 

springs on free surface as shown in Figure 3. In addition, 

incident wave was measured by the servo-type height 

meter.  

 

Fig. 3 Mooring system configuration 

 

6 DOF measurement system  

A wireless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was 

introduced for 6DOF motion measurement. It is located at 

the central line of the model ship. Main specifications of 

wireless IMU system are shown in Table 2. 

 

Table 2. – Wireless IMU specifications 

Term Specification 

Size 34.5 mm ×  57.8 mm ×  14.5 mm

Weight 27 g 

Max. Sampling 

Rate 
1800 Hz 

Charging 

Time/Wok Time 

1 hour approx./3 hours 30 min 

approx. 

Resolution 0.05 deg., 0.03 m/s² 

Range Transmition 20 m approx. (indoor) 

 

Wave Conditions  

Model tests were carried out in head seas for two wave 

slopes (H/λ: 1/40; 1/60) and five wave length to ship length 

ratios ( / )ppLλ (0.52; 1.00; 2.00; 2.21; 2.43). The natural 

period of roll motion was 2.06 s. All cases were performed 

twice for checking repeatability.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both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Table 3 

shows the wave conditions.  

 

 



Table 3. – Wave conditions in regular waves. 

Case 

Nº 

Wave 

slope 

( /H λ ) 

/
pp

Lλ
Period 

(s) 

Wave 

frequency 

(rad/s) 

1 1/60 0.52 1.00 6.283 

2 1/40 0.52 1.00 6.283 

3 1/60 1.00 1.39 4.533 

4 1/40 1.00 1.39 4.533 

5 1/60 2.00 1.96 3.205 

6 1/40 2.00 1.96 3.205 

7 1/60 2.21 2.06 3.050 

8 1/40 2.21 2.06 3.050 

9 1/60 2.43 2.16 2.909 

10 1/40 2.43 2.16 2.909 

 

3. Results and Discussions  

Measurement of 6DOF in head seas  

 Fig. 4 shows measured linear displacements and Fig. 5 

shows angular rotations for Case 7, in intact condition.  

 

Fig. 4 Measured linear displacements. 

Case 7 (Intact condition, H/λ=1/60) 

 

 

 

 

 

 

 

Fig. 5 Measured angular rotations. 

Case 7 (Intact condition, H/λ=1/60) 

 

Flooding water behavior in the damaged compartment   

Fig. 6 shows comparison of roll motion for Case 7 for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For damaged case, the 

initial heel angle was 2.8º and initial mass of flooding water 

in the damaged compartment was 5.82 kg. Increase of roll 

angle is observed and the initial roll motion in damaged 

condition was larger than the intact case, due to the initial 

unbalance with heel angle. Noteworthy is that, after the 

motion was fully developed, the magnitude of roll motion in 

intact condition exceeds that in damaged condition, 

compare with roll time series. 

 

Fig. 6 Measured roll motion comparison. 

Case 7  

 

Flooding in section 2 was only observed in Cases 9 and 

10 where / ppLλ  is 2.43.   

 

 

 



In cases 9 and 10, water compartment number 1 (with 

opened damaged hole) was gradually flooded into 

compartment number 2. Fig. 7 and Fig 8 show the wave 

probe high variations in time domain for compartment 

number 1 and 2.    

 

Fig. 7 Wave probe high variations in the time domain.    

Case 10 (compartment number 1) 

 

 

Fig. 8 Wave probe high variations in the time domain. 

Case 10 (compartment number 2) 

 

Motion responses of ship model in head seas H/λ=1/60  

Fig. 9 shows the comparison of non-dimensionalized roll 

motion responses between the test results for the intact 

case and the damaged case for the wave slope H/λ=1/60.  

Roll motion was non-dimensionalized with the wave number 

(k) and the wave amplitude.  

 

 

 

 

Fig. 9 Roll RAO´s Comparison.  

(H/λ=1/60)   

 

Fig. 10 shows the comparison of non-dimensionalized 

pitch motion responses between the test results for the intact 

case and the damaged case for the wave slope H/λ=1/60.  

Pitch motion was also non-dimensionalized with the wave 

number (k) and the wave amplitude. Flooding water scarcely 

had an effect on pitch motion, as the damaged 

compartment was located amidships and only small change 

in I yy was expected.   

 

Fig. 10 Pitch RAO´s comparison. 

(H/λ=1/60) 

 

Motion responses of ship model in head seas H/λ=1/40 

Fig. 11 and 12 show comparison of roll and pitch RAO’s 

for intact and damaged cases for the wave slope H/λ=1/40. 

In this case (H/λ=1/40), roll motion was also affected by 

flooding water in the damaged compartment. The flooding 

water scarcely had an effect on pitch motion, too. It was 

found that the roll and pitch motions show the same 

tendency even though the wave slopes were different.  

 

 

 



 

Fig. 11 Roll RAO´s Comparison. 

(H/λ=1/40)   

 

Fig. 12 Pitch RAO´s Comparison. 

(H/λ=1/40) 

 

4. Conclusions 

A series of model tests with intact and damaged 

condition were performed in order to carried out 6DOF 

motion measured response in regular wave conditions with 

two different wave steepness in head seas.  

Firstly a wireless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was 

introduced for 6DOF motion measurement. Measured time 

histories of ship motion and flooding behavior were carried 

out for different wave conditions particularly focused in the 

natural period of the roll motion (2.06s).  

Noteworthy was observed that the magnitude of roll 

motion in intact condition exceeds that in damaged 

condition, compare with roll time series after the motion was 

fully developed. 

Secondly it was observed that in case with large wave 

length and height (case 9 and 10), flooding water in the 

damaged compartment 1 flowed across the connecting 

hole to the compartment 2.  

 

Finally, Response Amplitude Operators (RAO’s) 

comparisons were carried out focused mostly on pitch and 

roll motions. It was found that roll motion was highly affected 

by flooding water in the damaged compartment meanwhile, 

flooding water scarcely had an effect on pitch motion, due 

to the only small change in I yy . However roll and pitch 

motions showed the same tendency even though the wave 

slopes were different both intact and damag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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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상 환경 속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선속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운항 구간에 대해서

해상 환경 및 마력 등의 성능 특성을 계측하고 부가저항은 선속 시운전 해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속 성능 해석은

현재 개정 중에 있는 ISO 15016을 바탕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를 같은 조건에서 엄밀하게 수행된 선속 시운전 결과와

비교하였다. 같은 지점에서 왕복 운항을 통해 수행된 선속 시운전 결과와 편도로만 운항하며 부가저항을 추정하여 해석한

성능은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선속 시운전 해석법을 이용한 실선 운항 성능 평가는 매우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EEOI 평가, 객관적 운항 성과 지표, 운항성능 비교, ESD 효과 분석 그리고 합리적 운항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선속 성능(speed performance), ISO 15016, 선속 시운전 해석법(speed trial analysis), 해상환경(environmental condition), 

부가저항(added resistance), 실선 운항 성능(ship navigation performance)  

 

1. 서 론 

 

IMO에서는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협약(MARPOL) 부속서 

VI를 개정하여 선박의 에너지 효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많은 선주와 조선소 그리고 선급 등이 선박의 속도 성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IMO Res. MEPC. 203(62)) 이에  

따라 기술적 조치로서 EEDI(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그리고 운항적 조치로서 

EEOI(에너지 효율 운항 지수,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와 SEEMP(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이 운용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선주는 발주 단계에서 선박의 속도 

성능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운용 

단계에서도 현재 운항하는 선박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운항 성과를 평가하며 

연비 절감을 위한 선형 개선의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 운항되고 있는 

선박의 정확한 속도 성능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사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noon report 

기반의 통계적인 방법으로 선박의 속도 성능을 평가하여 

왔다. 이러한 noon report는 하루에 한번 기록되는 자료이며 

따라서 하루 중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해상환경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한된 해상환경의 

자료로써는 정확한 선속 성능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항 중인 6,500 TEU 급 

컨테이너선의 정확한 선속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접 

승선하여 해상 환경과 성능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ISO 표준 시운전 해석법(ISO 15016:2002(E))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운항 중인 선박의 성능 해석 

결과를 같은 항로에서 수행된 정식 시운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정식 시운전은 

말라카 해협 인근에서 두 가지 엔진 load에 대하여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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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run으로 수행되었다.  

 

2. ISO 시운전 해석법 

 

운항 중인 선박의 속도는 다양한 외력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외력 환경에는 바람, 파도, 해류, 조류 등이 

있으며 수심과 수온 그리고 해수밀도 또한 선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박의 속도 성능은 설계 단계에서의 

모형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선속 시운전에서 평가가 

완료되는데, 바다에서 수행되는 선속 시운전은 상기의 

다양한 외력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박의 

속도 성능은 정수 중에서의 성능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작용하는 외력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정 방법을 시운전 해석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운전 해석법에는 ITTC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ITTC – 

Recommended Procedures and Guidelines)과 현재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ISO 표준 시운전 

해석법이 있다. 

하지만 ITTC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최적의 선속 시운전을 

위하여 해상 상태와 시운전 조건을 최대한 고려한 상태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하기에는 보정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다. 

운항하는 선박은 항로, 해역, 시간 그리고 코스 등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 환경에 따라 drift, rudder deflection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력에 의한 

부가저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ISO 표준 시운전 해석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운항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운항 중인 

선박은 항해일정과 운항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왕복(double 

run)하며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speed log에 의한 

대수속도를 이용하여 해류의 의한 영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6,500 TEU 컨테이너선에서 계측한 항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대부분의 계측 항목들은 선속시운전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측을 하였다. 하지만 마력 등의 

계측항목은 bridge console에 있는 모니터에서 읽어서 

기록을 하였으며 약 3시간의 간격으로 계측하였다. 파도에 

대한 정보는 관측자가 목측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운항 성능 해석은 주간에 3시간 간격으로 

수행되었으며, 부가저항 해석 항목은 ISO 표준 시운전 

해석법에 따라 파도, 바람, 수온, 수심, drift, rudder 

deflection에 대하여 수행하였고 조류와 해류에 대한 보정은 

따로 수행하지 않고 speed log에 의한 대수속도로써 

대체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운선사에서는 하루에 한번 noon report를 

작성하며 이때 기록되는 선속 관련 자료는 선속(GPS), 마력, 

wind 그리고 wave 정도이다. 따라서 ISO 표준 시운전 

해석법에 따른 엄밀한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Table 1  Measured Items for Analysis  

Item Measuring Method 

Ship Speed(GPS, Speed log)
 

Speed Trial  

Measurement System 

Position 

Heading 

RPM 

Wind 

Current 

Drift 

Rudder Deflection 

Power 

Reading at  

Bridge Console 

FOC 

Draft 

Water Temperature 

Water Depth 

Wave Eye Measurement 

 

3. 선속 시운전 결과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속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수행된 선속 시운전 결과와 비교하였다. 선속 

시운전은 말라카 해협 북쪽 끝단에서 수행되었으며 두 

가지의 엔진 load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계측된 해상 상태는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2  Environmental Conditions in Speed Trials  

 
Course 

(deg.) 

Wave 

Height(m) 

Wind 

Speed(m/s) 

Wind 

Dir.(deg.) 

Drift 

(deg.) 

Rudder 

(deg.) 

Water 

Temp.(C) 

A 
310 0.0 9.4 20 1.6 2.9 28.2 

130 0.0 5.6 313 1.2 1.3 28.2 

B 
310 0.0 9.0 25 0.7 2.5 28.2 

130 0.0 7.0 336 0.9 0.8 28.2 

 

시운전 해역의 해상상태는 파도와 바람이 거의 없어 매우 

양호하였다. 하지만 해협을 흐르는 해류로 인하여 타의 

사용이 많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부가저항에 대한 

보정량이 미미한 편이어서 상당히 객관적인 선속성능 

계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보정된 속도-마력 

곡선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 있었다. 추후 



운항성능 해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두 속도-마력 계측 

포인트에 추세선을 더하였다.  

 

 
 

Fig. 1 Speed Trial Results  

 

4. 해상환경 및 운항성능 해석 결과 

 

운항성능 해석이 수행된 항로는 말레이시아의 포트 

켈랑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제벨알리까지이다. 운항거리는 

약 3160 마일이며 총 38개 구간에 대해서 계측하고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항로에서 계측된 주요 

해상환경은 다음과 같다.                                                     

 

Fig. 2 Measured Wave Heights  

 

 
Fig. 3 Measured Relative Wind Speeds  

 

 
Fig. 4 Measured Current Speeds  

 

 
Fig. 5 Measured Drift Angles  

 

 
Fig. 6 Measured Rudder Deflection Angles  

 

운항 기간 중 파고는 1m 내외로서 매우 잔잔한 편이었고 

바람 또한 상대풍속이 15 kts  정도로서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이었다. 해류는 순조의 경우가 많아 이득을 많이 본 

편이었고 drift 발생과 타의 사용도 매우 적은 편으로서 상당히 

안정된 조건에서 운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상 

상태에서 해운선사들이 noon report를 작성하는 형태로 GPS에 

의한 속도와 계측된 마력을 시운전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류를 타고 간 영향인지 저속 운항 구간에서 매우 좋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운전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평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SO 15016에 따라 각 구간에 대한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Fig. 8)과 

같다. 



 
 

Fig. 7 Measured Speeds(GPS) and Powers(no correction)  

 

 
Fig. 8 Analysis Results of Added Resistance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하지만 오히려 외력의 도움을 받는 

운항 상태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간에 따라 

부가저항이 1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 보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속 시운전에서와 같이 왕복(double run)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선속은 speed log의 대수속도를 

사용하여 해류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였고, 나머지 

해상환경들에 대한 마력 보정을 수행하여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그림(Fig. 9)과 같다. 

 

 
 

Fig. 9 Speeds(Speed log) and Corrected Powers  

 

구간별로 계측되고 보정된 선속-마력의 관계가 시운전의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잔잔한 해상에서는 충분한 정확도의 선박 운항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실제 운항하는 선박의 속도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운항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속도 성능을 평가하였다. 

속도 성능 평가를 위하여 파도, 바람, 해류, drift, rudder 

angle, 수온, 수심 등의 자료를 직접 계측하였으며 이에 

의한 부가저항은 ISO 표준 시운전 해석법으로 해석하였다.  

해석된 결과를 운항 중에 수행한 정식 선속 시운전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때 선속은 편도로만 운항하는 항로 

특성에 따라, 해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speed log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비교 결과, 편도로 운항 시의 선속 성능이 정식 시운전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능 평가 결과는 실선의 운항 성능, fouling effect, 

선체 개조 효과, 운항 성과 지수 산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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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 중 컨테이너선 선수갑판의 Breakwater에 

작용하는 충격하중 계산
이서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류재문(충남대학교)

Numerical computations of impact forces acting on breakwater 

of bow deck of container carrier in regular waves
Seo-Hyun Lee(KRISO), Jae-Moon Lew(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선의 선수 갑판에 작용하는 Green water 하중을 평가하기 위해서, KRISO의 공개 선형인 KCS를 대상

으로 대파고중 선수부 Green water 발생시 갑판 상부, 특히, Break water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을 CFD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KCS의 운동성능을 평가하고, 선수부 앞단에 작용하는 상대운동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수치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파 산정을 위해서, North Atlantic wave scatter를 이용한 장기해석을 수행하여 장기해석치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장기 해석치와 RAO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계파고를 최종 결정하여, 이 설계파고와 상대운동 RAO에서 최대값

을 가지는 주기를 선정하여 Green water 충격하중을 평가하기 위한 규칙파중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 : Green Water(갑판침입수), Breakwater(방파제), Response Amplitude Operator(진폭 응답 함수), Regular Wave(규칙파)

1. 서 론

그린 워터는 거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이 높은 파도와 선체의 

과도한 운동에 의해 해수가 갑판위로 넘침으로써 겪게 되는 현상

으로서 선수갑판의 구조적 손상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의 상실까

지도 초래한다.(Bai, K.J. et al., 1992) 

 그린 워터의 충격력으로 선수 갑판 구조물의 파손 염려로 브레

이크 워터를 설치한다. 하지만 Breakwater Plate(이하 BWP)에 

충격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

어 충격력 평가가 필요하다.(Hong, S.Y. et al., 1990) 

  충격력에 대한 해석 기법에는 포텐셜 기반의 기존 운동 평가기

법이 있지만 이것은 쇄파 현상 모사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모

형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형시험수행에 경제적 시간적

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KRISO의 공개 선형인 KCS를 대상으로 컨테이너선

의 선수 갑판에 그린 워터 발생 시 갑판 상부 BWP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을 CFD를 이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BWP 위치

에 따른 충격력 경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KCS의 

선형에 대해 다양한 입사파에 대한 규칙파 중 운동성능을 평가하

고, 선수부 상대변위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 성능

을 계산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파 산정을 

위해서, North Atlantic wave scatter diagram을 이용한 장기해석

을 수행하여 장기 해석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장기 해석치와 

상대변위 RAO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계파고를 결정하였으며 상

대변위 RAO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주기를 선정하였다. 

  결정된 설계 파고에 대해 파장이 배의 길이와 같은 Stokes 5th 

order wave 모델을 사용하여 STAR-CCM+ Ver 8.04으로 Green 

water 충격하중을 평가하기 위한 규칙파중 CFD 해석을 수행하였

다. 

  BWP 위치에 따른 충격력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선 

KCS와 비슷한 제원의 컨테이너선에 대해 조사해 보았고, 조사를 

토대로 BWP의 높이는 3.5m로 결정하였고 BWP의 위치는 FP로

부터 선미방향으로 15.0m 떨어진 좌표에 BWP1을 위치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리고 BWP의 기준위치로부터 FP 방향

으로 5.0m 간격으로 BWP2, BWP3을 위치시켰다.

   CFD해석 결과 충격력은 BWP의 위치가 앞쪽에 위치할수록 

크게 나타났고, BWP의 중앙과 바닥(갑판)에 가까울수록 크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CFD 해석을 통한 그린워터 

충격압력 계산은 정성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주고 있으며, 최적 

BWP 위치 결정 등의 설계 도구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인 RANS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을 기반으로 하는 상용 

CFD 프로그램인 STAR-CCM+ Ver.8.04를 사용하였다. 

3차원 비압축성 정상 난류유동에 관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

식은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연속방정식




                                                   (1)

-운동량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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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모형은 본 논문에서는 선체 주위의 유동 계산에서 반류 분포 

및 저항 성능 추정에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Realizable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운동 해석 기법으로 Volume of Fluid(이

하 VOF)법을 적용하였다. 유체 경계면에서의 움직임은 아래 

VOF 수송방정식(transport equation)과 같다. 



 





∙                             (3)

여기서 체적비율 는 액체 영역에서 1, 기체 영역에서 0, 그리

고 두 유체의 경계면에서     의 값을 갖는다.

시간 이산화는 2차 음해법(Second Order Implicit Method)을 사

용하였다. 확산항의 이산화는 2차 중심 차분(central 

differencing)하였다. 대류항의 이산화는 2차 upwind 방법을 사

용하였다. 속도-압력 연성 방법은 유한체적법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SIMPLE(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수치해석

3.1 대상선

3.1.1 대상선 주요제원 

 본 연구에서는 KRISO의 공개 선형인 KCS(KRISO container 

ship)을 사용하였다. 아래 Table 1은 KCS의 실선 scale에 대한 

제원이다. 

 Dimension

LOA 239.96m

LBP 230.0m

Beam 32.2m

Depth 19.0m

Draft 10.8m

Displacement 53,330.8ton

KG 13.8m

Kyy 57.5m

Speed 5.0knots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KCS

3.1.2 갑판 및 Breakwater Plate 형상

BWP의 높이와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상선 KCS와 비슷한 

제원의 컨테이너선에 대해 조사해 보았고, 조사를 토대로 BWP

의 높이는 3.5m로 결정하였다. BWP의 위치는 FP로부터 선미방

향으로 15.0m 떨어진 좌표에 BWP 1을 위치시키고, 이를 기준으

로 잡았다. BWP의 위치에 따르는 충격하중 변화를 계산하기 위

하여 BWP의 기준위치로부터 FP 방향으로 5.0m 간격으로 BWP 

2, BWP 3을 위치시켰다. Fig. 1, Fig. 2에 BWP의 위치를 나타

내었다.

Fig. 1 Breakwater plate on deck



Fig. 2 Deck geometry

3.1.3 Breakwater Plate의 압력 평가 위치

위치에 따라 모델링한 BWP 각각의 폭과 높이에 대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BWP의 폭이 각각 다른 이유는 통상적인 컨테이

너선의 BWP가 불워크(Bulwark)로부터 1m씩 떨어져 위치하기 때

문에 BWP가 선수 쪽으로 위치할수록 폭이 좁아지도록 모델링 

하였다. BWP의 pressure 평가 위치는 총 12개로 BWP의 폭방향 

높이 방향에 따라 반폭 4등분, 높이 4등분한 균등한 거리에 위치

시켰다. 

폭(m) 높이(m)

BWP 1 16.06 3.5

BWP 2 12.04 3.5

BWP 3 8.02 3.5

Table 2 Dimensions of breakwater plate

3.2 경계조건

수치계산을 위한 기본 좌표계로 선체 길이 방향을 x축, 연직 상

방향을 z축, 그리고 폭 방향을 y축으로 하는 직교좌표계를 사용

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유입경계는 FP로부터 1.0 LBP, 외부경계는 현측

으로부터 1.0 LBP만큼 떨어져 있으며, 유출경계는 AP로부터 3.0 

LBP 떨어져 있다. 수치계산을 수행할 때 각 경계면에서 주어진 

경계조건은 Fig. 3, Table 3과 같다.

Fig. 3 Boundary conditions

Inlet Velocity inlet 1.0 LBP

Outlet Pressure outlet 3.0 LBP

Side Velocity inlet 1.5 LBP

Top Symmetry 1.0 LBP

Bottom Velocity inlet 2.0 LBP

Hull Wall (no-slip condition) -

Table 3 Boundary conditions and domains

선체 표면에서는 경계면의 속도가 영이므로 그 경계면을 통한 대

류항의 기여는 없고, 벽면 마찰 응력으로 인한 접선 방향의 점성 

플럭스만을 고려하여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이 때 벽 마찰응력

의 크기는 표준 벽함수(standard wall function)를 사용하여 구하

였고, 마찰응력의 방향은 벽으로부터 첫 격자점에서의 속도방향

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수치 해석 오류로 인한 reverse flow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pressure outlet으로부터 한 파장(1) 길이의 damping 

force zone을 설정하였다.

3.3 격자계

Fig. 3-8에 보인 바와 같이 선체주위 3차원 공간격자는 선수, 선

미 모두 H-type의 비정렬 격자계로 구성하였다. Trimmed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벽면에 대해서는 prism layer를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선체 주위의 y+는 평균 1000으로 

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격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특정 

volume 형상을 생성하여 격자에 적용하였다. 그린 워터로 인한 

유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수면 주변 및 BWP 주변, 선수, 선

미 등 압력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 등에 대하여 격자를 조밀

하게 분포 시켰고, 약 25만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KCS 주위 

격자 및 공간 격자는 Fig. 4, Fig. 5와 같다.



Fig. 4 Grid system of KCS with free surface

Fig. 5  Volume mesh of KCS

3.4 해석 절차

컨테이너선의 선수 갑판에 작용하는 그린 워터 하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KCS의 운동성능 계산 결과로부터 그린 워터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파고를 선정한다. 이를 위하여 맞파도(head sea)에서 

뒷파도(following sea) 까지 30
o

 간격으로 규칙파 중 KCS의 6자

유도 운동에 대한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계산한

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선수부 BWP와 입사파의 상대 운동

(relative motion)에 대한 RAO를 계산한다. 그리고 수치 시뮬레이

션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파 산정을 위하여 North Atlantic wave 

scatter diagram을 이용한 장기해석을 수행하여 장기 해석치를 

도출하고, 도출된 장기 해석치와 RAO 최대값을 기준으로 

EWH(Equivalent Wave Height)를 선정한다. 이 설계파고와 상대

운동 RAO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주기를 선정하여 그린 워터 충격

하중을 평가하기 위한 규칙파중 CFD 해석을 수행한다. 

3.5 Equivalent wave height 결정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제공받은 RAO와 장기해석 계산 값을 사용

하여 Equivalent wave height(이하 EWH)를 결정하였다. Fig. 

3-12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선 KCS의 선수부 에 

작용하는 상대 운동(Relative motion)에 대한 RAO이다.  

North Atlantic wave scatter diagram을 이용한 장기해석을 수행

하여 장기 해석치를 도출하고, 도출된 장기 해석치와 RAO 최대

값을 기준으로 EWH를 선정하였다. 

  식(3-1)에서 은 Long-term response, 
max

는 

Maximum RAO amplitude 이다. 제공된 값으로 선정된 EWH는 

17.134 m였으며, Fig. 3-12에 보인 바와 같이 상대운동 RAO에

서 최대값을 가지는 주기를 선정하였다. Fig. 3-12로부터 결정한 

파의 주기는 맞파도(Head sea)의 RAO를 기준으로 정점인 

12.57초로 결정하였다. 120도와 150도가 아닌 180도를 결정한 

이유는 120도와 150도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게 된다면 횡동

요(Roll)에 의한 그린 워터는 훨씬 크지만, 본 논문에서는 BWP에 

작용하는 충격압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횡동요에 의한 

그린 워터는 각도상 BWP의 충격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BWP의 충격력에 상당할 것

이라고 예상되는 180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계파의 조건에 

대하여 Table 3-5에 나타내었다.

Heading (deg) EWH (m) Period (sec)

180 17.134 12.57

Table 3-5 Equivalent design wave for green water 

load analysis

  수치해석에서 앞에 선정된 파를 구현하기 위하여 Stokes 5th 

order wave 모델을 사용하였다. Stokes 5th order 를 사용한 이

유는 선정된 파 조건이 Fig. 3-13에 보인 바와 같이 4차 와 5차 

영역에 있으나, 실제 파 형상이 Stokes 5th  order와 가장 유사

하고, 해석 소프트웨어가 stokes 5th order wave 모델을 쉽게 구

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 해석 결과

 선속 5.0knots, 맞파도 상태의 설계파고 17.134m, 설계파 주기 

12.57초의 설계파 조건에 대한 CFD 해석 결과, t=178.092 초 

일 때 선수부가 아래로 향하게 되어 파가 갑판에 도달한 순간이

며 , t=179.198 초 일 때 그린 워터로 인해 갑판과 BWP 1까지 

물에 잠기는 순간이다. t=180.304 초 일 때는 갑판과 BWP 1에 

최고 충격력이 지나간 직후의 모습이다. Fig. 6 ~ Fig. 8에 위에 

언급한 파도가 선수부 BWP에 충격을 가하는 대표적인 wave 

profile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6 Instantaneous snapshots of ship motion and 

green water on deck at t=178.092sec

Fig. 7 Instantaneous snapshots of ship motion and 

green water on deck at t=179.198sec

Fig. 8 Instantaneous snapshots of ship motion and 

green water on deck at t=180.304sec

  BWP 1의 폭 방향 주요 포인트에 대한 압력 평가 결과는 다음

과 같다. Fig. 9에 BWP 의 폭 방향에 대한 압력 경향을 알아보

기 위한 주요 포인트를 보였고, 각 포인트에 대한 결과는 Fig. 10

에 나타내었다. Fig. 3-21을 보면 BW 1, BW 4, BW 7, BW 10

의 순서로 그린 워터로 인한 최대 압력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로부터 BWP 1의 중앙부 영역이 최대치의 압력을 받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짧은 순간의 충격에 비해 BWP 의 충격력이 2초 이상 지

속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최대 압력 값에 대한 결과가 

준-정압력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Kim, S.E. 2012)

Fig. 9 Locations of beamwise pressure sensors  

Fig. 10 Time history of green water pressures at different 

points located at the lower part of the breakwater plate

  

Fig. 11은 BWP의 높이 방향에 대한 압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포인트이며, 그 포인트에 대한 계산 결과는 Fig. 12에 보인 바와 

같다. Fig. 12로부터 그린 워터로 인한 최대 압력은 BW 1, BW 

2, BW 3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BW 1과 

같이 갑판에 가까울수록  큰 충격압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이 방향에 대한 압력 변화 결과도 마찬가지로 짧은 순간의 

충격에 비해 Breakwater plate의 충격력이 2초 이상 지속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높이 방향 주요 포인트에 대한 압력 평가 또

한  최대 압력 값에 대한 결과가 준-정압력 경향이라고 볼 수 있

다.

Fig. 11 Locations of centerline pressure sensors 

Fig. 12 Time history of green water pressures at different

points located at the centerline of the breakwater plate



  Fig. 13은 세가지 BWP 상 최대 충격압력을 주는 BW 1의 충격 

압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세가지 BWP 중 가장 선수부에 위치

한 BWP 3의 충격력이 가장 크다. 이것은 BWP가 앞쪽에 위치할

수록 파가 더 빨리 BWP에 도착하며, 이어서 그린 원터로 인해 

갑판으로 흘러들어온 물이 BWP와 컨테이너 사이에 머무는 시간

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BWP가 앞쪽에 위치할수록 충격

력이 큰 값을 갖게 된다고 여겨진다. Fig. 14 ~ Fig. 16에는 

BWP 상의 BW 1에 최대 충격압력을 주는 시간과 그때의 파 형

상을 나타내었다. 

Fig. 13  Maximum green water pressure at the 

pressure sensor BW 1 on BWP 1, BWP 2, BWP 3

Fig. 14 Instantaneous snapshots of maximum green 

water pressure on BWP 1

 

Fig. 15 Instantaneous snapshots of maximum green 

water pressure on BWP 2

Fig. 16 Instantaneous snapshots of maximum green 

water pressure on BWP 3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RISO의 공개 선형인 KCS(Kriso Container Ship)

를 대상으로 그린 워터 발생 시 선수부 갑판 상부 Breakwater 

Plate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을 상용 CFD 프로그램인 Star-CCM+ 

Ver. 8.04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규칙파 중 상하동

요 및 종동요 운동을 하는 선박의 그린 워터 현상에 대해 자유 

수면을 포함한 선박의 운동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였다.

컨테이너선의 선수 갑판에 작용하는 그린 워터 하중을 계산하기 

위하여 KCS의 운동성능 계산 결과로부터 그린 워터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파고를 선정하였다. 최종 결정된 설계파의 조건은 파

고는 17.134m, 설계 파주기는 12.57초이며 그린  해석은 속도 

5knots, 180도의 맞파도(Head sea)에 대해 수행하였다. 수치해

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파는 Stokes 5th order wave 모

델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EWH(Equivalent Wave Height)를 선

정하기 위한 계산과 결과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BWP 위치에 따른 충격력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BWP의 높이 

3.5m, BWP의 위치는 FP로부터 선미방향으로 15.0m 떨어진 좌

표에 BWP1을 위치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리고 BWP

의 기준위치로부터 FP 방향으로 5.0m 간격으로 BWP2, BWP3을 

위치시켰다. 수치해석에서 사용될 실선 scale의 KCS를 3D CAD

로 모델링하고, KCS 주위의 공간격자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하



여 앞의 선정한 파의 조건에 따라 상대운동상하동요와 종동요를 

하는 대상선 선수부에 그린 워터 발생 시 갑판 상부 Breakwater 

plate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을 CFD를 이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

하였다.

  CFD해석 결과 BWP의 위치가 앞쪽에 위치할수록 크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FP를 기준으로 선미 방향으로 5.0m 간격으

로 위치한 3가지 BWP 중 FP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BWP의 충격

력이 가장 컸다. 이것은 BWP가 앞쪽에 위치할수록 파가 더 빨리 

BWP에 도착하며, 이어서 그린 워터로 인해 갑판으로 흘러들어

온 물이 BWP와 컨테이너 사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어지기 때문에 BWP가 앞쪽에 위치할수록 충격력이 큰 값을 갖

게 된다고 판단된다. 

  BWP에 작용하는 충격력은 중앙이 크며, 갑판에서 높이방향으

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며, 폭 방향으로는 측면으로 갈수록 

압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짧은 순간의 충격에 비

해 BWP가 받는 충격력이 2초 이상 지속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높이 방향 주요 포인트에 대한 압력 평가 또한  최대 압력 값에 

대한 결과가 준-정압력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Kim, S.E. 2012) 

이를 통해 CFD 해석을 통한 그린워터 충격압력 계산은 정성적으

로 타당한 결과를 주고 있으며, 최적 BWP 위치 결정 등의 설계 

도구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Breakwater Plate에 작용하는 하중의 해석 및 

Breakwater Plate 위치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Breakwater 설계

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정량적 확인을 위해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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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application of a semi-analytic method for parametric roll phenomena of large containerships

advancing in longitudinal waves. A 1.5 degree of freedom (DOF) model is proposed to account the change of transverse 

stability of ship induced by wave elevations, heave and pitch motions. By approximating the nonlinearity of GZ curve at large 

heel angles, the prediction of roll amplitude is carried out as well as susceptibility check for parametric roll occurrence. 

Furthermore, in order to develop a more accurate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ing arm (GZ) and metacentric height

(GM) is examined in the presence of incident waves. Using the linear approximation for the mean value and the first harmonic 

component of GM value, the present model is adopted for the prediction of parametric roll in irregular wave excitations. The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are validated by comparing those of weakly nonlinear simulation based on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method combined with strip theory. Through the present validation,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developed approach are investigated. 

 

Keywords: Parametric roll (파라메트릭 횡동요), Semi-analytic method (준해석적 방법), GZ approximation (GZ 근사), Transfer functions of GM 

(GM 응답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 (IRF, 충격 응답 함수) 

 

1. 서 론 

 

선박의 운동 중 횡동요의 발생 및 크기는 선박의 

안정성과 선원 및 승객의 승선감을 판별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파라메트릭 횡동요 (parametric roll)의 경우 

선수파 또는 선미파에서 빠른 시간 안에 큰 횡동요 운동이 

발생하므로 선체의 손상 또는 전복의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발생한 Post-Panamax, C11 급의 

APL CHINA 컨테이너선의 해양선박사고에서는 30° 이상의 

횡동요로 인하여 적재 컨테이너의 2/3 이상이 파괴 및 

유실되었다. 사건 이후 파라메트릭 횡동요로 인한 선박의 

동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와 이를 반영한 설계 및 

운항 지침에 대한 규제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기작은 파랑에 의한 수선면적의 

변화, 즉 복원력의 주기적인 변화가 횡동요를 가진시키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Paulling and 

Rosenberg (1959)는 횡동요와 상하동요 또는 종동요 간에 

연성된 비선형 복원력 성분을 도입하여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로 부터 횡동요 운동 방정식은 Mathieu equation 형태를 

가지며, 해당 방정식의 특성에 따라 횡동요 고유주기의 

1/2배에 해당하는 입사파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생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Bulian, et al. (2004)는 파랑 

중 GZ 변화의 비선형성을 실험에 근거하여 모델링함으로써 

규칙파 또는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발생뿐 

아니라 크기를 예측하는 해석적 접근 (analytical model)을 

도입하였다. 최근에도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주도 아래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대한 규제를 구축하기 위해 복원력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다양한 해석적 방법의 모델링이 수행 및 검증되고 있다 

(IMO SLF, 2010, 2011, 2012). 

반면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대한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의 적용으로서, Shin, et al. (2004)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랜킨패널법 (Rankine Panel Method)의 도입과 Spanos 

and Papanikolaou (2007)의 어선에 대한 충격응답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 IRF)의 도입이 있다. Park, et al.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3) 역시 파라메트릭 횡동요 수치해석의 다양한 계산 

인자들에 의한 불확실성 및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충격응답함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Kim and Kim (2011)은 

GM variation을 통한 모델링, 충격응답함수, 랜킨패널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해석 방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대한 수치적 접근은 복원력의 

비선형성을 엄밀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불규칙파 

중 해석에는 결정적 (deterministic) 접근인 아닌 확률적 

(stochastic) 접근이 요구된다. 확률적 접근을 통해 통계적 

특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영역에 대한 계산이 

수행되어야 하며, 수치적 접근의 적용은 계산 시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수치해석 적용 이전에 

해석적 접근 기반의 효율적인 계산을 통한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파 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의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을 준해석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파랑 중 파면과 선박의 상하동요, 종동요에 따른 선박의 복원력 

변화를 고려한 1.5 자유도 모델이 적용되었다. 횡동요의 진폭을 

예측하기 위해 큰 횡경사각에서의 GZ 근사가 적용되었으며, 

모델의 고도화를 위하여 파랑 중 GM과 GZ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GM의 평균값 및 1차 조화성분에 대한 

응답함수의 선형성을 이용하여 불규칙파 중에서의 파라메트릭 

횡동요 해석이 수행되었다. 충격응답함수 기반의 약한 비선형 

시간영역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파라메트릭 

횡동요 해석에 대한 정확도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준해석적 방법 

 

2.1 운동방정식 

 

종파 중의 1.5 자유도의 횡동요 운동방정식은 횡동요와 다른 

운동간의 유체동역학적 연성은 무시한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44 44 4 roll 4 3 4 5
, , , , 0M A b GZ tξ ξ ξ ξ ξ η+ + + ∆ =&& &     (1) 

 

여기서 
44

M , 
44

A , ∆ 는 각각 선박의 횡방향 관성모멘트, 

부가관성모멘트, 그리고 배수량을 의미한다. 
roll
b 은 횡동요에 

작용하는 점성의 영향을 고려한 선형 감쇠계수로서 임계 감쇠의 

γ 의 비율을 가지는 값을 적용하였다. 

 

( )roll 44 44, 44b M M Cγ
∞

= +                                (2) 

 

여기서 44,A
∞

와 
44

C 는 각각 무한주파수 부가관성모멘트와 

복원력 계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γ 는 3~10%의 값이 

사용된다.   

GZ의 크기는 횡격사각의 크기 그리고 수선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하동요, 횡동요 그리고 종동요 운동 및 

파면에 의해 결정된다. GZ를 엄밀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영역에서 선박과 파면, η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반영하여 침수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을 직접 적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분 과정은 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매우 

큰 계산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파랑 중 GZ 변화에 대한 

모델링을 필요로 한다.  

 

2.2 GM 근사 

 

큰 선수 플레어 (bow flare) 각도와 트랜섬 (transom) 선미를 

가지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흘수에 따라 선수, 선미에서 

수선면적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파정이 

선체중앙부에 위치한 경우 작은 수선면적으로 인하여 작은 

GM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파랑골이 선체중앙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큰 수선면적으로 인하여 큰 GM을 가지게 된다.   

 

 
Fig. 1 Water plane area change of containership in waves 

 

파랑 중 GM의 변화를 근사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파면에 대한 

상대위치를 반영해야 하므로 내항성능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상하동요, 종동요 운동을 대입하여 매 순간마다 실제 

침수면적에 대하여 GM의 시계열을 식 (3)에 따라 계산한다.  

 

T
I

GM KB KG= + −
∇

                                        (3) 

 

여기서 
T
I 는 수선면적의 횡방향 이차모멘트, KG , KB 는 

각각 선체바닥 기준 무게중심, 부력중심의 위치이다. 계산 시 

적용되는 압력구배는 파랑에 의해 야기되는 동압, 즉 

Froude-Krylov force 성분을 반영하기 위해 Paulling (1961)이 

사용한 식 (4)를 본 연구에서도 적용한다.  

 



( )1
kzp

g ke
z

ρ η
∂

= − −
∂

                                         (4) 

 

식 (3)에 따라 매시간 계산된 GM의 시계열을 푸리에 변환하여 

다음과 같이 GM을 근사할 수 있다. 

 

( ) ( )still 0

1

, cos
i

i

GM t GM GM GM i tω ω

∞

=

= + +∑        (5) 

 

여기서 
still

GM 은 정수 중에서의 GM이며, 
i

GM 는 i 차 

조화성분을 의미한다.  

 

 
Fig. 2 Direct calculation and approximation of GM time 

history, 6500 TEU CS, Fn=0.049, β=180°, A/L=0.005, 

ω(L/g)
1/2
=2.11 

 

Fig. 2는 내항성능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계산된 GM의 

시계열과 이를 근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선체형상으로부터 

파생되는 비선형성으로 인해 GM은 최대값을 가지는 부근에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감소하는 경향을, 최소값을 가지는 

부근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평균값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0

GM 는 식 (6)의 관계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작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복원성능을 

결정하여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max min

still still 0
2

GM GM
GM GM GM

+

< + <            (6) 

 

그리고, 
1

GM 은 파랑 중 선박의 복원성능 변화량을 나타내는 

인자로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 및 크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입사파의 파장이 식 (7)에서 정의된 선박의 유효길이 

EF
L 와 같을 때 

1
GM 은 최대값을 가진다. 

 

/
EF WL W

L S B C L= =                           (7) 

 

여기서 
WL
S 은 수선면적, 

W
C 는 수선면적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입사파의 파장이 이 길이의 1 / 2n 배일 때 국부적 

최소값을, ( )1/ 2 1n + 배 일 때 국부적인 최대값을 가진다. 

또한 장파 영역에서는 선박의 운동에 복원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파면과 선박의 상대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1
GM 은 0으로 수렴하며, 반대로 단파영역에서는 선박의 

운동과 파면에 의한 수선면적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1

GM 의 특성은 Fig. 3의 GM 

응답함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GM 의 경우에는 GM 시계열의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인자이지만 (Fig. 2) 그 값이 상대적으로 

작고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의 기진과는 다소 무관하다. 

따라서 파랑 중 GM 변화를 근사할 때에는 1차 

조화성분까지만을 고려한다. 

 

 
Fig. 3 Transfer functions of GM, 6500 TEU CS, Fn=0.049, 

β=180°, A/L=0.010 

 

GM 응답함수의 선형성은 Dunwoody (1989a, 1989b)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Fig. 4에 따르면 
0

GM 이 
1

GM 에 비하여 

약간의 비선형성을 보이지만, 두 응답함수의 선형 가정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GM 응답함수의 선형성은 

불규칙파 에서의 준해석적 방법 적용의 핵심이며, 선형 가정에 

의해 불규칙파에서의 파랑 중 GM 변화를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 ) ( ) ( )
0

2

0
0

, 2
S Z GM

GM H T S RAO dω ω ω

∞

= ∫        (8) 



( ) ( )

( ) ( )
1

still 0

1

,

cos

S Z

N

i GM i i i

i

GM t GM GM H T

A RAO tω ω α

=

= +

+ +∑
            (9) 

 

 
Fig. 4 Linearity of GM Transfer functions, 6500 TEU CS, 

Fn=0.049, β=180°, ω(L/g)
1/2
=2.11 

 

2.3 GZ 근사 

 

횡동요 운동에 작용하는 비선형성 중 큰 횡격사각에서 

복원력이 나태는 비선형성은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의 크기를 

결정한다. 작은 횡경사각에서 GZ의 크기는 GM과 횡격사각에 

비례하지만, 큰 횡격사각에서는 선체형상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비선형 복원력이 작용하게 된다.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 약 

30° 이상에서는 갑판 침수로 인하여 복원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GZ 곡선의 특징은 파랑 중에서도 유지되며, 따라서 파랑 

중 GZ를 식 (10)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 ) ( )
( )

( )4 still 4 4

still

,

still
GM t GM

GZ t GZ f
GM

ξ ξ ξ
−

= +   (10) 

 

여기서 
still

GZ 은 정수 중의 GZ의 크기, ( )4f ξ 는 파랑 중 

GM의 변분과 GZ의 변화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GZ factor 

function)이다. 즉 파랑 중 GZ는 정수 중 GZ와 파랑 중 GM의 

변분과 정수 중 GM간의 비를 통해 근사되었다.  

대변위 운동인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복원력의 비선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 )4f ξ 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가 중요하다. Belenky (IMO SLF, 2010), 

Umeda (IMO SLF, 2011) 제시된 ( )4f ξ 의 모델링은 각각 식 

(11), (12)와 같다. 

 

( ) ( )4 4still
f GZξ ξ=                                          (11) 

( )
3

4

4 4 2still
f GM

ξ
ξ ξ

π

⎛ ⎞
= −⎜ ⎟⎜ ⎟

⎝ ⎠
                               (12) 

( ) ( )
( )

( )
4

4 4 1
4,max

sin
sin

sin
still

f GM

α

α

ξ
ξ ξ

ξ−

⎛ ⎞
⎜ ⎟= −
⎜ ⎟
⎝ ⎠

         (13) 

 

식 (13)은 Song (IMO SLF, 2012)의 방법을 수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링이다. 여기서 4,maxξ 는 정수 중 GZ 

곡선에서 복원력의 크기가 0이 되는 횡경사각을 의미한다.  

Fig. 5는 파랑 중 GZ 곡선을 실제 침수면적에 대한 압력 

적분을 수행하여 직접 계산한 결과와 각각의 근사 방법을 통해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직접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파랑 중 GZ의 변분을 Belenky (IMO SLF, 2010)은 다소 크게, 

Song (IMO SLF, 2012)은 다소 작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Umeda (IMO SLF, 2011)의 경우, 횡경사각이 작은 경우에는 

GZ의 변분이 직접 계산된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지만, 30° 

이상의 큰 횡격사각에서 횡격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GZ의 

변분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직접 계산된 결과에 따르면 큰 횡경사각에서는 파랑에 

의한 수선면적의 변화가 감소하여 GZ의 변분이 복원력의 

크기와 함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사 방법의 정확도를 더 엄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직접 

계산된 파랑 중 GZ 곡선 중 최대, 최소 값을 가지는 곡선을 

통해서 ( )4f ξ 를 역으로 계산한 후, 이를 각각의 모델링 

방법과 비교하였다 (Fig. 6). 직접 계산된 ( )4f ξ 는 횡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선체형상으로부터 파생되는 강한 비선형성을 

나타내며 단순한 모델링을 통해 이를 완벽하게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근사 방법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 

시의 횡경사각의 범위 (최대 30°~40°)에서 식 (13)의 α 에 5 

또는 7을 대입한 결과가 직접 계산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α 는 

선체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며,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5~7의 값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해석 결과 

 

3.1 해석 모델 

 

준해석적 방법의 적용 및 수치계산을 위한 해석 모델로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민감한 컨테이너선을 선종을 선택하였다.  

Fig. 7은 파라메트릭 횡동요 계산에 적용된 6,500 TEU 

컨테이너선의 선도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해당 선형의 

주요 치수를 보여준다.  



 
          (a) Direct calculation                                               (b) Belenky (IMO SLF, 2010) 

 
    (c) Umeda (IMO SLF, 2011)                                           (d) Song (IMO SLF, 2012)  

Fig. 5 GZ variations in waves, 6500 TEU CS, Fn=0.049, β=180°, A/L=0.005, ω(L/g)
1/2
=2.11 

 

 
Fig. 6 GZ factor functions, 6500 TEU CS, Fn=0.049, β=180°, ω(L/g)

1/2
=2.11, A/L=0.005 (right), 0.010 (left) 



 
Fig. 7 Body plan of 6500 TEU CS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6500 TEU CS 

LBP (m)  286.30
 

Beam (m) 40.30
 

Draft (m) 13.13
 

GM (m) 1.21
 

Roll natural period (sec) 28.95
 

Froude number 0.049 

 

3.2 결과 검증 방법 

 

2절에 설명된 준해석적 방법과 수치해석을 파라메트릭 

횡동요 해석에 도입하였다. 준해석적 방법에서는 식 (1)의 1.5 

자유도의 횡동요 운동방정식에 4차의 Runge-Kutta 방법을 

적용하여 풀이하였다. 반면 수치해석의 경우 Cummins 

(1962)에 의해 제시된 충격응답함수에 비선형 Froude-Krylov 

힘과 복원력을 고려한 비선형 선박운동해석을 적용하였다. 

충격응답함수의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대한 적용 및 검증은 Kim 

and Kim (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 (2)의 횡동요에 대한 

점성 감쇠계수는 두 방법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종파 중에 운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풍하중, 조류 등에 의한 

일시적인 횡경사각을 시뮬레이션에서는 특정 시간에 특정 

횡경사각을 선박운동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하였다 (Fig. 

8). 각각의 방법으로 계산된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의 

최대값을 비교하여 준해석적 방법을 검증하였다.  

 

3.3 규칙파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 

 

규칙파 중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는 일반적으로 입사파의 

주기가 횡동요 고유주기의 1/2배 부근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조건에서는 횡동요 발생 시기와 수선면적의 

증가 시기가 일치하여 복원력이 정수 중보다 파랑 중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횡동요 운동이 점차 가진되어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 이후 큰 

횡경사각에서는 파랑에 의한 수선면적의 변화가 감소하여 

횡동요 운동이 발산하지 않고 준정상상태 (quasi-steady 

state)를 유지한다. 이러한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기작은 식 

(13)의 준해석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인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산된 횡동요 운동을 충격응답함수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초기 횡경사각으로부터 횡동요가 가진되는 

구간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만 준정상상태에서는 횡동요 

운동의 주기 및 크기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Time histories of GZ and parametric roll motion, 6500 

TEU CS, Fn=0.049, β=180°, ω(L/g)
1/2
=2.11, A/L=0.010 

 

Fig. 9는 식 (11~13)의 준해석적 방법들과 충격응답함수를 

통해 계산한 규칙파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의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생하는 파주파수의 

영역과 최대 횡동요 응답은 준해석적 방법과 수치해석간에 

약간의 오차를 보인다. 오차의 원인은 부가질량, Froude-Krylov 

힘 등의 유체동역학적 힘과 비선형 복원력에 대한 계산 방법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Belenky (IMO SLF, 2010)의 경우 파랑 

중 복원력의 변화를 과도하게 예측하여 일정 이상의 횡경사각 

이후에서 횡동요 운동이 발산하였다. Umeda (IMO SLF, 2011) 

역시 큰 횡경사각에서 횡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복원력의 

변화가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파고의 입사파 (A/L=0.010)에서는 횡동요 운동이 발산하였다. 

반면 식 (13)의 α 에 5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에서는 

수치해석 결과와 같이 횡동요 운동이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발산하지 않고 준정상상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0°에 가까운 큰 횡동요 응답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을 때, 

모든 주파수 영역의 입사파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발생 및 

크기의 경향이 수치해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9 Parametric roll RAO, 6500 TEU CS, Fn=0.049, β=180°, A/L=0.005 (left), 0.010 (right) 

 

3.4 불규칙파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 

 

실제 해상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불규파에서의 실험 및 수치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불규칙파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는 강한 비선형성에 동반한 대변위 

운동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과정이 아닌 반복계산을 통한 확률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Fig. 10은 불규칙파에서 계산한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예를 보여준다. 특정 시간 구간에서는 횡동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또 다른 시간 구간에서는 40°가 넘는 

횡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통해 비선형 시스템인 파라메트릭 횡동요를 계산할 때 불규칙파 

중 횡동요의 시계열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Fig. 10 Roll motion in irregular waves, 6500 TEU CS, 

Fn=0.049, β=180°, Tp=16.5sec, Hs=6.25m, number of 

wave components=200 

 

본 연구에서는 식 (13)의 방법과 충격응답함수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최대값을 

비교하였다. 불규칙파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는 Non-ergodic한 

특성에 기인하여 시간범위(time window), 스펙트럼의 이산화 

방식 그리고 성분파의 위상에 대한 민감도가 강하다 (Park, et 

al., 2013). 따라서 관찰 시간의 범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4시간 (86,400초)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스펙트럼의 성분파에 의한 불확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의 

주파수 간격과 위상을 가지는 성분파를 도입하였다. Fig. 11는 

각기 다른 50가지의 이산화 방식으로 계산된 200개의 성분파를 

통해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최대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Modal 

period (Tp)가 15.0sec, 유의파고 (Hs)가 5.0m인 불규칙파에서 

준해석적 방법과 수치해석 모두에서 성분파에 의한 민감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경우에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Modal period가 6.5sec, 유의파고가 6.25m일 때는 

유의파고가 상대적으로 큰 값이므로 수치해석은 모든 경우에서 

유사한 최대응답을 보이는 파라메트릭 횡동요를 예측하였다. 

반면 준해석적 방법은 성분파에 의한 불확실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40° 이상의 발산된 운동응답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두 

방법간 오차의 원인으로는 첫째로 큰 횡경사각에서의 비선형 

복원력에 대한 준해석적 방법의 부정확한 근사, 둘째로 GM 

응답함수의 선형성에 대한 가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알려진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 기준 (20° 이상의 

횡동요)에 비추어 봤을 때 준해석적 방법은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의 임계 파고를 수치해석과 유사한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Fig. 12). 해석 결과를 통해서 준해석적 방법을 통한 최대응답 

예측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큰 

횡격사각에서의 비선형 복원력에 대한 모델링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Fig. 11 Maximum of Roll motion in irregular waves, 6500 TEU CS, Fn=0.049, β=180°, number of wave components=200, 

Tp=15.0sec, Hs=5.00m (left), Tp=16.5sec, Hs=6.25m (right) 

 

 
Fig. 12 Maximum of Roll motion in irregular waves, 6500 TEU 

CS, Fn=0.049, β=180°, number of wave components=200 

 

계산인자에 대한 강한 민감도 및 불확실성에 따라 불규칙파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 시뮬레이션은 반복계산이 요구되며, 

따라서 계산시간 측면의 효율성은 파라메트릭 횡동요 예측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200개의 성분파를 이용한 24시간의 

계산에 있어 충격응답함수를 이용한 수치해석은 Intel 

i5-750/2.66GHz CPU에서 약 9시간의 계산시간을 요구하는 

반면, 준해석적 방법을 통한 계산은 약 5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준해석적 방법의 빠른 계산시간은 계산인자에서 

파생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파라메트릭 횡동요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다양한 해상조건 중 심각한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생하는 조건을 선별하여 수치해석 

적용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해석적 방법의 

효용성이 존재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종파 중 컨테이너선의 파라메트릭 횡동요 

해석에 준해석적 방법을 적용하여 그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충격응답함수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 모델링된 준해석적 방법의 정확도는 파랑 중 GZ의 변분에 

대한 근사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준해석적 방법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정된 

Song (IMO SLF, 2012)의 방법이 실제 수치계산과 비교하여 

그 결과가 유사하였다.  

� 큰 횡경사각에서의 비선형 복원력에 대한 정확한 근사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규칙파 또는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발생 및 크기 예측의 오차로 

귀결되었다.  

� 불규칙파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 예측에서 준해석적 방법은 

수치해석과 비교하여 스펙트럼의 성분파에 의한 민감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파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 발생의 임계 파고 예측이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 효율적인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대한 예측에서 준해석적 

방법의 적용은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횡동요 크기 예측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횡경사각에서의 비선형 복원력 모델링의 고도화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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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order Volterra 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선박 구조응답의 장기예측에 대한 연구 

김유일(인하대학교), 김정현(서울대학교), 김용환(서울대학교) 
 

Toward Long-term Prediction of Nonlinear Ship Structural  
Response Using Third-order Volterra Model 

Yooil Kim, Jung-Hyun Kim, Yonghwan Kim 
 

 

요 약 
 

In order to predict the nonlinear structural responses of the ship voyaging through the irregular waves, a third order 
Volterra model was applied based on the given irregular data. A nonlinear wave-body interaction system was identified 
using NARX(Nonlinear Autoregressive with Exogenous Input) technique, one of the popularly used nonlinear system 
identification scheme, and harmonic probing method was applied to extract the first, second and third order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the system. To achieve this, a given set of time history data of the both irregular wave excitation 
and corresponding midship vertical bending moment under given sea state was fed into the three 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and the network parameter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supervised training. Then the harmonic probing 
method was applied to the identified system to extract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each order. In doing so, the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 i.e. hyperbolic tangent function, was expanded into Taylor series for harmonic component 
matching. After the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were obtained, the structural responses of the ship under arbitrary 
random wave excitation were easily calculated with rapidity using third order Volterra ser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method performs well in predicting the nonlinear structural response of a large container carrier under arbitrary 
random wave excitation 
 
Keywords: Volterra series(볼테라급수), Higher order transfer function(고차전달함수), NARX(비선형자기회귀 기법), Hull girder 
loading(선체거더 하중), Fatigue(피로) 
 

1. 서 론 
 
파랑 중을 항해하는 선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동적 

구조응답의 비선형성은 해당 선박에 대한 보다 정밀한 
피로수명 및 설계하중의 산정과 맞물려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파랑 하중의 비선형성으로 기인하는 
구조응답의 비선형 효과는 운동하는 선박의 동적 거동에 
대한 시간영역 비선형 해석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는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슬래밍 및 그린워터 등과 같은 강한 
비선형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전산유체역학 기법에서부터 
비점성-비압축성 유동을 가정한 포텐셜 기반 기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선박이 경험하는 

구조응답은 파랑 하중의 불규칙적인 특성으로 인해 
결정론적 접근법 보다는 장기응답해석의 결과로 추정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에 기반한 확률론적 접근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장기응답 예측과 같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포텐셜 유동에 기반한 
방법론이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비선형 효과에 대한 고려 
여부 정도에 따라, 비선형 Froude-Krylov힘과 복원력 항을 
을 고려하는 약한 비선형(weakly nonlinear) 해석 및 
순간전인 자유수면에 대한 교란에 기반한 약한 산란체(weak 
scatterer) 해석 등이 존재한다(Kim, 2011, Palowski, 1992). 
그러나, 이러한 비선형 해석 기법들은 보다 정확한 
구조응답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이 가능한 선형해석의 경우와 달리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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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설계하중의 추정 및 장기응답해석을 요구하는 
피로해석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계산 시간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영역의 직접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비선형 구조응답의 
통계적 특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관련된 연구들의 상당 부분은 랜덤한 파랑하중에 
노출되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비선형 응답을 2차 혹은 
3차의 Volterra 모델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처리하고자 하였다(Hasselmann, 1966, Dalzell, 1975, 
Pinkster, 1980, Jensen and Pedersen, 1981). Dalzell(1982, 
1984)은 불규칙 파랑 중의 선박의 비선형 응답을 추정하기 
위해 3차 Volterra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차전달함수(higher order frequency response function)를 
추정하고 응답의 확률밀도 함수 및 스펙트럴 모멘트를 
도출하였다. Adegeest(1997)는 파랑 중 선박의 응답을 
추정함에 있어 응답의 비선형 성분에 기여하는 기억항의 
효과를 무시하여 고차전달함수의 추정을 규칙파 중의 
응답을 통해 도출해 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는 적용된 
가정의 합리성을 규명하기 위해 선수 플레어를 가지는 
선박의 구조응답 예측에 적용하여 중앙단면에 작용하는 
새깅모멘트의 극치의 통계적 분포가 실제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선형 성이 존재하는 선박의 구조응답을 
예측함에 있어 Volterra 급수의 2차 항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함을 확인하였으며 3차 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비선형 시스템의 Volterra 커널을 추정하기 위해 
인공신경망 기법에 기반한 비선형 시스템 식별법이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Wray and Green(1994)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식별된 TDNN(Time Delayed Neural Network)의 
파라미터들을 통해 대상 시스템의 Volterra 커널을 유도하였다. 
Chance et al.(1998)는 Volterra 커널과 TDNN 파라미터 간의 
연계성을 NARX로 확장하였으며, 조화진단(harmonic 
probing)기법을 적용하여 식별된 NARX의 파라미터를 통해 1차 
및 2차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2차 및 3차의 강성 
항이 포함된 Duffing 방정식에 적용하여 도출된 주파수 
응답함수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진행하는 선박의 비선형 
구조응답에 대한 장기응답예측을 위해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NARX기법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 식별된 시스템에 조화진단 기법을 
적용하여 고차전달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임의의 
해상상태에 노출되는 선박의 비선형 응답을 추정하였다. 
해당 기법의 검증을 위해 선수 플레어를 가지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시간영역 비선형 구조응답 해석을 약한 
비선형이론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식별한 후 고차전달함수 추정하고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Volterra 급수 

 
Volterra 급수는 동적 시스템의 비선형 응답을 급수를 

통해 모사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응답이 서로 다른 차수를 
가지는 항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점에서 Taylor 급수와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Volterra 급수로 표현되는 동적 
시스템의 응답이 기진력에 대한 기억효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Taylor 급수와 차이를 가진다. 급수에 포함이 가능한 
고차항들은 계산의 난이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최대 4차 
혹은 5차 항까지만 고려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약한 비선형 문제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외력 x t 에 노출된 시스템의 응답 y t 는 식(1)의 
Volterra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y t ⋯ , , … ,  (1)

 
,여기서 h 은 n차의 Volterra 커널을 의미하며, N=3인 

경우 식(2)와 같이 3차 Volterra 급수로 귀결된다. 
 y t  

,  

, ,
(2)

 
식(2)의 첫번째 항은 기진력과 시스템의 충격응답함수 간의 

컨벌루션 적분이며 두번째 및 세번째 항은 일반화된 
충격응답함수와 기진력 간의 고차 컨벌루션 적분을 나타낸다. 
식(2)에 보인 1차, 2차 및 3차 Volterra 커널을 푸리에 변환하면 
식(3)에 보인 바와 같이 각각 시스템의 1차, 2차 및 3차 
전달함수로 귀결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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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것으로
식(6)의 우변에
도 최종적으로
지게 된다. 

 
(6)

의 선형중첩으로
구에서는 다변수
별하는데 탁월한
Fig. 1은 입력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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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스템의 식별을 위해서는 식(7)에 보인 네크워크 파라미터 
[U], [V], {b}등을 주어진 기진력-응답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진응답 와 네트워크의 
추정응답 ̂  간의 제곱오차를 최소화 시키는 최소자승법을 
적용한다.  
 

2.3 조화진단 
 

NARX기법을 통해 식별된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고차의 전달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조화진단(harmonic prob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조화진단 
기법은 Bedrosian and Rice(1971)에 의해 연속함수의 
형태로 주어진 시계열에 대해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Billings 
and Tsang(1989)에 의해 이산화된 시계열로 확대 
적용되었다. 조화진단 기법은 전달함수를 얻기 위해 
수학적으로 표현된 임의의 시스템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조화 기진력을 입력으로 보내어 
전달함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먼저, 1차 전달함수를 얻기 
위해 식별된 시스템에 의 조화 기진력을 가하면 식(7)에 
따라 식(8)을 얻을 수 있다. 

 ∗
 

(8)
 
,여기서  벡터는 을 의미하며, 지연 연산자 

는  Δ , Δ , Δ , … , Δ 로 정의된다. 연산자 *는 
벡터성분간의 곱을 의미한다. 식(8)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식(9)와 같이 진연 연산자 및 네트워크 파라미터로 표현된 1차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다. 
 ∗1 ∗  (9)
 
2차 및 3차 전달함수를 얻기 위해서는  및 

의 형태를 가진 조화 기진력을 시스템에 
가한다. 복잡한 간략한 과정을 거치면 식(10)과 같이 2차 및 
3차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다. 
 , 14 ∗

 
(10)

, , 16 , ,, ,  

 
3. 비선형 구조응답에의 적용 

 
3.1 비선형 운동해석 

 
상기 언급된 방법론을 선박의 비선형 구조응답에 

적용하기 위해 선수 플레어가 비교적 큰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대상 선종을 선정하였다.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운동에 따른 침수 표면 형상의 변화가 비교적 급격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파고가 선수 및 선미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새깅(sagging) 모멘트가 호깅(hogging) 모멘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최대값을 가지는 비선형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파랑 하중에 의한 선박의 구조응답은 
유체동역학 시스템과 준정적 구조역학 시스템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이해가 가능한데, 비선형성을 
야기하는 요인은 Froude-Krylov힘과 정적 복원력 성분이 
관여하는 유체동역학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시스템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치환한 뒤, 선박이 경험하는 파고의 시계열을 
시스템의 입력으로, 선체 중앙단면에 발생하는 종굽힘 
모멘트를 시스템의 출력으로 선정하였다.  

시스템 식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Froude-
Krylov힘 및 복원력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약한 
비선형 기반 시간영역 비선형 운동해석을 WISH-Flex(Kim, 
2011, Kim et al., 2012)를 이용해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 
선박은 선수방향 불규칙 파랑 중을 20 kts의 속도로 
전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PM 스펙트럼으로 표현된 
불규칙 파는 각각 13.5, 10.5, 7.5, 4.5m의 유의파고와 
17.5sec의 파주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기 
언급된 4가지 단기해상상태에 대해 0.02초의 시간적분 
간격을 적용하여 총 3시간에 대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3.2 시스템 식별 

 
NARX기법을 통해 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해 언급된 4가지 

해상상태 중 유의파고 13.5m에 대한 해석 결과를 
네트워크의 학습에 적용하였으며, 적용된 해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고차의 전달함수를 이용하여 모든 단기해상상태에 
대한 응답의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네트워크 학습에 적용될 
파고 및 굽힘 모멘트의 시계열을 얻기 위해 해석을 통해 
얻어진 파고 및 굽힘 모멘트의 시계열을 0.2초 간격으로 



재차 샘플링 하였다. 3열 퍼셉트론 모델의 은닉층에 배치된 
뉴런의 개수는 5개로 하였으며,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파고 
및 응답은 10초의 지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Fig. 2는 식별된 NARX 모델에 조화진단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선체 중앙부 종굽힘 모멘트에 대한 1차 전달함수의 
절대값과 위상각을 파 주파수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종굽힘 모멘트의 1차 전달함수의 크기는 0.6rad/sec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이며 파랑 주파수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속적인 증감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Modulus of LTF 

Fig. 3은 합 및 차 주파수 성분에 대한 2차 전달함수의 
절대값 및 위상각을 도시한 그림이다. 합 주파수 성분의 
경우 전달함수의 최대치는 0.6	 인 직선과 1.0인 직선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파랑 주파수 0.6~1.0rad/sec의 영역에서 2차 
응답의 합 주파수 기여 분이 상당히 나타날 것임을 예상하게 
해준다. 차 주파수 성분의 2차 전달함수의 경우 0.5~0.6를 따라 그 크기가 집중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파랑 
주파수 0.5~0.6rad/sec의 영역에서 2차 응답의 차 주파수 기여 
분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 Sum frequency          (b) Difference frequency 

Fig. 3 Modulus of QTF 

3차 전달함수의 경우 가시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별도의 
도시는 하지 않았으며 다음절의 시계열을 통해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3 시계열 추정 
 
도출된 1차, 2차 및 3차 전달함수의 절대값 및 위상각을 

Volterra 급수에 대입하면 종굽힘 모멘트에 대한 시계열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Fig. 4는 시간영역 비선형 해석을 통해 
얻어진 굽힘 모멘트의 시계열을 3차 Volterra 급수를 통해 
도출한 굽힘 모멘트의 예측치와, 3000~3500sec의 구간에 
대해 비교 도시한 그림이다. 응답의 1차 성분만을 고려한 
경우 모델을 통해 예측한 시계열의 국부 최대치가 직접 
해석을 통해 얻어진 시계열의 국부 최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형 예측 모델의 
결과는 최대 굽힘 모멘트의 장기응답예측에 많을 오차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응답의 2차 성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모멘트의 
국부 최대치를 비교적 정확히 재현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국부 최저치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대 굽힘 
모멘트의 장기응답예측에의 오차는 비교적 작을 수 있으나 
피로 해석에 적용되는 응력 진폭의 장기응답예측에 큰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응답의 1차 및 2차 성분에 응답의 3차 성분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국부 최대 및 최저치를 동시에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Time series comparison between 
simulation and prediction for 3,000~3,500sec 
(solid-simulation, dashed-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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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ribution of 1st, 2nd and 3rd order 
solution for 3,000~3,500sec (solid-simulation, 
dashed-prediction) 

  
Fig. 5는 Fig. 4에서 검토한 응답의 시계열에 대한 응답의  

차수 별 기여분을 도시한 그림이다. 예상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응답의 1차 성분의 기여분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응답의 2차 및 3차 성분의 기여분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차 및 3차 성분의 경우 응답의 국부 최대 및 최저치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으로 인해 굽힘 모멘트의 
국부 최대치 및 진폭에 대한 장기응답분포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응답의 3차 
성분의 기여도는 응답의 2차 성분의 기여도와 견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선박 구조응답의 
비선형 효과에 있어 응답의 3차 성분이 매우 중요함을 
짐작케 한다. 

Fig. 6 은 직접 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응답의 시계열과 
모델을 통해 추정한 시계열의 비교를 보다 상세히 하기 위해 
3,200~3,350sec 구간에서의 응답을 비교 도시한 그림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굽힘 모멘트의 국부 최대치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응답의 1차 성분이 실제 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답의 2차 성분을 고려한 경우 그 간격은 
어느 정도 메워지는 반면 국부 최저치에서의 오차를 낳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응답의 3차 성분이 고려되는 
경우 국부 최대 및 최저치에서의 정확도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Time series comparison between 
simulation and prediction for 3,200~3,350sec 
(solid-simulation, dashed-prediction) 

 
Fig. 7 Contribution of 1st, 2nd and 3rd order 
solution for 3,200~3,350sec (solid-simulation, 
dashed-prediction) 

 
Fig. 7은 Fig. 6에 도시된 추정된 시계열을 응답의 차수 별로 
분해하여 도시한 그림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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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 1차 성분이 지배적이며, 2차 및 3차 성분의 기여분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응답의 국부 최대 및 최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Fig. 8은 비선형 운동해석에 적용된 4가지 불규칙 
단기해상상태에 대한 모멘트의 최대치와 진폭에 대한 
초과확률을 도시한 그림이다. 모멘트의 진폭에 대한 
확률분포를 얻기 위해 레인플로우 집계법을 적용하여 특정 
진폭에 대한 발현 횟수를 계산하였다. 유의 파고 13.5m에 
대한 모멘트 최대치의 초과확률의 경우 응답의 1차 성분만 
고려한 직접 해석을 통해 얻어진 시계열의 초과확률 분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의 2차 
성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직접 해석의 결과에 조금 
더 근접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응답의 
3차 성분까지 추가하는 경우 매우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멘트 진폭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경향을 
띠는데, 응답의 1차 성분만을 고려한 경우와 응답의 2차 
성분까지 고려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3차 성분을 고려하는 경우 직접 
해석의 결과 유사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a) Peak & range ( 13.5	 ) 

 
(b) Peak & range ( 10.5	 ) 

 
(c) Peak & range ( 7.5	 ) 

 
(d) Peak & range ( 4.5	 ) 

Fig. 8 Probability of exceedance of bending momen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선박 구조응답의 장기예측을 위해 

NARX기법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고차 전달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3차 Volterra 모델에 대입하여 굽힘 모멘트의 시계열을 
예측하였다. 대형 컨테이선 선박의 구조응답 예측에 적용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인공신경망 이론에 기반한 NARX기법을 조화진단 

기법과 결합하여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비선형 구조응답 
시계열 예측에 적용하였으며, 직접 해석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성능의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 비선형 구조응답의 대부분은 응답의 1차 성분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의 3차 성분은 2차 
성분과 견줄만큼의 기여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응답의 2차 성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굽힘 
모멘트의 국부 최대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나, 
국부 최저치에서의 오차를 유발하여 모멘트 진폭의 
장기응답분포의 오차로 나타났다. 응답의 3차 성분을 
고려하는 경우 국부 최대치 및 진폭 모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치를 얻을 수 있었다. 

- 본 방법론은 시스템 식별을 위해 필요한 단 시간에 대한 
비선형 해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차의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하중 산정 
및 피로수명 예측에 필요한 비선형 장기응답예측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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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onboard SPIV system and              

nominal wake measurement in towi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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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자영상 유속계(PIV)를 사용하여 선박 및 해양플랜트 주위의 거동을 계측하는 시도가 세계 여러 수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유동 계측을 위해서는 피토관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계측 가능한 부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PIV의 도입으로, 제품의 고도화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좀 더 다양하고 정밀한 유동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동안 예인수조에서는 선체 주위의 유동을 계측하기 위하여 PIV를 예인전차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PIV 장비의 세팅을 위하여 수일간 예인전차의 가동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PIV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에서는 시험 준비를 단순화하고 예인전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형선 탑재형 SPIV(Stereo Particle Image Velocimetry)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는 시스템을 예인전차가 아닌 모형선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써, 예인전차의 가동과 별개로 장비를 세팅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삼성중공업 예인수조에서 모형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균일류(Uniform flow) 및 모형선 후류 추진기 단면에서의 공칭반류를

계측하였다. 결론적으로, 모형선 탑재형의 구현으로, PIV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Keywords: SPIV(Stereo Particle Image Velocimetry), 입자영상유속계(PIV), 공칭반류(Nominal wake) 

 

1. 서론 

 

선박의 운항 연비 최소화 목적으로, 각 조선소에서는 

선체저항을 낮추고 추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형 최적화 

및 각종 연료절감장치(Energy Saving Device)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적의 선형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연료절감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자는 선체 주위 유동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데, 페인트/터프트/피토관과 같은 

시험적인 방법에 의하거나 수치해석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페인트로는 한계유선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터프트로는 매우 국부적인 영역에 대한 개략적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피토관은 추진기가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단면의 유동현상만을 계측한다는 점 때문에, 

어느 것이든 설계자가 필요로 하는 유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치해석 

결과는, 그사이 많은 발전이 있었기는 했지만, 시험 

결과와는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입자영상 유속계(Particle Image Velocimetry)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시험조건과 계측부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3차원 유동정보를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수조에서 도입하고 있다. 특히, MARIN(R. 

Hallmann, et al., 2009), INSEAN, HSVA, MARINTEK, IHI (S. 

Nagaya, et al., 2011) 등의 해외 시험수조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인수조용 입자영상 유속계를 도입하여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Palle Gjelstrup, 2009),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와 KRISO에서 3차원 SPIV를 

도입하여 KVLCC2의 공칭반류를 계측하고 피토관으로 

계측한 결과와 비교 한 바 있다.(J. Kim, et al, 2011, Seo, 

J.H., et al, 2013) 

당사에서는 2012년부터 PIV 시스템을 도입/추진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예인수조에서는 PIV를 예인전차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PIV 장비의 세팅을 

위하여 수일간 예인전차의 가동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PIV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모형선 

탑재형 SPIV(Stereo Particle Image Velocimetry)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는 시스템을 예인전차가 아닌 모형선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써, 예인전차의 가동과 별개로 장비를 

세팅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삼성중공업 예인수조에서 구현한 모형선 

탑재형 PIV 시스템 및 시험 방법을 소개하고, 이 시스템이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던 

유동 계측 결과를 보였다.  

 

2. 모형선 설치형 SPIV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 

 

예인수조용 PIV 시스템은 크게 카메라와 레이저로 구성된 

수중 촬영부, 축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트래버스 시스템 

(traverse system), 장비를 제어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제어/해석부로 구성 된다. 국내외 모든 예인수조는 트래버스 

시스템을 예인전차에 고정시키고 스트럿(strut)으로 지지되는 

수중 촬영부를 트래버스에 부착시키는 형태이다. 이에, 

트래버스 시스템을 올려 놓을 프레임을 예인전차에 새로 

설치해야 하거나 기존의 계측 프레임을 이용하더라도 

이들의 설치와 모형선과의 정렬작업, 시험 세팅 등의 긴 

준비 시간 동안 예인전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Camera 1

Camera 2

Laser optic

X traverse

z traverse Laser Guiding Arm

 
Fig. 1 Onboard SPIV syste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트래버스와 수중 

촬영부를 예인전차가 아닌 모형선에 직접 탑재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SPIV를 모형선에 탑재하게 되면 예인전차와 

별개로 트리밍 탱크(Trimming tank)에서 모든 시험준비를 할 

수 있고, 예인전차의 구조변경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선과 계측부가 일체형이므로 모형선의 자유도가 

허용되고 설치/분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모형선 탑재형은, 모형선 선미에 중량의 PIV가 

설치되므로 구조의 안정성과 선미트림에 대한 많은 고려가 

필요한데, 트래버스 시스템을 포함한 탑재 시스템이 소형, 

경량화 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탑재되는 시스템의 

중량은 당사의 모형선 크기 및 배수량을 고려하여 300kgf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Fig. 1은 실제 모형선 선미에 탑재된 

SPIV 시스템으로 두 대의 카메라 하우징, 레이저 

옵틱(Optic), 길이방향과 높이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2축 

트래버스로 구성되며, 이의 사양은 Table 1 에 정리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SPIV system 

Item Spec. 

Maker
 

LaVision, Germany 

Camera
 

Imager pro SX 5M 

2248 x 2050 pixels 

Laser
 

Evergreen 200 

200mJ, 7.2Hz 

Range of traverse 
 

X axis: 1,200mm 

Y axis:    - mm 

Z axis:   220mm 

 

모형선에 탑재되지 않는 각종 전원공급장치, 제어장치와 

해석을 위한 컴퓨터는 Fig 2 (left)와 같이 콘솔로 만들어 

모형선과는 별도로 간단히 예인전차에 올려진 후 케이블을 

연결하면 유동계측시험이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Fig. 2 Control console (left) &Particle Injector (right)  

 

PIV 유동계측 시 수조 내에 입자(Particle)가 밀도 있게 

골고루 산포되어 있어야 정밀도 높은 속도장 벡터를 계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인수조는 회류수조와는 달리 수조 전체에 

입자를 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계측구간에만 적절하게 

입자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흡입펌프, 교반기, 



배출펌프, 제어패널로 구성된 입자분사장치를 Fig. 2 

(right)와 같이 제작하였다. 수조 수와 교반된 입자는 다수의 

구멍이 뚫린 십자(+)형 노즐을 통해 선박의 모형선 진행 

궤적에 따라 계측 구간에만 국한적으로 살포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입자는 직경 10㎛인 Hollow Glass Sphere이고, 

1~2회의 유동 계측 시 마다 새로 입자를 분사하였다. 

 

2.2 교정시험 (Calibration) 

 

카메라에 촬영된 입자의 위치 및 이동 픽셀거리를 실제 

좌표상으로 환산해주기 위해 교정시험을 수행한다. 사용된 

교정판(Calibration plate)은 길이 300mm 정사각형 판으로 

15mm의 균일 간격으로 점이 일렬 배치되고 3차원 공간 

인식을 위해 높이가 다른 2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교정판을 정확히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레이저 

시트를 동일 평면 상에 놓게 된다. 이후 시험 조건에 맞게 

카메라의 위치와 깊이를 조절하고, 교정판의 점들을 

활용하여 두 카메라의 초점과 샤임플러그(Scheimpflug) 

각도를 최적화 한다. 마지막으로 교정판을 촬영하여 두 

카메라의 영상을 비교하여 교정함수를 구한다. Fig. 3에는 

교정시험의 기본적인 배치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Fig. 3 Configuration of calibration for SPIV 

 

 
Fig. 4 Calibration test of SPIV at trimming tank 

 

교정시험은 예인전차나 모형선과는 별도로 분리된 

상태에서 예인수조의 트리밍 탱크(Trimming tank)에서 Fig 

4.와 같이 수행되고, 교정시험 후 모형선에 그대로 설치가 

된다. 

 

2.3 균일류 유속 계측시험 

 

모형선에 설치하기 전 SPIV 시스템의 성능 확인을 위해 

균일류(uniform flow)의 유속 계측을 수행하였다. 모형선 

없이 SPIV 수중 촬영부를 예인전차에 고정시키기 위해 전용 

구속 치구를 제작하여 POW(Propeller Open Water) 시험용 

구조물에 설치하였다. 균일류 계측 유속 조건은 0.5m/s, 

1.0m/s, 1.5m/s, 2.0m/s 이고 7.2Hz로 촬영된 100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평균 유속을 계측하였다. 

계측 결과, 예인전차 속도에 해당하는 균일유동 

유속(Vm)을 기준으로 SPIV로 계측된 진행방향 유속(Vx)은 

1% 내외의 오차를 나타내었고, 유속이 존재하지 않는 폭 

방향(Vy) 및 깊이 방향(Vz)의 유속은 0.6% 이하의 매우 

미미한 유속이 계측되었다. 

 

Table 2Average velocity error of SPIV system for uniform flow 

Vm 0.5m/s 1.0m/s 1.5m/s 2.0m/s 

Vx -1.39% -1.54% -0.97% -1.61%

Vy -0.53% -0.57% -0.39% -0.43%

Vz -0.10% -0.03% 0.00% -0.05%

 

3. 공칭 반류 계측 

 

3.1 시험 준비 

 

66K 수프라막스 벌크선을 대상으로 공칭반류(Nominal 

wake)를 SPIV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모형선의 제원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선미부의 목재 

데크 평면 위에 16T 알루미늄 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SPIV 

수중 촬영부를 결합하여 고정하였다. 입자 외의 영상 배경에 

의해 속도장 해석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형선의 선미를 무광 검은색으로 부분 도장하였다. 추진기 

면에 레이저 조사 시 허브에 의한 반사가 발생하고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므로 허브(Hub)를 제거한 상태로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Fig. 5는 트리밍 탱크에서 모형선 탑재형 SPIV를 

설치하여 발라스팅(Ballasting) 한 상태의 모습을 나타낸다. 

공칭반류의 유동벡터를 구하기 위해 100장의 영상을 

취득한 후 평균치를 취하였고 속도벡터를 구하기 위한 

미소시간은 동일 입자가 5~8픽셀 정도 움직이는 300μs 로 



정하였다. 

 

Table 3 Principle characteristics of ship 

Lbp x B x Td 8,000 x 1,500 x 467 mm 

Displacement 4,702 kgf 

Propeller diameter 250 mm 

Design speed 1.523 m/s 

 

 
Fig. 5 Ship model for SPIV measurement of 66K BC 

 

 
Fig. 6 SPIV system installed on 66K BC 

 

3.2 시험 결과 

 

입자영상의 제어 및 3차원 속도 벡터 해석은 

LaVision사의 Davis V8.0을 사용하였고, 조사영역을 

128x128 픽셀로 50% 오버 랩(Overlap)을 적용하여 해석 후 

다시 64x64 픽셀(50% 오버랩)로 조사영역을 세분화해 

재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7 과 같이 SPIV를 

통해 계측된 공칭 반류장은 5공 피토관으로 계측한 결과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유동벡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부의 보오텍스 코어(Vortex core)가 뚜렷이 관찰되고 

전형적인 상선의 반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SPIV 로 계측한 유동장을 피토관으로 계측한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재구성하여 Fig. 8과 Fig 9에 

각각 도시하였다. 

 
Fig. 7 Nominal wake of model ship measured by S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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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ominal wake of model ship measured by S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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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ominal wake of model ship measured by Pitot tube 



SPIV의 계측범위는 최대 가로 세로길이가 250mm이므로 

직경 250mm의 추진기 단면 이내의 영역만을 도시한 반면 

피토관은 추진기 직경의 1.1배까지 계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PIV와 5공 피토관으로 계측된 반류비는 각각 

0.573와 0.565으로 두 계측기간의 유동계측 차이가 약 

1.5% 정도이며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모형선 탑재형 PIV 시스템을 고안/구현 하였다. 본 

시스템은 수중 촬영부의 모형선 설치, 보정시험, 계측 위치 

세팅 등, 모든 시험준비가 예인전차의 가동과 별개로 트리밍 

탱크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것이, 예인전차 탑재형 PIV와 

다른 점인데, 예인전차 탑재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PIV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요하다. 한편, 

모형선과 PIV 촬영부가 일체형이므로, 모형선의 구속 없이 

자유도가 확보되고, 예인수조가 아닌 해양수조에서의 다양한 

유동계측 시험에서도 응용 가능하다 향후, PIV 시스템의 

실질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추진기 회전 중 추진기 전방 

임의 단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건을 대상으로 한 유동장 

계측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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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저항 절감형 선형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재훈, 박동민, 서민국, 김용환 (서울대학교), 이상현, 김성표, 김용수 (대우조선해양㈜)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Hull Forms on Added Resistance

Jaehoon Lee, Dong-Min Park, Min-Guk Seo, Yonghwa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ahng Hyon Lee, Sung Pyo Kim, Yong Soo Kim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부가저항 절감형 선형을 포함한 3가지 선형에 대하여 선수 규칙파 중 예인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선형으로 KVLCC2 선형을 변형한 ‘DSME Lengthened’ 선형과 부가저항 절감형 선형인 ‘DSME Leadge-bow’ 선형 및

‘DSME No-bulb’ 선형을 사용하였다. 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선형수조에서 수행하였으며, 선수동요, 종동요, 상하동요의

3자유도 조건 하에 이루어졌다. 세 가지 선형에 대하여 각각 선수 규칙파 조건에서 8가지 파장비, 2가지 파고 조건에

대하여 운동응답 및 저항값을 계측하였고, 파랑중 부가저항을 분석하였다. 선형별 모형시험 결과로부터 선형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절감 효과를 파악하고, 운동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파고별 비교시험 결과로부터 파고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였다. 

 

Keywords: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Greenship(그린쉽), EEDI(에너지효율 설계지수), Leadge-bow(Leadge-bow 선형), No-bulb(No-bulb 

선형)  

 

1. 서 론 

 

선박의 저항 성능을 추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정수 중 

저항을 구하고, 실선 적용 시 sea margin을 고려하여 소요 

마력 등을 추산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상운송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선박연비제조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발효되면서, 실제 운항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한 

선박의 성능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수 중 저항추진 성능 추정법에 더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에 대한 연구 및 논의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가저항 추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실험적 연구, 이론적 

연구, 수치적 연구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부가저항 분석뿐 아니라 선수선형 최적화, 

부가저항 저감용 부가물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실험적 연구의 경우, 이미 1970년대에도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다. Gerritsma & Beukelman (1972) 은 

다양한 파고에서의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파랑중 부가저항 

값을 파고의 제곱 값으로 무차원화할 수 있음을 보였고, 

모형선의 전후동요(surge) 운동의 자유도가 부가저항 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Strom-Tejsen, et 

al.(1973)은 구축함, 고속선, Series 60 선형 등에 대하여, 

그리고 Fujii & Takahashi (1975) 는 컨테이너선과 tanker에 

대하여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을 계측하였다. Nakamura & 

Naito (1977)는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예인시험과 자항 

시험을 포함한 부가저항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Wigley 

선형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Journee, 1992).  

최근에는 EEDI를 위시한 규제와 그린쉽 관련 이슈들이 

구체화되면서, 실제 선박에서 부가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형설계의 관점에서 부가저항 절감 선형 혹은 부가저항 

절감용 부가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Matsumoto, et 

al. (2000) 등은 Ax-bow와 Beak-bow 등 선수파 중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을 줄이기 위한 수정선형의 개념을 

제안하고,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해당 선형의 부가저항 

저감성능을 보인바 있다. Kuroda (2012) 등은 STEP(Splay 

TEaring Plate) 이라 불리는 부가저항 저감용 부착물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실험으로부터 추산하기도 하였다. 한편, 

Guo & Steen (2011), Sadat-Hosseini, et al. (2013), Hwang, 

et al. (2013), Lee, et al. (2013b) 등은 KVLCC2 선형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바탕으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중, Guo & Steen 

(2011)은 segmented model을 이용하여, 단파장에 집중한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선체에 걸리는 힘 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가저항 계측과 모형 주위의 파고를 계측하여 wave 

analysis를 이용한 부가저항의 추정을 함께 수행한 연구도 

있었다 (Kashiwagi, 2013).  

한편, 이러한 부가저항 모형시험에 대한 불확실성 해석은 

일부 논문에서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Guo & Steen, 

2011),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Park, et al. 

(2013)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부가저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우조선해양(DSME)의 3가지 선형에 

대하여 단파장에서 장파장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비 조건에 

대하여 부가저항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선의 축척비는 

1/100 이며, 서울대학교 선형수조에서 예인모형시험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선형에 대하여 2 가지 파고조건과 8 

가지 파장비 조건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모형시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선형별 부가저항의 절감 효과를 

파악하고 아울러 수치계산 기법의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2. 대상선형 

 

대상선형은 대우조선해양(DSME)의 3가지 선형으로, 

주요치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1에는 

선수부 수선면 (water plane) 형상과 수선면기준 4m 

(실선기준) 위쪽, 아래쪽의 형상을 각각 나타내었다. ‘DSME 

Lengthened (Original)’ 선형은 KVLCC2 선형을 바탕으로 폭, 

흘수 등의 제원은 유지하고 길이를 확장한 선형으로, 본 

연구에서의 모선(mother ship)에 해당되기에 이후 ‘DSME 

Origin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두 수정선형의 경우, 

선수부 형상을 변형하되, 세 선형 모두 유사한 횡단면적 

곡선 값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DSME Leadge-bow’ 선형은 

DSME Original 선형에서 구상선수(bulbous bow)는 

유지하되, 구상선수 앞단으로부터 수직상방으로 선형을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선수부 수선면 형상이 상대적으로 

날카로워졌다. ‘DSME No-bulb’ 선형의 경우, 구상선수가 

없는 형태의 선형으로, 선수부 수선면 형상은 DSME Original 

선형에 비하여 날렵해졌으나, DSME Leadge-bow 선형에 

비해서는 원만한 형상을 갖는다. 세 선형 모두 LOA는 

동일하되, DSME Leadge-bow, 및 DSME No-bulb 선형의 

경우 모선 대비하여 구상선부 윗부분이 채워진 형태를 

띄므로, Lpp가 해당 길이 (모선의 F.P.부터 구상선수 

전면부까지의 길이)만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수정선형은 모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수부 형상이 

날렵한 형상을 갖고 있다.  

실험용 모형선은 목선으로 제작되었으며, 수치계산 

결과와의 비교 목적으로 선수부에 greenwater 방지용 

물막이 수직벽을 설치하였다. 물막이의 경우 경량재질로 

제작하고, 모형선 중량분포 설정시에 해당 중량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Fig. 2에는 제작한 모형선의 

선수부 형상을 나타내었다. 타(rudder)는 장착하지 않았으며, 

프로펠러 축계까지 만을 고려하였다. 

 

 

 

 
Fig. 1 Water plane in bow section for 3 target hull forms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arget hull forms in full scale 

Model Units
DSME 

Lengthened

DSME 

Leadge-bow 

DSME 

No-bulb 

LOA m 336.5 336.5 336.5 

Lpp m 325 331 331 

Beam m 58 58 58 

Draft m 20.8 20.8 20.8 

Volume m
3

312970 312961 312947 

Cb  0.7982 0.7837 0.7837 



 
Fig. 2 Bow shapes of the test model: DSME Original, DSME 

Leadge-bow, DSME No-bulb (from top to bottom) 

 

3. 모형시험법 및 계측장비 

 

3.1 모형시험법 

 

부가저항 모형시험법으로는 ITTC와 기존 연구논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법들을 조사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기존 보유한 장비들을 고려하여, 예인전차 및 4자유도 

운동계측장비를 이용한 예인시험법을 적용하였다(Lee, et al., 

2013a). 본 모형시험법에서는 모형선이 상하동요 (surge), 

종동요 (pitch), 전후동요 (surge)의 3자유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축 로드셀을 이용하여 저항계측을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에서 계측한 정수중 저항값 및 파랑중 저항값을 

이용한 부가저항 분석법은 다음과 같다 (ITTC, 2011).  

 

AW T SW
R R R= −     (1) 

 

위 식에서, 
AW

R 는 파랑 중 부가저항값, 
T

R 는 파랑 중 

조건에서 계측된 전저항의 시간평균값을 의미하고, 
SW

R 는 

정수 중에서 계측된 저항값을 의미한다. 즉, 파랑중 

부가저항을 정수 중 저항값에 비하여 파랑 중 조건에서 

증가한 저항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정수 중 저항값을 10회 이상 계측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파랑 중 전저항 값의 경우 각 조건 

별로 동일한 주기에 해당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해진 부가저항 값들은 파고의 

제곱항이 포함된 값 2 2( / )gA B Lppρ 으로 무차원화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3.2 모형시험 시설 및 장비소개 

 

3.2.1 실험 수조 

 

예인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선형수조(SNUTT)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수조는 길이 110m, 폭 8m, 깊이 3.5m의 

concrete wall type 수조로 box girder type 예인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예인전차는 최대속도 5m/s, 가속도 

0.01~0.5m/s
2
, 최소 0.004m/s 이상의 정밀도를 지니고 

있어, 0.8m/s 구간에서 수행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한편, plunger type의 조파기로 파고 

0.02~0.5m 에 해당하는 파를 생성 가능하며, 파랑중 실험 

수행 시 대기시간을 감소시켜주도록 상하이동식 측면 

소파기와 반사파의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정면 소파기를 

구비하고 있다.  

 

3.2.2 계측장비 

 

Fig. 3은 실험에 사용된 계측 장비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계측에는 4자유도 운동계측장비를 이용하였다. 

4자유도 중에서 횡동요 운동은 고정하고,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를 계측하였다. 전후동요 자유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후동요 방향으로 용수철을 설치하였다. 

전후동요를 구속하는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로드셀에서 

계측되는 저항값의 진폭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예인전차로부터 유입되는 진동 노이즈 등의 영향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수중 

저항계측 및 파랑중 저항계측에서 모두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 계측을 수행하였다. 운동 변위의 계측은 

포텐셔미터 (potentiometer)를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저항 

계측에는 1분력 로드셀 (load cell)을 사용하였다. 로드셀의 

용량은 300N이고, 정밀도는 1/5000 F.S.(full scale)로 

상하동요 계측용 bar와 종동요 계측용 gimbal 사이에 

설치되었다.  

무차원화 된 부가저항 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실험적 

요소 중 파고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Park,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인전차와 

조파기측에 각각 파고계를 설치하여 실험 조건 별로 파고를 

계측하고 이를 부가저항값 분석시에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모형시험에 앞서 계측장비 및 

센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장비를 탈 부착할 

경우 캘리브레이션을 재 수행하여 계측의 정도 확보에 

주력하였다. 

 

 

Fig. 3 Diagram for force and motion measuring system 

 

4. 모형시험 결과 

 

4.1 모형시험 조건 

 

부가저항 모형시험은 모두 선수 규칙파 조건에서 

수행되었고, 모형시험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선형 별로 동일한 파랑 조건에서 모형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정수저항의 경우 최소 10회 이상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선속은 Froude number 로 0.1485에 해당하며, 2가지 파고 

(A/Lpp = 0.005, 0.0075), 8가지 파장비 (λ/Lpp = 0.3 ~ 

2.0) 조건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반복성 확인 

목적으로 일부 case에 대하여 반복시험이 이루어졌고, 

무차원화 부가저항이 최대로 나타나는 파장비 파악을 위해 

λ/Lpp = 1.0, 1.2 조건에 대해서도 실험이 이루어졌다. 

모형시험 조건 선정 시, 선형간 비교 목적으로 모선의 

Lpp를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2 Test conditions 

Speed(Fn) Hull Forms A/Lpp λ/Lpp Run #

0.1485 

DSME Original, 

DSME Leadge-bow, 

DSME No-bulb 

Calm water resistance 10+

0.005, 

0.0075 

0.3, 

0.5, 

0.7, 

0.9, 

1.1, 

1.4, 

1.6, 

2.0 

1+

 

4.2 결과 분석 

 

4.2.1 정수중 저항 분석 

 

정수 중 저항시험 수행결과, DSME Leadge-bow, DSME 

No-bulb 선형의 경우, DSME Original 선형에 비하여 약간의 

저항 감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파고별 비교 

 

두 가지 파고에 대하여 수행한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 

결과로부터 입사파고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았다. 

Fig. 4에는 세 선형 중 대표적으로 DSME Original 선형에 

대하여, A/Lpp = 0.005, 0.0075인 경우의 파장비에 따른 

무차원화 부가저항 값과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응답을 

나타내었다.  

파고가 높아질 때 DSME Original 선형은 일부 파장비에 

대하여 상하동요 운동응답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다른 두 

선형의 경우에는 파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동요 응답의 경우에는 세 선형 모두에 대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무차원화 부가저항의 경우, 세 선형 모두에 대하여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무차원화 부가저항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감소량은 선형 및 파장비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파고에 달라지더라도 

운동응답 특성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선형의 

비선형성으로부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각 선형의 

선수부 형상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4.2.3 선형별 비교 

 

Fig. 5는 세 선형에 대하여 선수부에서의 상대파고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정지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5(a)는 

단파장에 해당하는 λ/Lpp = 0.5, Fig. 5(b)는 모형선 길이와 

파장길이가 유사한 λ/Lpp = 1.1 조건이며, 파고는 A/Lpp = 

0.005이다. 위에서부터 DSME Original, DSME Leadge-bow, 

DSME No-bulb 선형에 해당한다. λ/Lpp = 1.1 조건에서, 

모선의 경우 선수부에서 파가 갑판(deck) 부분까지 타고 

올라옴을 볼 수 있고, 반사파가 많이 발생하여 선박의 

앞쪽으로 진행하는 반면, 두 수정선형들은 모선에 비하여 

날렵한 선수부 형상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성분의 반사파가 

비교적 적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부가저항 

분석결과에서 이러한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않았다.  



 
(a) Added resistance  

 
(b) Heave motion RAO  

 
(c) Pitch motion RAO  

Fig. 4 Comparison for added resistance and motion RAOs in 

different wave amplitude for DSME Original hull form 

 

파고 조건 A/Lpp = 0.005, 0.0075에 대하여, 세 선형의 

운동응답 및 무차원화 부가저항 값을 Fig. 6, 7에 각각 

나타내었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 응답의 경우, 세 선형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운동응답은 반복 시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가저항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선형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구를 진행하였던 KVLCC2 Ax-bow 선형의 

경우(Lee at al. 2013(a), 2013(b)), 원본 선형(KVLCC2)과 

비교하였을 때, 선수부 흘수 위쪽 형상만 변화하였고, 흘수 

부근의 수선면 형상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원본 

선형(KVLCC2)에 비하여 반사파 중 선박 진행방향 성분을 

감소시키고, 부가저항이 감소되는 현상을 비교적 용이하게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세가지 대상선형의 

경우에는 구상선수의 유무를 비롯하여 보다 많은 부분에서 

형상차이가 나게 되므로, 부가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a) λ/Lpp  = 0.5 

 
(b) λ/Lpp  = 1.1 

Fig. 5 Snapshots of the bow waves for 3 hull forms 

(A/Lpp=0.005) 



 

 
(a) Added resistance  

 
(b) Heave motion RAO  

 
(c) Pitch motion RAO  

Fig. 6 Comparison for added resistance and motion RAOs 

for 3 different hull forms in A/Lpp = 0.005 

 

 

 

 
(a) Added resistance  

 
(b) Heave motion RAO  

 
(c) Pitch motion RAO  

Fig. 7 Comparison for added resistance and motion RAOs 

for 3 different hull forms in A/Lpp = 0.0075 

 



5. 결 론 

 

DSME Original 선형 및 수정선형인 DSME Leadge-bow, 

DSME No-bulb 선형에 대한 부가저항 예인모형시험을 

서울대학교 선형수조에서 수행하였으며, 선수부의 형상 및 

파고변화가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정수중 저항의 경우, DSME Leadge-bow 및 No-bulb 

선형이 DSME Original 선형에 비해 감소 경향을 보였다.  

- 무차원화 부가저항의 경우, 세 선형 모두에서 입사파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제 

부가저항 성능 평가 시, 선형의 비선형성 등을 고려한 파 

조건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동일 입사파고에 대하여 세 선형의 운동응답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부가저항의 경우 일부 파장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뚜렷한 감소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 세 선형의 선수부 선형이 구상선수의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므로, 선형 변화가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세분화된 모형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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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후류 특성에 대한 실험 및 수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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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wake characteristics of CRP(Contra-Rotating Propeller) were studied using flow measure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The flow measurement was performed with SPIV(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system and the numerical simulation 

was carried out with FLUENT based on a URANS(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solver. The simulation

results were validat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measured around the leading edge of rud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peller operation under the conditions without propeller, with forward propeller alone, and with both 

forward and after propellers. The evolution of CRP wake was analyzed through velocity and vorticity contours in three 

cross-sectional views as well as longitudinal view. The trajectories of propeller tip vortex core in the cases with and without after 

propeller were also compared and larger wake contraction was appeared in CRP. 

 

 

Keywords : Contra-rotating propeller(상반회전 프로펠러), Propeller wake (프로펠러 후류), SPIV(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RANS(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 

 

 

1. 서 론 
 

원유가의 상승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선박의 에너지효율설계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강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운선사 

및 조선소의 연료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장치 설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료절감을 위한 

기술로는 마찰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기윤활(air 

lubrication)법이나 선미에 부가물 형태로 설치되는 

SSD(Super Stream Duct), SDS(Semi-Duct System), SAVER 

Fin(SAmsung Vibration and Energy Reduction Fin) 또는 

복합추진장치인 상반회전 프로펠러(Contra-Rotating 

Propeller, CRP) 등이 있다. 상반회전 프로펠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프로펠러를 동일한 축상에 

배치한 복합추진장치로서, 전방프로펠러에서 손실되는 회전 

에너지를 후방프로펠러가 회수하는 연료절감장치이다. 본 

연구는 상반회전 프로펠러에 대한 것이다. 

프로펠러의 후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피토관(pitot 

tube)이나 LDV(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이용한 실험적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를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는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를 이용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Tukker et 

al.(2000)은 2D-PIV를 이용하여 예인수조에서의 프로펠러 

후류 계측 가능성을 보였으며, Felli et al.(2000)은 Series 

60의 모형선 후류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 주위 유동을 

자유수면이 있는 공동수조에서 SPIV(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를 이용하여 계측하고 프로펠러 후류의 

변화 과정을 속도와 와류(vortex)로 설명하였다. Paik et 

al.(2005)은 2D-PIV를 이용하여 공동수조에서 프로펠러 

단독상태에서 날개끝 와류(tip vortex) 및 후연 와류(trail 

vortex)의 유동 특성을 관찰하였고, Paik et al.(2007)은 

2D-PIV에 나타나는 계측되는 면과 수직되는 유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원근 오차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SPIV 

결과와 비교하였다. Anschau & Mach(2007)는 예인수조와 

공동수조에서 SPIV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회전축의 횡단면과 

종단면에서의 프로펠러 후류를 계측하였다. 그리고 Hwang 

et al.(2012)은 KVLCC2 모형선을 대상으로 프로펠러의 

위상각(phase angle) 변화에 대한 프로펠러 후류의 유동장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관찰하였다. 

모형시험을 통한 유동계측은 실제 유체현상을 관측한다는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특히 

예인수조와 같은 대형실험 설비에서의 유동장 계측 실험은 

시간과 비용(cost)이 많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수치해석은 모형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며, 한번의 계산으로 유동장 전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실험 자료를 통한 

수치해석 도구의 확인(verification)과 검증(validation)이 

필요하다. 수치해석을 통한 프로펠러 후류에 대한 연구로는 

최근에 수행된 Di Felice et al.(2009)과 Wang & 

Walters(2012)의 연구 등이 있다. Di Felice et al.(2009)은 

잠수함 프로펠러 대상으로 OpenFOAM을 이용한 LES(Large 

Eddy Simulation)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후류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Wang & Walters(2012)은 transition- 

sensitive model과 k-ω SST model을 이용하여 turbulence 

modeling에 따른 프로펠러 후류 특성을 비교하였다. 

반면에 상반회전 프로펠러에 관해서는 1980년대부터 

추진 성능을 추정하기 위한 수치해석과 관련된 연구들 

(Tsakonas et al. 1983, Hoshino 1994, Paik et al. 2000)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후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적 또는 수치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에 Paik et al.(2013)은 URANS 

(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을 

이용하여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날개수 조합에 따른 

축기진력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전후방 프로펠러의 사이 및 

후류에서의 반류 특징을 관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IV와 URANS를 이용한 CFD를 

이용하여 러더를 부착하지 않은 모형선에 대해 프로펠러가 

없는 경우, 전방 프로펠러만 작동하는 경우 및 상반회전 

프로펠러가 작동하는 경우에 대해 프로펠러 후류의 특성을 

관찰하고 전후방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에 의한 후류의 발달 

과정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프로펠러 설계자의 상반회전 

프로펠러 후류 특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모형시험 Setup 및 해석법 
 

유동장 계측 시험은 KRISO(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의 예인수조에서 SPIV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예인수조용 SPIV장치의 자세한 

제원은 Hwang et al.(2012)에 설명되어 있으며, 본 시험에 

사용된 수중 SPIV 계측시스템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모형선과 모형프로펠러는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에서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제원은 Table 1와 2에 

요약하였다. 전후방 프로펠러의 날개수는 각각 4개로 

동일하며, 후방 프로펠러의 직경은 전방 프로펠러의 약 

89%이다. 모형선은 설계속도인 1.349 m/s로 예인 되었으며, 

트림과 침하를 막기 위해 등흘수 상태에서 예인전차에 

고정되었다. 전방과 후방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회전수는 7.47 rps로 동일하였다. 모형시험 

수행시간 동안 수온은 12.5 °C로 일정하였다. Fig. 2에는 

선체 표면에서의 레이저 광 반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무광 

검정색으로 선미부를 도색한 모습을 보여준다. Fig. 2에는 

프로펠러, 링, 캡이 무광 검정색으로 도색 되어있지 않지만, 

SPIV 시험 수행 시에는 이를 적용하였다. 

계측된 이미지는 상용소프트웨어인 La Vision의 DAVIS 

8을 이용해 해석되었다. 이미지의 contrast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4x4 pixels의 local min-max filter(Adrian & 

Westerweel, 2011)가 사용되었다. 속도장 해석에는 

adaptive PIV calculation method(Wieneke & Pfeiffer, 

2010)가 적용되었다. 최종 관측창의 크기는 48x48 

pixels이고 50%의 중복을 사용하였다. 각 카메라 별로 

계산된 2차원 속도장은 Wieneke(2005)가 제안한 방법을 

통해 3차원 속도장으로 변환되었다. 유동장의 통계적인 

해석을 위해 500개의 순간 속도장 계측 결과가 사용되었다. 

 

 
Fig. 1 Underwater SPIV probe 

 

Table 1 Main particulars of model ship 

LBP (m) 6.692 

Breadth (m) 0.985 

Draught (m) 0.373 

Towing speed (m/s) 1.349 

 

Table 2 Main particulars of model CRP 

 Fwd. propeller Aft. propeller 

Diameter (mm) 220.0 195.6 

No. of blades 4 4 

P/D @ 0.7r/R 0.739 0.882 

C/D @ 0.7r/R 0.210 0.204 

Rotation direction LH RH 

Rotation speed (rps) 7.47 7.47 

 



 
Fig. 2 Stern of model ship with CRP 

 

본 연구에서 전후방 프로펠러 각각이 프로펠러 후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은 3가지의 

조합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SPIV 계측의 용이성을 위해 

모든 경우에서 러더는 설치하지 않았다. 유동계측은 선미 

수선(After Perpendicular, A.P.)으로부터 선수 방향으로 

66.1mm 떨어진 C 지점에서 수행되었으며, CFD 계산은 

C지점 뿐만 아니라 선미 수선으로 각각 103.0mm, 

146.5mm 떨어진 A지점과 B지점에 대해서도 해석되었다. 

 

Table 3 Configuration of model ship for test cases 

 Rudder Fwd. propeller Aft. propeller 

Case A X X X 

Case B X O X 

Case C X O O 

 

 
Fig. 3 Wake observation positions (Position A, B and C) 

 

3.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FLUENT Ver.14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수치해석 기법은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본 수치해석 기법은 Kim, et al. (2011)에 의해 격자계 

및 난류모델에 대해 검토되었으며, 단독성능 해석, 저항 및 

자항 해석을 여러 선종에 적용하여 모형시험과 잘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Paik et al.(2013)에 의해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유동해석을 위한 연구에 적용되어 검증된 바 있다. 

 

Table 4 Numerical methods of present research 

Governing equation URANS 

Turbulence model RSM 

P-V coupling SIMPLEC 

Pressure solver Standard 

Momentum solver 2
nd
 order upwind 

 

선체 후류에서 작동하는 상반회전 프로펠러 후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선체를 포함한 격자계를 

구성하였다. 전후방 프로펠러는 각각의 회전을 모사하기 

위해 Fig. 5에 보인 바와 같이 이동격자(sliding grid)를 

적용하였다. 프로펠러를 감싸고 있는 영역은 피라미드와 

사각뿔로 구성된 비정렬격자(unstructured grid)이고, 그 외 

회전하지 않는 부분들은 정렬격자(structured grid)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펠러 후류 유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다중 블록(multi-block)으로 구성하여 프로펠러 후류 

부분의 격자수를 증가시켰다. Case A, B, C를 위한 격자수는 

각각 1.8M, 2.4M, 3.0M이며, 각 블록의 격자수는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 

 

 
Fig. 4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Fig. 5 Grid structure of sliding blocks for forward and after 

propellers 

 



 
Fig. 6 Multi-block structure for propeller and wake blocks 

 

Table 5 Number of grids for simulation cases 

 Case A Case B Case C 

Block I 49K 592K 592K 

Block II 49K 49K 618K 

Others 1,793K 

Total 1,891K 2,434K 3,003K 

 

상반회전 프로펠러는 Inukai(2011)가 제안한 것과 같이 

전방 프로펠러의 레이크(rake)는 후방을 향하도록 하고 

반대로 후방 프로펠러의 레이크는 전방을 향하도록 하여 

프로펠러의 효율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방 

프로펠러는 날개 중 하나가 0시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후방 프로펠러의 날개는 전방 프로펠러와 45° 교차해서 

위치하도록 하였다. 전후방 프로펠러의 날개 위치와 번호는 

Fig. 7과 같다. 프로펠러의 겉보기 전진계수(apparent 

advance coefficient, J)는 전후방 프로펠러 각각 0.821과 

0.923이다. 수치해석의 시간 간격은 1.5°의 프로펠러 

회전각에 대응하는 0.0005578 sec으로 설정하였다. 

 

 
Fig. 7 Position of forward and after propellers and definition 

of blade number 

 

4. 결과 분석 및 토의 
 

SPIV를 통해 Position C에서 계측된 Case A, B, C에 대한 

시간평균 유속 분포 및 와도 분포를 CFD를 통한 결과와 Fig. 

8과 9에 각각 비교하였다. 그림에 보인 검정 점선의 원은 

전방 프로펠러 반경을 의미한다.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SPIV와 CFD가 유사한 속도 분포와 와도 분포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로펠러가 없는 Case A의 경우, 선체의 빌지에서 발생한 

2쌍의 와류(port/starboard bilge vortex, PBV/SBV)가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하부에 위치한 PBV와 SBV는 선미 

스케그(skeg)를 따라 발달한 와류이다. 와류 중심에서의 

축방향 유속은 모형시험이 CFD보다 미소하게 느리고, 

반면에 와류의 크기는 오히려 CFD에서 다소 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방 프로펠러만 작동하는 Case B의 경우, 축방향 

유속은 선체 반류의 회전 성분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영향으로 인해 좌현이 더 많이 가속됨을 알 수 

있다. 회전방향 속도 벡터는 전방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 

우현에서는 커지고 좌현에서는 반대로 작아지게 되어 

좌우현의 회전류가 만나는 지점이 11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와도의 분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펠러 외부의 선체 점성반류에 

의한 회전 유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프로펠러 내부의 

유동이 서로 교차하는 프로펠러 상부에서 강한 음의 

와류(propeller shear vortex, PSV)가 관찰되었으며, Case 

A에서 보인 PBV와 SBV가 프로펠러 후류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CFD에서는 PBV와 SBV가 만나는 

경계가 모형시험보다 좌현으로 치우쳐 있으며, 프로펠러 

상부에서 발생했던 PSV는 11시 방향에서 나타났다. 

프로펠러 상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방 프로펠러 반경의 

약 84%에서 전방 프로펠러 날개끝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한 

음의 와도가 관찰되었다. 프로펠러 중심부에 있는 강한 양의 

와도는 프로펠러 날개뿌리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한 것으로 

우현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다. 

전후방 프로펠러가 작동하는 Case C의 경우, Case B와 

비교하여 선체 및 전방 프로펠러에 의해 생긴 불균일한 

축방향 속도 분포가 거의 사라지고 동심원 모양의 속도 

분포가 나타났으며, 비대칭적인 회전방향 속도 벡터도 거의 

사라짐으로써 와도 분포에서 보인 바와 같이 PBV와 SBV가 

만나는 경계 및 PSV가 우현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후방 프로펠러가 전방 프로펠러의 회전에너지를 

회복시킨다는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후방 프로펠러 날개끝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한 

와도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그 위치는 후방 프로펠러 

θ 

45 °



 

 

 
(a) Case A (b) Case B (c) Case C 

 Fig. 8 Time-averaged velocity at Position C using PIV(top) and CFD(bottom)  

 

 

 
(a) Case A (b) Case B (c) Case C 

 Fig. 9 Time-averaged axial voriticy at Position C using PIV(top) and CFD(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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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B at Position A (b) Case C at Position A (c) Case C at Position B 

 Fig. 10 Instantaneous velocity contours for Case B and Case C using CFD (top: θ = 0°, middle: θ = 30°, bottom: θ = 60°) 

 

반경의 약 88%이고 전방 프로펠러의 반경의 약 78%다. 

프로펠러 중심부엔 후방 프로펠러 날개뿌리에서 발생한 

음의 와도가 전방 프로펠러 날개뿌리에서 발생한 양의 

와도와 혼합되어 있으며, 그 중심은 프로펠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CFD를 통해 전방 프로펠러 날개(F_B1) 기준으로 

위상각(phase angle, θ) 0°, 30° 그리고 60° 에서 관찰된 

Case B의 Position A와 Case C의 Position A, B에서의 순간 

유속 분포 및 와도 분포를 Fig. 10과 11에 비교하였다. 

Case B의 축방향 속도 분포는 프로펠러 날개 위상각의 

변화에 무관하게 Fig. 8의 시간평균 축방향 속도 분포와 

유사한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회전방향 속도 벡터도 

프로펠러 위상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Case 

C의 경우, Position A에서 관찰된 축방향 속도 분포는 

프로펠러의 위상각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하는 전후방 프로펠 

러의 상호작용에 의한 십(十)자 모양의 반류 형상을 보이고 

있고, 회전반향 속도 벡터에서도 전후방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Position 

B에서는 축방향 속도 분포 및 회전방향 속도 벡터 모두 

Case B와 마찬가지로 프로펠러 위상각 변화에 따른 

특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Fig. 11의 와도 분포를 통해 위상각에 따른 영향을 후류의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Case B의 경우, 

위상각 0° 에서 프로펠러 상부에 음의 와도로 구성된 전방 

프로펠러 날개 F_B1과 F_B4의 날개끝 와류(tip vortex)인 

F_B1_TV와 F_B4_TV가 있다. 날개끝 와류들은 프로펠러 

피치(pitch)의 영향으로 프로펠러 날개의 위상각 보다 약 45°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날개끝 와류들은 F_B4의 날개표면 

압력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후연 와류(bound vortex)인 

F_B4_BV와 F_B1의 날개뿌리에서 발생하는 와류(root 

vortex)인 F_B1_RV와 함께 위상각의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회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프로펠러 상부에 있는 

PSV와 좌우 중심에 위치한 PBV와 SBV는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Case C의 Position A는 Case B와 거의 유사한 와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Position B에서는 전방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한 날개끝 와류는 거의 사라지고 후방 

프로펠러의 의해 발생한 양의 와도를 가진 날개끝 와류들 

(A_B1_TV, A_B4_TV)과 후연 와류(A_B1_BV)만 관찰되고 

있다. 

후방 프로펠러의 후연 와류는 전방 프로펠러의 후연 와류 

보다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_B1_TV는 프로펠러 

상단을 지나갈 때 PSV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와류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고, 위치도 후연 와류보다 좀 더 뒤로 이동하게 

된다. 후방 프로펠러 날개뿌리에서 발생하는 음의 와류 

 

 

 
(a) Case B at Position A (b) Case C at Position A (c) Case C at Position B 

 Fig. 11 Instantaneous axial vorticity contours for Case B and Case C using CFD (top: θ = 0°, middle: θ = 30°, bottom: θ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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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B1_RV)는 전방 프로펠러에서 발생한 양의 와류 

(F_B4_RV)와 짝을 이루고 있다. 

프로펠러 후류의 발달 과정을 Case B와 Case C를 통해 

비교하기 위해 프로펠러 중심을 지나는 종단면에서의 

축방향 와도 분포를 위상각 0°, 30°, 60° 에 대해 Fig. 12에 

나타내었다. Case B를 통해 날개끝 와류들이 프로펠러의 

회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프로펠러 날개로부터 후연 와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후연 와류는 초생단계에서는 위상각 30°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직이지만 프로펠러 후류가 하류에 나아감에 

따라 후연 와류와 날개끝 와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하여 

후연 와류는 점차 기울기를 갖게 되고, 수축되면서 점성 

소산으로 인해 와도의 세기와 크기는 점차 작아진다. 특히 

프로펠러 후류의 축방향 속도가 빠른 하부에서 후연 와류의 

변형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프로펠러 후류의 수축도 상대 

적으로 크다. 

  

  

  
 Fig. 12 Instantaneous axial voriticy contours for Case B(left) and Case C(right) using CFD 

(top: θ = 0°, middle: θ = 30°, bottom: θ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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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회전 프로펠러에서는 날개끝 와류의 발달이 전후방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욱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 

다. 전방 프로펠러에서 발생한 날개끝 와류(F_B4_TV)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후방 프로펠러의 날개끝 와류 

(A_B1_TV)를 만나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고, 와도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외부에 위치한 후방 프로펠러 날개끝 

와류와 쌍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전후방 프로펠러의 날개끝 

와류의 상호작용은 PSV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고, 

이로 인해 상반회전 프로펠러 상부 후류의 수축이 증가하게 

된다. 

프로펠러 위상각이 30° 일 때의 Case B와 Case C에 

대해 프로펠러 중심을 지나는 종단면에서의 횡방향 와도 

분포를 Fig. 13에 비교하였다. Fig. 1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Case B의 날개끝 와류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반면, Case C는 전방 프로펠러의 날개끝 와류인 

F_B4_TV가 후방 프로펠러 날개끝 와류와 만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후방 프로펠러의 날개끝 와류의 수축은 

증가하게 된다. 횡방향 와도 분포에서 날개끝 와류들의 중심 

궤적을 추적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을 각각 전방 프로펠러의 

기준선(propeller reference line, xfwd)에서 하류로의 거리와 

프로펠러 중심 높이(shaft center height, SCH)에서 

연직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를 프로펠러 반경으로 무차원하여 

Fig. 14에 도시하였다. 

Case B의 경우, 상부와 하부의 날개끝 와류의 궤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부에서의 

프로펠러 후류가 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후연 와류를 빠르게 하류로 이송시키면서 날개끝 와류를 

수축시키고, 상부의 경우 프로펠러 날개끝 와류 상부에 

위치한 저속이면서 회전방향이 같은 PSV에 의해 날개끝 

와류가 수축되다가 다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Case 

C에서는 프로펠러 상부에서 날개끝 와류와 PSV의 

회전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PSV에 의해 날개끝 

와류가 수축하게 되고, 하부에서도 전방 프로펠러 날개끝 

와류와 후방 프로펠러 날개끝 와류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날개끝 와류 중심의 궤적이 수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반회전 프로펠러 날개끝 와류의 궤적은 선체 반류 

상에서도 상하가 거의 대칭을 이루게 되며, 전방 프로펠러만 

있는 일반 선박의 프로펠러보다 날개끝 와류의 수축이 

증가하게 되어 전방 프로펠러 반경의 약 70%가 됨을 알 수 

있다. 

 

 
Fig. 14 Trajectories of tip vortex core at θ = 30° for Case B 

and Case C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반회전 프로펠러 후류 특성에 대해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모형시험은 

SPIV를 사용하였으며, 수치해석은 URANS를 적용하였다. 

러더를 부착하지 않은 모형선에 대해 프로펠러가 없는 경우, 

전방 프로펠러만 작동하는 경우 및 상반회전 프로펠러가 

작동하는 경우에 대해 프로펠러 후류의 특정 횡단면에서 

SPIV로 계측된 시간평균 속도 분포와 와류 분포를 CFD 결 

과와 비교함으로써, 상반회전 프로펠러 후류의 유동 특성의 

파악뿐만 아니라 수치해석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SPIV와 

  
Fig. 13 Instantaneous transversal voriticy contours at θ = 30° for Case B(left) and Case C(right) using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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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전방 프로펠러의 

하중은 좌현이 우현보다 크지만 후방 프로펠러는 전방 

프로펠러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함으로써 전방 프로펠러에서 

손실된 회전에너지를 회복하고 하중도 균일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와도 분포를 통해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후류에서도 선체의 빌지에서 발생한 와류(bilge vortex)가 

그대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프로펠러 위상각의 변화에 따른 횡방향 및 종방향의 

유동은 CFD를 통해 관찰하였다. 전후방 프로펠러 

사이에서는 전후방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에 의한 십(十)자 

모양의 반류가 나타났으며, 후방 프로펠러의 후류에서는 

전방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한 날개끝 와류는 거의 사라지고 

후방 프로펠러의 의해 발생한 날개끝 와류들과 후연 와류만 

관찰되었다. 프로펠러 중심을 지나는 종단면에서의 축방향 

와도 분포를 통해, 상반회전 프로펠러에서는 전방 

프로펠러에서 발생한 날개끝 와류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후방 프로펠러의 날개끝 와류에 의해 분리되고, 

후방 프로펠러 날개끝 와류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와류의 세기가 더욱 강해지고 후류의 수축은 증가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반회전 프로펠러 날개끝 와류의 궤적은 

선체 반류 상에서도 상하가 거의 대칭을 이루게 되며, 전방 

프로펠러만 있는 일반 선박의 프로펠러보다 날개끝 와류의 

수축이 증가하게 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회전 프로펠러 후류의 

수축률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펠러 후류의 

수축률과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이론(potential theory)를 기저로 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설계할 경우 정밀한 성능 추정을 위해 

후류 정렬(wake alignment)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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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Open Water Characteristics of Tip Rake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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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화석 에너지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하여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에서는 2013

년 부터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new ships)를 감소시키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선형 및 추진 장치의

개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1차 연구로써, 고성능 추진기의 일종인 

팁레이크 프로펠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팁레이크 적용에 따른 단독성능 비교 연구를 위하여 설계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KP505를 기준프로펠러로 선정하였으며, 레이크를 설계변수로 두고 포텐셜기반 설계 프로그램인 KPA4를 이용하여 레이크의 크

기와 적용 방향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정된 프로펠러에 대하여 범용프로그램인 Star CCM+를 이용한 

CFD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프로펠러 단독과 날개 끝에서의 국부유동을 비교하였다. 또한, 예인수조에서 단독성능 시험을 수행함으

로써, 그 성능을 비교 검증 하였다. 차후, CFD 또는 모형시험을 통하여 자항성능 및 캐비테이션 성능을 비교할 예정이다.

Keywords : Tip Rake(팁레이크), Propeller(프로펠러), Propeller Open Water test(POW, 프로펠러단독성능 시험), 카펠(KAPPEL) 

1. 서 론

최근 화석에너지의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에서는 2013년부터 신조되는 선박에 대하

여, 건조, 항해 및 관리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표를 제

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조 시 적용하

는 에너지효율지수인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new ships) 는 1톤의 화물을 1해상마일 동안 운송하는 데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며, 2013년 1월 10%저감을 시

작으로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30%를 저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EDI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형 및 추진 장

치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추진시스템의 성

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Fig. 1과 

같은 복합 추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Fig. 1 Composite propulsion system

복합 추진시스템은 크게 Pre Device, Main Device, Post 

Device로 나누어진다. Pre Device에는 전류고정날개, Mewis 

duct, Schneekluth duct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Main Device로는 고성능 특수프로펠러, 상반회전프로펠러

(Contra-Rotating Propeller), 덕트 프로펠러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ost Device로는 Twisted Rudder, 

Propeller-Rudder, Rudder Bulb & Fin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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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energy saving devices

추진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들의 각 각의 성능을 연구하여 최

종적으로는 고효율/친환경 복합추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특수프로펠러에 대한 

성능연구를 포텐셜 해석 및 전산수치해석,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추진기의 설계 변수와 성능과의 관계를 규명해보았다. 

2. 포텐셜 기반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팁레이크 프로펠러 설계

2.1 기준 프로펠러 선정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선용으로 개발되어진 KP505를 기준프

로펠러로 선정하였으며, 이 프로펠러는 KCS(Kriso Container 

Ship)과 함께 지오메트리와 그 성능이 공개되어 있어 학술 및 비

교 목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 프로펠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Prop: KP505 for KCS 

- Number of Blade: 5

- Section Profile: NACA66, a=0.8 mean line Camber

- Scale ratio: 31.6

- Propeller Diameter: 7.9 m (model: 250 mm)

- Hub Ratio: 0.180

또한, KP505의 주요 치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KP505

r/R P/D Rake Skew(°) C/D fo/C to/D

0.18 0.8347 0.0000 -4.7200 0.2313 0.0284 0.0459

0.25 0.8912 0.0000 -6.9800 0.2618 0.0296 0.0407

0.30 0.9269 0.0000 -7.8200 0.2809 0.0295 0.0371

0.40 0.9783 0.0000 -7.7400 0.3138 0.0268 0.0305

0.50 1.0079 0.0000 -5.5600 0.3403 0.0220 0.0246

0.60 1.0130 0.0000 -1.5000 0.3573 0.0173 0.0195

0.70 0.9967 0.0000 4.1100 0.3590 0.0140 0.0149

0.80 0.9566 0.0000 10.4800 0.3376 0.0120 0.0107

0.90 0.9006 0.0000 17.1700 0.2797 0.0104 0.0069

0.95 0.8683 0.0000 20.6300 0.2225 0.0101 0.0053

1.00 0.8331 0.0000 24.1800 0.0001 8.7000 0.0037

2.2 레이크 변경

본 연구에서는 팁 레이크를 구현하기 위하여 레이크가 적용되

는 반경과 레이크의 최대 크기를 변수로 두어 아래와 같은 변경 

경우를 두었다.

- 레이크 변경 경우 : Total 60Case

- 레이크 변경 시작점(STP) : 0.4R~0.6R (3case)

- 레이크 최대 크기(xG/D) : 0.01~0.10 (10case) 

- 레이크 Type : Forward, Backward (2case)

- 레이크 분포 곡선 : Sine Curve

팁 레이크가 적용된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레이크 적용 시

작점은 0.4R~0.6R로 선정하였다. 0.4R이전에 적용될 경우, 적

용 후, 형상이 팁레이크 타입의 형상 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목하

거나 볼록한 형상이 되어 날개 끝 3차원 효과를 줄이기 위한 형

상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0.7R 이후로 적용될 경우, 팁

에서 과도한 형상 변화로 이후 3차원 형상 모델링 및 제작에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레이크의 최대 크기의 

경우, 직경의 10%가 초과될 경우, 프로펠러의 형상이 과도한 곡

률을 가지는 형상을 띄게되어 형상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최대 크기를 직경의 1%~10%로 선정하였다.

Fig. 3 Comparison of  shape for rake propellers



2.2.1 Forward Type

2.2.1.1 STP=0.4R

Fig. 4 Distribution of rake ; Forward type, STP = 0.4R

2.2.1.2 STP=0.5R

Fig. 5 Distribution of rake ; Forward type, STP = 0.5R

2.2.1.3 STP=0.6R

Fig. 6 Distribution of rake ; Forward type, STP = 0.6R

2.2.2 Backward Type

2.2.2.1 STP=0.4R

Fig. 7 Distribution of rake ; Backward type, STP = 0.4R

2.2.2.2 STP=0.5R

Fig. 8 Distribution of rake ; Backward type, STP = 0.5R

2.2.2.3 STP=0.6R

Fig. 9 Distribution of rake ; Forward type, STP = 0.6R

2.3 포텐셜 기반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포텐셜 기반 프로펠러 해석 프로그램인 KPA4

를 이용하여 추진기의 단독성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해석에 사

용된 KPA4는 VLM(Vortex Lattice Method)기저의 프로펠러 설계 

프로그램으로서, 프로펠러에 대하여 정상유동(Steady flow)과 선

체의 반류를 고려한 준 정상유동(Quasi-Steady flow)에 대한 해

석이 가능하다. 실제 균일하지 않은 선미에서의 프로펠러 유동 

해석은 비정상유동(Unsteady flow)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

나, 정상 유동(Steady flow)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할지라도, 프

로펠러의 전체적인 힘과 단면에서의 부하 분포 등에 대한 계산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정상유동으로 해석하여도 충분

히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해석 결과에 대하

여 효율 비교시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기 위하여 추진기에 동

일한 추력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효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동일

한 하중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수행되어진 

KCS선의 자항시험 결과를 이용하였다.

Table 2 Comparison criteria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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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O
xG/D

MAX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STP

0.4R

Backward 1.573% 1.890% 2.554% 2.962% 2.558% 2.454% 1.543% 0.723% 0.108% -0.121%

Forward 2.143% 2.153% 1.712% 1.675% 0.327% -0.126% -0.737% -0.529% -1.783% -1.526%

ETAO
xG/D

MAX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STP

0.5R

Backward 1.799% 2.258% 3.350% 2.428% 2.400% 1.127% 1.642% 0.742% -0.517% -0.710%

Forward 1.688% 1.462% 1.070% 0.101% -0.404% -0.961% -1.439% -1.344% -1.332% -2.251%

ETAO
xG/D

MAX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STP

0.6R

Backward 0.862% 2.195% 2.308% 1.907% 2.021% 0.751% 0.646% 0.006% -0.562% -3.426%

Forward 1.661% 1.753% 1.104% 1.195% 0.686% 0.013% 0.400% -0.041% -0.827% -1.072%

2.3.1 동일한 
 효율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fficiency at same 
 

ETAO
xG/D

MAX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STP

0.4R

Backward 0.6234 0.6254 0.6294 0.6319 0.6295 0.6288 0.6232 0.6182 0.6144 0.6130

Forward 0.6269 0.6270 0.6243 0.6240 0.6158 0.6130 0.6092 0.6105 0.6028 0.6044

ETAO
xG/D

MAX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STP

0.5R

Backward 0.6248 0.6276 0.6343 0.6287 0.6285 0.6207 0.6238 0.6183 0.6106 0.6094

Forward 0.6241 0.6227 0.6203 0.6144 0.6113 0.6079 0.6049 0.6055 0.6056 0.5999

ETAO
xG/D

MAX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STP

0.6R

Backward 0.6190 0.6272 0.6279 0.6255 0.6262 0.6184 0.6177 0.6138 0.6103 0.5927

Forward 0.6239 0.6245 0.6205 0.6211 0.6180 0.6138 0.6162 0.6135 0.6087 0.6072

Table 4 Comparison of efficiency : percentage

Fig. 10 Comparison of efficiency : Forward Type Fig. 11 Comparison of efficiency : Backward Type



2.4 우수 케이스 선정 및 최종 형상 결정

본 연구에서는 포텐셜 기반 성능 해석 프로그램인 KPA4를 이

용하여 설계되어진 프로펠러의 단독 성능을 해석하였으며, 성능 

비교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추력에서 그 효율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가지 형태 (Forward Type, 

Backward Type) 각각에서 선정된 효율이 우수한 프로펠러는 다

음과 같다.

- Forward Type : STP=0.4R, xG/D=0.02, +2.153%

- Backward Type : STP=0.5R, xG/D=0.03, +3.350%

2.4.1 레이크 수정

선정된 우수 케이스의 레이크 분포는 사인 커브를 기반으로, 

레이크 적용 시작점과 최대 크기를 변화시켜가면 해석한 결과에

서 도출된 형상이다. 이 경우,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과 그전 반

경의 레이크 크기의 불연속을 야기하여 3차원 형상 구현 시 매끄

럽지 않은 형상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크

의 최대 크기 및 기본 분포는 유지하면서 레이크가 적용되는 지

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레이크 분포를 수정하였다. 

Fig. 12 Comparison of rake distribution

2.4.2 최종 결정 형상

최종 결정된 형상은 다음과 같다.

- Prop: Forward Type, Backward Type

- Number of Blade: 5

- Section Profile: NACA66, a=0.8 mean line Camber

- Propeller Diameter: 7.9 m

- Hub Ratio: 0.180

Table 5 Principal dimensions of Forward Propeller

r/R P/D Rake Skew(°) C/D fo/C to/D

0.18 0.8347 0.0000 -4.7200 0.2313 0.0284 0.0459

0.25 0.8912 0.0000 -6.9800 0.2618 0.0296 0.0407

0.30 0.9269 0.0004 -7.8200 0.2809 0.0295 0.0371

0.40 0.9783 0.0031 -7.7400 0.3138 0.0268 0.0305

0.50 1.0079 0.0101 -5.5600 0.3403 0.0220 0.0246

0.60 1.0130 0.0174 -1.5000 0.3573 0.0173 0.0195

0.70 0.9967 0.0200 4.1100 0.3590 0.0140 0.0149

0.80 0.9566 0.0180 10.4800 0.3376 0.0120 0.0107

0.90 0.9006 0.0119 17.1700 0.2797 0.0104 0.0069

0.95 0.8683 0.0070 20.6300 0.2225 0.0101 0.0053

1.00 0.8331 0.0000 24.1800 0.0001 8.7000 0.0037

Table 6 Principal dimensions of Backward Propeller

r/R P/D Rake Skew(°) C/D fo/C to/D

0.18 0.8347 0.0000 -4.7200 0.2313 0.0284 0.0459

0.25 0.8912 0.0000 -6.9800 0.2618 0.0296 0.0407

0.30 0.9269 0.0000 -7.8200 0.2809 0.0295 0.0371

0.40 0.9783 -0.0017 -7.7400 0.3138 0.0268 0.0305

0.50 1.0079 -0.0082 -5.5600 0.3403 0.0220 0.0246

0.60 1.0130 -0.0206 -1.5000 0.3573 0.0173 0.0195

0.70 0.9967 -0.0285 4.1100 0.3590 0.0140 0.0149

0.80 0.9566 -0.0285 10.4800 0.3376 0.0120 0.0107

0.90 0.9006 -0.0189 17.1700 0.2797 0.0104 0.0069

0.95 0.8683 -0.0113 20.6300 0.2225 0.0101 0.0053

1.00 0.8331 0.0000 24.1800 0.0001 8.7000 0.0037

3. CFD 기반 프로펠러 단독성능 해석

3.1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된 포텐셜 해석에서 결정되어진 형상

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 해석 대상 : KP505, PP033(Forward), PP034(Backward)

- 모델 직경 : 250mm (=31.6)

- 3D 모델링 : Rhino 3D

Fig. 13 Comparison of  shape for propellers



3.2 해석 조건

3.2.1 지배방정식

3차원 비정상상태 비압축성 점성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고, 지

배방정식은 연속 방정식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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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직각좌표계, 속도성분, 압력, 

밀도, 점성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식 (2)의 레이놀즈 응력

(Reynolds Stress) 항은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속도 압력 연성 방법은 SIMPLE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류항과 확산항에는 2차 차분법을 적용하였다.

3.2.2 해석 프로그램

Star CCM+는 2004년부터 CD-adapco 사에서 개발된 상용 

CFD 프로그램으로서, 3차원 캐드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뛰어나

며 계산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격자계를 자동으로 생성)과 후처

리 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어 전처리와 후처리

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셋팅시에 해

석 조건의 간소화와 자동 지정해 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전

반적으로 엔지니어가 성능 비교 및 검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r CCM+를 사용하여 프로펠러에 대한 단독 

성능을 해석하였으며, 각 프로펠러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2.3 경계 조건

Fig. 14 Boundary Condition

- 외부 계산 영역 : -3.0D � X � 27.0D

                   -6.0D � Y � 6.0D

                   -6.0D � Z � 6.0D

- 프로펠러 회전부 : -1.2D � X � 1.2D

                    -1.6D � Y � 1.6D

                    -1.6D � Z � 1.6D 

3.2.4 격자계

본 연구에서는 격자 검증을 통하여 결정된 트리머 격자를 이

용하여 계산영역에 격자를 생성하였다.

Fig. 15 Grid System

3.3 해석 결과

3.3.1 단독 성능 비교

 본 연구에서는 3개 프로펠러에 대하여 동일한 추력 조건에서 

단독효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동일한 

 에서 결과를 비교하

기 위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수행되어진 KCS선형의 저항ㆍ자항 

시험결과에 

 를 계산하기 위한 요소를 참고하였다. (설계

선속 24kNots에서 

  = 0.4725)

Table 7 Comparison of efficiency about each propellers 

　 PP016(KP505) PP033(Forward) PP034(Backward)

J 0.673197 0.671852 0.673197

ETAO 0.64219 0.633151 0.635119

Diff. 0.000% -1.408% -1.102%



Fig. 16 Comparison of efficiency about each propellers 

3.3.2 팁 보오텍스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팁 보오텍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팁 보오텍스의 구현을 위하여 격자수는 510만개 프로펠러 회

전운동은 슬라이딩 메쉬 기법으로 구현하였다. Fig. 17에서 프로

펠러 Suction Side의 속도 분포를 보았을 때, Forward Type과 

Backward Type 프로펠러의 팁부분에서 속도가 기준프로펠러

(KP505)에 비하여 낮은 속도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팁 레이

크가 적용된 영향으로 인하여 팁에서 야기되는 3차원 효과를 감

소시킨데 기인하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17 Velocity Magnitude (J=0.7)

또한, Fig. 18에서는 프로펠러 후방으로 빠져나가는 팁 보오

텍스를 가시화 하기 위하여 Vorticity로 그 강도를 도시하였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Backward 프로펠러의 경우, 팁에서 유기되

는 보오텍스의 세기가 다른 두 프로펠러에 비하여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18 Vorticity Magnitude (J=0.7)

4. 모형 시험

  앞서 수행된 연구에서 결정된 최종 형상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예인수조에서 프로펠러 단독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모형

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모형 프로펠러

수치해석에서 우수 프로펠러로 선정된 Case에 대하여 모형시

험을 통한 성능 비교를 위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에 

사용된 프로펠러는 총 3개로써, 기준프로펠러(PP016, KP505)와 

Forward Type(PP033), Backward Type(PP034)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모형의 직경은 부산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실험 

가능한 최대 사이즈인 20cm로 선정하여 스케일 차이로 인한 영

향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으며, 회전수 또한 프로펠러가 충분히 

난류 상태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질 수 있게 레이놀즈 수 또한 

5.1X10
5
으로 결정하였다. 



- Prop: PP016(KP505), PP033(Forward), PP034(Backward)

- Number of Blade: 5

- Section Profile: NACA66(a=0.8 mean line Camber)

- Scale ratio: 39.5 

- Propeller Diameter: 7.9 m (model: 200 mm)

- Hub Ratio: 0.180

- Material : Aluminum

Table 8 Test item and condition 

Item Revolution Speeds
No. of 

Propeller

Reynold’s 

Nom.

POW 20rps. 14 speeds 3 EA 5.1 x 10
5

Fig. 19  Photographs model propellers

4.2 모형 시험 결과

4.2.1 프로펠러간의 단독성능 비교

본 연구에서는 3개 프로펠러에 대하여 모형시험을 통한 단독

효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동일한 

 에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수행되어진 KCS선형의 저항ㆍ자항 시험

결과에 

 를 계산하기 위한 요소를 참고하였다. (설계선속 

24kNots에서 

  = 0.4725)

Table 9 Comparison of efficiency about each propellers 

　 PP016(KP505) PP033(Forward) PP034(Backward)

J 0.646 0.651 0.651

ETAO 0.607 0.608 0.614

Diff. 0.000% 0.264% 1.280%

Fig. 20 Comparison of efficiency about each propeller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선용 프로펠러인 KP505를 기준으로, 

레이크가 적용되는 반경 그리고 레이크의 최대 크기를 변수로 팁 

레이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팁레이크 프로펠러 설계 및 레이크에 따른 초기 영향성 평가

는 포텐셜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포텐셜 기저 해

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레이크 형상의 일련의 변수들을 변화시

켜 성능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Backward 형은 0.5R

부터 시작하여 최대 변위를 직경의 3% 주는 것이 기존 프로펠러 

대비 효율이 약 2.2% 정도 증가됨을 보였고 Forward 형은 0.4R

부터 시작하여 직경의 2%정도의 최대 변위를 주는 것이 약 

1.9% 정도의 효율 증가를 보였다.  

 위의 결과로 도출되어진 프로펠러를 CFD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POW 해석 및 국부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CFD해석에서는 세가지 프로펠러에 대하여 

Star CCM+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프로펠러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진기 단독 효

율 측면에서는 기존 프로펠러 대비 효율 향상은 거의 없었다. 하

지만, Backward 형의 경우 팁에서의 날개 뒷면의 끝부분의 속도 

줄어듬과 날개 끝 보오텍스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orward의 경우, 날개 끝 보오텍스 감소를 확인하기는 그 결과과 

기존 프로펠러와 거의 유사했지만 날개 뒷면의 속도 분포는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포텐셜 기반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최종 프로펠러에 대하여 모

형을 제작하였고, 부산대학교 예인수조에서 단독 성능 시험이 이

루어졌다. 그 결과 포텐셜 기반 성능해석에서처럼 모형실험 결과

에 있어서 효율 향상의 폭은 포텐셜 이론에 의한 해석의 경우보

다 다소 적으나 Backward 형이 기존 프로펠러보다 약 1.3% 우

수하고 Forward의 경우는 약 0.3% 정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팁 레이크 적용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 

Backward형 프로펠러가 효율 및 변동압력 감소에 있어서 

Forward대비 우수한 성능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팁 레이크가 적

용되지 않은 프로펠러 대비해서는 Forward 형이 소폭 우세하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포텐

셜 기반 성능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팁레이크 프로펠러와 같

은 특수형 프로펠러를 설계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포텐셜 

해석에서 예상되어지는 성능 많큼 모형시험과 CFD해석에서 만

족할 수 있을 만큼을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차후, 

포텐셜 기반 코드의 팁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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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국내 여객선의 저항성능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유진원, 이영길(인하대학교)

A Fundamental Study on the Regression Analysis for Estimating  

the Resistance of Domestic Passenger Ship with Gooseneck bulb
Jin-Won Yu and Young-Gill Lee(Inha university)

요 약

유가의 상승 등의 이유로 저항성능이 우수한 경제적인 선형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국내 중형 여객선의 저항성능을 개선하기 위

한 방법 중 하나는 거위목 벌브를 적용한 선형설계이다.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최적 선수형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위목 벌브 형상에 

따른 저항성능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저항추정용 회귀방정식을 도출을 하기 위한 수치적 시리

즈 테스트를 수행한다. 4가지 벌브 선형요소에 대하여 약 50여 척의 선형 데이터를 작성하고,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벌브 선형요소와 저

항성능 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마련한다. 이들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거위목 벌브에 의한 저항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 방정

식을 구한다. 회귀방정식은 다항회귀모형과 단계선택법으로 변수와 회귀계수를 도출한다. 거위목 벌브가 적용되어 있는 여객선 중에서,

벌브 선형요소가 회귀방정식의 적용범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선형을 대상으로 도출된 회귀방정식으로 저항성능 변화를 추정하여, 

회귀방정식의 추정 정도를 검증한다.

Keywords : Passenger ship(여객선), Gooseneck bulb(거위목 벌브), Resistance performance(저항성능), Regression analysis(회귀분석) 

1. 서 론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CO2 

배출규제의 강화로 선박의 저항성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

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연료비 상승은 중소 여객선사의 재무상

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

선적인 방안으로 저항성능이 우수한 경제적인 선형의 확보가 필

요한 실정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객선에 거위

목 벌브(Gooseneck bulb)를 적용함으로써 저항성능 개선을 통한 

연료비의 감소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Heimann and Harries 

2003, Maisonneuve et al. 2003, Valdenazzi et al. 2003, 

Heimann 2005, James 2006, Dominic 2007). 국내에서도 여객

선에 거위목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Yu et al. 

2010, Yu et al. 2013). 그렇지만, 선행연구들은 특정 선박에 최

적화된 거위목 벌브 설계 결과만 공개되어 있어,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임의의 선형을 개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는 충분한 역

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거위목 벌브를 적용하여 저항성능이 우수한 선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거위목 벌브의 선형요소들(길

이, 폭, 높이, 측면 형상 등)과 저항성능에 대한 관계 파악이 필

요하다. 변수들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인 회귀

분석이 활용될 수 있다. Hong et al.(1988)은 조파저항과 형상저

항에 영향을 미치는 선형변수를 선정하고 회귀계수를 도출하여 

선형 개량법을 개발하였다. Min(1990)은 저속 비대선의 저항 추

진 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회귀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선박 소음 예측(Kim and Chung 1994), 선박 중량 추

정(Cho 2011)을 위하여 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극동아시아 해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승선인원 

600명 규모 정도의 중형 여객선을 대상으로 거위목 벌브 적용에 

따른 저항성능 추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Yu et al. (2013)은 

거위목 벌브의 선형요소를 변화시켜가며 선형설계를 수행하여 

선형 별 저항성능의 변화를 파악하고, 저항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위목 벌브의 선형요소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

대로 여객선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저항추정용 회귀방정식을 도

출을 하기 위한 수치적 시리즈 테스트를 수행한다. 4가지 벌브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선형요소에 대하여 약 50여 척의 선형 데이터를 작성하고, 수치

계산을 수행하여 선형요소와 저항성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한다. 이들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거위목 벌브

에 의한 저항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 방정식을 구한다.

2. 여객선의 저항 성능 데이타베이스

2.1 압력저항 계산

국내 항구를 기점으로 하는 단거리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여객선사의 여객선들 중에서 인천(대한

민국)과 단동(중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선(단동국제항운 

유한공사)을 기준으로 하여, 거위목 벌브 적용에 따른 저항성능 

변화를 파악하였다. 거위목 벌브 선형(Yu et al. 2013)의 주요요

목과 벌브 선형요소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Fig. 2에 개략적

인 형상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LB는 벌브의 최대길이, BB는 벌브

의 최대 폭, ZB는 벌브의 높이방향 중심위치, ▽B는 FP이후의 벌

브 체적을 나타낸다.

Table 1 거위목 벌브 선형의 주요요목

LBP (m) 156.00

B (m) 22.00

T (m) 6.00

▽ (m
3
) 10519.74

WSA (m
2
) 3600.10

CB 0.512

Operated speed 18 Knots (Fn=0.235)

LB (m) 6.713

BB (m) 2.65

ZB (m) 4.427

▽B (m
3
) 60.765

Fig. 1 거위목 벌브 선형의 횡단면과 측면 형상

거위목 벌브 선형의 저항성능은 모형시험과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파악하였다. 모형시험은 축적비 1/75의 크기로 제작된 

모형선을 사용하여 인하대학교 선형시험수조에서 수행하였다. 수

치시뮬레이션 기법은 수정된 밀도함수법(Modified 

Marker-density method)을 이용하여 작성된 전산프로그램(Lee 

2008, Jeong et al. 2010)을 활용하여, 직사격형 격자계에서 

1/75의 모형선 크기에 대하여 약 3,600,000개의 격자를 사용하

여 계산하였다. 기본 좌표계는 FP를 원점으로 선체 길이방향을 x

축, 폭 방향을 y축, 수선면을 기준으로 연직 상방향을 z축으로 사

용하였다. 선체주위 격자의 크기를 작게 하고, 벌브 근처의 X 방

향 격자수와 자유수면 근처와 선체의 곡률이 큰 위치에 Z 방향 

격자의 수를 집중시켜 계산의 정도를 높였다. 선박의 항주자세가 

고려되지 않은 만재 even keel 상태와 운항속력(Fn = 0.235)에

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2 거위목 벌브 선형의 유효마력

수치시뮬레이션과 모형시험의 유효마력(effective horsepower; 

EHP)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수치시뮬레이션으로 계산된 

압력저항계수(CP)와 ITTC 1957 Line을 통한 마찰저항계수(CF)로 

기준선형의 유효마력을 추정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과 모형시험

의 추정 유효마력이 서로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운항속

력에서 전체 저항 중에서 잉여저항의 비율이 약 20%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2 벌브 선형요소와 수치적 시리즈 테스트

벌브의 일반적인 선형요소는 아래 6가지가 있다.

  1) 길이 비(CLPR=벌브 길이/LBP)

  2) 최대 폭 비(CBB=벌브 최대 폭 /선체중앙에서의 최대 폭)

  3) 높이 위치 비(CBT=벌브 높이 위치/설계 흘수)

  4) 횡단면적 비(CABT=벌브 횡단면적/선체 최대 횡단면적)

  5) 종단면적 비(CABL=벌브 종단면적/선체 최대 횡단면적)

  6) 체적 비(C∇=벌브 체적/주선체 체적).

여객선의 저항성능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벌브 선형요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거위목 벌브의 선형요소와 저항성능에 대한 

회귀방정식의 도출에 필요한 데이터 작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해서는 벌브 선형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고려해야 

할 벌브 선형요소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Yu et al. 

2013)에서 국내 여객선에 거위목 벌브를 적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벌브 선형요소와 본 연구에서 수정된 선형요소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0.070 ≦ CABT ≦ 0.105

0.030 ≦ CLPR ≦ 0.046



0.069 ≦ CZB ≦ 0.082

0.0030 ≦ C∇ ≦ 0.0069

Table 2 수치적 시리즈 테스트 선형들의 압력저항 변화율

No. CABT CLPR CZB C▽

압력저항 
변화율

1 0.071 0.304 0.69 0.0314 0.862

2 0.070 0.304 0.73 0.0309 0.859

3 0.072 0.301 0.77 0.0307 0.886

4 0.071 0.305 0.82 0.0304 0.814

5 0.070 0.340 0.73 0.0345 0.854

6 0.070 0.380 0.73 0.0388 0.757

7 0.071 0.420 0.69 0.0436 0.712

8 0.070 0.420 0.73 0.0431 0.676

9 0.071 0.420 0.77 0.0427 0.690

10 0.069 0.420 0.82 0.0416 0.767

.

.

.
.
.
.

.

.

.
.
.
.

.

.

.
.
.
.

41 0.100 0.300 0.73 0.0440 1.123

42 0.103 0.300 0.77 0.0447 1.215

43 0.102 0.300 0.82 0.0429 1.113

44 0.104 0.420 0.73 0.0642 1.045

45 0.104 0.420 0.77 0.0613 0.994

46 0.103 0.420 0.82 0.0605 0.988

47 0.101 0.460 0.69 0.0683 0.923

48 0.102 0.460 0.73 0.0677 0.926

49 0.100 0.460 0.77 0.0663 0.959

50 0.099 0.460 0.82 0.0656 0.971

횡단면적비, 길이 비, 높이 위치 비를 각각 변화시켜가며 50

가지의 벌브 선형을 도출하였고, 각 선형들의 압력저항을 수치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계산하였다. 시리즈 테스트 선형들은 9 

station 이후 형상이 동일하므로, 격자의 수와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계산 영역에서 선체 후류 부분을 제외하

여, 약 1,800,000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선체 중앙 

이후 부분부터 선미끝단까지 단면형상을 동일한 형상으로 처리

하여 x방향 힘의 성분이 걸리지 않게 하였다. 그 외 다른 계산 조

건은 2.1의 압력저항 계산의 조건과 동일하다.

벌브 선형요소와 저항성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Table 2와 같이 작성하였다. 벌브 체적 비는 횡단면적, 길이와 

높이 위치에 따른 벌브 향상에 맞춰 변화하였지만, 선박 전체의 

배수용적은 거의 변화되지 않도록 하였다(최대 0.5% 이내). 거

위목 벌브 선형들의 저항성능은 거위목 벌브 선형의 선수부 압력

저항을 기준선형의 선수부 압력저항으로 나눈 선수부 압력저항 

변화율로 나타내었다.

수치적 시리즈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벌브 선형요소별로 산점

도(scatter diagram)을 그리면 Fig. 3과 같다. 압력저항 변화율을 

종속변수, 벌브 선형요소를 독립변수로 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개

략적으로 파악하였다. 압력저항의 변화율은 -35~20%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벌브 횡단면적과 길이에 대해서는 선형적인 관

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명확히 직선적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벌브 체적 비를 0.005 단위로 구분하여 벌브 높이 위

치와 압력저항 변화율을 보면,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에 대

하여 곡선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항회

귀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수치적 시리즈 테스트 자료의 벌브 선형 요소별 산점도



압려저항
변화율

CABT CLPR CZB C▽ CABT

2
CLPR

2
CZB

2
C▽

2
CABTxCLPR CABTxCZB CABTxC▽ CLPRxCZB CLPRxC▽ CZBxC▽

압려저항
변화율

1.000 0.740 -0.579 0.088 -0.004 0.742 -0.576 0.082 0.018 0.011 0.704 0.306 -0.506 -0.246 0.025

CABT 0.740 1.000 0.011 0.024 0.611 0.999 0.013 0.024 0.618 0.627 0.911 0.832 0.018 0.388 0.594

CLPR -0.579 0.011 1.000 0.031 0.789 0.010 0.999 0.032 0.761 0.779 0.025 0.543 0.939 0.916 0.768

CZB 0.088 0.024 0.031 1.000 -0.016 0.024 0.032 0.998 -0.024 0.037 0.431 0.001 0.368 0.005 0.264

C▽ -0.004 0.611 0.789 -0.016 1.000 0.609 0.790 -0.016 0.993 0.997 0.546 0.942 0.727 0.966 0.958

CABT

2
0.742 0.999 0.010 0.024 0.609 1.000 0.012 0.023 0.618 0.625 0.909 0.832 0.016 0.386 0.592

CLPR

2
-0.576 0.013 0.999 0.032 0.790 0.012 1.000 0.034 0.763 0.779 0.027 0.544 0.938 0.918 0.769

CZB

2
0.082 0.024 0.032 0.998 -0.016 0.023 0.034 1.000 -0.024 0.038 0.430 0.001 0.369 0.006 0.264

C▽

2
0.018 0.618 0.761 -0.024 0.993 0.618 0.763 -0.024 1.000 0.991 0.549 0.949 0.698 0.956 0.949

CABTxCLPR 0.011 0.627 0.779 0.037 0.997 0.625 0.779 0.038 0.991 1.000 0.582 0.948 0.736 0.959 0.970

CABTxCZB 0.704 0.911 0.025 0.431 0.546 0.909 0.027 0.430 0.549 0.582 1.000 0.751 0.168 0.354 0.646

CABTxC▽ 0.306 0.832 0.543 0.001 0.942 0.832 0.544 0.001 0.949 0.948 0.751 1.000 0.504 0.828 0.907

CLPRxCZB -0.506 0.018 0.939 0.368 0.727 0.016 0.938 0.369 0.698 0.736 0.168 0.504 1.000 0.852 0.805

CLPRxC▽ -0.246 0.388 0.916 0.005 0.966 0.386 0.918 0.006 0.956 0.959 0.354 0.828 0.852 1.000 0.930

CZBxC▽ 0.025 0.594 0.768 0.264 0.958 0.592 0.769 0.264 0.949 0.970 0.646 0.907 0.805 0.930 1.000

3. 회귀분석

3.1 회귀 모형 설정

거위목 벌브 적용에 따른 저항성능 변화 및 벌브 선형요소들

의 함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치적 시리즈 테스트 자료를 통

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회귀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독립변수

가 둘 이상인 경우의 다항회귀모형 차수는 2차 모형을 많이 사용

하고 3차 모형 이상은 변수 항의 수가 너무 많아져 잘 사용되지

는 않는다.(Park 1998). 다항회귀모형 중에서 독립변수가 4개인 

경우의 이차 다항회귀모형은 식(1)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Y는 종속변수를 나타내고, x는 독립변수, β는 추정되

는 회귀 계수, ε는 오차 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적합한 다항회귀모형의 차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2

차와 3차 다항회귀모형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결정계수

(R
2
)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선택방법에 따른 회귀

모형을 비교하여 좀 더 유의한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들의 선택방법은 모든 가능한 회귀(all possible regressions)와 

단계선택법(stepwise method)을 활용하였다. 모든 가능한 회귀 

는 변수들의 조합을 모두 회귀분석 하는 방법이며, 단계선택법은 

독립변수들 중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이 크거

나 변동 원인 규명에 기여도가 적은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선택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

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Park 1998).

Table 3 모든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독립변수들 사이의 교호작용과 성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

저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Table 3은 이차 다항회

귀모형을 대상으로 변수들 각각에 대한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횡단면적과 길이에 관련된 독립변수들이 종속

변수와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수치적 시리즈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다항

회귀모형의 차수와 변수선택 방법에 따른 각 회귀모형의 결정계

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2차 다항회귀 

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는 0.903으로, 결정계수가 클수록 좋은 

회귀모형이라 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선정

하였다.

Table 4 차수와 변수선택 방법에 따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모든 가능한 회귀 단계선택법

2차 다항회귀모형 0.822 0.903

3차 다항회귀모형 0.825 0.825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회귀분석의 결과인 거위목 벌브 

적용에 따른 압력저항 변화율은 식(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2)

3.2 회귀식 검정

회귀방정식 도출에 사용한 50가지의 벌브 선형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사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계산된 압력저항 변화율과 

회귀방정식으로 추정한 값을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오

차율을 비교하여 보면, 벌브 선형 자료의 80%가 오차범위 5% 

이내에 있다.



No. CABT CLPR CZB C▽

압력저항 
변화율
(계산)

압력저항 
변화율
(추정)

오차율
(%)

GB02(B02) 0.089 0.422 0.73 0.045 0.832 0.814 -2.08

Table 5 압력저항 변화율에 대한 계산과 추정값의 오차율.

No. CABT CLPR CZB C▽

압력저항 
변화율
(계산)

압력저항 
변화율
(추정)

오차율
(%)

1 0.071 0.304 0.69 0.0314 0.862 0.857 -0.59

2 0.070 0.304 0.73 0.0309 0.859 0.861 0.23

3 0.072 0.301 0.77 0.0307 0.886 0.884 -0.20

4 0.071 0.305 0.82 0.0304 0.814 0.880 8.18

5 0.070 0.340 0.73 0.0345 0.854 0.813 -4.85

6 0.070 0.380 0.73 0.0388 0.757 0.762 0.72

7 0.071 0.420 0.69 0.0436 0.712 0.704 -1.09

8 0.070 0.420 0.73 0.0431 0.676 0.711 5.10

9 0.071 0.420 0.77 0.0427 0.690 0.724 -4.88

10 0.069 0.420 0.82 0.0416 0.767 0.728 0.72

.

.

.
.
.
.

.

.

.
.
.
.

.

.

.
.
.
.

.

.

.
.
.
.

41 0.100 0.300 0.73 0.0440 1.123 1.096 -2.41

42 0.103 0.300 0.77 0.0447 1.215 1.131 -6.90

43 0.102 0.300 0.82 0.0429 1.113 1.128 1.40

44 0.104 0.420 0.73 0.0642 1.045 1.007 -3.63

45 0.104 0.420 0.77 0.0613 0.994 1.006 1.22

46 0.103 0.420 0.82 0.0605 0.988 1.018 3.01

47 0.101 0.460 0.69 0.0683 0.923 0.914 -0.96

48 0.102 0.460 0.73 0.0677 0.926 0.937 1.23

49 0.100 0.460 0.77 0.0663 0.959 0.938 -2.15

50 0.099 0.460 0.82 0.0656 0.971 0.950 -2.23

도출된 회귀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럽의 여객선 선형을 검증 

대상선형으로 하여 계산된 압력저항 변화율과 회귀방정식으로 

추정한 값을 비교하였다. 검증 대상선형은 유럽의 여객선 선형

(Heiman 2005)에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선형(GB02(B02), Yu et 

al. 2013)으로 개략적인 형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검증 대상 

선형은 기준선에 비하여 선체의 크기가 작지만, 방형계수(검증대

상 선형 CB=0.540, 기준선형 CB=0.512)와 설계속력(검증대상 

선형 Fn=0.311, 기준선형 Fn=0.333)이 유사하다. Yu et al. 

(2013)에서 선속 21Knots (Fn=0.311)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어

져 있어, 본 연구의 수치시뮬레이션 조건에 맞춰, 선속 

16Knots(Fn=0.237)에서 다시 계산을 수행하였다. Table 6에는 

검증 대상선형의 주요요목, 거위목 벌브 선형요소 그리고 Table 

7에는 압력저항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일반 벌브 형상을 갖는 유

럽 여객선에 거위목 벌브을 적용하여 Fn=0.237에서 압력저항이 

16.8% 감소하였다. 회귀방정식으로 추정한 압력저항 변화율은 

0.814로 계산과 추정값의 오차율이 약 2%정도 상당히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회귀방정식의 유효성

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였다.

Fig. 4 검증 대상선형의 횡단면과 측면 형상

Table 6 검증 대상선형의 주요요목

LBP (m) 122.74

B (m) 19.40

T (m) 5.032

▽ (m
3
) 6570.5

WSA (m
2
) 2466.34

CB 0.540

Table 7 검증 대상선형의 압력저항 변화율

4. 결 론

거위목 벌브를 적용하여 저항성능이 우수한 여객선 선형을 설

계하는데 필요한 거위목 벌브의 선형요소들과 저항성능에 대한 

관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저항성능 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벌브 선형요소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회귀 모형과 회귀계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회귀방정

식을 가지 검증한 결과 50여개의 벌브 선형 중 80%의 자료가 수

치시뮬레이션으로 계산된 압력저항 변화율과 회귀방정식으로 추

정한 압력저항 변화율을 비교하여 오차범위 5% 이내에 있다.

유럽의 여객선 선형을 검증 대상선형으로 하여 계산된 압력저

항 변화율과 회귀방정식으로 추정한 값을 비교하면, 2%의 오차

율을 보이고 있어 도출된 회구방정식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추후 Fn=0.2~0.3의 속력 범위에서 속력 별 회귀방정식을 도

출하고 저항성능 변화를 검증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추정방법의 

실질적인 적용 및 최적 선수선형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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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 방법을 이용한 파랑 중 부가저항 저감 선수 선형의 성능  

해석
김유철(KRISO), 김광수(KRISO), 박일룡(동의대학교), 황승현(KRISO), 안해성(KRISO), 김진(KRISO), 

김윤식(KRISO)

RANS analysis of a hull form for added resistance reduction in regular waves
Yoo-Chul Kim(KRISO), Kwang-Soo Kim(KRISO), Il-Ryong Park(Dong-Eui Univ.), Seunghyun Hwang(KRISO), Haeseong Ahn(KRISO), Jin Kim(KRISO), Yoon-Sik 

Kim(KRISO)

요 약

최근 IMO의 EEDI 규제 phase I이 시작되면서 선박의 정수 중 성능뿐만 아니라 파랑 중에서의 성능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Ax-bow, Leadge-bow, STEP 등 파랑 중에서의 부가저항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들이 주목 받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선수를 적용한 KVLCC2에 대하여 RANS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

하고, 이를 수조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파랑 중 부가저항 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계산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보유한 WAVIS를 사용하였으며, 선박의 운동은 heave와 pitch만을 허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potential 방법에서 재현이 어려운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wave deflection에 의한 부가저항 성분에 주목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EEDI(에너지 효율 지수),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CFD(전산유체역학)

1.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 tool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에서 개발한 WAVIS2.2를 바탕으로 파랑 중 선박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WAVIS-6DoF를 사용하였다. WAVIS는 유한 체적

법(Finite Volume Method)과 자유수면 해석을 위한 레벨셋법

(level-set method)을 사용하고 선체의 운동은 6자유도 운동 방

정식을 풀어 구하고 이를 유동의 운동량 방정식에 적용하기 위하

여 선체의 운동을 선체 주위 유체의 상대 운동으로 치환하여 해

석할 수 있는 비관성 좌표계(non-inertial coordinates system) 

해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구해진 선체의 운동에 따라 사용된 

격자를 운동시키거나 변형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치기법

을 피할 수 있고, 고정된 격자계에 대해 지배방정식만을 풀기 때

문에 계산 시간의 장점이 우수하다. (수치해석 방법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박일룡 외(2013)을 참조)

2. 격자계 구성

KVLCC2의 original 선형과 새롭게 설계된 선수 선형을 갖는 

New-bow 선형에 대하여 격자계를 구성하였다. 선수 부분을 제

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격자는 두 선형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하였

다. 

Fig. 1 격자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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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격자수는 약 460만개(cell 기준)를 사용하였으며, 단파장의 

wave가 빨리 diffusion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upstream 부

분에도 비교적 작은 격자를 생성하였다. 모든 파장에 대하여 동

일한 격자를 적용하였으며, 계산 조건 중 가장 짧은 파장인 0.3

인 경우 upstream 쪽은 한 파장에 36개의 격자가 들어가며, 선

체 주변에서는 58개, downstream에서는 약 15개가 들어가도록 

설정하였다.

3. 계산 결과

Fig. 2과 3은 original KVLCC2와 New-bow KVLCC2의 수치

계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wave length에 따른 heave와 pitch 

운동의 1차 harmonic amplitude를 보인다. 


가 1.0보다 

큰 부분에서 실험과의 정량적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경향은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 WAVIS-6DoF의 운동에 대한 처

리가 비관성 좌표계 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계산 시

간과 해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운동의 변위

가 커지면 자유 수면을 모사하는 부분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 또한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가 큰 조건에

서 실험 결과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2 Heave motion RAO

Fig. 3 Pitch motion RAO

부가저항은 파랑중의 평균 저항에서 정수중의 저항을 제외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RAW는 부가저항, RSW는 정수중의 저항을 나타내며 RT

는 파랑중의 총저항의 평균을 의미한다. 

Fig. 4는 Fn=0.142인 original KVLCC2와 New-bow KVLCC2

의 부가저항에 대한 실험과 CFD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Heave와 pitch 운동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 1.0 이상인 부

분에서 조금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존의 포텐셜 방

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단파장 부분에서의 부가저항은 실험값

과 매우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파랑중 부

가저항 개선을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New-bow 선형이 전 파장 

영역에서 original 선형보다 부가저항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 또한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비정상 RANS 코드인 WAVIS-6DoF가 계산 시간 및 대운동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asymptotic formula 등을 사

용하지 않고 단파장 영역의 부가저항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유

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Added resistance in waves



실험적 방법을 통한 파랑 중 부가저항 저감 선수 선형의 성능  

해석
황승현(KRISO), 안해성(KRISO), 이영연(KRISO), 김철희(KRISO), 김광수(KRISO), 반석호(KRISO)

Experimental study on added resistance in waves with variation of bow hull form

Seunghyun Hwang(KRISO), Haeseong Ahn(KRISO), Young-Yeon Lee(KRISO), Cheolhee Kim(KRISO), Kwang-soo Kim(KRISO), Suak-Ho Van(KRISO)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부가저항(added resistance in waves)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KVLCC2 선형에서 선수의 형상을 

변화시키고, 모형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선수선형 개발 시에는 정수 중 저항성능을 본래의 선형과 동등한 정도로 유지하면

서, 파랑 중 부가저항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모형시험은 정수 중과 규칙파 중에서 모두 수행되었으며, 정수 중 모형

시험결과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를 목적으로 선수를 변화시킨 선형은 본래의 선형에 비해 설계속도에서 유효마력(effective horsepower)

이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 중 모형시험은 파진폭 대 선장비(A/LPP)가 1/200 이하이고, 파장 대 선장비(λ/LPP)가 0.3 에

서 2.0 까지의 정면 규칙파 조건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저항, 상하동요, 종동요 및 입사파변위를 계측하였다. 규칙파 중 모형 시험결

과로부터 선수선형변화에 따른 규칙파 중 부가저항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파장 대 선장비가 0.3에서 0.7인 규칙파 영역에서는 기존에

선형에 비해 약 40%의 부가저항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파 시험결과와 ITTC 파 스펙트럼으로부터 장파정 불규칙파 중

에서의 실선의 유효마력 저감량을 추정한 결과, 개발된 선수선형은 해상상태 5에서 약 8%의 유효마력 감소를 보였다. 

Keywords: KVLCC2, Variation of bow hull form(선수선형 변화), Added resistance in waves(파랑 중 부가저항), Effective horsepower 

reduction(유효마력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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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컨테이너선 상부구조물 형상설계 및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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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ructure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 Container 

Ship for Air Resistanc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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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Dal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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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컨테이너선에 작용하는 공기저항의 저감을 위한 형상 수정 및 풍동시험을 통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컨테이너선의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장치로써 컨테이너 사이의 간극을 막기 위한 갭 프로텍터, 선수갑판

바이저(visor), 연돌 형상 변경, 상부구조물에 대한 형상 개선 등을 적용하였다. 초기선형과 수정선형에 대한 풍동시험을 수행하

여 저항감소 효과를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한 풍동시험은 매우 낮은 난류강도(turbulence intensity)(<0.1%)조건과 약 4%

의 난류강도를 갖는 균일류(uniform flow)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요각(yaw angle)의 변화에 따라 공력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초

기형상 및 수정형상 모두에서 최대 공기저항은 요각이 20°~30°에서 발생하였다. 공기저항 저감을 위해서는 컨테이너 사이의 갭

프로텍터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Keywords : Air resistance(공기저항), Container ship(컨테이너선), Wind tunnel tests(풍동시험), Super-structure(상부구조물), Wind load(풍 

하중), Drag reduction(저항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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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 프로펠러 성능해석을 위한 정상 및 비정상 유탄성 해석
이형석(현대중공업㈜), 송민철(현대중공업㈜), 서정천(서울대학교), 김영진(다쏘시스템코리아), 장봉준(현대중공업㈜) 

 

Steady and unsteady hydro-elastic analysis of           

composite marine propellers 

Hyoungsuk Lee (HHI), Min-Churl Song (HHI), Jung-Chun Suh (SNU),                               

Yeong Jin Kim (Dassault Systems Korea),Bong-Jun Chang (HHI) 

 

 

요 약 

 

A composite material propeller changes its shape due to variation of load conditions when executes in ship's wak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nsider structural strength and hydrodynamic response to change its load variations in order to

estimate precise performance and strength analysis. For this purpose, 2 way-coupled BEM-FEM based steady and 

unsteady transient analysis for composite marine propeller which assumed orthotropic homogeneous were developed. 

Steady-state analysis based on hydro-elastic analysis and reverse engineering is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composite

propeller design. In addition, 2 way-coupled unsteady transient hydro-elastic analyses for elastomer propellers are 

developed to consider added mass damping effect due to fluid around the propeller. This allows blade strength evaluation

and risk assessment, such as composite delamination in early design stage by accurate prediction of blade deformation and 

variation of performance at wake field. 

Finally evaluation of present steady and unsteady FSI methodology was validated by comparing with published model test

results. 

 

Keywords: Marine propeller (선박용 프로펠러), Composite material (복합소재),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유체-구조 연성), Boundary 

element method (BEM, panel method, 경계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FEM, 유한요소법), Steady state analysis (정상상태해석), Unsteady 

(transient) analysis (비정상상태(천이)해석), Acoustic medium (acoustic 매질) 

 

1. 서 론 

 

물리/화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는 두 가지 이상의 

소재(통상 섬유소재)를 조합하여 구성되는 복합소재는 기존 

금속소재에 비해 경량, 고강성, 흡음성 등의 우수한 재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료적 우수성으로 인해 선박 

추진기의 영역에서도 복합소재의 적용이 시도 되고 있는데, 

복합소재 재료자체의 우수한 흡음성은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propeller non-cavitating noise)을 감소시키고, 반류중 

날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유체 하중에 대하여 형상이 

변함에 따라 공동발생(cavitation inception)이 지연되고 그 

발생량이 저감되는 등의 우수한 저소음 특성으로 작전 중 

생존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수상함, 수중함 및 어뢰 등 

군사용 추진기로 주목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강성 및 이로 

인한 우수한 내구성 등의 기계적 성질로 인해 요트, 예인선, 

어선 등 중 소형선박의 추진기로 점차 사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복합소재 블레이드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 및 적층의 순서 그리고 적층 각도의 

조합에 따라 작용 하중(load)에 대응하는 변형량 및 형상을 

제어할 수 있어, 구동 시 부하조건에 따라 형상이 변하지 

않는 기존의 금속 프로펠러에 비해 비설계조건(off-design 

condition)에서의 추진기 성능향상을 꾀할 수 있어 operating 

profile 측면에서의 연료비절감(fuel oil consumption, F.O.C) 

에도 유리하다.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유체 탄성학적 거동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그리고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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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기 어렵고, 이는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성능추정, 변형 

전 초기형상결정 및 강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프로펠러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성능추정 및 강도평가를 빠른 시간에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프로펠러 유탄성해석 기법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교이방성(orthotropic)의 단일소재 

(homogenious)로 가정된 복합소재프로펠러에 대하여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성해석에 비해 계산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으면서도 유체력 추정이 비교적 정확한 

비점성 포텐셜 기반의 BEM code를 이용하여 날개면에서의 

하중 (변화)을 추정하고 구동 중 날개변형 및 강도평가를 

위한 구조해석을 위해 상용 implicit FEM solver인 Abaqus 

Standard를 적용하였다. 또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유체 

탄성학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이 두 해석도구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기존문헌의 시험결과와 비교를 통해 

해석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수식화 및 수치적 방법 

 

복합소재 프로펠러 성능해석을 위한 유탄성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장, 

날개의 구조변위 및 경계면에서의 상관관계를 수식화 

하였다. 

프로펠러 날개 주위의 유동문제를 정식화하기 위해 3차원의 

닫혀있는 경계면 S 로 구성된 Σ와 유체쪽으로 향하는 단위 

법선벡터 n 을 가지는 유체장을 가정한다. 경계면 S 는 

프로펠러 날개 및 허브인 
B

S , 후류면 
W
S 그리고, 바깥 경계면 

S
∞
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펠러는 유입속도가 

∞
U  인 유동장에 

놓여있으며 이 유동장은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으로 

가정한다. 이 같은 유동장의 경우에는 Laplace 방정식을 

만족하는 교란속도 포텐셜 φ 가 존재한다. 

 
2

0φ∇ =                                 (1) 

 

교란 속도포텐셜 φ 는 프로펠러 면에 있는 어떤 점에서도 

Green’s 2
nd
 정리를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지배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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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배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프로펠러 날개 및 허브 그리고 후류에 대한 형상을 패널로 

이산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i j j m i m i j j

j m j

a W bφ φ σ+ ∆ =∑ ∑ ∑              (3) 

 

또한 시간영역에서 정의되는 비정상 transient 유동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시간 step에서 주날개의 정상유동해석을 수행한 

후 나머지 날개에 대한 특이점 값을 매 step update 하도록 

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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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시간 step을, k는 k번째 날개에서의 값 즉 k=1은 

주날개를 의미한다 

상기 (3) 또는 (4)의 이산화된 적분방정식으로부터 구한 속도 

포텐셜을 이용하여 유동중 프로펠러 날개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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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관성계의 operator / t∂ ∂ 는 이동기준계에서의 

( / )
F

t′∂ ∂ − ⋅∇V 로 나타낸다. 

 

한편, 프로펠러 날개 고정좌표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s s s ST

M d C d K d F&& &                      (6) 

 

여기서 
s

M 는 프로펠러 날개의 무게, 
s

C 는 감쇠 그리고 

s
K 는 강성 매트릭스이고 d&& , d& , d는 계산 점의 가속도, 속도, 

B
S :

blade
S  + 

hub
S  

p : 유기속도 포텐셜이 계산되는 점 

q : 특이점이 위치하는 점 

( ; )R p q : p와 q  사이의 거리 



변위를 나타낸다. 
ST

F 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전 하중을 

나타내며, 이는 프로펠러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력(압력) 
hp

F 와 

프로펠러 회전에 의한 성분, 즉 코리올리 힘 
cori

F 와 원심력 

cent
F  그리고 유체와 구조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coupling 성분 

fs
F 의 합으로 나타내며, 

fs
F 를 제외한 하중의 합을 

s
F 로 한다. 

 

= + + + = +
ST hp cori cent fs s fs

F F F F F F F            (7)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유탄성 응답에 대한 구조해석을 

위해 잘 알려진 상용 FEM해석 도구인 Abaqus 6.12를 

사용하였다. 해석방법은 정적/동적 구조해석 모두 implicit 

방법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정적해석에는 Abaqus Standard의 

Static 옵션을, 동적해석에는 Dynamic 옵션을 사용하였다. 

비선형 동적 응답문제를 풀기 위해서 Newmark integration 

method를 사용하였다.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변형이 작용 하중에 따라 비교적 크고, 

이러한 형상 변화에 따른 유체역학적 특성의 변화가 작지 

않다고 한다면, 유체-구조해석 결과의 영향이 양방향 모두 

전달되어 각각의 해석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구조해석 시 

변형 및 하중 변화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 비선형해석을 포함한 2-way 

coupling유탄성 해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복잡한 선체 반류중의 

유탄성거동, 즉 변화하는 유동장에 대한 탄성 떨림 응답에 대한 

해석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wet’ 조건이라고 

하는 유체동력학적 부가저항 및 감쇠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백광준(2010)이 선체 접수진동해석에 

적용한 acoustic fluid medium의 유한요소 모델을 적용하였다. 

프로펠러 날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영역을 

압축/비점성이라고 가정하면 평형방정식은, 

 

0p γ ρ∇ + + =v v& &&                          (8) 

 

이다. 여기서 p 는 유체 동압력을, ρ 는 유체의 밀도를, γ 는 

소산에 대한 체적상수(체적 항력)을 그리고 v& 와 v&& 는 각각 

유체입자의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낸다. 

벌크 모듈러스(bulk modulus)와 압력의 관계 정의에 따라 

유체 volumetric strain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p K= − ∇⋅ v                             (9) 

 

이를 식 (8)에 적용하면 유체압력의 운동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벡터형태로 나타내면 유체와 구조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coupling 을 고려한 운동방정식은, 

 

0+ + − =
f f f fs

M p C p K p S d&&&& &                 (10) 

 

이 된다. 여기서 p 는 유체영역에서의 압력벡터, d 는 

유체-구조 경계면에서의 변위벡터 그리고 
fs

S 는 coupling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운동방정식 (6) 및 

(7)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11)과 같으며 이를 (10)과 

조합하여 유체연성 구조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면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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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탄성해석 방법 

 

앞에서 언급한 정식화된 수학모델을 토대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성능 및 강도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 조건에 대한 유탄성해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다음의 Fig.1에 2-way coupled FSI를 위해서 강체 

프로펠러 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력계산을 위한 BEM panel 

code(KPA14)와 날개의 구조변형응답, 날개에 작용하는 

원심력/코리올리력 계산 및 wake 중에서의 프로펠러 날개 

탄성거동에 따른 부가저항을 계산(비정상 천이 유동 시)하기 

위한 비선형 FEM solver (Abaqus Standard)간의 기본 

인터페이스 구조를 나타내었다. 정상상태 유탄성해석의 경우 

반류중 날개 위치에 따른 압력변화 및 날개 진동에 의한 

탄성거동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림의 

개념도에서 항목은 제외되며,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반복 

수행하여 전 step 과의 형상차이로 수렴성을 판단한다.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구동 시 날개에 작용하는 하중뿐 

아니라 제작에 사용된 복합재 재료의 물성 및 적층 순서 

그리고 적층 각에 따라 변형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는 설계 

구동(하중) 조건에서 설계형상을 갖도록 적층 조건에 따라 

다른 초기형상 추정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초기형상 설계를 위해 장현길 

등(2012)이 제시한 reverse engineering의 방법으로 초기 

설계형상을 추정하고 이를 설계형상으로 하여 실제구동 

하중에서 목표 형상으로 변형토록 하는 초기형상 설계 

프로세스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propeller blade FSI 

 

보다 정확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유탄성해석, 특히 구조 

안정성 관점에서의 강도평가를 위해서는 후류 중에서 날개 

위치에 따른 시간영역 기반의 유탄성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하게 유입하지 않는 유동장에서 회전하는 날개의 경우 

날개 표면의 압력분포에 따른 응답 변형뿐 아니라 압력분포 

변화로 인해 야기 되는 떨림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항공기 

프로펠러, 풍력터빈 블레이드 등과 같이 날개의 위치에 따른 

유동의 급격한 변화 없이 낮은 밀도의 공기중에서 구동하는 

복합재 날개와는 달리 물속에서 구동하는 프로펠러의 경우, 

반류중 떨림에 대하여 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 부가 

저항성분에 의한 감쇠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대로 날개 주위의 

유체에 의한 감쇠력을 고려하기 위해 날개 주위에 acoustic 

medium을 적용하여 hydrodynamic added mass등에 의한 

유체 감쇠영향을 고려한 비정상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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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ient FSI algorithm for composite propeller 

 

4. 해석법 검증 

 

BEM-FEM기반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 transient 유탄성 

해석의 정도 확인을 위해서 기존문헌의 시험 및 계산 

결과와의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관하여 모형시험 결과를 포함하면서 추진기의 형상/제원 및 

물성이 공개된 문헌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해석법 검증에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 

문헌을 기준으로 각 해석조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대상 

프로펠러를 적용하였다. 

Chen 등(2006)과 Young(2008)은 각자의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관한 시험 및 해석에 관한 논문에서 A.I.R. 

Fertigung-Technologie, GmbH (Hohen Luckow, Germany) 

에서 제작하고 Naval Surface Warfare Center, Carderock 

Division (NSWCCD)에서 수행한 6-bladed 610 mm 직경의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소재의 프로펠러에 관한 

시험결과 및 유탄성해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Young 

(2008)은 ‘rigid’한 프로펠러인 P5471과 ‘flexible’한 프로펠러인 

P5479에 대하여 정상상태(open water)에서 실선 스케일 

추진기를 이용한 시험과 BEM-FEM 연성해석에 대한 추력, 

토크 및 단독효율 비교를 통한 해석법 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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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결과가 공개된 두 

프로펠러 중 유탄성 거동이 커서 검증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P5479 프로펠러 (Young(2008) 의 형상 참조)에 대하여 개발된 

해석법을 적용하여 각 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Young(2008)의 시험 및 해석결과 비교하였다. 해석에는 실제의 

적층모델이 아닌 단방향성을 갖는 등가의 단일소재를 

적용하였고 해석에 적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Liu 등(2007)의 

발표에서 발췌하여 (E1 = 138.9 GPa, E2 = 10.2 GPa, G12 = 5.7 

GPa, ν12 = 0.3) 적용하였으며 fiber의 주 적층각은 +32 deg.을 

적용(Young(2008) 의 fiber orientation 정의 참조)하여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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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PM 909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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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PM 454 condition 

Fig. 3 Comparison of model test and BEM-FEM FSI prediction 

of propeller P5479 

 

계산조건은 RPM=909, 454 두 조건에 대해서 수행하였고, 

전진비(J) 0.5에서 0.9영역에 대하여 NSWCCD에서 수행한 

모형시험 및 Young(2008)의 유탄성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의 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모형시험 결과에 대해 

Young(2008)[13]의 해석결과 및 본 연구의 해석결과 모두 

잘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oung(2008)[13]의 계산은 J = 

0.5 ~ 0.9영역 모두에서 KT, KQ 및 효율 모두 고르게 

모형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다만 높은 전진비 

영역에서의 본 연구의 추정 효율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BEM code인 KPA14가 

끝단의 Kaplan 타입의 대상 프로펠러 해석 수행 시 높은 

전진비 영역에서의 해석정도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한 점성보정계수의 

보완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프로펠러는 선박의 후류(wake)라는 복잡한 

유동장에서 구동된다. 특히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경우 

재료적 탄성 특성으로 인해 후류 중 날개의 위치에 따라 

반복적으로 형상이 변하고 이에 따른 구조 안전성 문제, 

특히 피로에 의한 적층박리(delamination)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날개 위치별 형상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추진성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상태에 대한 

유탄성해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물 속에서 

거동하는 프로펠러의 탄성 유동에 대한 구조 응답의 경우 

유체력(특히 부가저항)에 의한 감쇠영향이 유탄성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이를 고려한 소위 ‘wet’ 

조건에서의 유탄성해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Young(2007, 2008), Chen 등(2006) 및 Motley 등 

(200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성 거동에 대한 부가저항 

등의 영향을 BEM으로 추정하여 구조하중 및 감쇠계수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앞에서 유도된 바와 같이 이러한 

부가저항 성분을 acoustic medium을 적용하여 날개면에 

직접 압력성분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를 Chen 등(2006)의 시험 및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프로펠러로는 Chen 등(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복합소재 프로펠러 중 모형시험을 통해 위치별 

형상(pitch)을 계측(LDV 이용)한 결과가 있으면서 가장 

변형량이 커서 계산결과의 검증에 유리한 P5475가 

선택되었다. NSWCCD에서 비정상유동 중 탄성거동을 

계측하기 위해 모형시험 시 유동변화에 대한 응답을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cycle wake 재현을 위한 

wake screen을 적용하였다. 시험 시 터널내부의 입사 

평균유속은 5.03 m/s이고 LDV(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이용하여 계측된 유속분포는 Fig.4의 붉은색 점선과 같다. 

시험 중 10도 와 55도 2군데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치변화를 계측하였다. 



프로펠러의 구동 RPM은 750이고 이 조건에서 계측된 

변형전 형상에 대한 날개 끝단부 피치각에 대한 각 

날개위치에서의 피치각 차이를 아래 그림의 붉은색 사각형 

심볼에 표시하였다. 동일조건에 대하여 Chen 등(2006)이 

VLM(Vortex lattice method)-FEM FSI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해석법으로 구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 적용된 반류는 Fig.4의 푸른색 

실선에서와 같이 시험에서 계측된 유속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유체역학적 부가저항으로 인한 감쇠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재료 감쇠영향만을 고려한 해석결과를 

검은색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4 Inflow measured by LDV (NSWCCD) and applied to 

FSI analysis (present) 

 

 
Fig. 5 Pitch change for P5475 (measured, predicted by 

Chen et al. and present) 

 

평균 변형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본 연구로 도출된 

해석법이 VLM-FEM FSI해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치의 변위에 대해서는 계측 

값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직교이방성 단일소재의 

해석모델과 시험에 적용된 실제 적층모델과의 차이가 그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복합재 프로펠러의 반류 중 

비정상 상태FSI해석을 수행하는 목적이 보다 엄밀한 

성능추정 및 구조안전성 평가에 있음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정상상태해석이 급격한 유동조건에 

대하여 평균 변형량 및 변형폭 추정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복합소재 프로펠러 설계를 위해서 보다 

실용적인 방법의 성능추정 및 구조 강도평가를 위한 

BEM-FEM 기반의 프로펠러 유탄성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계 적용을 위하여 유체력 계산 시 선체 반류, 점성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도 높은 해석이 가능한 

CFD-FEM 기반의 프로펠러 유탄성해석법 대신 비교적 높은 

해석 정도에 계산시간 소요가 훨씬 적은 비점성 BEM(Panel) 

-FEM 기반의 해석법을 개발하였다. 

반류중 날개의 떨림에 의해 주위 유체입자를 가속 

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부가저항력을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acoustic fluid medium의 유한요소 모델을 적용하여 

날개면에서의 압력과 날개의 구조변위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직교 이방성 재료(orthotropic-homogeneous material)가 

적용된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한 기존문헌의 시험 및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해석법의 

정상 및 비정상상태에서의 해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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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frequency of  2-dimensional cylinders in heaving; frequency-domain analysis
 

 

Abstract 

 

Following the previous works on the natural frequency of heaving circular cylinder, i.e. Lee & Lee(2013) and Kim & Lee(2013), an 

investigation of the same spirit on the 2-dimensional cylinder of Lewis form has been conducted. As before, the natural frequency

is defined as that corresponding to the local maximum of the MCFR (Modulus of Complex Frequency Response), which is given 

by the equation of motion in the frequency domain analysis. Hydrodynamic coefficients were found by using the Ursell-Tasai 

method, and numerical results for them were obtained up to much higher frequencies than before, for which the method was 

known as numerically unstable in the past. For a wide range of H , the beam-draft ratio, and σ , the sectional area 

coefficient, including their practical ranges for a ship, results for the natural frequency were computed and presented in this 

work. Two approximate values for the natural frequency, one proposed by Lee(2008) and another one by the damped

harmonic oscillator, were also compared with the current results, and for most cases it was observed that the current result is 

between the two values. Our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values of the local maximum of MCFR as well as the natural

frequency increase as σ  increases while H  decreases. At present, extension of the present finding to the 3-dimensional 

ship via the approximate theory like the strip method looks promising. 

 

Keywords: Natural frequency(고유진동수), Frequency domain analysis(주파수 영역 해석), Heaving cylinder(상하동요하는 주상체), Added 

mass(부가 질량), Wave damping(조파 감쇠), Lewis form (Lewis 형상), Modulus of complex frequency response(복소진동응답크기). 

 

1. 서 론 

 

Lee & Lee(2013)는 주파수 영역 해석을 통해, 그리고 Kim 

& Lee(2013)는 시간 영역 해석을 통해, 자유수면 상에서 상

하동요하는 원주의 무차원 고유진동수 
1

Ω 을 MCFR 

(Modulus of Complex Frequency Response)의 국부 최대값

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상에서 상하동요하는 2차원 주상

체의 고유진동수를 주파수 영역 해석을 통해 얻었으며, 주상

체의 형상으로는 Lewis 형상을 사용하였다. 자유 상하동요하

는 주상체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0
a

m m Y Y CYµ+ + + =
&& &                              (1) 

여기서 
a

m 는 부가 질량, µ 는 조파 감쇠이며, C 는 복원

력상수이다. 부가 질량과 조파 감쇠를 얻기 위해서는 

Tasai(1959)의 Ursell-Tasai 방법을 사용하였다. 차후의 시

간 영역 해석을 고려하여 진동수가 매우 큰 영역에서 대해서

도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매

우 큰 진동수들에 대해서도 수치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얻었

다. 이 결과를 사용하여, 실제 선박에 사용되는 형상들의 범

위를 포함하는 폭-흘수 비 H 와 단면적 계수 σ 의 범위에 

대해 고유진동수 
n

Ω 을 얻었다.  

한편 Lee(2008)는 부가 질량만을 고려한 근사적인 고유진

동수 
a

Ω 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방법에 의

한 근사값도 구하여 위에서 정의된 고유진동수 n
Ω 의 값들

과 비교하였다. 또한 통상 많이 사용되는 조화감쇠 동요 근

사에 의한 고유진동수 h
Ω 도 구하여 같이 비교하였으며, 일

반적으로 
a n h

Ω > Ω > Ω 의 결과를 얻었다. 계산된 범위 내

에서는 H 가 감소하거나, σ 가 증가하면, 고유진동수 
n

Ω

과 이 진동수에서의 MCFR의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실제 선박에 대한 고유진

동수 추정 또한 스트립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절, 3절에서는 문제의 정식화와 그 해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4절에서는 계산 결과에 대한 토론, 5절에서

는 결론을 맺기로 한다.  

 

2. 문제의 정식화 

 

2.1 좌표계 

본 연구에서의 좌표계는 Fig.1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물

리적 평면에 대해 ( ),x y 와 Lewis 변환을 위한 수학적 평면

에 대해 ( ),ξ η 를 사용하였고, 주상체의 반폭은 a , 흘수는 

d 이다.  

 

Fig. 1 Co-ordinate system 

본 연구에서는 이상 유체의 비회전성 유동장을 가정하며, 

대칭성에 기인하여 제 1사분면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다. 주상

체의 상하동요는 다음 식으로 주어지는데, 

( ) ( )cosY t l tω ε= +                                    (2) 

여기서 l 은 상하동요의 진폭이고, ω 는 진동수, ε 은 방사

파와의 위상차로 미지량이다. 

 

2.2 경계치 문제 

자유수면 상에서 상하동요하는 2차원 주상체에 대한 경계

치 문제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방정식, 선형화된 자

유수면 경계조건, 수저조건, 물체 경계조건 및 방사조건으로 

구성되며 속도 포텐셜 ( ), ,x y tφ 에 대해 다음과 같다. 

2 2

2

2 2
0,  0y

x y

φ φ
φ

∂ ∂
∇ = + = >

∂ ∂

에서.              (3) 

0,   0K y
y

φ
φ

∂
+ = =

∂

에서.                         (4) 

여기서 2
/K gω= 으로 파수이다.  

0 ,  yφ∇ → → ∞ 일 때.                         (5) 

,

dY y

n dt n

φ∂ ∂
=

∂ ∂
물체 표면에서.          (6) 

$

n는 물체 표면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법선 방향의 단위 

벡터이며, 수학적 평면에서 물체는 단위원에 상응하므로, 물

체 경계조건을 유량 함수에 대해 다시 쓰면 다음을 얻는다 

0 0

dY y

dt
α α

ψ

θ α
= =

∂ ∂⎛ ⎞ ⎛ ⎞
− =⎜ ⎟ ⎜ ⎟
∂ ∂⎝ ⎠ ⎝ ⎠

     (7) 

여기서 i
i ie e

α θζ ξ η −

= + = 로 쓸 수 있으며, 따라서 

0α = 는 단위원의 원주에 상응한다.  

마지막으로 주상체의 상하동요에 의해 생성된 파도는 주상

체로부터 먼 쪽으로 전파된다는 방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이론적 해석 

 

3.1 Ursell-Tasai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Ursell-Tasai 방법은 매우 잘 알려져 있

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Song(2014)으로 미루기로 하고, 다

음 절들에서 사용할 물리량들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

의 위주로 간략히 다루기로 한다.  

Lewis 변환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1 3

3
( ) f

a a
z x iy Mζ ζ

ζ ζ

⎛ ⎞
= + = + +⎜ ⎟

⎝ ⎠
                    (8) 

여기서 
fM 는 배율 계수(magnification factor)이고, 

1
a , 

3
a 는 단면형상 계수(sectional form parameter)이다. 따라서 

다음 관계를 얻으며,) 

( )1 3
sin sin sin3fx M a aθ θ θ= + −

     (9) 

( )1 3
cos cos cos3fy M a aθ θ θ= − +

     (10) 

주상체의 반폭 a와 흘수 d 를 다음과 같이 얻는다.  

( )1 3
1fa M a a= + +

            (11) 

( )1 3
1fd M a a= − +

     (12) 

또한 주상체의 단면적 계수(sectional area coefficient) σ 와 

폭-흘수 비(beam-draft ratio) H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

2 2

1 3

1 3 1 3

1 3

2 4 1 1

s

a aA

ad a a a a

π

σ

− −

= =

+ + − +
    (13) 

( )
( )

1 3

1 3

2 12

1

a aa
H

d a a

+ +

= =

− +
     (14) 

식 (13)에서의 
s

A 는 주상체의 단면적이다. 

Ursell(1949)에 따르면 속도 포텐셜은 다음과 같다. 

2 2 2 2

1 1

cos sin
c n n s n n

n n

t p R t q R
gb

πω
φ ω φ ω φ

∞ ∞

= =

⎛ ⎞ ⎛ ⎞
= + + +⎜ ⎟ ⎜ ⎟

⎝ ⎠ ⎝ ⎠
∑ ∑

(15) 

여기서 b 는 주상체의 상하동요에 의해 생성 전파되는 물

체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의 진행파, 즉 방사파의 진폭

이다. 
2n

p 과 

2n
q 은 미정으로 물체 경계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c

φ 와 

s
φ 는 진행파, 

2n
R 은 국부교란 유

동을 나타낸다. 또한 식 (15)의 속도 포텐셜에 공액

(conjugate)인 유량 함수는 다음과 같다. 

2 2 2 2

1 1

cos sin
c n n s n n

n n

t p S t q S
gb

πω
ψ ω ψ ω ψ

∞ ∞

= =

⎧ ⎫ ⎧ ⎫
= + + +⎨ ⎬ ⎨ ⎬

⎩ ⎭ ⎩ ⎭
∑ ∑

(16) 



 

 

여기서 
c

ψ 와 
s

ψ 는 각각 
c

φ 와 
s

φ 의 공액이다. Kaκ =

라고 하면 유량 함수를 사용한 물체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

다. 

( )
2 2

1

sin
n n c L

n

f p ψ α θ π κ
∞

=

= − −∑             

(17) 

2 2

1

n n s

n

f q ψ

∞

=

= − −∑  

( ) ( ) ( ){ }cos sin cos
L

ci siα θ π κ κ κ κ κ⎡ ⎤− + −⎣ ⎦
   

(18) 

여기서 ( )
L

α θ 는 다음과 같은 함수이고,    

( ) 1 3

1 3

sin sin sin3

1
L

a a

a a

θ θ θ
α θ

+ −
=

+ +

             

(19) 

ci , si 는 각각 코싸인 적분, 싸인 적분이다.  

  한편 방사파의 진폭과 상하동요하는 2차원 원주의 진폭의 

비, /b l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2 2

b

l A B

πκ

=

+

      

(20) 

여기서 ( )
1 3

/ 1
L

a aκ κ= + + 라고 하면, A 와 B 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 ) 1 3

2

1

sin

1 3
1

2 1 2 1 2 3

n

L n

n

A

a a
p

n n n

κ π κ

κ

∞

=

= +

⎛ ⎞
− − + +⎜ ⎟

− + +⎝ ⎠
∑

   

(21) 

( ) ( ) ( ){ }

( ) 1 3

2

1

cos sin cos

1 3
1

2 1 2 1 2 3

n

L n

n

B ci si

a a
q

n n n

κ π κ κ κ κ κ

κ

∞

=

= − + − +

⎛ ⎞
− − + +⎜ ⎟

− + +⎝ ⎠
∑

    

(22) 

식 (17), (18)을 풀어 
2n

p 과 

2n
q 을 구하면, 비정상 유동

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하여 물체표면에서의 압력

을 구할 수 있고, 압력의 연직방향 성분을 적분하여 부가 질

량과 조파 감쇠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물체표면 상에서의 압

력은 다음과 같고, 

( )cos sin
s

gb
p M t N t

ρ
ω ω

π
= − +

                
(23) 

2 2 2 2

1 1

,
s n n c n n

n n

M q R N p Rφ φ
∞ ∞

= =

= + = +∑ ∑            

(24) 

여기서 하첨자 S 는 물체표면을 뜻하며, M , N  또한 물

체표면에서 계산된 값이다. 부가 질량과 조파 감쇠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으며,  

( ) ( )2 2

0 0 0 0

2 2 2 2

2 2
,

a

a M B N A a M A N B
m

A B A B

ρ ρ ω
µ

+ −

= =

+ +

 

(25) 

여기서 
0

M , 
0

N 는 다음과 같다.  

( )
/2

0

0

L
M M d

π

β θ θ= ∫ , ( )
/2

0

0

L
N N d

π

β θ θ= ∫ ,   (26) 

( ) 1 3

1 3

cos cos 3 cos3

1
L

a a

a a

θ θ θ
β θ

+ −
=

+ +

.    (27) 

또한 수치 계산의 정확성을 검사하기 위해 다음 식을 이용

할 수 있다.  
2

0 0

2
M A N B

π

− = .                

(28) 

따라서 부가 질량계수와 조파 감쇠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 )
2

1 30 0

2 2 2 2

1 3

14

1 3a

a

a

a am M B N A
C

m A B aπ

+ ++

= =

+ − −
     (29) 

( )
2

1 30 0

2 2 2 2

1 3

14

1 3a

a aM A N B
C

m A B a
µ

µ

ω π

+ +−

= =

+ − −
   (30) 

위의 식은 
1 3

0a a= = 인 경우, 원주에 대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고유진동수 

상하동요하는 주상체의 부가 질량과 조파 감쇠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원고유진동수(pre-natural frequency) 
0

ω

와 그에 상응하는 무차원 파수 
0

κ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0

2 2

s s

ga ga

A A

ρ
ω

ρ
= =  , 

2 2

0

0

2

s

a a

g A

ω

κ = =

              

(31) 

Lee(2008)는 부가 질량만을 고려한 경우의 고유진동수 
a

ω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

2 0
2

1 ( )
a

a a a

ga

m m C

ωρ
ω

ω
= =

+ +

                

(32) 

이하에서는 모든 진동수를 원고유진동수 
0

ω 로 무차원화하

고, 
a

Ω 와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식 (1)로부터 무차원화된 MCFR, ( )*

R Ω 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는데,   

( )
( )

( ){ }

*

2
2 2 4

1

1 1
a

R
R

C
C C

µ

ω

Ω = =

− + Ω + Ω

    (33) 

여기서 
0

ω

ω

Ω = 이며, 
*

0
dR

d
=

Ω
일 때의 무차원 진동수 

n
Ω

을 무차원 고유진동수로 정의한다. 

 

 

 

 



 

 

4. 계산 결과 

 

4.1 주상체의 횡단면 형상 

실제 선박의 횡단면 형상을 고려하여, 폭-흘수 비 H =  

1.0, 1.5, 2.0, 2.5, 3.0, 3.5, 4.0, 4.5, 5.0, 또 단면적 계수 

σ = 0.6, 0.7, 0.8, 0.9에 대해, Lee & Lee(2013)에 의해 개

발된 공치법(collocation method)을 사용하여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4.2 수치 계산 검증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식 (28)을 사용하여 

오차 E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 )0 0

2
1 100 %

/ 2

M A N B
E

π

−⎛ ⎞
= − ×⎜ ⎟
⎝ ⎠

   (34) 

비교적 오차가 큰 경우인 H =3.5, σ =0.8 인 형상에 대해 

공치법에서의 미정 계수의 수인 N =10, 30, 50에 대한 오

차를 Fig. 2에 보였다. 여기서 50N = 에 대한 수치 결과

는 15κ < 에 대해 1.0% 이하의 오차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계산에서는 50N = 으로 취한 공치

법을 사용하였다.  

 

 
Fig. 2 Error vs. κ  

 

  4.3 계수 
2n
p 과 

2n
q  

속도 포텐셜의 수렴을 확인하기 위해 H =3.5, σ =0.8인 

경우에 대해 
2n
p 과 

2n
q 의 변화를 Fig. 3,  Fig. 4에 보였다.  

 

Fig. 3 
2n
p  vs. κ  

 
Fig. 4 

2n
q  vs. κ  

여기서 수평축, 2aκ

π λ
=

이며, 1
κ

π

= 을 기준으로 좌우의 

수직축의 크기를 다르게 나타내었다. 식 (17)과 (18)의 급수

에서 계수 

2
p 와 

2
q 가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계수들이 κ 에 따라 진폭이 서서히 감소하는 조화함

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원주에 대한 결과와 본질적

으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4.4 /b l , 부가 질량 계수와 조파 감쇠 계수 

각각의 형상에 대해 /b l 은 κ 의 함수이며, 국부 최대값을 

가지는데, σ 가 변화함에 따른 /b l 의 최대값을 Fig. 5에 

보였다. H가 증가할수록, 또 σ 가 감소할수록 각 형상에 

대한 /b l 의 국부 최대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폭

이 크고, 또 수면 부근에서의 형상 변화가 클수록 /b l 의 최

대값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Fig. 5 /b l  vs. κ  

부가 질량 계수에 대한 계산 결과를 Tasai(1959)의 

4
( )K κ 와 비교하여 Fig. 6, 7에 보였다. Tasai의 결과보다 

훨씬 넓은 κ 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확성을 

가지는 결과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4
vs. K κ  of 4 / 3H =  



 

 

 
Fig. 7 

4
 vs. K κ  of 2.0H =  

각 경우에 대해 부가 질량 계수 ( )
a

C κ 는 국부 최소값

을 가지며, 이들 최소값의 각 H 에 대해 σ 에 따른 변화 

경향을 최소값에 상응하는 κ 의 값, 즉 
min

κ 의 함수로 Fig. 

8에 보였다. 
a

C 의 최소값과 그에 상응하는 κ 의 값, 즉 

min
κ 은 H 가 증가할수록, 또 2.0H ≥ 인 경우에는 σ 가 

감소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주에 대한 
a

C

의 최소값은 2.0H ≥ 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형상 중 가

장 작은 값을 가짐에 유의한다.  

 
Fig. 8  vs. 

a
C κ  for various H & σ  

 

4.5 상하동요하는 2차원 주상체의 고유진동수 

Lee(2008)는 부가 질량만을 고려한 근사적인 고유진동수

a
ω 를 다음과 같은 반복자(iterator)를 통해 정의하였다. 

2

0

1
, lim

1 ( )
j j a

j
a jC

ω

ω ω ω

ω
+

→∞

= =

+

                   (35) 

위 식을 이용하여 얻은 무차원 고유진동수 
a

Ω 를 각 H

에 대해 σ 의 함수로 Fig. 9에 보였다.  

 
Fig. 9 vs. 

a
σΩ  for various H  

a
Ω 는 H 가 감소할수록, 또 2.0H ≥ 인 경우에는 σ 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e & Lee(2013)는 

2차원 원주에 대해 0.7919
a

Ω = 를 얻었고, 이는 

0.7970
n

Ω = 과 비교하여 매우 좋은 근사임을 보였는데, 

위의 그림에서 원주에 대한 
a

Ω 는 2.0H ≥ 인 모든 형상 

중 최대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각 경우에 대해 부가 질량 계수 
a

C 가 최소값을 가지는 

진동수 
m

Ω 을 Fig. 9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Fig. 10에 보였

다. 
a

Ω 와 
m

Ω 이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vs. 

m
σΩ  for various H  

a
Ω 와 

m
Ω 의 차이를 %로 Fig. 11에 보였다. 

a
Ω 와 

m
Ω

의 값은 1.0H ≥  인 모든 형상에 대해 2% 이하의 차이를 

보이며, 
a

Ω 는 
m

Ω 으로 근사하여도 큰 오차를 범하지 않

음을 알 수 있고, 또 대체적으로 σ 가 감소하면 오차가 증

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Lee et al(2013)에 따르면 

a m
Ω Ω� 이기 위한 조건은 2

min

1
1

1
m

a
C

δ = −Ω
+

� 인



 

 

데, 예를 들어 5.0H = , 0.6σ = 인 경우, min
2.4κ = , 

min
2.2

a
C = 이고, 

2 min

min
0.12

m

H

κ σ

κΩ = = 이며, 따라

서 δ = 0.0245를 얻어, 위의 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1 ( / ) vs. 

m a
σ− Ω Ω  for various H  

식 (33)의 MCFR의 국부 최대값에 상응하는 진동수, 즉 본 

연구에서 상하동요의 고유진동수로 정의한 

n
Ω 을 각 형상

에 대해 Fig. 9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Fig. 12에 보였다. 전반

적으로는 
a

Ω  및 
m

Ω 과 비슷한 경향, 즉 
n

Ω 은 H 가 감

소할수록, 또 2.0H ≥ 인 경우에는 σ 가 증가할수록 커지

는 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Lee & Lee(2013)가 얻은 2

차원 원주에 대한 값인 0.7970
n

Ω = 이 2.0H ≥ 인 모

든 형상 중 최대값임을 알 수 있다.  

 
Fig. 12  vs. 

n
σΩ  for various H  

한편, 식 (33)의 
*

R 가 국부 최대값을 가지는 
n

Ω 에서

의 부가 질량과 조파 감쇠를 사용하면, 식 (1)에서 보인 운동 

방정식의 계수가 상수인 미분방정식으로 변화하며, 이와 같

은 근사는 조화감쇠 동요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MCFR 

( )*

h
R Ω 는 다음과 같다. 

( )
( ){ }

*

2
2 2 4

1
.

1 1

h

an n

R

C C
µ

Ω =

− + Ω + Ω

   (36) 

여기서 ( )
an a n

C C= Ω , ( )
n n

C C
µ µ

= Ω 이고, 수치 계산 결

과를 사용하여 
*

0
h

dR

d
=

Ω

, 국부 최대값을 가지는 진동수 

h
Ω 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Fig. 13에 보였다.  

 
Fig. 13 vs. 

h
σΩ  for various H  

일반적으로 h
Ω 는 n

Ω 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각각의 단면 

형상에 대한 ( )*

h
R Ω 는 ( )*

R Ω 와는 최대값의 위치, 최대

값의 크기 등이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진다.  

a
Ω 와 n

Ω 의 차이, h
Ω 와 n

Ω 의 차이를 %로 각각 

Fig.14, 15에 보였다. 일반적으로 a n h
Ω > Ω > Ω 의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H 가 증가할수록 또 σ 가 감소할수

록 그 차이는 증가한다. 이는 조파 감쇠가 H 가 증가할수

록 또 σ 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과 일치하며, 조파 

감쇠가 커지면 고유진동수의 결정에 조파 감쇠를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14 1 ( / ) vs. 

a n
σ− Ω Ω  



 

 

 
Fig. 15 1 ( / ) vs. 

h n
σ− Ω Ω  

마지막으로, 주상체의 형상변화에 대한 중간 형태인 

3.5H = , 0.8σ = 인 형상에 대한 결과를 기준으로 잡아 H

와 σ 가 각각 변화할 때, 
n

Ω 의 값과 그에 상응하는 

MCFR 
*

R  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Fig. 16, 17에 각

각 보였다. H 가 감소함에 따라 
n

Ω 과 그에 상응하는 
*

R

의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mina

C 이 H 가 감소함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σ 가 증

가함에 따라 
n

Ω 과 그에 상응하는 
*

R 의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mina

C 이 σ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과 부합하는 결과이다(Fig. 8 참조).  

 

Fig. 16  vs. 
n

HΩ  

 

Fig. 17 vs. 
n

σΩ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하동요하는 2차원 주상체의 고유진동수

를 예측하기 위해서 Ursell(1949)과 Tasai(1959)가 2차원 주

상체에 적용한 방법을 기본으로, Lewis 변환을 사용해 보다 

광범위한 형태를 가지는 주상체의 부가 질량 계수와 조파 감

쇠 계수를 공치법에 의한 수치 계산으로 얻었다. 이렇게 얻

은 결과를 이용하고 MCFR을 사용하여 2차원 주상체의 고유

진동수를 정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0H ≥  인 모든 형상에 대해 부가 질량과 조파 감쇠를 

모두 고려하여 정의한 고유진동수 
n

Ω 은 원고유진동수의 

80%보다 작으며, 그 최대값은 원주의 고유진동수로 간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후의 시간 영역 해석을 위해 매우 큰 κ 에 대해서도 조

파 감쇠 계수와 부가 질량 계수를 안정되게 계산할 수 있는 

수치 코드를 개발하였다. 

부가 질량만을 고려한 고유진동수 
a

Ω 는 
mina

C 에 상응하

는 진동수 
m

Ω 과 2% 이하의 차이를 가진다. 

MCFR의 국부 최대값에 상응하는 고유진동수 
n

Ω 은 계산

된 범위에서는 대체적으로 
a

Ω 보다는 작고 조화감쇠 동요 

근사에 의한 
h

Ω 보다는 큰 값을 가진다.  

주상체의 H 가 감소할수록, σ 가 증가할수록 고유진동수 

n
Ω 과 그에 상응하는 MCFR의 크기 

*

R 의 값은 증가하며, 

이는 
mina

C 의 H , σ 에 대한 경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

인다.  

부유체의 운동에 대해 strip 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3차원 물체에 대

해서도 큰 어려움 없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초

기 설계 시 부유체의 상하동요 고유진동수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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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MW급 아지무스 추진기(azimuth thruster)에 대한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모형시험 

 
1백부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 2박영하(한국해양과학기술원), 3김기섭(한국해양과학기술원), 

4김주인(삼우중공업), 5나윤철(삼우중공업) 

 

 

요 약 

 

아지무스 추진기는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위치제어 및 추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시험을 통해 아지무스 추진기의 추진성능을 조사하고자 한다. 설계된 아지무스 추진기 성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속에서(높은 레이놀즈수) 모형 단독시험 및 캐비테이션(cavitation) 관찰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단독시험 동력계를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후 아지무스 추진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펠러와 덕트(duct) 조합에 따른 단독특성을 파악하고 최적의 조합을 도출하여

캐비테이션 특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시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동력계와 모형들을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 설치하고 프로펠러 및 덕트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단독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프로펠러에 대한 캐비테이션

특성을 조사하여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아지무스 추진기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법을 마련하였다. 

 

Keywords: azimuth thruster(아지무스 추진기), thruster open water test(추진기 단독 시험), duct(덕트), unit efficiency(unit 효율), 

cavitation(캐비테이션) 

 

1. 서 론 

 

최근에 유가 상승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 정책 등으로 

인해 원유나 가스 등을 시추하거나 정제하는 드릴쉽, 자항형 

FPSO, FSRU, 셔틀 탱커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왔다. 이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위치제어 기능과 추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아지무스(azimuth)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기존의 프로펠러-축타계 방식의 시스템에 비해 조종 

성능이 뛰어나고 수직 축을 중심으로 임의의 각으로 회전할 

수 있는 추진기로 추진기능과 조타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추력장치이다. 아지무스 추진기는 몸체 포드(pod)와 

포드에 부착되어 구동되는 프로펠러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포드-프로펠러 시스템에 덕트가 추가된다. 덕트는 

프로펠러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 관을 가리키며 원래 

운하에서 선박추진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덕트는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속을 가속하는 가속형 

덕트와 프로펠러 유입되는 유속을 감속하는 감속형 덕트가 

있다. 가속형 덕트는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감속형 덕트는 캐비테이션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대부분 잠수함 등 함정용 추진기에 

사용된다. 1930년대 항공공학자 Ludwig Kort에 의해 개발된 

덕트 19A는 지금도 거의 수정 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Kort, 

1937).  

아지무스 추진기는 고급형 모터 내장형 포드 추진기와 

일반 상선용 베벨기어형 아지무스 추진기 등으로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지무스 추진기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외 

소수 업체에서 해당 추진기들을 독점 개발/제작하여 왔기에 

아지무스 추진기의 국내 설계나 제작에 대한 수준은 매우 

낮고 관련 설계 및 기술 부재에 따라 아지무스 추진기를 

개발하여 국산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지무스 추진기 관련하여 Lee et al.(2013)이 베벨기어형 

아지무스 추진기 모형을 설계 제작하고 선형수조에서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 Park(2012)은 모터 내장형 포드 

추진기의 실선성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12)은 선박의 포드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횡동요를 

제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아지무스 추진/조종 성능 연구는 최근에서야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그 수준이 높지 않아 해당 추진기의 

기술 개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우중공업에서 개발한 5.5MW급 

베벨기어형 아지무스 추진기에 대하여 그 성능을 조사하고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모든 시험은 

KRISO(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수행되었는데 추진기 동력계 

구조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포드뿐 만 아니라 프로펠러 및 

덕트의 크기를 가능한 크게 하여 척도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 

하고 유속을 크게 하여 높은 전진비(advance ratio, J)에 

대해서도 성능을 조사하려 하였다. 아지무스 추진기의 추력, 

토크 계측과 함께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도 수행하여 

아지무스 추진기의 성능을 다양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실시된 모형 시험은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LCT : large cavitation tunnel) 에서 수행되었으며, 각종 

계측치들은 전산화된 자료취득장치에 의해서 얻어졌다. 

터널의 시험부 제원은 다음과 같다. 

 

길이 ××폭 × 높이 :  12.5m × 2.8m × 1.8m 

 

시험부에서 최대 유속은 16.5m/s이고 시험부 내부 

압력은 0.02 기압(Kgf/cm
2
)에서 3.5 기압(절대압 기준)까지 

변화가 가능하다.  Fig. 1은 시험이 수행된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의 상부와 함께 시험부를 나타낸다. 

 

 
Fig. 1 Large cavitation tunnel of KRISO 

 
Fig. 2 Sketch of azimuth thruster 

 

아지무스 추진기 모형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 덕트, 포드 및 포드와 구동모터를 연결하는 

스트럿(strut)으로 구성되며 실제 척도(scale)의 1/15로 

제작되었다. 프로펠러 및 덕트는 삼우중공업에서 

설계하였는데 실험에 사용된 프로펠러 제원 및 덕트의 

단면을 Fig. 3과 같이 표시하였다. X=0 위치를 

앞날끝(leading edge)이라고 하며 X=140 위치를 

뒷날끝(trailing edge)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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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ncipal particulars of propeller model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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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incipal particulars of propeller model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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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ction of each duct 

Fig. 3 Propeller model and duct section 

 

추진기를 지지하고 수직 힘 전달 축을 보호하는 스트럿의 

초기 실린더 모양은 원형을 갖도록 하였다. 원형 실린더 

형상을 취할 경우 실선 척도에서 스트럿을 제작하기 

용이하여 설계사나 제작사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Propeller Duct 
Pod 

Strut 



원형 실린더 모양의 스트럿은 물리적으로 흘림(shedding) 

보오텍스(vortex) 유동을 스트럿 후방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이 흘림 보오텍스들은 한 쌍의 보오텍스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교대로 나타난다. 보오텍스들이 교대로 나타나는 

주기 T (= 1/f, f 는 흘림 주파수)와 특성 길이 L (실린더의 

경우 직경), 유체속도 V를 이용하여 차원 해석에 유용한 

수인 St 수(=fL/V, Strouhal number)를 계산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형 실린더의 St는 0.19 – 0.22의 값을 갖는다. 

실린더에서 유기되는 흘림 주파수 f의 값이 아지무스 

추진기의 (구조적인) 고유 주파수와 유사하게 변화할 경우 

아지무스 추진기 구조물에 공진(resonance)이 발생하여 

피로 손상이나 소음 진동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형 실린더 스트럿은 실제 척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VIV(vortex induced vibration)뿐 만 아니라 강한 

세기(intensity)의 보오텍스들을 프로펠러로 유입시키므로 

프로펠러에 부가적인 캐비테이션과 기진력(propeller 

induced excitation force)을 발생시킬 수 있다. 원형 실린더 

스트럿의 경우 모형 아지무스 추진기의 단독성능을 

계측하게 되면 Fig. 4와 같이 0.2 < J(전진비=U/(nD), U는 

추진기 유입속도, n은 프로펠러 회전수, D는 프로펠러 직경) 

< 0.6 구간에서 흘림 보오텍스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프로펠러의 추력(T), 토크(Q) 계측치에 변동 성분을 주게 

된다. 이 변동 성분들은 힘 계측치에 오차를 크게 하여 

아지무스 추진기의 성능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흘림 보오텍스의 세기가 비교적 

낮고 그 크기가 작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실린더의 

모양을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화를 주었다(Fig. 5).  

 

 
Fig. 4 Influence of circular strut on force measurements 

 

실린더의 형상이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뀌면 St 수가 다소 

증가하여 흘림 주파수를 다소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흘림 주파수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흘림 

보오텍스의 크기와 세기를 약화시킴으로써 원형 실린더의 

경우에 비해 프로펠러 유입 유동의 변동 성분이 다소 낮아져 

힘 계측이나 캐비테이션 관점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Fig. 

5는 적용된 타원형 스트럿의 횡단면(녹색으로 빗금을 친 

부분이 변경된 스트럿) 및 개선된 스트럿을 적용한 후의 

아지무스 추진기 성능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Fig. 4에 비해 

힘 계측치의 변동 성분이 적어 계측 오차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아지무스 추진기 동력계는 모형 추진기의 추력 및 토크, 

회전수를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으며 아지무스 추진기의 

상부에는 추진기에서 작용하는 힘과 아지무스 형상에 의한 

저항력을 동시에 계측할 수 있는 3분력계가 설치되었다. 전체 

동력계는 수밀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터널 내부에서 

운용되므로 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캐비테이션 터널 설비에서 사용 시 터널설비 자체의 압력변화에 

따른 추력 및 토크, 회전수를 계측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를 가지며 구동전기모터를 포함한 아지무스 추진기 

동력계의 전체시스템 구동 시 전기 기계적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Fig. 5 Cross section of elliptic cylindrical strut and open 

water test result with it 

 



 

FxU = FxT + FxD – drag 

Fig. 6 Forces produced by azimuth thruster 

  

아지무스 추진기 동력계의 힘 계측 사양은 하기와 같다. 

-프로펠러 : 추력 FxT (×2000(), 토크 FxQ (×80(m),  

회전수 n (×36rps) 

-3분력계(unit 센서) : FxU (×2000(), FyU (×2000(),  

MzU (×100(m) 

-덕트 센서 : FxD (×1000() 

 

Table 1. Uncertainties in force measurements 

Physical quantity Linearity (%) Hysteresis (%)

Propeller thrust(FxT) 1.316 1.817 

Propeller torque(FxQ) 0.717 0.251 

Unit force(FxU) 1.130 1.040 

Duct force(FxD) 1.396 1.466 

 

여기서 힘을 F라고 표기하고 모멘트를 M이라고 표기하였다. 

힘의 방향에 대한 정의는 시험부의 하류 즉 선미 방향을 +x 

방향이라 하고 좌현(시험부 왼편) 방향을 +z 방향, 높이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하였다. Fig. 6에 아지무스 추진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하여 간략히 표시하였다. 본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동력계의 각 센서가 주어진 부하에 대해 적절히 작동하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센서 보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Table 1에 

불확실성 해석(uncertainty analysis)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선형성(linearity)은 계측된 보정 자료들이 얼마나 선형성을 

유지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원점과 보정 자료들을 연결한 

직선상으로부터 데이터의 최대 오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조사한 것이다. 이력현상(hysteresis)은 무부하 상태에서 최대 

부하상태까지 차례로 보정을 한 후 다시 무부하 상태로 차례로 

보정할 경우 그 보정 값이 원래의 값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오차를 의미한다. 

 
Fig. 7 Plan for the azimuth thruster set-up in test section 

 

 

 
Fig. 8 Photos of the azimuth thruster installed in the test 

section 

 

Fig. 7은 터널 시험부에 설치된 아지무스 추진기 및 

동력계 등을 나타낸 배치도이다. 아지무스 추진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터널 상부에 22kW 수중모터를 

설치하였으며 추진기의 축과의 정렬 및 힘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universal joint를 수중모터와 추진기 수직축 



사이에 장착하였다. 터널의 상판(흘수판) 위에 설치되는 

3분력계 안에는 추진기의 y축에 대한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yaw angle 제어박스가 내장되어 있다. 

Fig. 8은 터널 시험부에 설치된 아지무스 추진기 및 덕트 

등을 보여준다. 아지무스 추진기와 크림색의 상판(흘수판) 

사이에 원형의 경계판(separation plate)이 보이는데 이는 

추진기에 의한 유체 흡입 효과를 실제 선박 상태와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장착한 것이며 시험부 상판에 의한 경계층 

효과는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험 조건으로 아지무스 

추진기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 추진기/덕트 : 각각 2종 

- 추진기 유입 주유동 방향 속도 U0 = 0 ~ 6 m/s 

- 레이놀즈 수 Re = 0.9 x 10
6
  ~  1.4 x 10

6
 

- 터널 시험부 내 압력 P = 0.5bar ~ 대기압 

- 터널 내 청수의 밀도 ρ= 1000 kg/m
3 

 

 

Fig. 9 Investigation on Reynolds number effect 

 

아지무스 추진기의 본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레이놀즈 

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험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시험 수행 시 형성되는 레이놀즈 수는 유체 속도와 프로펠러 

회전수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전진비에서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켜 시험을 수행했을 때 계측 물리량의 변화가 없는 

시험 조건을 찾고자 한다. J의 값이 0.4와 0.6일 때 

레이놀즈 수 효과를 검토하였고 Fig. 9에 J = 0.6인 경우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였다. 본 검토에서는 프로펠러 회전수와 

프로펠러 유입 유체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레이놀즈 수를 

변화시켰다. 회전수가 15 rps일 경우 레이놀즈 수는 약 3.7 x 

10
6
 정도이며 36 rps일 경우 레이놀즈 수는 약 9 x 10

6
 

정도가 된다.
 

 

J

K
T
P
,
1
0
K

Q
,
η

P

0

0

0.25

0.25

0.5

0.5

0.75

0.75

1

1

0 0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0.6 0.6

0.7 0.7

0.8 0.8

P1

P2

η
P

K
TP

10K
Q

 
Fig. 10 Propeller open water test for P1 and P2 propellers 

 

Fig. 9를 보면 15 rps에서 36 rps까지 변화하더라도 계측 

물리량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 시험에서는 

프로펠러 회전수를 고속회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15 rps로 고정시키고 유속을 변화시켜 가며 각 전진비에서의 

물리량들을 계측하였다. 해당 그림에서 KT는 추력계수를 

의미하며 KQ는 토크계수를 의미한다. 또 아래 첨자 U는 

unit을 의미하며 P는 프로펠러, D는 덕트를 의미한다. 각 

계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KTP = T/(ρn
2
D

4
), propeller thrust coefficient 

KQ = Q/(ρn
2
D

5
), propeller torque coefficient 

ηP = J⋅ KTP /(2π KQ), propeller efficiency 

KTU = FxU/(ρn
2
D

4
), unit thrust coefficient 

ηU = J⋅ KTU /(2π KQ), unit efficiency 

KTD = FxD/(ρn
2
D

4
), duct thrust coefficient 

ηD = J⋅ KTD /(2π KQ), duct efficiency 

 

3. 결과 및 고찰 

 

Fig. 10은 아지무스 추진기의 프로펠러에 대한 단독성능 

시험 결과이다. 아지무스 몸체와 스트럿은 함께 

설치되었으나 덕트는 제외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추력의 경우 J = 0.5 이상에서 P2 프로펠러의 

추력이 높게 발생하였고 토크는 낮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펠러 효율도 높게 나타났다. J = 0으로 접근함에 따라 

P1과 P2 프로펠러들은 유사한 효율을 보이고 있다.  

Fig. 11은 아지무스 추진기의 단독성능 시험 결과이다. 

아지무스 몸체 및 스트럿, 프로펠러와 덕트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총 4 종류의 프로펠러-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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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해서 고려하였는데 프로펠러 추력의 경우 P1과 

P2의 추력은 서로 유사하나 덕트의 효과에 의해 D1 덕트의 

조합에서 D2 덕트 조합보다 큰 프로펠러 추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추력이 증가함에 따라 D1 덕트 조합에서 프로펠러 

토크도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P2 + D2 조합에서 가장 

낮은 프로펠러 토크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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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eller thrust coefficient 

J

1
0
K

Q

0

0

0.2

0.2

0.4

0.4

0.6

0.6

0.8

0.8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P1 + D1

P2 + D1

P1 + D2

P2 + D2

 
(b) Propeller torque coefficient 

Fig. 11 Propeller’s thrust and torque coefficients 

 

덕트 추력의 경우 Fig. 1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J 

영역에서 D2의 추력이 D1의 그것 보다 크게 발생하여 D2 

덕트의 영향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지무스 unit의 추력을 보면(Fig. 12(b)), D1 덕트가 설치될 

경우 unit의 추력이 D2 보다 약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지무스 추진기에서 동일한 추력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아지무스 unit의 효율을 살펴 보면(Fig. 13) P2 + 

D2의 조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조합들은 서로 유사한 

unit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P2 + D2 조합에서 가장 높은 

효율이 발생하였다. 비록 D1 덕트에 의해 unit의 추력이 

다소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D1 덕트와 프로펠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프로펠러의 토크가 크게 증가하므로 Fig. 

12(b)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nit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P2 + D2 조합에 대해서 

캐비테이션 성능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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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ct thrus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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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nit thrust coefficient 

Fig. 12 Propeller torque and unit thrust coefficients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한 캐비테이션 관찰은 

bollard(J = 0.05)와 transit(J = 0.5)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각 

운항 조건에서 프로펠러 회전수에 기초한 캐비테이션 수는 

bollard와 transit에서 각각 4.13, 3.48이었다. 캐비테이션 수 

σn의 정의는 아래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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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P는 터널 시험부에서의 정압이며 Pv는 청수의 



증기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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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unit efficiency 

  

 

(a)back side 

 

(b)face side 

Fig. 14 Observation views for cavitation test 

 

캐비테이션 관찰은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의 흡입면(back side)과 압력면(face side)에서 

수행되었다. Bollard 조건에서는 Fig. 15와 같이 상반부 

프로펠러 흡입면 날개의 앞날끝과 덕트 표면 사이 

간극(gap)에서 캐비테이션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하반부 흡입면 날개와 압력면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흡입면의 경우 프로펠러 전방에 위치한 스트럿의 

영향으로 -30° ~ 30° 사이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다.  

Transit 조건에서는 bollard 조건과 유사하게 상반부 

흡입면 날개의 앞날끝과 덕트 표면 사이 간극에서 

캐비테이션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상반부 압력면 날개의 앞날끝에서 

캐비테이션이 Fig. 16과 같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 

프로펠러 전방에 위치한 스트럿에 의해 bollard 및 transit 

조건에서 모두 흡입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다. 특히 

transit 조건에서는 스트럿이 비균일한 후류를 발생시키므로 

프로펠러 흡입면에서 간헐적이면서도 강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다. Transit 조건에서는 bollard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속 유동이 프로펠러로 유입되므로 압력면 

캐비테이션이 나타났으며 약 180° ~ 360° 범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a)upper suction side 

 

(b)lower suction side 

Fig. 15 Cavitation observation at bollard condition 

 

아지무스 추진기는 그 특성상 bollard와 transit 조건 

모두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원하지 않는 압력면 

캐비테이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스트럿의 영향을 

고려한 세심한 프로펠러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덕트와 프로펠러 앞날끝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 



캐비테이션을 저감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앞날끝 주변의 

단면에 변화를 주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 Upper suction side 

 

 
(b) Upper pressure side 

Fig. 16 Cavitation observation at transit condi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지무스 추진기의 프로펠러 및 덕트에 

대하여 단독시험 동력계를 설계 및 제작하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또한 제작된 동력계와 모형들을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의 시험부에 설치하고 프로펠러 및 덕트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단독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설계 프로펠러에 대한 캐비테이션 특성을 조사하였다. 

아지무스 추진기의 덕트는 추력을 발생시켜 아지무스 

추진기의 추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프로펠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프로펠러의 추력 및 토크를 증가시켜 

아지무스 추진기 unit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덕트 단면 및 형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펠러 

전방에 위치한 스트럿이 bollard 및 transit 조건에서 

아지무스 추진기의 캐비테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이나 모형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럿의 

형상을 최적화 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그린선박용 

5.5MW급 Azimuth Thruster 국산화를 위한 핵심부품 생산기술 개발’ 

과제 및 PNS201C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Kort, Ludwig, 1937, (ozzle around boat propeller adds to 

powers, Popular Mechanics, September. 

Lee, S.K., Lee, J.H., Rhee, K.P.Choi, J.W., 2012, The 

effect of the turning rate of the pod propeller on the roll 

control system of the cruise ship, Journal of the Society of 

(aval Architects of Korea, Vol.49, (o.1, pp.14-25. 

Lee, Y.J., Rhyu, S.S., Seo, J.S., Lew, J.M., 201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open water test 

system for azimuth thrusters, Journal of the Society of 

(aval Architects of Korea, Vol.50, (o.4,  pp.199-205. 

Park, H. G., 2012, A study on the estimation method of full 

scale performance for the podded propulsor, Ph.D. 

thesis, Chungnam Unversity. 

 



다중 격자계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보오텍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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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scale approach on a hybrid particle-mesh vortex method 
Jun-Hyeok Lee, Seung-Jae Lee, Jung-Chun Suh 

  
요 약 

 
A hybrid particle-mesh method is the combination between the Vortex-In-Cell (VIC) method and penalization method has been 

achieved in recent years. The VIC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vorticity-velocity formulation, offers particle-mesh algorithms to 
numerically simulate flows past a solid body. The penalization method is used to enforce boundary conditions at a body surface with a 
decoupling between body boundaries and computational grids. The main advantage of the hybrid particle-mesh method is an efficient 
implementation for solid boundaries of arbitrary complexity on Cartesian grids. However, a numerical simulation of flows in large domains 
is still not too easy. In this study, a multi-scale scheme is thus proposed to further reduce computation cost and easily implement it. We 
validate the implementation by numerical simulations of an incompressible viscous flow around an impulsively started circular cylinder. 
 
Keywords: Multi-grids, hybrid vortex method, Vortex-In-Cell method, Penalization method 

 

1. 서 론 
 
라그랑지안 보오텍스 방법(Lagrangian vortex method)은 기

본적으로 Navier-Stokes 방정식을 따라 와도 입자의 생성, 이
송, 확산 과정을 추적하는데, 세부 알고리즘에 따라 다양한 종
류로 나누어 진다. 보오텍스 방법은 초기에 Lighthill(1963)과 
Bachelor(1967)에 의해 연구가 되었으며, Sarpkaya(1989)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보오텍스 방법
(Lagrangian or mixed Lagrangian-Eulerian schemes, the 
Biot-Savart law or the Vortex-In-Cell (VIC) methods)을 소개하
였다. 와도를 기저로 하는 보오텍스 방법은 비관성 및 관성 좌
표계에서의 지배 방정식 형태가 같다. 또한 와도가 나타나는 물
체 근처의 한정된 계산영역을 택할 수 있으며, 무한 원방 조건
이 자동으로 만족된다는 점에서 비정상 유동해석에서 적합하다. 
또한 보오텍스 방법은 유동의 물리현상에 기초한 비교적 간단
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복잡한 비정상 유동 해석에 
유리하다. 하지만 일부 적분항에 대한 계산시간이 상당히 소요
된다는 점이 수치기법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VIC 방법과 Penalization 방법은 병렬계산의 도입과 더불어 
보오텍스 방법의 계산 시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와
도의 세기 변화와 속도가 모두 정규격자계에서 계산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hybrid particle-mesh 방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고 레이놀즈수의 계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계산시간 단축과 메
모리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점성
유동해석을 위해서 VIC 방법과 penalization 방법을 기반으로 
하며, 메모리의 효율적인 활용과 계산시간의 단축을 위해 다중
격자계의 사용한 수치기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격자법은 와도가 분포하는 곳에 격자계를 위치시키며 격자
의 크기를 서로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시간의 단축과 메
모리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2. 유동해석 방법 

 
2차원 비압축성 점성 유동장에서 보오텍스 방법은 이산화된 

와도장을 표현하는 보오텍스 입자를 기본 요소로 한다. 와도장
은 N개의보오텍스 입자(순환세기 )와 순정함수( )를 
이용하여 식(1) 과 같이 표현된다.  

 ,                                                         1  
 

2.1 Vortex-In-Cell 방법 
점성유동자의 속도는 Helmholtz 분해로 표현하면 유입 속도 

와 와도가 유기하는 회전 속도로 구성된다. 회전속도 성분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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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유량함수와 와도 간의 Poisson 방정식 
을 먼저 계산하여 유량함수( )를 얻은 후, 관계식 
에 의해 속도를 구한다. VIC 방법에서 유량함수와 속도의 계산
은 정규격자계에서 수행되며, 와도 값은 식(2)에 의해 보간된
다.  
                                                    2  
 
여기서 는 삽간 함수(interpolation kernel function)으로  
kernel 을 사용하였다.  
 

2.2 Penalization 방법 
표면 고착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penalty 항이 추가된 

Navier-Stokes 방정식은 식(5)와 같다. 
                                     3  

 
여기서 는 물체의 속도이며, 는 mask 함수로서 물체 안에
서는 1이고 물체 밖에서는 0이 된다. 는 penalty 상수로서 매
우 큰 값이어야 하며, Explicit 방법에서 λ는 1/Δt로 정의한다. 
하지만  λ가 매우 큰 값을 갖기 위해서는 Δt가 과도하게 작아
야 하기 때문에 implicit penalty 항을 이용하여 와도 이송방정식
을 다음과 같이 이산화한다.  
 

Δ 1 Δ   
 

확산항은 보오텍스 입자의 성장을 표현하며, Penalty 항은 물
체 표면에서의 고착조건을 만족하도록 물체 근처의 입자세기를 
변경한다. 보오텍스 입자의 속도 계산과 같이, 입자세기는 모두 
정규격자계에서 구하며, 변경된 입자세기는 다시 입자 위치로 
보간된다. 

 
2.3 Multi-scale scheme 

다중격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크기의 정규격자
와 보오텍스 입자에 대한 보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식(2)
는 식(4)과 같이 정의된다. 
 ω                                                    4  
 
여기서 은 보오텍스 이자의 크기이며, 는 정규격자계의 격자 
크기 이다. 두 개의 정규격자에 보오텍스의 세기가 보간되며, 
각각의 격자계에서 속도와 보오텍스 세기가 계산된다. 유량함
수와 와도 간의 Poisson방정식 계산에 필요한 경계조건은 
Dirichlet 조건을 사용하며, 각각의 정규격자계의 경계에서의 유

량함수는 모든 보오텍스 입자를 가지고 계산되어야 한다. 격자
계에서 계산된 보오텍스 입자의 속도와 세기는 다시 입자 위치
에서의 값으로 보간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중격자 방법은 서로 다른 격자간의 
삽간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격자크기를 갖는 격자계가 큰 
격자크기의 격자계에 포함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격자계의 
위치 결정이  좀 더 자유롭다.  

 
3. 유동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출
발하는 2차원 실린더 주위의 점성유동을 해석하였다. 레이놀즈 
수 550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 조건은 
Table1과 같다.  

 
Table 1 Computational parameters for Re=550 
Reynolds no, 550 
Cylinder radius 0.5 
Time step, Δt 0.002 
Particle size, ε 0.006 
Computational time (hours) 1.4(single) and 0.8(multi) 

 
Fig.1은 순간적으로 출발하는 2차원 실린더 주위의 와도장을 

나타낸 것이다. 다중격자계를 사용한 것과 단일격자계를 사용
한 것의 차이는 없었다. Fig.2는 다중격자법에 의해 계산된 와
도장을 바탕으로 계산된 속도장으로 Bouard & Coutancean 
(1980)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계산된 첫번째 후류 보오텍스의 
무차원 위치 (a,b)는 a/D = 0.34와 b/D=0.27이며, 실험에서 얻
어진 (a/D, b/D) = (0.36, 0.28)와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후류 
보오텍스의 길이 L/D는 0.82로 계산되었으며 실험값 0.85와 
비교하였을 때 잘 일치하고 있다.  

 

 
Fig. 1 Instantaneous vorticity iso-contours for Re = 550 at T = 5; 
single-resolution(left) and multi-resolution (right).  

 

 

Fig. 2 Streamline patterns for Re = 550 at T = 5: flow visualization by 
Bouard and Coutancean (1980) (left) and  present method (right). 



Fig.3은 단일격자계와 다중격자계를 사용하여 계산된 실린더
의 항력을 보여준다. 격자 크기를 보오텍스 입자크기의 2배를 
사용한 다중격자계의 결과는 단일격자계의 결과와 매우 잘 일
치하고 있으나, 격자 크기를 보오텍스 입자크기의 4배를 사용
한 다중격자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단일격자계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격자계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확산항 계산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커지게 됨을 보여준다.  
 

 
Fig. 3 Time evolution of the drag coefficient for Re=550 

 
장시간에 걸친 유동해석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

을 검증하고자 레이놀즈 수 185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Fig.4는 순간적으로 출발하는 2차원 실린더 주위의 와도장이며, 
와류흘림(vortex shedding) 현상의 주기성이 잘 모사되었다. 
Fig.5는 장시간 동안의 실린더에 발생하는 항력과 양력을 보여
준다. 다른 연구자에 의해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Strouhal 수는 잘 일치하고 있으나 항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Fig. 4 Instantaneous vorticity iso-contours for Re = 185 

 
 

 
Fig. 5 Time evolution of the drag and lift coefficient for Re=18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와도를 기본 변수로 하는 하이브리드 보오텍

스 방법에 적합한 다중격자 방법을 제안하였고, 제안된 방법을 
통하여 2차원 순간적으로 출발하는 원형실린더에 대한 유동해
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수치기법의 타
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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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날개의 와도흘림에 관한 수치연구 
이승재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이준혁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정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A numerical study of vortex shedding from a 2D hydrofoil 

Seung-Jae Lee, Jun-Hyeok Lee, Jung-Chun Suh 

 
 

요 약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vortex shedding process at trailing edge of a 2D hydrofoil at high Reynolds number Re=106. 
Vortex shedding which is the dominant feature of two-dimensional body wakes has been intensively studied for flows past a 
circular cylinder and some other blunt bodies. In contrast, vortex shedding from hydrofoils has been studied to much less
extent despite numerous practical applications. Resultant fluctuating force may lead to excessive vibration. It is well known 
that an oblique trailing edge reduces the vibration in comparison with a blunt trailing edge. However, the physics of the
problem is still poorly understood.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work are twofold. First, we aim to develop a computational
method for the prediction of vortex shedding from a trailing edge and resultant fluctuating forces. Numerical method consists
of the large eddy simulation (LES) of a flow around a solid body in combination with the Vortex-In-Cell (VIC) method and 
penalization method. The second purpose is to study the physical mechanism for the vortex shedding from a pitching 
hydrofoil with a truncated trailing edge.  
 
Keywords: Vortex shedding (와도흘림), Hydrofoil (수중익), Large eddy simulation (LES, 대와류수치모사), Vortex-In-Cell (VIC) method, 

Penalization method (패널티화 방법) 

1. 서 론 
 
프로펠러 날개 뒷날에서 발생하는 명음(Singing) 현상에 대

한 연구는 선박유체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다. 프로펠러 명음 현상은 날개 뒷날에서 
박리되는 와도흘림(Vortex shedding)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
음 현상은 와도 박리의 발생 주파수와 날개 고유 주파수가 서
로 일치하는 경우에 공진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진
동계는 외부 가진에 의해 진동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외부 
가진 없이 진동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진동을 자려 
진동(self-excited vibration)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선이
나 해저 송유관 등에서 발생하는 갤러핑(galloping) 현상이며 
명음현상 역시 자려 진동에 해당된다. 이는 자려 진동의 영향으
로 넓은 유입속도 영역에서 일정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구속
(Lock-in) 현상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Ausoni et al. 2007, 
Ausoni 2009, 안병권 등 2009). 최근 수중익 선박이나 프로펠
러 추진 선박의 경우 특정 운용속도 영역에서 이러한 명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으나, 명음 현상의 발생 조건

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설계단계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권 등 2009). 명
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날개의 고유 진동수가 와류 발생 주파
수와 불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명음 날개의 국부 공진
형상으로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가공된 프로펠러 날개일지라도 
특정 날개의 특정 부위에서 명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명음
이 발생하였을 때는 경험적으로 연삭하거나 재가공하여 박리와
류의 특성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김동해 등 1994).  

 
본 논문에서는 명음 현상의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2차원 날개 뒷날 근처에서의 와류 유동을 수
치해석을 통하여 모사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수치해석 방법
은 라그랑지안 보텍스 방법(Lagrangian vortex method)은 기반
으로 한 하이브리드 입자-격자법(hybrid particle-mesh method)
를 사용한다. Vortex-In-Cell (VIC) 방법과 Penalization 방법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입자-격자법은 와도의 세기 변화와 속도가 
모두 정규 격자계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보텍스 방법의 계산 시
간을 단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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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ropagation 기법과 SOM을 활용한 연료 소모율 예측 연구
김종민(KR), 박개명(KR), 김형수(KR), 김대헌(KR), 하태범(KR) 

 

Investigation to Predict fuel consumption using  

Back Propagation and SOM Techniques 

Chongmin Kim(KR), Kae-myoung Park(KR), HOUNGSOO KIM(KR), Dae-heon Kim(KR), TeaBum HA(KR) 

 

 

요 약 

 

Considering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ship's fuel reduction technique operated by the most effective methods, which

currently this is much interest. However, the energy efficiency of a ship operated measuring and evaluating methods are

unclear. Therefore, effective and should not be applicable. In this study, the energy efficiency of navigation techniques to

take advantage of a relatively light program you want to implement in the study of individual board. That way, the additional

measurement equipment container ship (8,000TEU) a long time after installation (2012.4~so far) obtained over the various

operations and machinery Neural Network algorithms applied to the data to be verified. 

 

 

Keywords : Specific fuel consumption(SFC,연료소모량), Back propagation network(역전파 네트워크), Self-Organizing 

map(SOM,자기조직화지도), Slow steaming(감속운항),  

 

1. 서 론 

 

최근 친환경적인 분위기의 확산과 높은 연료 비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경제운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다양한 연비 절감시스템 적용과 관련 기술의 

대한 연구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의 

경제운항은 연료소모량 (SFC, Specific fuel consumption) 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감속운항 

(Slow steaming) 기술은 운항속도를 줄이면서 연료절감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Molland, 2008). 감속운항 

기술은 연료소모량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화물의 적시 배송과 

선박의 탈설계 조건(Off-design condition)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엔진 업계에서 

제공한 선종과 속도별 연료 소모량 데이터를 가지고 연간 

운항시간을 계산한 결과 최소 4%에서 최대 33%까지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Faber et al. 2010). 

2007년부터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라인(Maersk Line 

service)은 감속운항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공표하고, 이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 같은 국내 선사들도 북미항로 및 

유럽항로 등 일부 노선의 대형선박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Lee, 2012). 

신경 회로망(Neural network)에서 서로 연관된 입력과 

출력이 올바르게 사상(mapping) 되도록 하는 것을 

학습과정이라고 하며, 역전파 네트워크(Back propagation 

network)는 중간층을 포함하고 있는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Rumelhart et al., 1988) 비선형적인 문제를 학습 시킬 

수 있어 신경 네트워크 기법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1991). 그리고, 자기조직화 지도(SOM, 

Self-Organizing Map)는 다차원 데이터를 낮은 차원(2차원 

또는 3차원)의 지도상으로 표현하는 다차원 데이터의 

시각화에 매우 유용한 알고리즘이다 (Kohonen,1990, Yun et 

al., 2008). 

한편, 선박에서 계측되고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연료효율 및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저감관련 

해서 그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MEPC 66
th
, 2014) 에서는 ‘선박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기술 이전 및 협력 증진 결의서’의 

이행을 본격화(의제 신설, 작업반 그룹 신설)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데이터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수집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효율 계산 방법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운항선박에서 계측되는 방대하고도 다양한 

운항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선박의 에너지 효율과 

연관이 깊은 연료소모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et al., 

2013). 

그런데, 운항선박의 계측 데이터는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해류, 풍향, 파도, 해수온도 등과 같은 외력 등의 영향과 

운항 스케쥴의 변동 및 계측장비의 기기 오차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에 대한 정량화가 어려운 실정이다(Kim et al., 2012). 

이미 오래 전부터 운항 선박에 대한 경제운항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와, 경제적 운항 노선 선정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으며(Kim & Roh, 2010), 대양을 

항행하는 선박 외부에 미치는 외력과 연료 소모량을 

추정하고, 이러한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제운항 경로에 

대한 최적항로 설정 등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Roh, 

2012). 

본 연구는 운항 선박에서 수집되고 계측되는 데이터들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연료소모율과 

관련이 있는지를 정량화하여 보여주고 그 영향도를 신경망 

기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2. 본 론 

 

대상선박의 제원은 아래(Table 1)와 같고, 운항 노선은 

동북아시아(중국ㆍ한국ㆍ일본)와 북아메리카(미국) 사이를 

왕복하는 정기노선(왕복35일)이고, 인도(Delivery) 된지 10년 

미만의 콘테이너(Container) 선박이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bed ship 

Item Dimensions 

LOA(m)
 

304.12 

Breath(m)
 

40.00 

Draft(m)
 

14.022 

DWT(tonnage)
 

80,108 

Max. Speed(knots)
 

26.60 

Service Speed(knots) 19 

Main Engine MCR(100%,kW/RPM) 93,120/94 

Main Engine NCR(85%,kW/RPM) 83,810/100.4 

Propeller Dia.(mm)/pitch of 

propeller(mm) 
8,700/9,221.83(6blades)

SFOC(g/kWh) 171(MAN B&W, 2005)

From, E/R Data booklets(Machinery particulars & Maker’s Address) 

 

2.1 소모 연료량 

 

선박의 전체 연료소모량은 운항 시 주기(Main 

engine)추진에 사용된 연료량과 트러스터(Thruster) 추진 및 

기타 전력원에 대한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한 보기(Auxiliary 

engine)에 사용된 연료량 그리고 보일러 작동에 사용된 

연료의 총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식 1), 이것은 항구 

내에서 소모한 연료량과 대양을 항해한 연료량의 합과도 

같다(식 2). 

 

_ _total main engine Aux engine boilerQ Q Q Q= + +          (1) 

seatotal harbor harbor seaQ Q L Q L+= × ×                  (2) 

 

소모한 전체 연료량은 선박이 운항에 관계되어 순수하게 

소모한 순수 연료 소모량과 외부의 영향(저항)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모된 순수 연료 소모량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해상 상태에 따른 선박 성능변화의 경우 악기상 운항 시 

선박의 전체 저항은 증가 되는데 이로 인한 발생한 선속 

저하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연료투입을 통한 마력 

증가가 필요하다(Noh, 2012, Kim et al., 2012). (식 3) 이때 

외부환경에 의한 순수 연료 소모량은 다시 선령이 노후 되어 

증가한 연료량, 선저부 부착물(수중부착생물)에 의해 증가된 

저항, 파도에 의해 증가한 저항, 바람에 의해 발생한 저항 

그리고, 조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된 

연료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식 4). 

 해상운항 시 고려되는 바람과 이로 인한 파도 그리고 

해류와 해수온도는 대표적인 해양 환경 요소이다. 이들 환경 

요소의 크기와 방향성은 선박운항에 많은 변수를 만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박용 엔진은 출력에 따라 속도의 기대치가 

있는데, 이러한 환경 요소들은 기대속도와 실제속도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즉, 환경에 따라 선체에 부가 

저항이 생기게 되면, 부가저항은 선속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 저하된 선속을 기대치까지 보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엔진의 마력 증가가 필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투입되는 연료소모량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다(Jang, 2011). 

 

total vessel envQ Q Q= +                                      (3) 

env age fouling wave wind currentQ Q Q Q Q Q= + + + +   (4) 

 

일반적으로 박용 엔진의 유효 마력은 선박의 저항과 

선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며, 선박의 저항이 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결국은 연료의 소모량은 선속도의 3승에 

비례한다. 선속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배수량의 2/3에  

 

 



Table 2 Quantities of Measurement Sensor 

Object sensing Existing points New(Add) points

Fuel consumption 6 6 

Pressure 14 20 

Temperature 60 10 

M/E power 3 5 

Ambient condition 18 19 

Elec. consumption 43 72 

Weather factor 9 20 

Total 153 152 

 

 

Table 3 Flow meter specification(Emerson flow meter) 

Measuring point Model Specification 

M/E 
Inlet F200S387 ~17,500L/H ~180℃

Return  ̋  ̋

A/E 
Inlet F100S139 ~4,400L/H ~180℃

Return  ̋  ̋

Boiler 
Inlet F050S122 ~1,500L/H ~180℃

Return  ̋  ̋

 

비례하는데, 이것을 식 (5)로 나타낼 수 있다(Gil, 2006, 

Kim et al., 2012).  

 

( )

( )

2 3

2 3

3,

3( )
q

Q RV D V

Q C D V

≈ ≈

=

                                    (5) 

 

여기서, Q 는 연료 소모율, totalQ 은 전체 연료 소모량, 

vesselQ 은 선박의 순수 연료 소모량, envQ 는 외부 환경에 

의한 순수 연료 소모량 ,R 은 선체저항, L은 이동거리, V 는 

선속도, D 는 배수량 그리고 
q

C 는 연료소모율 계수를 

말한다(Park et al., 2014). 

 

 

2.2 연료량 계측 

 

대상 선박인 8,000TEU급 컨테이너는 건조 및 인도 당시 

선박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153 개의 계측 

센서가 설치 되어 있었으나, 이는 센서의 낮은 정밀도와 

통합적인 수집 및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센서를 152개 추가하였다. 특히 연료 유량 계측을 

위해 보다 정밀한 유량계를 설치하였다(Table 3). 설치된 

유량계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연료 

소모량을 계측하였다. 전체 305개의 센서에서 나오는 계측 

신호를 운항데이터(NMEA 0183 Communication Protocol  

 
Fig. 1 Diagram multi-layer neural network 

 

 

 
Fig. 2 Ship’s speed distribution by seagoing schedule 

 

code)와 동기 후 저장하고 24시간 동안 취합된 데이터를 

압축하여 통신위성을 통해 송신되고, 수신된 데이터는 

고유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된다. 

Fig. 1은 본 연구의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파도(Wave), 바람(Wind), 온도(Temperature) 등과 

같은 외력과 연관이 있는 입력 값을 제외하고 식. (5)에서 

에서 언급된 선속도와 배수량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된 연료 소모량에 대한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2는 태평양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의 12년 

7월 13일 00:00(AM)에서 30일 12:00(PM)까지의 선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앞부분은 연근해(Littoral sea)로써, 

그 중에서 선속도가 0인 지점은 기항지에서 화물은 선적 및 

하역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인 

대양항행(seagoing) 지점이다. 이 부분의 평균 선속도는 약 

22.4 knot 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양 항행 구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자기조직화 지도와 역전파 기법과 같은 신경망 

기법을 통한 영향성 평가를 수행한다. 

Littoral sea 

Seagoing condition 



 
Fig. 3 SFC & Number of data(%) distribution by SMCR 

 

 
Fig. 4 Clustering data result from SOM(self-organization 

map) 

 

Fig. 3은 같은 기간 운항 중 규정된 계측법(ISO 15550, 

2002)으로 획득된 엔진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ISO 

보정(ISO 3046-1)을 통하여 계산된 연료소모율(SFC)을 

항행 중 엔진의 비출력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최대 연속 정격 출력 값(MCR, Main continuous rating)은 

엔진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다. 

대상선박은 총 항행 기간 중 최대 엔진 출력이 해당 선박에 

창작된 박용 엔진(Hyundai-B&W 12K98MC-C)의 MCR 

45%에서 전체 항행기간의 2%가 운용되었다. 또한 MCR 

37% 출력일 때 전체 운항 시간의 22%의 항행시간을 

가진다. 엔진 MCR 37~40%일 때 약 61%의 운항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MCR 45%일 때 210.4 g/kWh의 가장 낮은 

SFC를 갖는다. 이것은 본 대상선박이 운항 중 엔진 

메이커에서 제시한 Table 1의 171 g/kWh 에서 39.4 g/kWh 

정도 미치지 못한 값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신경 망 모델링 

 

대상선박의 운항 속도와 연관 있는 엔진의 연료 소모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계측된 여러 요소를 자기조직화 지도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1 자기조직화 지도(SOM)의 영향도 평가 

 

자기조직화 지도기법을 통해 신경망 모델링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서 영향도가 높은 입력 값들을 선택하여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을 위한 입력 값의 개수를 줄이거나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모델에 투입되는 입력 값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Kohonen, 1990, Lee, K-h., 2009). 모든 

데이터의 winning node가 결정되면 학습과정이 종료된다. 

이후 자가조직 지도기법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는 특징별로 

구분되어 분리된 위치에서 클러스터링되어 Fig. 4와 같은 

2차원 맵(map)상에 표시된다. Fig. 4 는 계측된 운항 데이터 

중에서 클러스터링 노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영향도가 큰 데이터는 input 

6(선속도)이다. 

 

 

3.2 역전파 기법을 이용한 모델링 

 

역전파 신경망은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켜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Fig. 1 

에서 입력 층(계측되어 획득된 운항데이터) 은닉 층(저항) 

그리고 출력 층(투입연료량)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경망 

모델은 학습을 위하여 2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신경망에 입력을 제시하고 각 노드에 대해 입력과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초기에 설정된 연결 강도에 의하여 정해진 출력 

값과 목표 값을 비교해서 차이 값을 계산하여 오차를 구하고 

이를 역방향으로 순차적인 층과 층 사이의 연결강도를 

조절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Sigmoid 

함수가 사용되며, 이것은 비선형 연속함수로써 신경망 

모델의 활성화 함수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12). 

 

1
( )

1 exp( )
f x

xλ
=

+ −

                                    (6)



 

(a)Applied back propagation method to ship speed(total period)  (b) Applied back propagation method to ship speed(truncation 

            at 4hours) 

Fig. 5 Result of the back propagation from ship monitored data (Target value : ship speed,  Output value : fuel consumption) 

 

Fig. 5는 자기 조직화 지도기법을 통해 선정(winning 

node)된 실선속도를 역 전파 기법에 적용한 결과이다. (a)는 

Fig.2 의 모든 속도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이 

결과 최종적으로 약 73.6%의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4시간(기상데이터 획득 주기) 단위로 끊어 적용한 (b)는 약 

91%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향후 획득된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선박의 속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 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4. 결 론 

 

8,000TEU급 컨테이너 정기선에서 획득된 데이터 중에서 

2012년 7월 13일에서 30일까지 획득된 데이터에 대하여 

자기조직화 지도 기법을 적용하여 연료소모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선박의 속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선박 

속도를 역전파 기법에 적용하여 학습 시켰을 때 생성된 

모델은 73.6%의 정확도를 가지며, 기상데이터 획득주기 

시간인 4시간 단위로 끊어서 그 데이터를 학습 시켰을 때는 

91%의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을 개발했다. 향후 획득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을 통한 정확도 향상과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 시켰을 경우 연료 소모량에 대한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후 기 

 

본 논문은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LNG를 

연료로 하는 10,000 TEU급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배치 및 

공급시스템 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이고,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 시설기술 

개발사업의 "녹색선박 TCS 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행되었습니다(KIMST-2013-20110153).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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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블럭 제작용 Shell Jig 최적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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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미포조선

A Development of Shell Jig Optimization System 

for Ship's Block Manufacturing
Jae Chul Kim†, Hyeong Kyun, Oh Uk Kwon, Tae Joo Woo, Ho Won Seo

Hyundai Mipo Dockyard Co.,Ltd.

Abstract

The pin jig system(Tribon), being used in the majority of domestic shipyards is considering only the height of the end to shell

plate. For that reason, a shell plate automatic welding (FGB), as well as, there is a limit to improve assembly ability between shell

plate and hull inner structures. therefore, considering the welding and productivity in this study, the more optimized jig system 

which is called the "SMART JIG"  was developed. 

The SMART JIG creates the pin-jig information automatically from the 3D model and calculates the optimized position of the 

pin-jig and then the shell plates are automatically arranged in the optimal welding position. Also, this system supports the 3D 

simulation. the user can easily to use parameters such as the distance between the pins, move and rotate the plane of the pin

jig for major adjustments. In the future, these features of the optimized jig system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productivity and 

auto-welding of ship's curved plate.

Keywords : Shell Pin Jig(외판 핀 지그), Flexible Glasswool Backing (FGB, 일면자동용접), Remarking (재마킹) 

1. 서 론

조선 산업에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Modeling & 

Simulation, M&S)은 여러 분야와 단계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선

박 생산설계 단계에서도 조립 및 건조 공정에 대한 다양한 시뮬

레이션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조선소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려는 

연구가 최근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의 시뮬레이션 기술은 조선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설계단

계의 시뮬레이션을 생산단계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기

술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설계 단계

에서 생성되는 구조 모델들을 이용하여 실제 생산단계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선박의 블럭 조립 및 건조 시뮬레이션들을 구현함으

로써 용접 자동화 확대 및 조립 정반 회전률 향상 등 현장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선박의 건조에 있어 기본 단위가 되는 블럭은 부재의 절단, 성

형, 소조, 중조, 대조립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도크에 탑재가 된

다. 여기서 단위 블럭은 그 형상에 따라 평블럭과 곡블럭으로 분

류된다. 선저판, 선측판, 격벽판 등과 같이 평면의 판재에 늑골을 

취부하는 평블럭은 주로 콘베이어 위에서 평판을 조립한 후 그 

위에 늑골재를 취부한다. 이 평블럭 조립장을 판넬라인(Panel 

Line)이라 한다. 반면, 선체의 선수,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곡블

럭은 3차원 형상으로 외면이 형성되어 있어 평블럭과 같이 판넬

라인에서는 조립할 수 없다. 따라서 곡블럭은 외판면에 형성된 

곡면을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높이가 다른 기둥

형태의 지그(Jig) 위에 놓여져서 작업되는데, 이를 핀 지그(Pin 

Jig)라고 하며, 핀 지그가 놓여지는 조립 공장의 바닥을 정반이라 

한다. 또한, 핀 지그를 정반 위에 배치하는 것을 핀 지그 정반배

치라고 한다. 이때 생산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곡블럭에 대한 핀 지그 정반배치 도면을 생성하고 현장

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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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가 상승에 의한 운항 연비 증가와 선박에 탑재된 장비의 예상치 못한 고장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는 선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박의 운항과 성능에 관한 데이터를 통합 수집한 후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경제적 운항을 위한 각종 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며, 주요 기기의 성능 저하를 사전에

발견하여 고장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정보 통합 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능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개념을 보이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Keywords: 운항 효율, 장비 성능, 실시간 모니터링,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1. 서 론 

 

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연료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료비 절감이 선주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선박의 연비 향상을 위해 운항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Bjorn K Haugland, 2014). 또한, 

예상치 못한 장비의 고장이나 성능 저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장비의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전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운항 효율과 장비 성능의 실시간 모니터링 

위한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integrated information 

monitoring)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시스템 별로 분산되어 있던 

선박의 운항 효율, 장비 성능과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의 

통합된 화면 상에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선박의 항해 성능 

개선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2장에서는 선박 정보 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기능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한 프레임워크와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4장과 5장에 각각 소개하였다. 6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2. 국내외 동향 

 

미 해군에서 함정 운용인력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을 도입하였다.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함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당직, 정비유지, 자동화 기술 분야의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원격제어 및 감시 체계를 

개발하였다(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2012). 

Maersk Line에서는 구상 선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각 선박의 항해 패턴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각 선박 등급에 

맞는 사례를 개발하고 있다(The Korea Ship News, 2012). 

일본해사협회(ClassNK)에서는 조선소, 엔진 생산 업체와 

함께 실제 모니터링 정보를 이용하여 선박 장비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한 선박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gCaptain, 2012). NAPA에서는 

navigation system과 machinery automation system, tank 

level gauging system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연료소비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등과 같은 선박 운항 효율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현재 시운전을 통해 

시스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Motor Shi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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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sberg에서는 자사의 선박 자동화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선내와 육상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K-IMS(Kongsber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형의 선박에 

탑재하고 있다(Digital Ship, 2014).  

국내에서는 해운업체와 조선소를 중심으로 정부, 

R&D기관, 중소업체가 참여하여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추진해 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엔진과 제어기, 각종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위성을 통해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진단 및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을 

도입하고 있으며, 선박 원격 유지보수 및 엔진 진단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Young-Sik Jang, 2013). 

삼성중공업에서는 해운업체와 협력하여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선박 연료소모량을 최대 

1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EDAILY, 2012). 

 

3. 기능 요구사항 분석 

 

3.1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기존에는 시스템 별로 거리상 멀리 떨어진 각기 다른 

화면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정보만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와 시스템들은 점차 

서로 연동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시스템 별로 나누어 

모니터링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정보간 불일치로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기관이나 장비로부터 

획득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취합하고, 

주요한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화면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비 성능과 운항 효율은 선박 운항 

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므로 장비 성능 모니터링과 운항 

효율 모니터링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내에 위치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개별 선박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선주나 해운사에서 

필요한 선단의 운항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선박 

내에서 처리하기 힘든 많은 양의 데이터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선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육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를 

선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달받기 때문에 선박과 육상 

센터와의 원활한 통신 인프라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Fig. 1과 같이 구성한다. 

 

Fig. 1 Overall configu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monitoring 

 

3.2 선박 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3.2.1 장비 성능 모니터링(Machinery Performance 

Monitoring) 기능 

 

선박 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화면 중 장비 

성능 모니터링은 선내에 탑재된 시스템, 장비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시스템 

해당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비의 운영 

상태확인이 가능하도록 2D 미믹(mimic) 화면과 성능 

곡선(trend graph) 표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 장비의 3D 모델 화면의 경우 장비의 위치와 배치 

형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장비의 고장 및 

주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CCTV 화면 지원 기능도 

필요하다. 장비의 상세 정보와 관련 문서들은 장비 운영 

상태 화면상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된 화면의 경우 확인해야 할 

정보의 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데이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한 별도의 알림 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선원이나 

육상에 위치한 엔지니어와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메신저, 화면 공유, 사진 전송 등 통합 커뮤니케이션(UC: 

Unified Communication) 기능이 요구된다. 장비 성능 

모니터링에서 필요한 기능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Functional requirements of machinery 

performance monitoring 

필요성 기능 

장비 별 성능 구분 시스템 및 장비리스트 

장비 성능 진단 2D mimic 화면, 성능 곡선 

장비 형상 확인 3D model View 



장비의 실제 모습 확인 CCTV 화면 지원 

장비에서 발생한 문제 원인 확인 관련문서 열람 

장비 성능 저하에 따른 신속한 

대처 
알람 창 제공 

선원, 엔지니어와의 협업 메신저, 화면 공유, 사진 전송 

 

3.2.2 항해 성능 모니터링(Navigation Performance 

Monitoring) 기능 

 

선박 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화면 중 항해 

성능 모니터링은 선박의 운항 제반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운항과 관련 있는 정보들로는 

경로 점의 온도, 조류, 풍속, 풍향을 포함하는 날씨 정보와 

선수각(heading angle), 횡경사(heel), 종경사(trim), 속도 

등을 포함한 운항 정보가 있다. 이 정보들은 직접적인 운항 

효율을 나타내는 수치들은 아니지만 속도에 따른 

연료소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운항 속도와 경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데이터이다. 또한, 총 연료 소모량, 

항해시간, 그리고 전체 운항 경로 점마다 예상 연료 

소모량이 화면 상에 표시되어야 운항 효율성을 계획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측되는 환경 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운항 경로 외에 추천 경로를 화면상에 

보여주는 기능이 요구된다. 항해 성능 모니터링에서 필요한 

기능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Functional requirements of navigation 

performance monitoring 

필요성 기능 

운항 속도 및 경로 결정  날씨정보, 운항 정보 표시 

운항 효율 체크 
운항 계획, 실제 연료소모량 

표시 

운항 경로 수정 추천 경로 표시 

 

3.3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 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육상에 위치한 지원 인력이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육상 센터가 지원하는 선단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선박의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표시된 선박들에 대해 항해, KPI, 장비 

유지보수(maintenance)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해 정보는 선박의 현재 속도, 위치, 운항 

경로이며, KPI는 선박 항해 시간에 따른 엔진효율, 

연료소모량 이다. 장비 유지보수 정보는 장비의 성능 저하나 

고장에 대한 엔지니어의 원격지원 이력을 저장해주는 

기능이다. 이 때 센터에 위치한 엔지니어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비 성능 모니터링과 동일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주가 자신의 

선박에 대해 리포트(report)를 요청하였을 경우 항해 분석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선주에게 보내는 기능도 

필요하다. 항해 분석 리포트의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 효율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항차 별, 경로 별 연료소모량과 

EEOI(Energy Efficiency Operation Indicator)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장비의 성능 진단 내용도 포함하여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Functional requirements of support 

center monitoring 

필요성 기능 

선단의 운항 정보 모니터링 항해, KPI 정보 표시 

선박에서 발생한 장비 고장 문제 

해결 
장비 유지보수 이력 정보 표시 

선장, 선원과의 협업 메신저, 화면 공유, 사진 전송 

선주의 항해 리포트 요청 항해 분석 리포트 자동 생성 

 

3.4 선주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 

 

선주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 기본적인 화면 구성 

및 기능은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과 동일하다. 다만,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육상 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모든 선박의 정보를 볼 수 있으나 선주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주가 보유한 선박에 대한 정보만을 

화면상에 보여주면 된다. 또한 선주는 선박의 모든 정보를 

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주가 보고자 하는 중요 

정보만을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주가 자신이 보유한 선박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장소의 제약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 선주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Functional requirements of ship owner 

support monitoring 

필요성 기능 

선주가 보유한 선박의 운항 정보 

모니터링 

선주가 보유한 선박에 대해 

항해, KPI 일부 정보 표시 

장소 제약 없는 모니터링 모바일 기기 모니터링 제공 

 



4. 선박 정보 통합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Fig. 

2와 같이 크게 선박 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ship)과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onshore support center, office)으로 

구성하였다. 선박 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MAPS(Maneuvering Aids and Positioning System), 

CAMS(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CCTV와 같은 하위 

시스템이나 장비로부터 운항 효율과 장비 성능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한 뒤 이를 보여주는 

장비 성능 모니터링과 항해 성능 모니터링 화면으로 

구성된다. 또한, 선내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에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였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3D viewer와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과 

연동된다.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육상 센터에서 

운항 선박의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선주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육상 센터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주가 보유한 선박에 대한 정보를 

화면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Integrated information monitoring diagram 

for ships 

3절에서 분석한 기능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Fig. 3과 같다. 

데이터 영역(information tier)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운항(operation) 및 

성능(performance) 관련 데이터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 성능 지표(KPI, key Performance Index) 관련 데이터로 

구분 된다. 플랫폼 영역(platform tier)은 통합 

커뮤니케이션(unified communication), 장비의 성능을 

계산하고 결과를 분석해주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management)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엔터프라이즈 포탈(portal)과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management)로 구성된다. 

프레젠테이션 영역(presentation tier)은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부분으로 선박 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ship) 부분과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center) 부분으로 

구성된다. 

 

 

Fig. 3 Integrated information monitoring 

framework for ships 

 

5. 선박 정보 통합 모니터링  프로토타입 

 

선박 정보 통합 모니터링 프로토타입 개발 시 실선 

적용을 위해 실제 선박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데이터는 성능 계산 기능 구현에 사용되었다. 데이터는 

Fig.4의 블록수송선 메가패션(Mega Passion)호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MAPS, CAMS 데이터 및 연료 사용량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Fig. 4 Mega Passion(block carrier) 

 

3절에서 분석한 기능을 기반으로 개발한 선박 정보 통합 

모니터링 프로토타입의 전체 모습은 Fig. 5와 같다. 좌측부터 

각각 항해 성능 모니터링, 장비 성능 모니터링,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선주 지원 모니터링의 화면이다. 



 

 

Fig. 5 Prototype of integrated information 

monitoring 

 

5.1 선박 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5.1.1 장비 성능 모니터링 프로토타입 

 

3.2.1에서 분석한 기능을 기반으로 개발한 장비 성능 

모니터링의 프로토타입은 Fig. 6과 같다.  

 

 

Fig. 6 Prototype of machiner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좌측 상단에서는 선박의 하위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트리 화면(tree view)를 구성하였다. 본 프로토타입에서는 

하위 시스템 중 엔진(engine), 발전기(generator), 

모터(motor), 스러스터(thruster)를 포함하는 자기 위치 유지 

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을 대상으로 하였다. 

좌측 하단에는 관련 문서가 링크되어 있다.  

화면 상단은 모니터링 모드(monitoring mode) 

선택부분으로, 장비 성능 모니터링과 항해 성능 모니터링 

사이의 화면을 전환한다. 우측 상단에는 ① 장비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동으로 alarm을 내주는 기능, ② 화면 

공유 및 메신저 기능, ③ 선박 내에서 장비의 성능 저하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육상 센터에 원격지원을 요청하는 기능, 

④ 선박 내 설치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육상 센터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 ⑤ 자기 위치 유지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성능 지표 추이를 확인하는 기능 항목이 

있어 선택 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중앙 상단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2D 미믹, 3D 모델, 

CCTV 화면 연동 기능을 구현하였고, 중앙 하단에는 

시스템의 성능 지표와 환경 변수, 장비 성능과 관련된 

수치들을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위치 유지 

시스템(DPS, Dynamic Positioning System)을 대상으로 

관련장비 및 제어부의 성능, 연료 소모량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된 성능 지표를 적용하였고(A Ra Jo et al., 2013), 

프로토타입 구현 모습은 Fig. 7과 같다.  

 

 

Fig. 7 Prototype of dynamic positioning system 

performance monitoring  

5.1.3 항해 성능 모니터링 프로토타입 

 

3.2.2에서 분석된 기능을 바탕으로 개발한 항해 성능 

모니터링의 프로토타입은 Fig. 8과 같다. 지도 상에서는 현재 

선박의 위치 및 이동 경로, 경로 점의 날씨정보와 

도착예정시간, 남은 운항거리, 연료소모량 등을 볼 수 있다. 

화면 하단에서는 선박의 항해 정보인 선수각, 횡경사, 

종경사, 속도, 위도/경도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우측 상단에는 ① 선박 항해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② 화면 

공유 및 메신저 기능, ③ 장비의 성능 저하나 급격한 날씨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알려주고, 이력을 관리해주는 

기능, ④ 항해 계획과 경로를 보여주고 현재 날씨 상태를 

고려하여 추천 경로를 표시해주는 기능, ⑤ 운항 효율과 

관련된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기능, ⑥ 날씨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 항목이 있어 선택 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Fig. 8 Prototype of navigation performance 

monitoring  

 

5.2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3.3에서 분석된 기능을 바탕으로 개발한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은 Fig. 9와 같다. 지도 상에는 

육상 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모든 선박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 경로 점 마다 날씨 정보를 표시한다. 지도 상에 

표시된 특정 선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박 메뉴(ship 

menu) 창이 나타나 ① 선박의 기본 정보 확인 기능, ② 

운항 효율과 관련된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기능, ③ 선박으로부터 원격지원 요청이 왔을 경우 유지보수 

수행 및 작업 이력 관리 기능, ④ 선박 내 통합 정보 

모니터링 화면 공유 기능, ⑤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주는 기능, ⑥ 선박 내 설치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육상 센터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로 정보가 전송되었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 ⑦ 선주로부터 리포트 작성 

요청이 왔을 경우 이를 알려주고 작성을 지원해주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우측상단에는 앞서 설명한 

기능들에 대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이력을 표시해준다. 

 

 

Fig. 9 Prototype of support center monitoring  

 

5.3 선주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 

 

3.4에서 분석된 기능을 바탕으로 개발한 선주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은 Fig. 10과 같다. 전체 

모습은 육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며, 해당 선주가 권한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일부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선주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주가 장소의 제약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에서도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도록 개발하였다. 

 

 

Fig. 10 Prototype of ship owner support 

monitoring: (a) Monitoring view (b) Mobile view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 통합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한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념을 보이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들을 통합된 하나의 화면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선박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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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최적화기술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 
유윤자(한국선급), 이정렬(한국선급) 

 

Comparative Results of Weather Routing Simulation  

Yunja Yoo (Korean Register of Shipping), Jeong-youl Le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요 약 

 

Weather routing method is one of the best practices of 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for 

fuel-efficient operation of ship. KR is carrying out a basic research for development of the weather routing algorithm and

making a monitoring system by FOC (Fuel Oil Consumption) analysis compared to the reference, which is the great circle 

route. The added resistances applied global sea/weather data can be calculated using ship data, and the results can be

corrected to ship motions. The global sea/weather data such as significant wave height, ocean current and wind data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added resistances. The reference route in a usual navigation is the great circle route, which is the

shortest distance route. The global sea/weather data can be divided into grids, and the nearest grid data from a ship’s

position can be used to apply a ocean going vessel’s sea conditions. Powell method is used as a optimized routing

technique to minimize FOC considered sea/weather conditions, and FOC result can be compared with the great circle route

result. 

 

Keywords: Weather Routing, Ship energy efficiency, Optimum route, Great-circle route, Fuel oil consumption  

 

1. 서 론 

 

현존선의 선박 경제운항을 위한 조치로 국제해사기구는 

2013년 1월부터 MARPOL 부속서 VI, Regulation 22에 의해 

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의 

시행을 강제화 하고, 기존 선박의 경제운항 지표 및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 지표를 나타내는 EEOI (Ship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의 자발적인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SEEMP 시행의 목적은 선주/선박으로 하여금 운항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1) 자발적인 계획 2) 

계획 시행 3) 에너지 효율 개선 모니터링 4) 자체평가 및 

개선의 4단계 절차를 거쳐 각각의 선박에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기술을 구축하는데 있다.  

한국선급은 SEEMP에서 제안하는 에너지 절감기술 중 

하나인 항로최적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기상 및 

해상데이터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고, 통상항로 

대비 최적항로의 연료소모량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실해역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전지구적 기상·해상 데이터 및 선박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선체에 미치는 부가저항을 계산한다. 

통상항해에서 기준이 되는 항로는 대권항로이며, 대권항로는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원을 따라 항해하는 항로로써 

전통적인 최단거리 항해방법이다. 전지구적 기상·해상 

데이터는 격자로 나누어 파랑, 해류, 바람의 실해역 

데이터를 선위에 해당하는 격자데이터를 적용하여 

부가저항을 계산한다. 실해역 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소모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항로 탐색 기법으로는 연료소모량을 

평가함수로 하는 Powell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다 (Umeda, 

2008). 

 

2. 선체기본운동방정식 

 

대양항해에 있어서 선체거동은 선체기본운동방정식의 

시계열 계산으로부터 이동거리 및 침로를 기본으로 

점장위도항법을 사용하여 선위를 추정한다 (Yoon & Jeon, 

2005). 또한 선박에 작용하는 주요 저항요소로써 해류에 

의한 유체력, 풍압력, 정면규칙파중 파랑부가저항을 

고려한다. 일반적인 선박의 대양항해에서는 통상 급선회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횡경사로 인한 모멘트는 가정하지 

않는다. 또한 비교적 온화한 파랑중에서는 파랑에 의한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운동과 선회운동의 연성이 작으므로 평수 가운데서 

조타했을 경우의 선박응답으로 가정하여 surge, sway, 

yaw운동만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Kobayash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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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H H

X Y N 는 선체에 작용하는 전후력, 좌우력 및 z 주변 

모멘트, , ,
P P P

X Y N 는 프로펠러에 의한 전후력, 좌우력 및 

z 주변 모멘트, , ,
R R R

X Y N 는 타에 의한 전후력, 좌우력 

및 z 주변 모멘트, , ,
A A A

X Y N 은 바람에 의한 전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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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R 은 파랑중 부가저항, 
vr

X  

은 전후방향 유체력 미계수를 나타낸다.  

 

3. 대양항해 최적항로 시뮬레이션 

 

3.1 기상∙해상 환경 

 

3.1.1 기상시나리오 선정 

 

대양항해에서 최적항로 탐색을 위한 기상시나리오는 

2013년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을 기준으로 태풍강도에 

따른 최적항로 탐색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9월말-10월 사이에 북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 

태풍 중 홋카이도-롱비치 항로와 유사한 진행경로를 가지는 

세개의 태풍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에 적용하였다. 

대상 태풍은 각각 Pabuk, Wipha, Lekima 태풍으로 9월에 

발생한 Pabuk이 카테고리 2등급 (진행속도 154-177 

km/s)의 가장 약한 태풍이며, Wipha가 카테고리 4등급 

(진행속도 209-251 km/s), Lekima가 카테고리 5등급 

(진행속도 251 km/s 이상)의 가장 강한 태풍이다. 각각의 

진행경로 및 발생기간은 다음과 같다.  

 

 
(a) Track of category 2 typhoon Pabuk (2013.09.19-27) 

 
(b) Track of category 4 typhoon Wipha (2013.10.09-16) 

 
(c) Track of category 5 typhoon Lekima (2013.10.19-26) 

Fig. 1 Tracks of three typhoons applied for 

weather routing simulation test (Wikipedia, 

2013) 

태풍 유무에 따른 선박의 연료소모량 비교를 위해 비교적 

해상상태가 좋은 8월의 특정기간 (2013.08.12-08.19) 

시나리오1을 기준으로 하여 태풍이 도래한 기간 동안의 



  

해상데이터를 적용한 최적항로의 연료소모량과 비교분석 

하였다. 

 

3.1.2 실해역 데이터 

 

대양항해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해역 데이터는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NC데이터 형식의 5일평균 조류 데이터 (1°ⅹ1° 

grid), NCEP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에서 제공하는 GRIB데이터 형식의 180시간 

바람∙파랑 데이터  (1°ⅹ1.25° grid) 예측값을 사용했다 

(NOAA, 2013) (NCEP, 2013).  

다음은 시나리오1-비교기준, 시나리오2-Pabuk, 

시나리오3-Wipha, 시나리오4-Lekima 발생기간의 1일째 

전지구적 유의파고 데이터를 나타낸다.  

 

(a) Significant wave height on Aug.12, 2013 

(b) Significant wave height on Sep.19, 2013 

(c) Significant wave height on Oct.09, 2013 

(d) Significant wave height on Oct.19, 2013 

Fig. 2 Global data of significant wave height of 

scenario1-4 

 

 

(a) Wind velocity comparison of scenario1-4 

 

(b) Significant wave height comparison of scenario1-4 

Fig. 3 Wind velocity and significant wave height 

data comparison of scenario1-4 according to 

voyag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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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은 선정된 4개의 기상시나리오에 대한 특정해역의 

풍속데이터 및 유의파고데이터 결과를 항해 날짜별로 

도시한 결과이다.  태풍 카테고리등급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4의 풍속 및 유의파고가 항해 전반에 걸쳐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3.2 시뮬레이션 시험 

 

3.2.1 선박 및 항차 정보 

 

시뮬레이션 실험에 적용된 선박상세 및 항차 정보는 

다음과 같다. 

 

Table 1 Details of ship data applied for weather 

routing simulation test 

notation description unit 

Ship Type Container - 

Disp. Displacement 94,511 [ton] 

LOA Length overall 339 [m] 

Lp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322.6 [m] 

B Breadth 45.6 [m] 

D Draft 13 [m] 

Vs Service speed 25 [knot] 

PP Propeller pitch 9.4 [m] 

PD Propeller diameter 9 [m] 

Rh Rudder height 9 [m] 

Rb Rudder breadth 7.4 [m] 

AT 
Transverse 

projected area  
630 [m

2
] 

AL 
Lateral projected 

area 
4099 [m

2
] 

DEP(ARR) Departure position 41.5N, 143.3E [deg] 

ARR(DEP) Arrival position 33.8W, 120.8W [deg]

DATE 
Voyage date 

(Scenario1-4) 

2013.08.12-19 

2013.09.19-27 

2013.10.08-16 

2013.10.19-26 

 

대상선박은 25 [knot]의 서비스 선속으로 항해하는 

컨테이너선으로 홋카이도-롱비치 구간을 토크일정으로  

 

 

 

운항하여 왕복하는 대양항해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했다. 

또한, 선정된 4개 기상시나리오의 실해역 데이터를 적용하여 

총 4개 항차의 항해결과를 분석하였다.   

 

3.2.2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은 시나리오1-4의 대상기간 동안 토크일정 제한으로 

항해한 대권항로(흑색)와 최적항로 (자색: 홋카이도→롱비치 

동쪽방향 항해, 청색: 롱비치→홋카이도 서쪽방향 항해)의 

항로최적화 시뮬레이션 항해결과를 전지구적 바람데이터 

위에 도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a) Voyage track of scenario 1 

(b) Voyage track of scenario 2 

(c) Voyage track of scenario 3 



  

(d) Voyage track of scenario 4 

Fig. 4 Route comparison of simulation results 

with great-circle (black), optimum route 

going-east (purple) and optimum route 

going-west (blue) of scenario1-4 

Fig.4(a)는 시나리오1의 대권 및 최적항로의 

비교결과이다. 결과로부터 태풍시즌이 아닌 시나리오1의 

동쪽방향 최적항로 항적은 대권항로보다 남쪽으로 

설정되었고, 서쪽방향 항적은 대권항로와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었다. Fig.4(b)는 시나리오2의 대권항로와 최적항로의 

비교결과이다. 최적항로의 동쪽방향 항로는 전반적으로 

대권항로보다 아래쪽으로 설정되었고, 서쪽방향 항로는 항해 

전반부에는 대권항로보다 위쪽으로, 항해 중∙후반부에서는 

대권항로보다 아래쪽으로 항로가 설정되었다. 시나리오3의 

항적비교결과 Fig.4(c)로부터, 동쪽방향 최적항로의 항적은 

대권항로보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설정되었고, 서쪽방향 

항적은 대권항로보다 크게 위쪽으로 설정되었다. 

시나리오4의 결과 Fig.4(d)로부터, 최적항로의 동쪽방향 

항로는 항해전반부는 대권보다 남쪽으로, 항해 

중∙후반부에는 대권항로보다 위쪽으로 설정되었다. 

서쪽방향의 최적항로는 항해 전반부에는 대권과 거의 

유사하고, 항해 후반부에는 대권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설정되었다.  

시나리오1-4의 시뮬레이션 항해결과 (항해거리, 항해시간, 

연료소모량)를 도시한 결과는 Fig.5와 같다. Fig.5 (a)는 전체 

시나리오의 동쪽방향, 서쪽방향 최적항로 및 대권항로의 

항해거리 결과를 나타낸다. 대권항로의 거리는 동서방향 

모두 4347.58[nm]로 동일하고, 최적항로의 거리는 

동쪽방향의 경우 시나리오1-4에서 각각 4350.32[nm], 

4350.18[nm], 4350.12[nm], 4348.75[nm]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서쪽방향의 

최적항로 거리는 시나리오1-4에서 각각 4347.70[nm], 

4351.68[nm], 4358.76[nm], 4350.46[nm]로 시나리오 

1이 가장 짧고, 시나리오 3이 가장 긴 항해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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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yage distance comparison of scenari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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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oyage time comparison of scenari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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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OC comparison of scenario1-4 

Fig. 5 Voyage results comparison of weather 

routing simulation test with optimum route 

go-west (cyan), great-circle go-west (gray), 

optimum route going-east (purple) and 

great-circle go-east (black) of scenario1-4 



  

Fig.5 (b)의 결과로부터 항해시간은 동쪽방향으로 

항해하는 대권항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180.83[hour], 

182.54[hour], 184.18[hour], 182.33[hour]이 소요되었다. 

최적항로의 동쪽방향 항해시간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180.64[hour], 182.38[hour], 183.97[hour], 

182.26[hour]로 대권항로와 최적항로 모두 시나리오 1에서 

가장 적고, 시나리오 3에서 가장 많은 항해시간이 

소요되었다. 서쪽방향으로 항해하는 대권항로의 항해시간은 

각각 181.97[hr], 187.42[hr], 186.68[hr], 183.90[hr]이다. 

최적항로의 서쪽방향 항해시간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181.96[hour], 187.15[hour], 185.18[hour], 

183.74[hour]로 대권항로와 최적항로 모두 시나리오 1에서 

가장 적은 항해시간이 소요되었다.  

Fig.5 (c)의 결과로부터 연료소모량은 동쪽방향으로 

항해하는 대권항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1788.91[ton], 

1799.1[ton], 1809.79[ton], 1798.4[ton]이 소요되었다. 

최적항로의 연료소모량은 각각 1787.77[ton], 1798.3[ton], 

1808.2[ton], 1798.07[ton]이 소요되었고, 대권항로와 

최적항로 모두 시나리오 1에서 가장 작고, 시나리오 3에서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였다. 서쪽방향으로 항해하는 

대권항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연료소모량은 1797.26[ton], 

1831.37[ton], 1826.49[ton], 1809.62[ton]이 소모되었고, 

최적항로의 연료소모량은 각각 1797.14[ton], 

1829.63[ton], 1817.68[ton], 1808.51[ton]이 소요되었다. 

대권항로와 최적항로 모두 시나리오 1에서 연료소모량이 

가장 적고, 시나리오 2에서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였다. 

Fig.5의 항해종합결과를 각각의 시나리오 별로 다음 표에 

나타냈다.  

 

Table 2 Overall voyage results of weather routing 

simulation test according to scenarios (E: 

go-east, W: go-west) 

 Great-circle Distance 

[nm] 

Time 

[hour] 

FOC 

[ton]  Optimum route 

Scenario 1 

(E) 4347.58 180.83 1788.91 

(W) 4347.58 181.97 1797.26 

(E) 4350.32 180.64 1787.77 

(W) 4347.7 181.96 1797.14 

Scenario 2 

(E) 4347.58 182.54 1799.1 

(W) 4347.58 187.42 1831.37 

(E) 4350.18 182.38 1798.3 

(W) 4351.68 187.15 1829.63 

Scenario 3 

(E) 4347.58 184.18 1809.79 

(W) 4347.58 186.68 1826.49 

(E) 4350.12 183.97 1808.2 

(W) 4358.76 185.18 1817.68 

Scenario 4 

(E) 4347.58 182.33 1798.4 

(W) 4347.58 183.9 1809.62 

(E) 4348.75 182.26 1798.07 

(W) 4350.46 183.74 1808.51 

  

다음은 시나리오1-4의 시뮬레이션 항해결과 항해거리, 

항해시간, 연료소모량의 대권항로 대비 최적항로의 

비교결과를 나타낸다. 

 

Table 3 Voyage results comparison of weather 

routing simulation test going-east and west 

(Voyage results of optimum route were 

subtracted from the voyage results of 

great-circle route.) 

  Distance 

[nm] 

Time 

[hour] 

FOC 

[ton] 

Scenario 1 
(E) +2.74 -0.19 -1.14 

(W) +0.12 -0.01 -0.12 

Scenario 2 
(E) +2.6 -0.16 -0.8 

(W) +4.1 -0.27 -1.74 

Scenario 3 
(E) +2.54 -0.21 -1.59 

(W) +11.18 -1.5 -8.81 

Scenario 4 
(E) +1.17 -0.07 -0.33 

(W) +2.88 -0.16 -1.11 

 

동쪽방향으로 항해하는 홋카이도-롱비치 구간의 

시나리오 1-4에서 최적항로와 기준항로인 대권항로와의 

결과를 비교한 항해종합결과, 최적항로의 항해거리는 

기준항로와 비교하여 시나리오 1-4에서 각각 +2.74[nm], 

+2.60[nm], +2.54[nm], +1.17[nm] 늘어났으며, 

항해시간은 각각 -0.19[hr], -0.16[hr], -0.21[hr], 

-0.07[hr]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료소모량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0.14[ton], -0.80[ton], -1.59[ton], 

-0.33[ton] 감소하였으며 시나리오 3에서 가장 많은 연료가 

절감되었다. 

서쪽방향으로 항해하는 롱비치-홋카이도 구간의 

시나리오 1-4에서 최적항로와 기준항로인 대권항로와의 

결과를 비교한 항해종합결과, 최적항로의 항해거리는 

기준항로와 비교하여 시나리오 1-4에서 각각 +0.12[nm], 

+4.10[nm], +11.18[nm], +2.88[nm] 늘어났고, 항해시간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0.01[hr], -0.27[nm], -1.50[nm], 

-0.16[nm] 감소하였다. 연료소모량은 각 시나리오에서 

-0.12[ton], -1.74[ton], -8.81[ton], -1.11[ton]로 

시나리오 3에서 대권항로 대비 가장 많은 연료가 

절감되었다. 

 



  

4. 결 론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선박운항효율 개선조치에는 

장비의 개조, 개선장치의 선박탑재 등의 하드웨어적인 

개선방법과, 선속최적화, 선박운항자세 최적화, 항로최적화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방법이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선박운항효율 개선방법 중 항로최적화 기법은 통상적으로 

최단거리를 항해하는 대권항법 대비 실해역 환경을 

고려하여 선체저항을 최소로 하는 항로로 항해하여 

연료소모량을 절감 할 수 있는 최적항로를 탐색하여 

항해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태평양 해역에 카테고리 2, 4, 5 등급의 

태풍 Pabuk, Wipha, Lekima가 도래한 기간의 실해역 

데이터를 적용하여 해상상태가 좋았던 특정기간 (비교대상 

기준)의 대권항로 및 최적항로의 시뮬레이션 항해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적항로의 거리는 

최단거리인 대권항로보다 항해거리가 늘어났지만, 

항해시간과 연료소모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항로최적화 기법은 선박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선박운항 

개선조치의 하나로 활용 될 수 있으며, 향후 장기간의 

항차결과를 바탕으로 항로최적화 기법의 정량적인 

에너지효율향상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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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시추 및 유정 생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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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a Drilling and Well Completion 

Kyu-Yeul Lee, Sol Ha(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gphil Park(R&D Institute, Daewo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Co., Ltd.) 

 

 

요 약 

 

해저 시추(offshore drilling) 작업의 순서 및 방법, 시추 완결(completion), 생산(production), 큰 보수(workover), 그리고

작은 보수(intervention)에 대하여 소개한다.  

먼저 해저 시추(offshore drilling)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Outer wellhead와 용접된 전도관(conductor casing)을 drill 

pipe에 연결된 running tool에 체결한 후 해저면까지 내린다. 이 때, running tool 하단에는 시추를 위한 drill bit를 포함한

bottom hole assembly(BHA)가 연결되어 있다. 2) 해저면에 다다르면 해수를 강한 압력으로 분사하면서 전도관과 outer 

wellhead의 자중을 이용하여 전도관을 해저면에 박는다. 3) 전도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그 상태에서 running tool에 체결된

bottom hole assembly를 해제한 후 drill pipe를 회전시켜 surface casing을 설치하기 위한 hole을 뚫는다. 4) Inner 

high-pressure wellhead와 용접된 surface casing 을 전도관 안에 설치한 후 시멘팅(cementing) 작업을 진행한다 5) Marine 

riser 아래에 blowout preventer(BOP) 을 부착하여 inner high-pressure wellhead 상부에 설치한다. 6) Marine riser 내로 drill 

bit가 부착된 drill pipe를 내려서 본격적인 시추를 진행한다. 이때는 중간 케이싱(intermediate casing)용 Hole을 뚫고, 

시멘팅하고, 그 다음 직경이 더 작은 중간 케이싱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생산 케이싱(production casing)을 설치한다. 7) 

생산 파이프(production tubing)을 생산 케이싱 안으로 설치한다. 

그 다음 단계의 시추 완결(completion)은 다음과 같다. 1) BOP와 marine riser를 제거한다. 2) 생산용 보호관(production 

riser)아래 부착된 수직형 X마스 트리(X-mas Tree)를 surface casing 상부의 inner high-pressure wellhead 위에 설치한다 3) 

제일 아랫부분의 생산 파이프, 생산 케이싱, 시멘트를 제어 폭약으로 여러 개의 구멍을 낸다(perforation). 4) 이 구멍들을

통해 기름과 가스가 생산 파이프 안으로 들어온다. 

생산(production) 작업에서는 생산파이프를 통하여 기름, 가스, 물 등의 혼합된 생산 유체(production fluids)가

생산파이프, X 마스트리, 생산 라이저를 지나서 생산플랫폼 상갑판(topside)에 있는 각종 프로세스 설비에 도달한다. 

Production fluids 를 용도와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한다(oil & gas processing) 

보수(workover) 작업에서는 하나의 예로서 생산 파이프를 교체(workover)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때는 BOP를 설치한

후 노후된 생산 파이프를 교체한다. 생산 과정 중에 작은 규모의 유지/보수(intervention)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장비와 기기를 이용한다. 

 

Keywords:Offshjore drilling(해저 시추), Completion(시추 완결), Workover(보수), Intervention (작은 규모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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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설계 모델을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 빠른 정합성 검토 

시스템
이정민(인하대학교), 이경호(인하대학교), 김대석(인하대학교)

AR-based Rapid Discrepancy Check using 3D CAD Model
Jung-Min Lee(INHA Univ.), Kyung-Ho Lee, Dae-Seok Kim, Runqi Li

요 약

조선 및 플랜트 생산 현장에서 설치된 모듈이 설계 데이터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는 도면을 중심

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잡한 도면을 찾고 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고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3차원 모델을 2차원 도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깊이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경험에 의

존하거나 다른 도면을 참조하여 깊이 정보를 참조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로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정합성 검토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정합성 검토는 실물 제품을 배경으로 3차원 모델을 투영함

으로써, 사용자로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즉, 실물 모델과 3차원 설계 모델을 직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도

면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실물 모듈과 3차원 설계모델간의 자세를 추정하는 과정은 선행연구

에서는 사용자의 몫으로 남겨 두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깊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점 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

처리를 통한 PCA 및 ICP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물 모듈에 대한 자세를 추정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좀 더 빠르

고 정확한 정합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조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 환경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산업 형 증강현실 기술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Keywords :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Discrepancy Check (간섭 검사), 3D CAD (3차원 캐드)

Fig. 1 빠른 정합성 검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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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offshore USN for maintenance system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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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eok Kim(Inha university), Kyung-Ho Lee(Inha university), Jung-Min Lee(Inha university) 

 

 

요 약 

 

선박 및 해양구조물은 척당 수 천만 달러에서 십 수억 달러를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이다.  또한 일반적인 제조 산업과는

다르게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을뿐더러 설계, 생산 및 유통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 같이 A/S 센터, 콜 센터

등을 통해 유지보수를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선급에서는 주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즉시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는 없기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현재 운용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 많지 않고 개발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인 배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자에게 설계 및 생산

정보를 가시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 시 생성된 설계 및 생산 정보를 배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선상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CAD/CAM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고 이 정보를

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업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로 전달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그

내용을 증강현실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지원한다. 앞서 언급한 각 분야의 최신 기술을 해상 구조물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Keywords: USN, 3D 모델, Ship CAD/CAM, AR, 융합기술, BOM, 배관, 유지보수, 해상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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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한 맞대기 용접 고유변형도 영역 추정에 관한 

연구 

김민규, 최우영, 강민석, 서정연, 정현 

(카이스트 기계항공시스템공학부 해양시스템공학전공) 

 

The study of prediction for inherent strain region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Min-gyu Kim, Woo-young Choi, Min-seok Kang, Jung-yun Seo, Hyun Chung 

(Division of Ocean System Engineering, KAIST) 

 

 

요 약 

 

In the shipbuilding and offshore industry simplified analysis methods have been frequently used for the prediction of welding

distortion, because those methods requires less computation time and resources compared to the 3D thermo-elasto-plastic 

analysis while maintaining reasonable prediction accuracy. Many simplified methods assume the local region where the welding

causes the distortion and the magnitude of welding distortion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se assumptions the welding distortion 

is predicted by simple elastic analysis without the computationally expensive heat transfer analysis. Specifically, the deformation is 

calculated based on the inherent strain and its distribution, the inherent strain distribution is assumed to be same as the Heat 

Affected Zone (HAZ). There are many models for the inherent strain calculation, however few model has been proposed for the

HAZ except the simple trapezoid model.  

This paper focuses on the prediction of more realistic HAZ shape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more

accurately predict the welding distortion. 2D Heat transfer simulations, considering various groove types, angles and root faces, 

are performed to predict the HAZ region and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parameters are identified respectively.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we develop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to predict the HAZ shapes of butt welding joints. The developed

models are compared to the macro section images of experiment specimens for the verification purpose.  

 

 

Keywords: Heat Affected Zone(열영향부), Inherent Strain Distribution(고유변형도 분포), Multivariate Regression(다중 회귀), Welding 

Distortion(용접 변형), Macro Section Image(단면사진) 

 

1. 서 론 

조선해양 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접변형 예측 

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용접변형 예측을 위해 본래 

잔류응력을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변형도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해석시간 내 합리적인 변형량을 산출하는 

간이해석방법이 제시되었다. 최초의 간이해석 방법은 모든 

해석 범위에 대해 고유변형도 분포를 결정하고 이를 

해석모델에 적용하여 변형량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모든 

요소마다 고유변형도를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Murakawa, Luo and Ueda, 1996) . 따라서 이후 

해석방법에서는 변형 정도와 변형이 발생하는 구간을 각각 

고유변형도와 고유변형도 영역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유변형도 영역을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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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로 한정하여 용접변형을 예측하였다. 따라서 간이 

용접해석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유변형도 영역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Jang et al.은 2D 

열전달 해석에서 HAZ영역의 최저 경험 온도를 결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Jang, Ha, Ko and Moon, 2002). 이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의 상변태가 완료되는 온도인 Ac3 

온도보다 상변태가 시작되는 온도인 Ac1 온도를 HAZ의 

최저 경험온도로 정하는 것이 실제 변형량에 가까운 예측 

값에 도달함을 보였다. 이후 용접변형예측 연구에서는 

AC1온도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700℃에서 800℃사이에 

온도 중 임계온도를 설정하여 해당 온도를 넘은 영역을 HAZ 

영역이라 하였다(Jang, Kim, Ko, Lamb and Ha, 2005;Ha, 

Cho and Jang, 2008). 기존 맞대기 용접예측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2D 열전달 해석에서 구한 HAZ와 

동일한 최대 폭과 최소 폭을 가진 사다리꼴형태로 

고유변형도 영역을 가정하여 변형예측을 하였다. 이 

연구들은 조선생산에 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얇은 판과 

bead on plate 또는 V개선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다리꼴 

형태로도 정확한 변형예측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해양구조물에서는 부재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다양한 개선이 

존재함에 따라 열 영향부의 형상이 사다리꼴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맞대기 용접의 다양한 개선 형상과 

부재의 두께를 고려한 고유변형도 영역을 도출하였다. 

구체적 연구방법으로는 고유변형도 영역을 750도 이상을 

경험한 영역인 HAZ로 정의하여 열전달 해석을 

진행하였다(Ueda, Murakawa and Ma, 2012). 열전달 

해석의 검증을 위해 실험시편과 비교하였고 해석결과를 

토대로 두께방향에 따른 HAZ폭 정보를 Database화하고 

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선 별 고유변형도 

영역을 제시하였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잔류응력 예측을 위해 제시된 

고유변형도 분포를 결정한 연구와 실제 실험으로부터 얻은 

단면사진과 비교하여 HAZ의 영역을 결정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고유변형도 분포의 관한 연구로는 

Ueda et al.의 연구가 있다(Ueda, Kim and Yuan, 

1989;Ueda and Yuan, 1989;Ueda and Yuan, 1993;Ueda, 

Yuan, Mochizuki, Umezawa and Enomoto, 1993) 위 연구는 

bead on plate 용접과 fillet t-joint 용접을 대상으로 용접선 

방향과 수직한 단면에 대해 사다리꼴 형태의 고유변형도 

영역을 제시하였으나, 6mm의 박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Ueda et al.등은 후속연구로 고유변형도 영역의 

사다리꼴 형상과 영역 내 고유변형도의 분포를 함수형태로 

제시하였다(Ma and Ueda, 1994;Ueda and Ma, 1994).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급수형태의 식으로서 복잡한 

형태의 영역을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변수가 많고 

각 식의 모수(parameters)가 함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도 역시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bead on plate 용접에 

대한 연구만을 진행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Ueda 

(199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맞대기 용접의 고유변형도 

영역을 사다리꼴 형태로 가정하여 용접변형을 

예측하였다(Hill and Nelson, 1995;Jang, Kim, Ko, Lamb and 

Ha, 2005;Ha, Cho and Jang, 2008). 최근에는 파이프 용접 

또는 복잡한 구조물에서의 고유변형도 영역을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개선의 형상보다는 

구조 특유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Nakacho, 

Ogawa and Ohta, 2012). 

고유변형도 영역과는 별개로 실제 HAZ의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Gunaraj and Murugan, 

1999;Lee, Chandel and Seow, 2000;Gunaraj and Murugan, 

2002;Karaoğlu and Secgin, 2008;Kumar, Singh and 

Yusufzai, 2012). 해당 연구들은 전류, 전압, 용접속도, feed 

rate 등 용접 변수들이 충분한 용입을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HAZ 형상을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bead on plate 용접 후 macro section 사진으로 HAZ의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계적 방법인 실험계획법과 

회귀분석 통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HAZ의 영역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용접 대상이 개선이 없는 bead 

on plate 용접에 대해서만 고려하였고 판의 두께 및 

개선형상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다양한 

개선형상과 모재의 두께를 고려해서 고유변형도 

영역(HAZ)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3. 연구방법 

개선 별 고유변형도 영역을 제시하기 위해 크게 세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개선 형상을 정의하였다. 맞대기 

용접에서의 형상은 개선 모양과 함께 모재 위에 덧붙여지는 

reinforcement(이하 여성)의 영향도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용접과 유사한 HAZ를 묘사하기 위해 각 개선 별 형상 

기준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로 각 형상 별 열전달 해석을 

통해 HAZ 영역을 도출하였다. 열전달 해석에서는 

다층패스관련 변수를 배제하였다. 조선해양생산에서 용접 

변수의 경우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에 의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동일 두께 부재의 경우 항상 

동일한 다층 패스를 갖게 되므로 개선 및 두께 고유의 HAZ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입열량을 계산함으로써 



 

 

다층패스관련 변수를 배제할 수 있었다. 해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접선 방향의 수직한 단면사진 (이하 Macro 

section 사진)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열전달 

해석으로부터 산출된 열 영향부 database화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양구조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개선인 V개선과 K개선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1 형상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대칭개선인 V개선과 비대칭개선인 K개선의 

형상을 정의하기 위해 표1과 그림1과 같이 형상을 

정의하였다. 개선형상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는 

두께, 두께 별 증가 구간, 개선 각도, Root face로 

정의하였다. V 개선의 경우 개선이 한쪽방향에만 존재하므로 

각도가 하나 존재한다. 반면의 K개선의 경우 개선이 두 개 

존재하므로 각 개선 별 각도와 상부개선 하부 개선의 두께 

비율도 제시되어야 한다. root face의 경우 K개선에만 

존재하였다. 여성의 경우 기준 두께에 따라 형상을 달리 

하였다. 기준 두께란 해당 개선의 유효두께로서 개선이 

하나인 V개선의 경우 모재의 두께이고 K개선의 경우 상부 

여성의 경우 상부 개선의 두께, 하부 개선의 경우 하부 

개선의 두께라 정의 하였다. 여성의 폭은 개선 폭의 2배로 

결정하였고 여성의 높이는 표2에 제시하였다. V개선의 하부 

비드의 경우 모든 두께에서 폭 12mm, 높이 1mm로 

결정하였다. 요소 크기는 20mm 미만 부재는 0.5mm이고 

20mm 이상 부재의 경우는 1mm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Table 1 Selected geometry 

Cate

-gory 

Thickness 

increment 

[mm] 

Thick-

ness 

[mm] 

Angle 

(upper/

bottom) 

[°] 

Thickness 

ratio 

(upper : 

bottom) 

Root 

-face 

[mm] 

V 5 10~60 40/0 - - 

K 5 25~60 45 / 45 1:1 1 

 

Table 2 Determination of reinforcement 

기준 두께 reinforcement 높이 

10mm 1mm 

10mm 이상 20mm 미만 2mm 

20mm 이상 30mm 미만 3mm 

40mm 이상 4mm 

(a) V groove 

 

(b) K groove 

Figure 1 Geometry of each groove  

 

3. 2 열전달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빠른 시간 내 HAZ 형상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초기온도입력을 통한 열 전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열원기반이 아닌 초기온도 

해석을 진행한 이유로는 빠른 시간 내 많은 해석 Case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제 

생산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용접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원 모델보다는 초기온도 해석을 통해 실제 

macro section 사진과 근사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해석방법으로는 용접 비드부분에 초기온도를 입력함으로써 

용융지 및 용접 HAZ를 묘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열전달 시뮬레이션에서는 Trial and Error방식으로 

초기온도를 설정하였고 Abaqus6.12의 열전달 요소인 

DC2D4를 사용하였다.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물성치 정보는 

Mild steel의 온도의존성 물성치를 활용하였고 부재 표면에 

대해 대류와 복사를 고려하였다.  

 



 

 

Table 3 Variabl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grooves 

(a) V case 

두께[mm] 10 15 20 25 30 

여성 폭[mm] 14.55 21.83 29.11 36.39 43.67 

여성 높이[mm] 1 1 2 2 3 

초기온도[℃] 4314 4483 4299 4404 4512 

두께[mm] 35 40 45 50 55 

여성 폭[mm] 50.95 58.23 65.51 72.79 80.87 

여성 높이[mm] 3 4 4 4 4 

초기온도[℃] 4566 4610 4645 4675 4700 

두께[mm] 60     

여성 폭[mm] 87.35     

여성 높이[mm] 4     

초기온도[℃] 4721     

 

(b)  K case 

두께[mm] 25 30 35 40 

여성 폭[mm] 24 29.1 34 39.1 

여성 높이[mm] 2 2 2 2 

초기온도[℃] 4194 4288 4420 4470 

두께[mm] 45 50 55 60 

여성 폭[mm] 44 49.1 53.7 59.1 

여성 높이[mm] 3 3 3 3 

초기온도[℃] 4512 4572 4596 4621 

 

초기온도 해석을 검증하기 위해서 Macro section 사진과 

비교하였다. 검증 시 사용한 형상정보는 I개선 두께 22mm, 

Y개선 28mm, X개선 38mm를 각각 선정하였다. macro section 

사진에서 사용된 용접변수는 SAW 용접으로 전류 1120A, 전압 

34.5V, 용접속도는 210mm/min으로 진행하였다. 자세한 

실험대상의 형상정보는 표4에서 정리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과는 별도로 해석 검증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선택된 V, 

K 개선을 제외한 다른 개선과 비교하여 해석 방법을 검증하였다. 

본 검증으로부터 해석 경계조건, 물성치 및 초기온도 입열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3의 경우 초기온도 열전달 

해석결과와 macro 단면사진을 비교한 결과이다. 왼쪽 해석 

결과의 회색영역이 HAZ 영역이다. 오른쪽 macro 

사진에서는 사선형태의 영역은 용융지이고 용융지 주변으로 

모재와 다른 색깔을 보이는 지점까지를 HAZ라고 

설정하였다. 두 그림을 비교했을 때 HAZ의 형상과 두께에 

따라 기울기가 유사한 형태를 갖는 것으로 보아 정성적으로 

두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개선 별 5개의 점을 정하였다. 여성을 제외한 

모재의 상단표면과 하단표면 그리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 두께 구간 5개의 점에서 해석결과와 macro 

section의 HAZ 반폭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Table 4 Geometry of comparison sample 

개선

분류 

두께 

[mm] 

개선 

각도 

(상/하) 

상하

비율 

Root face 

[mm]  

I 22 - - - 

Y 28 60 / - - 18 

X 38 55 / 70 1:1 17 

 

 

 
 

(a) I case  

  

(b) Y case 

(c) X case 

Figure 2 Comparison of macro section and simulation results 

 



 

 

Table 5 Average difference between macro image and simulation 

results 

구분 I개선 Y개선 X개선 

평균오차 1.7mm 3.9mm 2.8mm 

평균오차율 8% 14% 8% 

 

표 5에서 평균 오차 및 오차율을 제시하였다. 오차율은 

오차에서 두께를 나눠준 값으로 정의하였다. 제시된 표를 

보면 각 값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cro 단면 사진의 경우 작업자, 주변환경 등에 따라 

용융지 및 열영향부가 편차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해당 

오차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초기온도 해석 방법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3.3 Database 구축 

회귀분석을 위해 HAZ영역 database를 구축하였다. 

측정방법은 그림3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칭의 중심을 

중심선으로 설정하고 두께방향에 따라 HAZ의 반폭을 

측정하였다. 반면 비대칭 개선인 K개선에 경우 개선이 없는 

부분을 중심선으로 설정하여 왼쪽 HAZ, 오른쪽 HAZ 영역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database를 만들어 추후 

회귀분석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a) Symmetric case : V case 

 

 

 
(b) Asymmetric case : K case 

Figure 3 Measurement of HAZ 

 

3.4 다중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HAZ의 영역을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은 식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변수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선형회귀분석과는 다르게 변수의 차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HAZ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함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수식을 도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는 변수선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표준화된 두께방향 성분 z’과 두께 값으로 

선정하였다. 주어진 databae에서는 두꺼운 부재의 데이터가 

얇은 부재의 데이터보다 많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두꺼운 

부재의 HAZ로 치우칠 수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두께방향 

성분을 사용하여 z값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두꺼운 부재의 

HAZ로 치우치는 결과를 배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독립변수로서 두께 값으로 정하였다. 그림 5의 산점도에서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평균적인 HAZ의 폭이 증가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종속변수로는 좌우 대칭형상에 대해서는 

중심축으로부터 HAZ의 반폭으로 선정하였다. 비대칭 

개선(K개선)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점에서 좌/우 각각 폭을 

각기 다른 식을 통해 유추하였다. 산점도를 통해 각 변수 

선택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5 보면 V개선, 

K개선 개괄적으로 3차곡선의 패턴이 나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을 3차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3차 다중 회귀 모형의 경우 

식(1)에 제시하였다. 해당 식에서 'x 의 경우 표준화된 

두께방향 성분을 나타내고 y 성분의 경우 부재의 두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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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 groove 



 

 

(b) K groove-Left side 

 

(c) K groove-Right side 

Figure 4 Scatter plot 

 

4. 결과분석 

결과분석에서는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 때 사용한 z’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z’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도출한 다음 이를 

표준화된 두께방향 성분을 본래의 두께방향 성분으로 

치환해줌으로써 최종 예측 식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5를 통해 각 개선 별 HAZ예측 식 계수를 제시하였다. 표 

6과 그림 5은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한 값과 열전달 

해석애서 도출된 HAZ 영역 비교 결과이다. 그림에서 도출한 

회귀모형은 면의 형태로 표시되었고 열전달 해석 결과로 

측정된 HAZ의 길이는 점으로 표시 되었다. 해당 그림을 

통해 회귀모형과 실제 값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량적 분석은 표6을 통해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오차는 약 0.3~1mm 정도 오차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V개선에서 최대 평균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오차에서 실제HAZ의 길이를 나눠준 오차율의 경우 

4%정도이다. 회귀모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치로서 R
2 

값이 있다. 평균적으로 0.97로 높은 R
2 

값 

가진다. 종합적으로 오차율이 4% 이고 회귀모형의 R
2
 값이 

0.9 이상으로 높은 점으로 보아 본 회귀모형은 HAZ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주어진 HAZ Database가 실제와 매우 가깝다면 

다중 회귀모형을 통해 발생하는 HAZ를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atabase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게 되면 점차 실제와 가까운 HAZ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a) V grooves 

 

 
(b) K groove – Left side 

 

 
(c) K groove – Right side 

Figure 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able 5 Coefficient of suggested regression model 

Coefficient V KL KR 

p00 2.08 10.92 22.45 

p10 -8.932 -0.3597 1.53 

p01 0.6285 -0.501 -0.961 

p20 12.21 0.8479 0.2112 

p11 0.4598 -0.2404 -0.7454 

p02 -0.00674 0.01907 0.04136 

p30 -7.434 0.1332 -0.8261 

p21 0.001826 0.2078 0.6988 

p12 -0.00113 0.000427 0.000431 

p03 4.16E-05 -0.00016 -0.00034 

 

Table 6 Average error value and R
2
 

구분 V개선 KL개선 KR개선 

평균오차[mm] 0.97 0.27 0.85 

오차율[%] 4% 4% 4% 

R
2
 0.97 0.97 0.97 

 

 

5. 결론 

본 연구는 간이 용접해석 시 필요한 고유변형도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맞대기 

용접의 열영향부를 사다리꼴 형태로 가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영역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macro section 사진과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충분히 HAZ의 형태를 묘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HAZ의 형상을 매우 작은 오차율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HAZ database가 정확한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기존의 사다리꼴 형태의 HAZ 영역을 

벗어나서 개선 별 고유의 HAZ 영역을 고려함으로써 

해양구조물 시대에 더욱 정확한 용접 변형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연구로서 열원 세기의 변동을 고려한 고유변형도 

영역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에서는 SAW 용접 조건에 

맞춰 각 용접변수마다 변동이 존재하므로 허용범위에서 각 

변동이 최종적으로 고유변형도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두께에 따라 패스 수가 정해진다는 가정하에 

진행하였지만 패스가 다를 때 고유변형도 영역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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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y domestic offshore plant and equipment companies have lots of difficult matters to go into the entry barrier of offshore plant and
equipment market because the barrier is very high and also the overseas offshore plant and equipment businesses have already had high
qualified technology and experience. One of the difficulties at the domestic companies is a vender registration, which is the essential 
matter for them to become eligible bidders in overseas the marine market. But the procedure and methods for vender registration are very
complex and difficult for them. Therefore, KR has now been developing a total solution system in order to help them register the vender 
list easily, and this paper shows a summary of the total system for vender registration called “Offshore QuaAlification Support System 
(OSQA)”, which is based on the Ontology Representation Language (OWL).

Keywords : Offshore Plant(해양 플랜트), Pre-Qualification(사전적격심사문서), Vender Registration(벤더등록), Ontology(온톨로지), Systems
engineering(체계공학), OWL(온톨로지 표현 언어)     

1. 서 론
현재 해외 해양기자재 업체들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 

대부분으로 많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국내 신생업체가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에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매우 높은 실정
이다. 시장 진입이 어려운 해양 플랜트 및 기자재 산업에 진출하
려는 국내업체는 부품국산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이외로 A/S, 예
비 부품 확보 문제, 마케팅 능력 부족, 오일메이저 및 관련 엔지
니어링 조직과의 기술적 의사소통과 영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국내 조선소들이 올해 20조원을 수주
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해양플랜트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후발 주자와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
다. 게다가 해양플랜트 기자재 사업의 경우, 국산화율이 현저히 
낮아 수주량의 절반 이상이 해외 기자재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이 중국에 밀릴 수도 있
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재 국산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러 기술적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며, 

이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적 문서(PQ (Pre- 
Qualification)1) 문서, 엔지니어링 정보)의 발행 및 차별화 된 콘
텐츠의 제공을 지원하는 시스템 기술이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며, 그 내
용 중 전문적 문서(Document)작성 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술영업
에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정보를 출판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R&D ￫ 생산/제조 ￫ 제품 상용화 ￫ 시장 진출의 과정을 전반적
으로 지원하며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 시장 진입장벽인 벤더리스트 등록 단계에서 요구되는 PQ
를 위한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의 오일메이저 벤더 등
록에 지원하고자 한다.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스템의 발주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공급자, 부품 공급자의 병행 육성을 통한 의존
적 공급사슬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해양플랜트 장비들은 선박 
장비와는 달리 대부분의 스펙을 프로젝트별 발주처 사양에 맞춰 
1)사  입찰 자격 심사 제도로 토목, 건설, 랜트 등 규모 사업에 참여하는 공

 기억을 선별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 자격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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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며, 납품을 위해서는 발주처의 벤더 지정이 우선적으로 되
어야 한다. 벤더 지정이 되면 관련 기자재의 발주처 규격, 선급 
규격 외에도 API 등의 요건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위험도가 높은 발화 Gas 등의 취급으로 다양한 기술 자료를 
요구받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품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여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벤더등록2) 지원 
시스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 시스템은 벤더등록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생성 및 유지 관리하는 토탈 솔루션 체
계이다(fig. 1).

Fig. 1 Vendor registration process of overview   

2. OSQA 시스템의 설계
Fig. 2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벤더등록 지원을 위한 OSQA 

(Offshore QuAlification Support System)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
낸다. 본 시스템은 기자재 기업 담당자가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벤더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 기업정보가 존재하는 ERP 시스템, 엑셀 등의 데이터
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PQ문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
고 있는 회사소개, 인력정보, 재무정보, 인증서, 교육프로그램, 
품질보증, 제품정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각 장별로 구성하여 
문서를 생성하고 PQ문서에 필요한 문서를 지원한다. PQ문서 생
성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오일메이저 업체별 표준 등록 프로세스
에 의한 각 단계별 정보 및 산출물을 관리 할 수 있 수 있다. 해
양플랜트 벤더등록 과정 중 기자재 사양과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기업정보, 금융정보, 제품정보, PQ문서 정보,  기자
재 국제 규격 적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다양한 정보들의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통합 지원하는 OSQA시스템 제공한다.

2) 해외 플랜트 및 관련기자재 발주처가 기술 및 신뢰성이 검증된 기자재 부품업

체를 사전에 검증 구매업체 명단에 등록 후 프로젝트 진행 시 등록 업체에서 기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프로세스 중 특정 기업에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업체를 벤더라고 한다. 벤더등록에는 PQ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Fig. 2 OSQA system architecture
  

현재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 벤더등록은 다양한 양식의 오일
메이저마다 중복 벤더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보관리 
및 인력 충원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 된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진입 기회를 증가하
기 위해 최신의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위한 
시스템을 지원한다. OSQA 시스템이 관리하여 할 각종 시스템의 
데이터를 DB논리 모델을 제시하고 고려해야 할 데이터로는 업체
정보, PQ문서 정보, 제품정보 관리, 제품/서비스 관리 등의 정보
를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업체정보: 기존 회사에 들어가야 할 기업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할 수 있으며, 회사기본 정보, 재무정보, HR정보, 담
당자 정보 기타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PQ문서: PQ문서 템플릿을 제공하여 편집 생성이 가능하
며, 문서 조회, 문서 처리 상태를 제공한다. 
제품정보관리: 제품분류 코드, 제품의 고정코드, 설비코드, 
제품을 검색하고 조회 기능, 납품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제품/서비스: 오일메이저별 처리 방법 및 평가 유효기간 정
보 제공한다. 

  OSQA 시스템은 해양플랜트 산업 내 기자재 국산화를 가속시
키고 해외 플랜트 시장 진입장벽에 대응하기위한 전문 솔루션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산
화 및 세계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여 여러 당면 과제 중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 기술로서, 시장 진입장벽인 
PQ(Pre-Qualification)를 위한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생성 및 
유지 관리하는 토탈 솔루션 체계이다. 벤더등록을 위한 요구사항
은 기자재 선정 및 생산에 설계/생산에 관련되어 있으며, 성능 지
표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각각의 독립된 형상
(configuration)을 가진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이는 OSQA 시스템 요구사항이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와 같은 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SQA 시스템 기술된 PQ문서 및 요구사항 항목을 
설계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요구사항의 형상 항목은 체계공학 기법으로 모델링하고자 



하며, 제품에 해당된 규격 정보는 자료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요구사항 검색을 위한 방법으로 온톨로지(Ontology) 모델을 
이용하고자 한다. OSQA 시스템을 시멘틱 웹(semantic web)기술
을 결합한 온톨로지 기반으로 요구사항 형상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체계공학과 제품별 요구사항 분석 
체계공학은 제품의 설계/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시

스템 규격, 아키텍쳐로 반영하여 검증하는 절차이다(DoD, 2001; 
Price, et al., 2006).  특히 V-모델(DoD, 2001)은 제품개발 단계
별로 증명과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제안된 방법이
다. 본 연구는 오일메이저의 기자재 분류체계로 기자재 참조 라
이브러리에 해당 품목별 시험평가 규격, 절차 및 관련 시험을 담
당하는 기관정보를 분석한다. 분석된 시험평가와 관련 데이터베
이스를 설계 및 구축하고 기자재 참조 라이브러리와 연계하도록 
설계한다. Fig. 3과 같이 오일메이저 벤더등록에 필요한 효율적
인 단계별 프로세스 분석을 기준으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제품군
별(기계장치, 배관, 선장설비, 전기계장) 등록 요소 분석하고 제
품별 요구사항을 문서, 시험평가, 성능 기준으로 분석하여 모델
링한다. 결과물 활용기관 및 벤더등록 실증 지원 기업 관련 API 
6XX Code와 SIL1분석 및 도출하여 item과 통합될 수 있도록 체
계공학의 V-모델을 적용하였다.

Fig. 3 Example of offshore product-specific international 
standards for requirements 

4. 온톨로지 기반의 Semantic 검색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 서술 논리(Description logic)바탕의 온

톨로지를 사용하여 요구사항 질의이나 문맥의 의미를 부여하였
다. 시맨틱 검색은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계층구조와 규칙을 사용
하여 추론하도록 하였다. 온톨로지 역할은 검색 키워드의 이미를 
정의하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Roy, et al., 2005). 따라
서, 시맨틱 웹의 온톨로지는 의미적 연관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로 하여금 문서를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Horrocks. et.al., 2003)

Fig. 4 Schematic rocedure of semantic ontology for 
requirement extrac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OSQA 시스템과 벤더등록 요구사항과 제품별 평가방안을 제시하
였다. 또한 OWL을 이용하여 요구사항 항목의 형상을 식별하였으
며, 요구사항 검색을 위해서 의미론적 검색 방법을 이용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 모델을 제품 평가 규격, 절차 
그리고 벤더등록에 필요한 항목 관리 기능과 연동하여 실제로 구
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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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vulnerability of a warship is defined as a capability to withstand a man-made hostile environment, and can be

estimated by the probability of being kill by a hit. A quantitative calculation for vulnerability of warship carry an 

important meaning to increase success rate for its mission capability rate during the early stage of warship design. 

This study introduces a theoretical procedure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vulnerable area during initial 

warship design. The vulnerable area is a quantitative measure of vulnerability that may be applied to a system or 

component.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is done in two stages: definition of critical component and calculation of 

vulnerability. Firstly, critical component is defined as components level, criticality, and vulnerability to damage. Then,

the probability of kill as vulnerability for critical component is calculated by vulnerable area approach according to the

components layout and their redundancy. Especially, this paper introduces a methodology to quantitatively calculate 

vulnerable area of critical component based on damage function. Considering the weapon effectiveness such as 

penetration and explosion, the damage function is comprised of Carleton Damage Function and Rectangular Cookie 

Cutter Function to indicate the probability of damage for weapon effectiveness. In the damage function, normal 

distribution is considered to target accuracy.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ology, examples about implementation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the hypothetical threat and component are shown in this paper. Additionally, 

examples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can provide the alternative to decrease vulnerability of warship in the 

initial warship design stage. 

Keywords : Survivability(생존성), Vulnerability(취약성),  Damage Function(손상확률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 확률밀도함수) 

1. 서 론

현대의 전투환경은 위협무기의 효과도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됨

에 따라 단발의 피격으로도 함정에 치명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

다. 함정의 치명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생존성은 저

하되게 되는데, 과거의 무기 체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

을 맞추었던 기존의 함정 설계 전략은 최근 들어 통합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함정의 생존성은 전투 환경

에서 함정이 마주치게 되는 위협 요소에 대응하여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Ball, 1985). 함정의 생존성은 크게 피격성

(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복성(Recoverability)과 

같은 세 가지 확률적인 지표로 평가한다(Ball, 1985). 피격성은 

적의 탐지 장비에 의해 아군의 함정이 식별되고 위협무기에 피격

될 확률을 의미하며, 취약성은 피격 후 주어진 위협환경에 따른 

함정의 손상 정도를 의미한다(Kim et al., 2011). 그리고 회복성

은 손상된 함정이 기능과 임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

을 의미한다. 이 중 취약성의 경우 함정의 임무수행 능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평가지표로서 생존성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함정 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인 토대는 Ball(1985) 및 

Ball(2003)이 제시한 항공기 생존성 분석 방법으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Pei et al., 2009), 이는 육상 및 해상 전투 시스템의 생존

성 분석 방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Ball and Calvano(1994)는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Ball(1985)의 이론을 기반으로 함정 생존성 분석의 개념을 제시

하였으며, Lillis(2002)는 취약면적 기반의 항공기 취약성 해석법

을 사이클론급 경비정(Cyclone-class patrol craft)의 취약성 분

석에 적용함으로써 항공기 취약성 모델을 함정에도 적용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현재 국내의 함정 취약성 관련 연구로 Kim 

and Lee(2012)는 Ball의 취약면적 기반의 간이 취약성 분석 기

법을 이용하여 추진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Shin et al.(2012)은 초기 설계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함정 취약성 

분석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함정의 생존성 평가의 일환으로 함정 취약성 분석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취약성 분석 기법은 Ball(2003)의 취약

면적 기반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취약면적 기반

의 취약성 분석 기법 상에서 가정되었던 취약면적을 위협 특성에 

따라 손상확률함수(Damage Function)을 기반으로 산정할 수 있

는 방법론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위협 특성은 크게 파편 및 

폭발 여파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며, 손상에 따른 확률함수는 가우

시안(Gaussian) 분포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스

템 잉여특성 및 배치, 구성 별 취약확률 변화를 파악하고 시스템 

취약성 분석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함정의 생존성 

함정의 생존성은 전투환경에서 적의 위협에 따른 손상을 견디

고 설계된 임무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im 

and Lee, 2014). 함정의 생존성은 함정의 생존성은 피격성(

),

취약성(

),회복성(


)으로 구성된 세 가지의 확률적 지표를 이

용하여 정량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Ball, 2003). 식 (1)은 이들 

생존성 확률적 지표를 이용하여 생존성을 산정하는 식을 나타낸

다(Ball, 2003). 이 단계에서 함정이 손상 후에 회복할 능력이 없

다고(

)가정하면 생존성은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함정의 파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는 식 

(3)과 같이 피격성과 취약성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나타낸

다(Lillis, 2002).  

    × × 
               (1)

    ×                              (2)

   ×                                  (3)

3. 함정의 취약성 분석   

함정의 취약성은 위협무기의 피격에 의해 발생되는 손상에 대

하여 함정이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Ball, 2003). 취약

성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취약면적 기반의 해석 방법은 함정의 

초기 및 기본 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해석 방법이다. 

그러나 취약면적 기반의 취약확률 평가방법은 각 구성품의 취약

면적 또는 취약 확률 값, 그리고 각 구성품 별로 피격 여부가 이

미 알려진 상태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구성품 별 

취약면적 및 취약확률 값의 경우 실선시험(LFT&E:Live Fire 

Testing and Evaluation)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이다. LFT&E는 

실제 함정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

이 소모되지만 전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손상을 파악 할 수 있

는 정확한 방법이다(Chung and Kwon, 2008).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11)이 제시한 취약성 분석 절차 모델에 대하여 가

정된 취약면적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취약면적은 위협 상황 별 손상확률함수

(Damage Function)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임의

의 시스템 취약성 분석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3.1 함정의 취약성 분석

함정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선정된 주요 구성품들의  

취약면적을 기반으로 취약확률을 분석하여야 한다. 함정을 구성

하는 주요 구성품은 함정의 임무수행 능력과 관련되고 손상 시 

취약정도(Kill level) 및 생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들을 대상

으로 주요 구성품 (또는 핵심 구성품)을 정립한다(Kim and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함정 내에 탑재된 모든 시스템들에 대하여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 분석을 통해 함정의 임무(Mission), 손상정도(Kill level)

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들을 대상으로 주요 구성품(Critical 

Component)을 정의하였다(Fig. 1).

Fig. 1 Determination of the critical component

함정 취약확률 산정은 위협무기의 효과 특성, 구성품의 잉여

(Redundancy) 특성, 그리고 구성품 위치에 따른 겹침(Overlap)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Kim et al, 2011). 식 (4)는 i

번째 구성품의 취약확률을 산정하는 식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i번째 구성품의 취약면적을 의미하며,    는 i번째 구성품의 

주어진 면적을 의미한다. Table 1은 취약확률 계산에 필요한 변

수들을 나타내고 있다.  


                                         (4)



Table 1 Variable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Definition
Component

(i th)
Warship

The probability of kill for i_th 

components(i_th components hit)
 



The probability of kill for i_th 

components(j_th components hit)
 -

The probability of hit for i_th 

components(Random hit)
 -

The probability of kill for i_th 

components(Random hit)
 -

The probability of survival for i_th 

components(i_th components hit)
  

 

The vulnerable area for i_th 

components(or warship)
 

The area of i_th component(or 

warship)
 

3.2 손상확룰함수(Damage Function)

취약면적 기반의 함정 취약성 분석은 주요 구성품 고유의 면

적과 더불어 손상 시 발생되는 취약면적을 기반으로 분석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손상확률함수(Damage Function)를 기반으로 

취약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정의한 주요 구성품 취약확률 산정은 주요 구성품이 가지는 취약

면적()에 기반 하여 산정하게 된다. 구성품의 취약면적은 구성

품에 주어진 고유의 면적()과 손상 확률로 결정된다. 다시 말

해, 주요 구성품의 취약면적은 구성품이 가진 고유의 면적에 위

협무기로부터 발생되는 손상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5). 그리고 산정된 취약면적을 이용하여 주요 구성품의 취약

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식 (6)과 같다. 

∙                                             (5)

 



                                             (6)

본 연구에서의 손상확률(Probability of damage)은 위협무기 

효과도 관점에서의 위협무기가 실제 타겟에 명중 시 손상을 발생

시킬 수 있는 확률적인 척도를 의미한다.  손상확률은 위협무기

의 효과도 특성을 기반으로 크게 관통(Penetration)과 폭발

(Explosion)여파로 나누어진다. 파편 위협의 경우 목표지점과 실

제 명중된 타겟 간의 오차거리(Miss distance)를 기반으로 해당 

목표 지점에서의 손상확률을 산정한다(Carleton damage 

function, Fig. 2). 관통 위협 상황에서 오차거리를 포함하는 2차

원 평면상에 대한 손상확률()은 식 (7)과 같이 ,  각 평면

상에서의 손상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Driels, 2004). 그리

고 각 평면상에서의 폭표 타겟 대비 오차거리를 포함하는 실제 

피격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를  2차원 평면상에서 원점을 중심으

로 분산이 1인 가우시안(Gaussian) 분포로 가정한다면 손상확률

은 식 (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좌표축 별 위협무기

의 유효타겟거리(LET: Length of Effectiveness target)에 대한  

Carleton Damage Function은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임의의 타겟 영역에서 좌표평면 별 단발의 관통 여파에 따른 손

상확률( ,)은 식(10), 식(11)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Fig. 2 Carleton damag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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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위협의 경우 위협무기가 피격되어 폭발이 시작되는 지

점으로부터 확산되는 손상가능영역에 대하여 구역 별 손상 확률 

값을 통해 취약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여파

에 따른 손상영역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단순화하여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구성품의 손상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인 Rectangular 

Cookie cutter 방법론을 이용하여 주요 구성품 별 손상확률을 지

정하였다(Driels, 2004). Rectangular Cookie cutter 방법은 Fig.  

3과 같이 폭발 위협체가 피격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모

양의 임의 구역 별 손상확률 값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Fig. 3의 폭발 여파 시 손상영역을 색이 다른 4개의 영역으로 지

정한다고 했을 때, 각 영역에서의 손상확률은 손상여파의 확률밀

도함수(PDF)를 이용하여 각 영역의 길이(Length) 별로 산정할 

수 있다(식 12~식 14). 



Fig. 3 Rectangular cookie cutt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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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13)

 








exp






                 (14)

3.3 시스템 취약성 분석 예시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손상확률을 기반으로 함정의 추진시

스템 취약성 분석 예시모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취약성을 대변하는 주요 구성품 취약확률 산정 절차는 아래와 같

다. 우선, ①위협 특성 별 손상확률을 계산한 다음 ②산정된 손

상확률을 기반으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취약면적을 산정한다. ③

그리고 각 구성품 간의 잉여특성(Redundancy), 배치(Layout) 등

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의 취약확률 및 시스템 취약확률을 산정

하게 된다. Fig. 4는 본 예시모델에서 적용한 함정 추진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들을 나타내고 있다. 시스템 내의 주요구성

품은 FMEA, FTA 등의 분석 기법을 통해 시스템 임무 수행에 직

결적으로 연관된 구성품 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Kim et al, 

2012). Table 2는 추진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면적

(Presented Area)을 나타내고 있다. 

Fig. 4 Critical component of propulsion system

Table 2 Presented area for critical component

Critical Component Presented Area ()

Engine 1 50

Engine 2 50

Fuel Oil tank 70

Gear Box 1 10

Gear Box 2 10

Propeller 1 25

Propeller 2 25

Total 240

Fig.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의의 특정 지점에 폭발 위협무

기가 피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Rectangular Cookie Cutter 방

법론에 의거하여 폭발 지점에서부터 LET(Effectiveness Target 

Length) 별  손상 영역 내에서의 손상확률은 식 (15) ~ 식(18)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산정된 각 손상영역에서의 손상확

률 값을 이용하여 주요 구성품에 대한 취약면적은 식 (5)에 의거

하여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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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ulnerable area of critical component

Critical 

Component

Presented 

Area

Probability of 

damage

Vulnerable 

Area

Engine 1 50 0.76 38

Engine 2 50 0.76 38

Fuel Oil tank 70 0.93 65.1

Gear Box 1 10 0.61 6.1

Gear Box 2 10 0.61 6.1

Propeller 1 25 0.61 15.25

Propeller 2 25 0.61 15.25

Total 240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12)의 취약면적 기반의 함정 취약

성 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시스템 취약확률을 산정하였다. 취약확

률 산정은 구성품의 배치에 따라 두 가지의 계산 모델을 제시하



여 주요 구성품 배치에 따른 시스템 취약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Table 4는 앞서 정의한 추진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품 별 취약확률을 산정한 예시이다. Table 4의 예시모델에서는 

주요 구성품의 Overlap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모델이며, Table 5

에 산정된 취약확률은 연료탱크와 엔진의 배치가 일부 겹치는 상

황을 가정하여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 이상의 구성품이 

Overlap 되었을 때의 취약확률은 Overlap된 면적을 고려하여 가

감 시켜야한다. 본 예시모델에서는 엔진과 연료탱크가 서로 

10m²의 면적이 Overlap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들 구성품

에 대한 면적은 각각 40m², 60m²로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감소

된 취약 면적과 Overlap 면적을 고려하여 시스템 취약확률을 계

산한다. 식 (19), 식 (20)은 주요 구성품의 겹칩(Overlap)현상이 

있을 때와 구성품간의 겹칩 현상이 없을 때 취약확률을 산정한 

식이다. 이를 통해 위협에 대하여 주요 구성품이 겹쳐있을 때 취

약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함정 생존

성 설계 대안분석 관점에서 초기 설계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4 System Vulnerability for non-overlap

Critical 

component

Presented 

Area

Vulnerable 

Area


Engine 1 50 38 0.158

Engine 2 50 38 0.158

Fuel Oil tank 70 65.1 0.27

Gear Box 1 10 6.1 0.025

Gear Box 2 10 6.1 0.025

Propeller 1 25 15.25 0.064

Propeller 2 25 15.25 0.064

Total 240

Table 5 System Vulnerability for overlap

Critical 

component

Presented 

Area

Vulnerable 

Area


Engine 1 40 38 0.127

Engine 2 50 38 0.158

Fuel Oil tank 60 65.1 0.233

Gear Box 1 10 6.1 0.025

Gear Box 2 10 6.1 0.025

Propeller 1 25 15.25 0.064

Propeller 2 25 15.25 0.064

Overlap Area 10 26.21 0.031

Total 240



                     (19)



                        (20)

4. 결 론

본 연구는 함정의 생존성 요소 중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취약면적 기반 취약성 분

석 절차모델을 적용하여 함정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취약성 분석에 기반이 되는 취약면적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

는 손상확률함수를 적용하여 취약면적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간

략한 예시모델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위협 특성, 주요 구성

품의 잉여특성, 배치 등을 감안한 취약성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

으며, 각 상황 별 취약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취약성 분

석에 사용된 여러 이론적인 방법론이나 관련 예시모델에서 일부 

가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식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실제 

위협무기의 여파에 대한 손상확률함수의 신뢰도 확보 차원의 보

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생존성 분석 

이론을 보완하고 여러 피격 시나리오를 고려한 M&S(Modeling & 

Simulation) 기반의 통합 생존성 분석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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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가열선 적용 시 변형 예측에 관한 연구
이주성(울산대학교), 이상훈(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송윤정(울산대학교)

A Study on the Deformation Prediction by Applying the Multi 

Heating Lines.
Joo-sung Lee(Univ. of Ulsan), Sang-hoon Lee(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Yunjeong Song(Univ. of Ulsan)

요 약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nvestigating the thermal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steel plate due to the

multi-line heating. It is inten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late forming process by line heating.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rch tip with a single torch, line heat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and compared with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The process of the present thermo-elasto plastic analysis 

has been verified by comparing its results with those of experiments. For the multi-torch heating, the change

of peak temperature and angular-distortion are investigated with varying the distance between torches.

Keywords : Angular distortion (각변형), Multi-line heating(다중선상가열), Thermal deformation characteristic(열변형특성), 

Thermo-elasto-plastic analysis(열탄소성해석)

1. 서 론

곡면 형태의 선박 외판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성형 공정은 필

수적인 공정이다. 성형 공정은 선상 가열 및 삼각 가열과 같은 

열간 가공에 의하여 횡 방향 및 종 방향의 곡을 성형함으로써 만

들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선상가열을 이용하였다. 현대의 선박 

건조 공정 작업 의 대부분은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열간 가공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선상가열은 초기의 

작업방식 그대로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강판의 곡가공에는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되고 작업 시 소음

과 위험성 등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작업자들이 선상가열 작

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업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원활한 기술의 이전 등의 문제로 최근 곡가공 자

동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동화 시

스템 개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Ueda, et al., 1991; 

Lee, 1997; Jang, et al., 2002; Lee, et al., 2002; Kim and 

Shin, 2002; Terasaki, et al., 2002; Lee and Lim, 2005; Yang, 

et al., 2010).

본 논문은 열간 가공 중 선상 가열 시 효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개의 토치를 이용하여 선상가열 한 후 강판의 열변형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선상가열 시 가열토치 간의 거리

를 변수로 두고 실험을 하였다. 먼저 단일 토치를 이용해 토치팁

의 특성을 파악 한 후 다중 토치 간의 거리에 따른 온도와 각 변

형량을 비교하였고, 화염의 간섭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선상가열 실험과 3차원 열탄소성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

석의 온도와 각 변형량을 비교하였다.

 

2. 실 험

2.1 Single torch를 적용한 실험

선상가열 시 토치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

험조건을 주었다. 가열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정하였고, 가우시

안 해석이 토치 하나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편의 두께와 가열속도는 Table 2의 경우대로 다양한 케이스(총 

29가지)를 진행하였다. 가열조건에 토치팁 3000번으로 고정하였

다. 유량은 LPG 23 l/min 산소 50l/min 이며, 유압은 LPG 1.7 

kgf/cm
2
 산소 4 kgf/cm

2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열부 이면에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부착한 열전대의 경우 토치와 토치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

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열전대는 K-type이다. 열전대 부착위치는 

가열선 이면의 중앙부에서 50mm 간격으로 총 4곳에 온도 변화

를 측정하였다. 냉각조건은 공냉으로 하였고, 온도변화는 이면의 

온도가 200℃ 이하가 될 때까지 측정하였다. 

Item Dimension

Plate size (L x B) 1200 x 800 mm
2

Flow rate
LPG 23 l/min 

O2 50 l/min 

Pressure of flow
LPG 1.7 kgf/cm

2

O2 4 kgf/cm
2

Stick-out 50 mm

Torch tip 3000

Table 1 Condition of line-heating

Plate thickness Heating speed

9 mm
170, 200, 250, 300, 380, 

500 mm/min

12 mm
100, 115, 140, 180, 250,

 330, 480, 750 mm/min

16 mm
70, 90, 120, 170, 260, 

500, 700, 1000 mm/min

19 mm
70, 100, 170, 300, 700, 

1000, 1500 mm/min

Table 2 Condition of heating speed

2.2 Single torch를 적용한 실험결과

위의 실험 조건으로 선상가열시 강판의 변형특성에 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온도계측과 각 변형량에 대한 결과이다.

2.2.1 온도계측결과

앞서 2.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상가열 시 가열선 이면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50mm간격으로 열전대를 4곳에 부착하여 온

도변화를 계측하였다. Fig. 1은 시편의 두께별로 온도를 계측한 

결과로써 가열선 이면의 중앙부 최고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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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 of maximum temperature 

2.2.2 각변형량

선상가열 후 충분한 냉각시간을 가지고 시편의 각변형을 계측

하였다. 결과(Fig.2)를 보면 Heat input parameter가 약 30이하

인 구간에서는 각변형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

조건의 토치 팁 3000번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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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angular distortion

3. 수치해석

선상가열시 강판의 변형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통한 자

료를 토대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전달해석을 통한 입열모

델 적립과 3차원 열탄소성해석을 통한 실험값과의 비교를 하였

다.

3.1 열전달해석

열전달 해석 시 적용한 Heat flux는 Tsuji(1988)가 제안한 

Double Gaussian heat flux인 식(1)을 적용하였으며 Table 1의 

가열조건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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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η는 Heat efficiency이며, R1과 R2는 First & 

second heat flux frame이다. β는 Second heat flux over first 

heat flux이며, Q는 Heat flux due to chemical reaction이다. 

Q는 프로판 가스의 완전연소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에 의

거하여 계산하였다. 산소-프로판 가스의 발열 반응식은 식(2)와 

같으며, 여기서 1차 발열반응은 식(3)과 같고, 2차 발열반응은 

식(4)와 같다(American Welding Society, 1991).

(2)

(3)

(4)

따라서 발열량은

 × min sec  이다.

열전달 해석 결과를 통해 Tsuji의 식 (1)에 포함된 인자인 η, 

R1, R2, β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0.4~0.6, 80, 350, 0.12로 결정

하였다. 이 결과로 얻어진 Heat flux는 Fig.3과 같은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Heatflux [J/mm2]

(a) 3-dimensional view

(b) Section shape

Fig. 3 Double gaussian heatflux model

앞서 정의된 Heatflux를 이용하여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와 실험값을 비교해 보았다. Fig. 4는 전체 해석 및 실험 모델 중 

두께가 12mm인 경우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의 온도에 대한 비

교그래프이다. 실험 시 계측한 이면의 최고온도와 수치해석 값이 

매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 이로써 토치팁 3000번에 대한 

열전달해석의 입열모델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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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maximum temperature between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3.2 열탄소성해석

전절의 열전달해석의 결과인 시간이력에 대한 온도분포를 적

용하여 열탄소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기계적인 

물성치는 Fig. 5와 같이 적용하였다.



sY [ x10 MPa]

E [ x104 MPa]

a [ x10-6 ℃-1]

Fig. 5 Temperature dependent mechanical properties of mild 

steel

Fig. 6 Comparison of angular distortion between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Fig. 6은 시편의 두께 12mm인 판에 대해서 각변형을 비교한 

것이다. 실험값과 해석값이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험에 대한 수치해석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멀티토치를 적용한 곡가공

선상가열 시 다중 토치를 사용하여 동시가열을 하였을 때 나

타나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3개의 토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이때 가열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토치간격 및 시편

의 조건은 Table 3과 같이 정하였다. 실험 시 가열면 이면에 

k-type 열전대를 부착하였으며, 토치의 간격에 따라 100mm 토

치간격일 경우 열전대를 중앙에서 10mm간격으로 하였고, 토치

간격이 200mm인 경우에는 열전대를 20mm 간격으로 부착하여 

총 11곳에서의 온도변화를 계측하였다.

Case 1

Plate size (L x B x t) 1200 x 800 x 16 mm
3

Heating speed 300, 400 mm/min

Distance between torches 200, 300, 400 mm

Case 2

Plate size (L x B x t) 1200 x 800 x 19 mm
3

Heating speed 300 mm/min

Distance between torches 100, 150, 200 mm

Table 3 Condition of multi line-heating

4.1 입열모델

앞서 3.1절에 정의된 Double gaussian heat flux model을 이

용하여 3개의 토치에 대한 수치해석 시 열원을 Overlap이 되는 

모델과 되지 않는 모델(Non-overlap)로 Fig. 7과 같이 두 개로 

나눠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a) Non-overlap heatflux

(b) Overlap heatflux

Fig. 7 Heatflux model of Multi line heating (d : 150mm)

4.2 온도 및 각변형량 비교

앞 절에서 정의된 두 가지 열원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실험과 수치해석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 시 계측한 이면최

고온도와 각변형량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를 위해 Table 3의 

Case 2인 시편의 두께가 19mm이고 가열속도가 300mm/min이



며 토치간격이 150mm인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면최고온도 비교는 Fig. 8에 보인바와 같이 (b)의 Overlap이 

되는 열원이 실험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a) Non-overlap heatflux

(b) Overlap heatflux

Fig. 8 Comparison of maximum temperature between 

experimental and FEA (back side)

그리고 각변형에 있어서 입열 모델의 차이가 Fig. 9와 같이 나

타났다.

(a) Non-overlap heatflux

추가로 시편의 두께가 16mm인 경우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

의 결과로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Overlap이 되는 

Heatflux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값과 수치해석값이 

(b) Overlap heatflux

Fig. 9 Comparison of angular distor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FEA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면최고온도와 각변형에 관한 실험과 수치해석의 비교에 있

어서 멀티토치를 이용한 선상가열의 Heatflux 모델은 Overlap

이 되는 모델이 실험값과 더욱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Comparison of angular distor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FEA (case 2)

5. 결 론

곡면 형태의 선박 외판 제작 공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될 선상가열 방식은 생산 공정에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산 공정에 있어서

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단일 및 다중 선상가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강판의 열변형 특성에 관한 실험과 수치해

석을 진행하였다.

다중 선상가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기 전 먼저 토치팁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 토치에 대한 온도 계측과 각 변형량

을 확인하였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두께와 속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후 이를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방법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토치팁의 특성 파악 후 멀티토치를 이용한 선상가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수치해석 시 토치 간격에 따른 화염의 간섭에 대

한 비교 분석을 위해 Overlap 되는 경우와 Non-overlap 되는 경

우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단위시간당 단위면

적을 통하여 이동한 열에너지의 양에 있어서 화염의 간섭이 

Overlap 되는 경우 실험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실험을 토대로 확인된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더 다양한 

조건에서의 다중 선상가열 실험 및 수치해석을 진행하고 이를 이

용한 변형 예측식 등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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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스팅 호퍼 내의 그리트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윤원준, 배한진, 최민규, 도병훈 

 

A Study on Grit Monitoring System in the Blasting Hopper 

Won-Jun Yun, Han-Jin Bae, Min-Kyu Choi, Byeong-Hun Do  

 

 

요 약 

 

선체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블라스팅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 작업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연마재는 주로 그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호퍼 내에 그리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만 블라스팅 셀 내에서 작업자들이

원할한 블라스팅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트의 적정 공급을 위해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수시로 측정하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진에 의한 측정 오차와 호퍼 내부의 형상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호퍼 내 그리트의 충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Keywords:Blasting(블라스팅), Grit(그리트), Algorithm(알고리즘), Monitoring(모니터링)  

 

1. 서 론 

 

도장 전 소지 표면처리의 목적은 소지 면과 도막 간에 적절한 

부착력을 위한 것으로 부착력은 고 내식성 환경에 적용되는 중 

방식 도료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 중 하나이다(C. G. 

Munger, 1999). 또한, 최근 선박의 장수명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채택한 선박 보호 도장 규정에 따르면 숍 프라이머 손상 부, 

화기 및 기계적 손상 부, 용접 부 등에 대해서는 연마재를 

이용하여 Sa2.5 등급으로 표면처리 할 것을 강제 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본 규정에서는 표면처리 후의 표면 조도를 

30~75μm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연마재의 입도 및 경도 등의 선정을 통해 IMO의 조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IMO; DE, 2006). 이와 같이 선체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블라스팅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블라스팅 작업에 사용되는 소모성 

연마재는 그리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블라스팅 작업자들이 블라스팅 셀 내에서 원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Fig. 1과 같이 호퍼 내에 그리트가 지속적으로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서 블라스팅 작업을 위한 그리트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서는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수시로 측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의 측정 방법은 호퍼 측면에 몇 개의 

정전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호퍼 내부의 그리트 양을 대충 

가늠하거나 또는 작업반장이 직접 호퍼의 상단 뚜껑을 열어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형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육안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정전센서로 

측정된 양은 실제 충진량과 오차가 심하여 그리트 양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블라스팅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그리트를 정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호퍼 내의 그리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으나 그리트의 성분이 철(Fe)로 구성되어 있고 호퍼 

내에서 부유하고 있는 많은 분진들로 인하여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Fig. 1 Appearance of grit hopper and pressure vessel 

 

블라스팅 시스템에서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를 이용하여 호퍼 전체의 무게를 

측정하여 호퍼 내의 그리트 양에 따라 변화되는 값을 이용하여 

내부의 그리트 양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런 구조는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블라스팅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에 호퍼 바닥에 먼저 설치되어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호퍼 내부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래 Table 1과 같이 

호퍼 내 그리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Table 1 Measurable sensor types 

센서 가능성 검토 결과

근접 센서 
호퍼의 크기에 의해 내부의 그리트 

형상 및 양 측정 어려움 
오차 심함

포토 센서 그리트의 분진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 측정 불가능

레벨 센서 비 금속성 소재에 적용되고 있음 측정 불가능

정전 센서 
호퍼 내 그리트 양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오차 심함

거리 센서 호퍼 내 그리트까지의 거리 측정 가능 가능성 있음

스트레인 

게이지 
호퍼 내 그리트의 무게 측정 가능 

현재 시스템 

운영상 

설치 불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진에 의한 측정 오차와 주변 장비의 

소음에 의한 신호간섭을 받지 않으며 호퍼 내부 형상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본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의 운전상태, 즉 각종 단위 장비의 가동 및 호퍼 내 

그리트의 충진 상태를 파악, 제어함으로써 그리트 공급 설비에 

대한 관리 효율성과 도장 생산성을 한층 향상시켰다. 

 

2. 시스템의 개요  

 

그리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적기, 적소에 그리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로컬 제어반에 그리트 공급 

시스템을 구성한 후 DB(Data Base)를 기반으로 한 Web 

U/I(User Interface)를 상호 연동시켜 호퍼 내의 그리트 양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보 기능을 기본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블라스팅 셀의 호퍼 내 그리트 양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측정 센서(SU)는 3곳에 설치하고 각 

위치의 정보를 SPU(Sensor Process Unit)에서 수집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어기인 PLC(Program Logic Controller)로 

전송한다. 또한 블라스팅 압력용기의 내부 밸브, 센서 및 노즐의 

분사상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PC에서 

인트라넷을 통해 현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알고리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1 모니터링 시스템 동작 방법 

Fig. 2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SPU(Signal Process Unit)는 SU(Sensor Unit)로부터 

그리트까지의 거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컬 컨트롤러(PLC)에서 계산된 호퍼 내 그리트의 

양과 각종 밸브들의 동작상태를 SPU 내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을 통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버는 로컬 

컨트롤러(PLC)와 UTP/UDP 통신과 그래픽을 통하여 그리트 

양에 대한 데이터들을 기록 및 리포팅 기능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행하며 이더넷(Ethernet) 기반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개방성을 향상시켰다. 그리트 양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로컬 제어반에 기 구축된 블라스팅 현장 지시계의 

HMI(Human Machine Interface)와 서버 DB(Database)를 

기반으로 한 WEB U/I User Interface)가 상호 연동 및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호퍼 내 그리트 양에 대한 모니터링, 통신 

기능 및 시스템 이상에 대한 경보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Fig. 2 Data flow diagram of grit monitoring system  

 

3.2 SU(Sensor Unit) 

SU(Sensor Unit)은 Fig. 2와 같이 블라스팅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수집하는 장치이다. SU의 구성은 그리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저 센서와 센서 오염을 최소화시키고 분진이 

센서의 센싱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어를 

공급하고 정전기 제거용 제전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주위 모터 

및 호퍼 자체의 진동으로 인한 센서의 감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방진 겔을 이용하여 진동 방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Fig. 3 Laser distance sensor 

 

3.3 SPU(Signal Processing Unit)  

 SPU는 Fig. 4와 같이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제품으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그래픽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용자가 호퍼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SPU는 SU에서 측정된 호퍼 내의 그리트 

레벨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 화면으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기능과 데이터들을 인트라넷을 통해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메인 화면의 구성은 Fig. 8과 

같이 각 센서에서 호퍼 내의 그리트까지의 측정 거리와 개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체 충진 량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호퍼 

주위 장비들의 각종 동작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4 Signal processing unit  

 

3.5 프로그램 구성 및 알고리즘  

3.5.1 호퍼 내 그리트 양 측정 방법 

센서(SU)를 Fig. 5와 같이 그리트 호퍼 상부에 설치하여 

그리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값을 조합하여 내부의 그리트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리트 양 측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U 3개(좌, 우, 중앙)를 호퍼 상부의 중앙부위에 각각 

설치하여 그리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대상 호퍼의 설계상 

호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트의 최대 용량은 300t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퍼 내의 내부 체적을 구하면 약 

87.4㎥/hopper으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호퍼의 용량, 구조 및 

호퍼 내 그리트의 쌓인 모양 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Fig. 5는 그리트 호퍼 위에 SU가 설치된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6은 그리트 호퍼 내의 다양한 

그리트의 충진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Appearance of sensor unit position on grit hopper tank 

 

     

                  a)                                 b) 

 

c)  

Fiq. 6 Various appearance of grit amounts in the hopper tank 

 

 

3.5.2 제어 알고리즘 

센서를 통해 측정된 거리 정보를 이용해 호퍼 내 그리트의 

톤수(ton) 계산을 위하여 Fig. 6과 같이 호퍼 내에 그리트가 쌓인 

모양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Fig. 

6에서 a)와 같이 그리트가 존재하는 경우는 알고리즘 식 (1)을 

적용하고 b)의 경우는 그리트의 쌓인 모양과 측정 SU의 위치에 

따라 식 (2), (3)를 적용하여 그리트의 잔량을 계산하고 c)의 

경우는 식 (4)을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적용하였다.  

 



a) A>4.675 and C>4.675 

충진량 = 2.239×(6.655-A)³+0.3744×(6.655-A)²+0.2806× 

(6.655-A)+2.239×(6.655-C)³+0.3744×(6.655-C)²+0.2806×

(6.655-C)   - - - - - - - - - - - - - - - - - - - - - - - 식 (1) 

 

b) A>4.675 and C<=4.675   

충진량 = 2.239× (6.655-A)³+0.3744× (6.655-A)²+0.2806× 

(6.655-A)+3.432×4.4×3.7× ((6.655-C)-1.98) ×0.5+1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2) 

A<=4.675 and C>4.675 

충진량 = 2.239× (6.655-C)³+0.3744× (6.655-C)²+0.2806× 

(6.655-C)+3.432×4.4×3.7×((6.655-A)-1.98)×0.5+1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3) 

 

c) A <=4.675 and C<=4.675 

충진량 = 3.432×4.4×3.7× (((6.655-A)-1.98) × (7/16)+ 

((4.675-B)) × (1/8)+ ((6.655-C)-1.98) × (7/16))+3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4) 

 

여기서 A, B, C는 측정된 길이(m)를 의미한다.  

 

 

4. 결 과 

 

그리트 양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CADA 제품을 이용하였으며 SPU에서 수집, 분석된 

데이터를 원격 서버에 저장하고 SPU에서 모니터링되는 모든 

정보를 Fig. 7과 같이 원격 PC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원격 시스템에서는 블라스팅 노즐의 동작 

상태와 동작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블라스팅 공정 분석이나 

생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호퍼 내 그리트의 충진량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여 그리트의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하여 

향후 호퍼에 그리트가 적기에 보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트 모니터링 시스템의 메인 화면은 Fig. 8과 같이 호퍼의 각 

센서 별 위치 및 측정 높이, 블라스팅 시스템의 각종 단위 장비 

별 동작 상태, 알고리즘에 의해 표시된 호퍼 내의 그리트 측정값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Fig. 9와 같이 압력 

탱크내의 밸브 동작 상태 표시, 블라스팅 노즐의 운영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 스크린과 동일하게 

동작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개발된 그리트 측정 알고리즘을 그리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블라스팅 호퍼 내 그리트의 양이 실제 공급된 

그리트의 양과 5% 이하의 오차를 나타내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7 Remote grit monitoring system in the hopper tank  

 

 
Fig. 8 Main screen of grit monitoring on SPU 

 

 
Fig. 9 Various operating mode screen of SPU 



5. 결 론 

 

블라스팅 셀의 호퍼 내 그리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SU(Sensor Unit)를 

개발하였다. 

- 3점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그리트 양 환산 알고리즘 개발 

- 센싱 안정성 확보: Dust 부착 방지를 위한 제전 및 에어  

분사 기능을 포함 

2) 호퍼 내의 그리트 양 및 장비의 가동 상태를 현장에서 손쉽게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SPU(Signal Processing Unit)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 터치스크린을 포함한 현장 지시계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 

- 블라스팅 시스템의 압력 탱크 밸브 및 장비 동작 상태의 

모니터링 가능   

3) 원격에서 호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리트 양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 블라스팅 셀 호퍼 내의 그리트 양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기능 

- 그리트 양 및 상태정보 데이터들을 기록하고 레포팅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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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난연성 평가
이호규, 김대원, 마영길((주)아해), 김민(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Assessment on the Flame Retardancy for Polyurethane according 

to the kind of flame retardant
Ho-Kyu Lee, Dae-Won Kim, Yung-Gil Ma(AHAE Corporation), Min Kim(KOMERI)

요 약

본 연구는 폴리우레탄에서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물성 변화에 대한 고찰로, prepolymer part는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resin part에서

중탄, APP(ammonium polyphosphate), MW-8007, 팽창흑연을 사용하여 폴리우레탄의 기계적 강도 및 난연성을 확인 하였다. 확인

결과 폴리우레탄의 기계적 강도는 PU-중탄과 PU-8007 타입이 가장 양호 하였고 PU-APP, PU-흑연 순으로 확인 되었다.

난연성 평가를 위해 TGA(thermogravimetric analysis)와 콘칼로리 미터를 측정 하였고, 확인 결과 PU-8007와 PU-APP 타입이 가

장 양호 하였으며 PU-흑연, PU-중탄 순으로 확인 되었다. PU-8007 타입의 경우 폴리우레탄 바닥재의 물성을 만족하면서 난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연기밀도 규격을 만족하지는 않았다.

Keywords : Polyurethane(폴리우레탄), Flame Retardancy(난연성), 인계 난연제(Phosphorous Flame Retardant), 팽창흑연(Expanded Graphite)

1. 서 론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고분자물질들은 일반

적으로 열에 불안정하며 쉽게 불에 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것은 고분자 물질의 가장 큰 취약점이며, 가연성 물질로서 언제

나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G. Pal and H. 

Macskasy, 1991).

고분자 물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 물질의 난연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주로 난연

(flame retardant)제 또는 난연제(flameretardant agent)를 사용

하여 고분자 물질의 난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연

제는 구성성분에 따라 유기계와 무기계로 분류되는데 유기계는 

주로 인계, 브롬계, 그리고 염소계로 분류되고 무기계는 수산화

알루미늄, 안티몬 제품, 수산화마그네슘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사용법에 의한 첨가형과 반응형으로 분류되는데 첨가형은 물리

적으로 고분자 난연제를 첨가해 난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를 말

하며, 반응형은 고분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난연성을 갖도록 화

학반응을 시켜 난연성의 향상을 얻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난연화 방법은 첨가에 의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G. L. Nelsion, 1990),(M. Lewis, S. M. 

Altas, and E. M. Pearce, 1975).

최근 난연제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난연 효과 뿐만 아니라 저

유해성, 저발연성, 저부식성, 그리고 내열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난연제 중 

특히 브롬계통의 난연제가 유해성 문제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Y. Tanaka, 1988),(A. J. Ryan, T. B. Bergstrom, 

W.R.Willkom, and C. W. Macosko, J. Appl. Polym, 1991).

한편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로서 폴리우레탄은 원부자재의 조

성을 변화시킴에 따라 다양한 물성과 형태를 갖는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한국바스프(주),1995).  

폴리우레탄의 사용이 점차 증대되고 그 난연성 역시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환경 친화적인 첨가형 난연제의 사용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분자재료들의 사

용에 대한 화재 시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분자재료의 화재특성 연구가 미흡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화재발생 시 고분자 재료의 안전성은 화재조건에 노출되었을 

때의 착화성, 열방출율, 화재의 전파 및 연소가스의 유해성 등으

로 평가할 수 있다(U. Sorathia, G. Long, T. Gracik, M. Blum, 

and J. Ness, 2001).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1 화재 발생 인자

특히 외부열원에 의한 재료의 착화 및 열방출율은 화재의 성

장과 전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열방출율 측정

은 화재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S. 

Girud, S. Bourbigot, M. Rochery, I. Vroman, L.Tighzert, R. 

Deobel, and F. Poutch, 2005).

(a)

(b)

Fig. 2 난연제 매카니즘. (a) 인계 난연매카니즘, (b) 

수산화알루미늄 첨가량 변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레탄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화

재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

의 난연성을 고찰 하였다.

2. 실험

2.1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원료는 TDI(BASF, E.W=87.1)와 한국 폴리

올의 PolyoxyPropylene Glycol 계열(PP-2000)과 1,3 Butylen 

Glycol(1,3-B.G E.W=45.06)를 사용하였고, 안료는 욱성화학의 

PANAX Green 500D, 분산제와 소포제로는 BYK-Chemae의 

BYK-110, BYK-A-501, 체질안료는 오미야 중탄 RP-1000을 사

용하였으며 난연제의 경우 삼양상공사의 인계난연제로 

APP(ammonium polyphosphate), MW-8007을 사용하였고 팽창

흑연으로는 EG-200NW(팽창률 200배)를 사용 하였다.

2.2 Prepolymer 합성 및 Resin component 제조

Prepolymer는 TDI와 Polyol 등을 투입하여 78~80℃ 부근에서 

3~4시간 유지 후 이론 NCO%에 도달했을 때 합성을 마쳤으며, 

Resin component는 각 원료를 투입하여 고속분산 하였다.

원재료
PU-
중탄

PU-
APP

PU-
8007

PU-
흑연

MOCA 13~15

Polyol 17~19

가소제 14~16

중탄 41~43 - - -

APP - 41~43 - -

MW-8007 - - 41~43 -

팽창흑연 - - - 41~43

기타 10~12

Table. 1 Resin component

* Prepolymer는 동일

2.3 시편 제조

시편을 제조하기 위하여 항온조건(25℃,65%)에서 prepolymer

와 resin을 각 각의 타입별로 300mm*400mm 유리판에 2mm 두

께로 도포하여 건조시켰다..

2.4 시편의 기계적 물성 측정

각각의 시편에 대한 기계적 강도값은 완전경화 후 

UTM(Universal Test Machine)으로 측정하였다.

2.5 시편의 난연성 측정



시험
항목

PU-중탄 PU-APP PU-8007 PU-흑연

인장 신율 인장 신율 인장 신율 인장 신율

1일차 13.21 22.5 13.36 23 13.07 26 15.63 30

2일차 37.97 230 33.52 180 33.05 250 35.72 120

3일차 63.17 420 49.26 320 56.68 400 50.81 270

4일차 79.54 405 58.78 390 68.63 405 57.28 285

5일차 91.59 405 65.19 355 76.44 410 62.50 315

6일차 98.18 460 77.23 355 92.04 450 64.12 300

7일차 98.80 430 74.72 350 93.09 415 65.39 315

14일차 99.23 435 75.67 345 93.39 410 64.85 315

Table. 3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경화 거동

시편의 열 안정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TGA(thermogravimetric 

analysis)를 확인 하였다. 또한 난연성 확인을 위해 화염전파성

(2010 IMO FTP CODE Annex part5), 연기밀도 측정을 (2010 

IMO FTP CODE part2) 하였다.

Fig. 3 TGA(thermogravimetric analysis)

3. 결과 및 고찰

3.1 난연재의 종류에 따른 물성 변화

3.1.1 각 sample별 기계적 강도

폴리우레탄에서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기계적 강도 값을 확인

한 결과 table 2와 fig. 4에 나타나듯

중탄과 MW-8007을 사용한 폴리우레탄이 기계적 강도가 좋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난연제를 사용한 폴리우레탄의 경우 팽창흑

연을 사용한 것이 기계적 강도가 가장 낮았으면 APP(ammonium 

polyphosphate), MW-8007 순으로 물성이 양호 하였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점은 통상적으로 폴리우레탄에 난연제를 사용 할 

경우 난연성에는 효과가 있으나 기계적 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는 단점이 있었으나, MW-8007을 사용한 폴리우레탄의 경우 중

탄을 사용한 폴리우레탄과 기계적 물성이 유사하였다. 그 이유는 

같은 인계난연제라 하더라도 제조공정 (압력, 온도, 첨가물 등) 

에 따라 물성의 차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MW-8007의 경

우 인의 함량은 APP와 유사하나 표면처리가 되어있어 폴리우레

탄 내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일반적인 인계난연제에 비해 

화학적인 결합력이 증가하여 기계적 물성저하 현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
항목

PU-중탄 PU-APP
PU-800
7

PU-흑연

인장강도
(kgf/cm2)

98.80 74.72 93.09 65.39

신율
(%)

430 350 415 315

인열강도
(kgf/cm)

37.79 37.69 37.69 36.24

Table. 2 각 sample별 기계적 강도

Fig. 4 각 sample별 기계적 강도 

3.1.2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경화 거동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경화 거동을 확인 한 결

과 Table 3과 Fig.5에서 나타나듯 인장강도의 경우 모든 type에

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폴리우레탄에 난연제를 사용한 경우 중탄을 사용한 폴리

우레탄에 비해 인장강도 값이 낮게 확인 되었다. 특히 APP와 팽

창흑연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팽창흑

연 및 인을 포함한 난연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질안료로 사용되

는 탄산칼슘에 비해 입자 사이즈가 크고 우레탄 내에서 배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물성저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
항목

연기밀도

시험조건 측정값

PU-중탄 점화용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   

50kw/m2의 조사량
(Dm 이 400초과
하지 않을 것)

807

PU-APP 532

PU-8007 526

PU-흑연 604

Table. 4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연기밀도 측정

(a)

(b)

Fig. 5 각 sample별 경화 거동. (a)인장강도, (b)신율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신율 변화를 확인한 결과 

중탄을 사용한 폴리우레탄과 MW-8007을 사용한 폴리우레탄의 

경우 값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APP와 팽창흑연을 사용한 경우 인장강도 값과 마찬가지로 중탄

을 사용한 폴리우레탄보다 현저히 낮은 값을 보였다.

3.1.3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난연성

3.1.3.1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측정

Fig. 6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PU의 TGA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열안정성을 확인하기 위

해 TGA(thermogravimetric analysis)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난

연성의 지표가 되는 5% weight감소 온도는 약 225℃로 거의 유

사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50% weight 감소 온도는 중탄을 사용

한 폴리우레탄의 경우 약 360℃, 난연제를 사용한 폴리우레탄에

서는 약 370℃에서 확인 되어 모든 타입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완전 열분해 온도에서 중탄을 사용한 폴리우레탄

이 약 82%, 난연제를 사용한 폴리우레탄이 약 79% 분해되어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 하였다. 전체적으로 난연제를 사

용한 폴리우레탄이 중탄을 사용한 폴리우레탄에 비해 근소하지

만 열안정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3.1.3.2 연기밀도 (2010 IMO FTP CODE) 측정

* Dm : 최대연기밀도( Ds max)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난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0 IMO FTP CODE 에 의해 연기밀도 시험한 결과 폴리우레

탄에 인계난연제를 사용한 PU-8007, PU-APP가 가장 양호한 것

으로 확인 되었으며 PU-흑연, PU-중탄 순으로 난연제를 사용한 

폴리우레탄의 경우 난연성에 향상은 있었다. 하지만 최대연기밀

도 기준인 400을 모두 초과하여 향후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1.3.2 화염전파성 (2010 IMO FTP CODE) 측정

Table.5는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화염전파성 결과로 확인 결

과 방출총열량과 최대열방출율 모두 MW-8007을 사용한 폴리우

레탄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지만 APP, 팽창흑연, 중탄을 사용한 

폴리우레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불꽃낙하의 경우 팽창

흑연을 사용한 폴리우레탄의 경우 불꽃낙하 현상이 전혀 없었지

만 나머지 타입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화염전파성 확인 결과 연기밀도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중

탄을 사용한 폴리우레탄에 비해 난연제를 사용한 폴리우레탄이 

근소하지만 난연성이 향상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PU-중탄 PU-APP PU-8007 PU-흑연

방출총열량
(MJ)

4.41 4.03 3.62 4.9

최대열방출
율(KW)

9.44 10.4 7.9 9.3

불꽃낙하 14 13 14 없음

Table. 5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화염전파성 측정



4. 결론

본 연구는 난연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난연성 평가에 

대한 고찰로 중탄을 사용한 폴리우레탄과 난연제(APP, 

MW-8007, 팽창흑연)를 사용한 폴리우레탄과 기계적 강도 및 난

연성을 평가 하였다. 확인 결과 기계적 강도는 중탄을 사용한 폴

리우레탄과 MW-8007을 사용한 폴리우레탄이 가장 양호하였고, 

난연성의 경우 APP와 MW-8007을 사용한 폴리우레탄이 가장 

양호한 값을 보였다. 난연제로 MW-8007을 사용한 경우 기계적 

물성 저하현상이 거의 없었으며 난연성 향상에도 효과적 이였으

나 연기밀도 규격을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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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사용되는 수평-냉각판 냉동장치의 냉동 효율 개선을 

위한 냉각판 형상 비교

김병목(부산대학교), 이재철(부산대학교), 신성철(부산대학교), 김수영(부산대학교), 정보용(NPRT)

Comparison to Freezer Plate Shape for Freezing Efficiency 

Improvement of Horizontal-Plate Freezer Used in Fishing Vessel

Byung-Mok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Jae-Choel Lee(Pusan National University), 

Sung-Chul Shin(Pusan National University), Soo-Young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Bo-Yong Jeong(NPRT)

요 약

어선에서는 어획한 수확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랭장치인 수평-냉각판 냉동장치(Horizontal Plate Freezer, HPF)를 사용하

고 있다. HPF의 성능은 냉각판의 냉각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HPF의 세계시장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성능이 우수한 국외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는 선진 제품의 답습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HPF의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하다. HPF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HPF의 냉각속도 및 냉매의 사용량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HPF-냉각판의

냉각 온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적의 채널 형상을 결정하였다.  냉각판에 공급되는 냉매량과 각 형상의 채널 단면적은 일정하게 고

려하였고,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을 변화하여 표면적에 따른 냉각판의 냉각속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실험을 수행한 후,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HPF와 비교/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Keywords : Horizontal Plate Freezer, R22, Heat Efficiency, Heat Transfer

1. 서 론

1.1 연구 배경

어선에서 어획한 수확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크게 냉동 공

조 기법과 냉각판을 이용하여 급속냉각을 통해 보관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어획한 수확물을 급속 냉각을 통해 보관하게 되면, 공

간에 대한 제약이 줄어 많은 양의 수확물 저장이 가능해진다. 그

리고 신선도와 품질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어선에서는 수평-냉각판 냉동장치(Horizontal Plate Freezer, 

HPF)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PF는 

기존의 공조식 냉동장치에 비해 4~6배 빠르게 수산물을 냉동시

키는 큰 이점이 있다. 이러한 냉동시간의 차이는 해상의 선박에

서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항구에서 수산물의 

처리능력과 경제성에 큰 차이를 가져다준다. 현재, HPF는 노르

웨이, 덴마크 등 외국의 우수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어선에 사용되는 HPF 국산화를 위해, HPF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이 판(Plate)의 평균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냉각에 필요한 냉매의 양과 각 형상의 단면적은 일

정하게 고려하였다. 

1.2 연구 방법

국내에서 개발된 냉각판의 냉동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초기연

구로써, 수평-냉각 냉동장치의 냉각판(freezer plate) 평균온도와 

출구(Outlet) 속도를 향상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냉

각판의 냉동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기연구로써, 현재 사용되

고 있는 냉각판을 이용하여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 변화가 냉동효

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냉각판 형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냉각판 평균 온도 분석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위해, 냉매인 R22의 열용량(cooling capacity)을 일정하게 고려

하였고, 단면적으로 유입되는 냉매의 유량을 일정하게 고려하기 

위해 채널의 단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열전달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열전달계수는 냉매와 채널 사이의 표면적과 관련이 있다

(Yunus A. Cengel, 2001). 따라서 채널 단면형상을 5가지로 나

누어 판의 평균온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실제 냉각판의 냉동효율(냉각판의 평균온도)을 수치해석

적 방법과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고, 변형된 냉각판의 구조

적 안정성 검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판의 평균 온도

계산을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Star CCM+ 를 이용하였다.

2. 본론

2.1 대상 시스템 정의

수평-냉각판 냉동장치는 Fig.1과 같이 다수의 냉각판으로 구

성된다. 냉각판 내부에 냉매를 주입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이기 때

문에 냉매에 의한 냉각판의 온도가 중요한 요소이다. 

Fig. 1 Horizontal Plate Freezer 

2.2 HPF-냉각판 해석을 위한 초기조건

냉각판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고, 냉매는 R22를 사용하였다 

(Table 2, 3). 냉각판의 열용량은 730kW이며, 냉각판은 액체 냉

매인 R22가 –40℃의 온도로 초당 1.436kg/s로 유입되며, 냉각

판을 냉각시킨 후, 일부가 기화되어 액체, 기체 상태로 –38℃로 

유출된다. Fig. 2는 HPF-냉각판의 냉매흐름을 보여준다.

 

Fig. 2  R22 flow of freezer plate

냉각판을 구성하는 알루미늄의 밀도()는 2702.0 

이며 비열(specific heat, C)는 903(∙℃, 열전도율

(thermal conductivity, )는 237.0 ∙℃이다. 냉각

판 내부로 유입되는 냉매는 R22이다. 냉매의 경우, 유입될 때의 

상태는 액체지만, 냉각판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 냉매가 유출될 

때에는 액체와 기체 상태로 유출되며 그 물성치는 Table 1 과 같

다. 

Liquid R22 Gas R22

Density  1409.7233 4.858

Dynamic Viscosity ∙ 3.272E-4 1.014E-5

Specific Heat ∙℃ 1098.9 600.1

Thermal Conductivity 

∙℃
0.1198 0.006986

Table 1 R22 property

대류에 의해 단위면적, 단위시간 당 1℃의 온도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열량단위인 열전달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를 식 1

과 식 2를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Yunus A. Cengel, 2010).



∆


                            (식 1)       

where,

:  R22의 열전달계수,   : 열전달량)

 










  

 





                                                   (식 2)

where,

  : 알루미늄의 열전달계수,   : 공기의 열전달계수,

  : 공기와 접하는 면적   : 알루미늄의 Thickness

  : 알루미늄의 Thermal Conductivity

2.3 냉각판 해석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HPF는 Fig. 3과 같은 사각형 채

널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채널의 개수는 44개이다. Fig. 3과 

Table 3은 냉각판의 형상과 제원을 나타낸다.

Fig. 3 Channel shape in a freezer plate 



Fig 4. Freezer plate dimension

Value(
Plate length 1850

Plate breadth 1150

Plate height 22

Channel length 1850

Channel breadth 20

Channel height 15

thickness 3.5

Table 3 Freezer plate property 

위의 형상과 제원을 바탕으로 하여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해 

기본 형상의 냉각판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고, 해석의 결과는 

아래의 Fig. 5와 같으며, 냉각판에서의 표면온도분포를 보여준

다. 냉각판의 평균 온도는 –34.68℃ 이며, 냉각판을 통해 냉매 

R22가 유출되는 온도는 –34.11℃이다.

Fig. 5 Temprature in Plate boundary

현재 개발된 냉각판의 결과 바탕 (Fig. 5)으로 냉각판의 평균

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을 결정하고자 한

다. 채널형상에 따른 온도변화의 정량적 비교/분석을 위해 축소

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2.4 냉각판의 채널 형상 결정

표면적에 따른 냉각판의 온도변화 경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Fig 6과 같이 형상을 1/10으로 축소하였으며, 해석적 측

면에서 해석 시간의 간소화를 위해 Fig. 6 과 같이 채널의 개수

를 5개로 감소시켜서 형상을 정의하고,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해 

냉각판의 온도를 계산하였다.

Fig. 6 Example for scaled model 

본 연구에서는 냉각판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을 기준 형상인 

사각형 (Type 1)과 원형으로 나누어 5가지의 형상을 고려하였다 

(Table 6). Type 4와 5는 길이 방향으로 나선회전을 시킨 형상이

다 (Fig. 7 & 8). 냉각판의 온도 비교를 위한 제한조건은 1.2절

에서 정의된 초기조건과 같다. 채널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

는 R22와 알루미늄의 열전달계수는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

라 추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able 7은 각 채널 형상에 대

한 단면적, 총 표면적 그리고 열전달계수를 나타낸다. 

Channel shape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able 6 Channel shape for tendency analysis

Fig. 7 Detailed channel shape for Type4 



Fig. 8 Detailed channel shape for Type5 

Cross 

sectional 

area

 

Area of 

surface

 

Heat Transfer 

Coefficient

 ∙℃

R22 Aluminium

Type1 208 7604.76 16550.42 5.33

Type2 208 7607.39 16544.72 5.33

Type3 208 7153.88 17593.55 5.33

Type4 208 7298.25 17245.51 5.33

Type5 208 7334.12 17161.16 5.39

Table 7 Properties for Types

위의 물리적 값을 바탕으로 하여, 수치해서적 방법을 통해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냉각판의 온도분포에 관한 결과는 아래와 같

다. Type 1의 경우 기본적인 사각형상으로써, 평균 온도는 –5.0

7℃, 유출구에서의 온도는 1.16℃였다. 그에 반해, Type5에서의 

평균 온도는 –37.59℃, 유출구에서는 –37.52℃로 보다 좋은 결

과를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각 형상에 대한 

표면 온도 분포는 Fig. 9, 10, 11, 12, 13에 나타나 있다. 

Inlet 

velocity



Outlet 

velocity



Aver. 

temperature

℃

Outlet 

temperature

℃

Type1 0.81 0.38 -5.07 1.16

Type2 0.81 0.39 -10.13 -5.11

Type3 0.81 0.37 -28.64 -25.58

Type4 0.81 0.38 -18.93 -14.88

Type5 0.90 0.39 -37.59 -37.52

Table 8 Analysis result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ype1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ype2

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ype3

Fig. 12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ype4

Fig. 1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ype5

In

Out

In

Out

In

Out

In

Out

In

Out



5가지 채널 형상을 냉각 온도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사각형 

형상의 채널(Type 1, 2)에 비해, 원형 형상의 채널(Type 3, 4, 5)

의 경우 온도분포 측면에서 더 우수하며, 평균 온도도 우수한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Type 5가 5가지 형상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

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Type 1과 비교했을 때 냉동효율이 

약 56%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경향분석으로 나타난 결과이므로, 실제 냉각판의 치

수로 모델링한 결과와의 비교/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선에 사용되는 냉각판의 크기 및 채널 개

수를 동일하게 하여 해석한 해석 결과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HPF냉각판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2. 냉각판의 냉각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표면적을 변화하여 

냉각판의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하였다.

3. 기존에 사용되던 사각형 채널 형상에 비해 원형의 채널이 우

수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HPF-냉각판의 국산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이결

과를 바탕으로 판을 실제크기로 구성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실험을 통하여 냉각온도 및 구조적 안정성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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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식 추진장치 프로펠러와 덕트 설계 및 성능평가
김주인(삼우중공업), 나윤철(삼우중공업), 송인행(한국해양대학교), 김기섭(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종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요 약

Azimuth Thruster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프로펠러, 덕트, Housing, Strut를 설계를 진행하였다. 프로펠러와 덕트의 가장 우수

한 조합을 찾기 위하여 각각 4종을 설계를 수행하고 가장 효율이 좋은 프로펠러 덕트 조합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시험을 

진행하였다. 추진기 성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단

독시험 이외에도 프로펠러와 덕트 위치에 따른 비교 모형시험, 추진기 주위 유동장 LDV계측 등을 수행하였다. 

Keywords : Azimuth Thruster(선회식 추진장치), Propller(프로펠러), Duct(덕트)

1. 서 론

국내 해양플랜트 및 관련 엔지니어링 업계의 급격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핵심 기자재의 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 기자재의 낮은 채택률은 해

양플랜트 산업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해양

플랜트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은 부가가치율 확대와 함

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의 

주류를 이루는 FPSO, Drillship, LNG-FSRU 등 위치유지 시스템

의 핵심가지재를 개발하여 국산화하려는 노력이 국내에서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Azimuth Thruster는 프로펠러 작용 방

향을 바꿀 수 있도록 선저부에 설치한 추진기 이다. 기존의 프로

펠러-축타계 방식의 시스템에 비해 조종 성능이 뛰어나고 수직 

축을 주심으로 임의의 각으로 회전할 수 있는 Thruster로 추진기

능과 조타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추력장치이다. 현재 

Azimuth Thruster는 외국 업체들만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조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국산화하려는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zimuth Thruster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로 Impeller와 Nozzle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모

형시험을 진행하였다. 덕트는 프로펠러를 둘러싸고 있는 외관을 

가리키며 원래 운하에서 선박추진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용되었다. 덕트는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속을 가속하는 가속형 

덕트와 프로펠러 유입되는 유속을 감속하는 감속형 덕트가 있다. 

가속형 덕트는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감속

형 덕트는 캐비테이션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대

부분 잠수함 등 함정용 추진기에 사용된다. 보통 추진효율을 향

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덕트 프로펠러는 선박 프로펠러

의 부하가 큰 경우, 또는 프로펠러 직경이 제한될 경우 사용되며 

Azimuth Thruster는 대부분 덕트 프로펠러를 사용한다. 1930년

대 항공공학자 Ludwig Kort에 의해 개발된 노즐 19A는 지금도 

거의 수정없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덕트 프로펠러를 선박

에 적용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실험이 MARIN에서 수행

되었으며, 그중에서 노즐 19A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노즐 

19A안 설치를 전제로 한 Kaplan형의 프로펠러 계열이 설계되었

는데 이 계열의 프로펠러는 날개끝이 비교적 넓어 날개끝 공동이 

쉽게 발생하기 않으며 효율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zimuth Thruster 국산화 과제 개발 일환으로 수행된 Impeller

와 Nozzle 설계는 2차례 모형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설계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Impeller는 1차 모형시험에서 Kaplan type과  

Conventional type의 성능 비교를 통해 Impeller 설계를 수행하였

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19A Nozzle 1종과 CFD해석을 바탕으

로 설계를 수행하였고 1차 모형시험 결과를 토대로 수정하여 2

차 설계도 수행하였다. 

Fig. 1 Configuration of azimuth thr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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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P3 P4

Diameter 4200mm 4200mm 4200mm 4200mm

(P/D)mean 0.9351 0.9351 0.9351 0.9355

Ae/Ao 0.6951 0.6883 0.6594 0.6007

(Rake/D)Tip -0.0179 -0.0179 -0.0179 -0.0179

Skew angle (Deg) 15.14 22.21 22.21 22.13

(C/D) 0.7R 0.4132 0.3957 0.3957 0.3389

(fo/D) 0.7R 0.0285 0.0285 0.0285 0.0253

(t/D) 0.7R 0.0161 0.0161 0.0161 0.0161

Z(날개수) 4 4 4 4

Table 1 Propeller principal particulars

2. Azimuth Thruster 설계

Azimuth thruster는 Fig. 1과 같이 덕트, 프로펠러, 본체(Strut, 

Housing)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덕트 4

종, 프로펠러 4종 설계를 수행하였고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2.1 덕트 설계

덕트는 프로펠러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외관을 가리키며 

Azimuth Thruster의 덕트는 가속형 덕트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Ludwig Kort에 의해 개발된 노즐19A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노즐19A는 구조적 관점에서 단순한 형상을 가지는데, 프로

펠러 위치에서 노즐의 안쪽은 원통 형상을 가지며 노즐 단면의 

바깥쪽은 직선이고 뒷날은 비교적 두껍다. 보급선과 트롤선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노즐19A를 Azimuth Thruster D1으로 선정하

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D1보다 우수한 덕트를 설계하고자 한다. 

D2의 설계는 D1의 형상에서 앞날과 뒷날은 변형하면서 CFD해

석을 수행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덕트의 단면을 CFD해석 결과 

양항력비가 좋은 단면을 선정하여 D2로 선정하였다. 

1차 모형시험 결과 D1이 D2보다 성능이 우수하였다. D2의 

경우 D1보다 두께가 커서 3차원효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진 것으

로 보이며, 덕트의 앞날은 그대로 설계를 진행하고 뒷날의 형상

을 변화하여 D3와 D4를 설계하였다. D3의 경우 제작성을 고려

하여 뒷날을 일정하게 배치하고, D4의 경우 뒷날은 D1의 형상과 

비슷하게 하여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Fig. 2에 덕트 형상

을 비교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duct section

2.2 프로펠러 설계

덕트 프로펠러를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

인 실험이 MARIN에서 수행되었으며, 그중에서 노즐19A에 대한 

계통적인 실험이 수행되었다. 노즐 19A안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한 Kaplan형의 프로펠러 계열, 즉 Ka-프로펠러 계열이 설계되었

는데, 이 계열의 프로펠러는 날개끝이 비교적 넓어 날개끝 공동

이 쉽게 발생하지 않으면 효율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프로펠러 설계는 Kaplan형의 프로펠러와 일반 

프로펠러가 덕트와 함께 있을 때 효율의 차이를 알고자 모두 두

가지 형태의 프로펠러 설계를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특성은 Table 1에 표기하였고, Fig. 3에서와 같이 

P2는 Tip으로 갈수록 Chord가 작이지는 P1의 형태와 달리 Tip도 

Chord의 길이가 큰 형태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1차 모형시험 결과 프로펠러 단독시험에서는 P1과 P2의 효율

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덕트가 함께 있을 때 P1보다 P2가 효

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P3와 P4의 설계는 모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Kaplan형의 프로펠러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3 Comparison of propeller P1, P2 (C/D)

Fig. 4 P1, P2 model propeller

3.3 본체 설계

Azimuth Thruster의 본체는 Pod와 Strut으로 구성된다. 본 연

구에서 초기 Strut설계는 제작성을 고려하여 원형 실린더 형태를 



갖도록 설계를 하였다. 그러나 실린더 모양 Strut의 경우 vortex 

유동으로 인해 프로펠러 추력, 토크 계측치에 변동 성분을주면서 

정확한 추진기 성능이 어렵게 하였다. 2차 모형시험에서는 Fig. 

5와 같이 Strut 형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프로펠러 유입 유

동의 변동 성분이 낮아져 캐비테이션 관점에서도 장점을 가질 수 

있다. 

Fig. 5 Comparison of Strut

3. Azimuth Thruster 모형시험

3.1 POW Test

Azimuth Thruster의 프로펠러와 덕트에 대한 모형시험은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LCT : large cavitation tunnel)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형시험의 목적은 프로펠러와 덕트의 최적 조합

을 찾는 것이다. 모형시험은 프로펠러에 대한 단독시험을 수행하

였으며, 프로펠러와 덕트의 조합으로 POW Test를 수행하였다. 

모형시험 결과 프로펠러 단독시험에서 P1과 P2의 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프로펠러와 덕트 조합 POW Test 결과 

P2가 P1대비 D1의 경우 Bollard 상태에서 3%, D2의 경우 

Bollard 상태에서 4% 효율 증대가 되었다. 

프로펠러와 덕트의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모형시험 결과 

Fig. 4에 나온 결과와 같이 D4+P4가 가장 좋은 효율을 보였다. 

프로펠러보다는 덕트와 관련한 효율 증대가 큰 것으로 보고 LDV

계측을 통하여 유동장 계측을 수행하였다. 

3.2 프로펠러 면 이동 시험

프로펠러와 덕트의 위치에 따른 효율 비교를 하고자 모형시험

을 수행하였다. 대상조합은 가장 우수한 효율을 보인 D4+P4로 

선정하였고, 프로펠러을 후류방향과 상류방향으로 일정간격을 허

브 더미를 사용하여 이동시켰다. 후류방향으로 0.02D 이동, 상

류방향으로 0.02D, 0.04D를 이동시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Fig. 8에 보였다.

프로펠러 효율의 경우 후류로 이동시 효율이 감소하였고, 상

류로 이동시 효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덕트의 효율은 상류와 

후류로 이동할수록 효율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체 Unit 효율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프로펠러 면 이동에 따른 효

율 증대를 보기에는 어려웠다. 

Fig. 6 Result of POW Test (without duct)

Fig. 7 Result of POW Test (with duct)

Fig. 8 Result of the propeller plan moving test



Fig. 9 Result of flow measurements

3.3 LDV 계측

모형시험을 진행하면서 프로펠러 설계로 인한 효율 증대보다 

덕트형상 변화를 통한 효율 증대가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

다. 덕트 형상 변화에 따른 유동장 변화를 보고자 LDV계측을 수

행하였다. 대상조합은 가장 우수한 효율을 보인 D4+P4와 덕트 

효율이 가장 낮고 프로펠러는 동일한 D2+P4조합에 대한 비교시

험을 수행하였다. 관측면은 후류방향으로 0.35D 떨어진 곳에서 

관측하였고, 상류방향은 Strut와 덕트 사이 간격이 좁아 0.27D 

떨어진 곳에서 관측하였다. Fig. 10은 추진기 주위 유동장을 계

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측은 각각의 조합에 따라 Bollard 

condition과 transit condition에서 관측하였다.

D2와 D4의 단면은 Fig. 2 그림과 같이 앞날은 거의 비슷한 형

상이지만, 뒷날은 매우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다. D2의 경우 뒷

날이 위쪽으로 들어 올린 형상을 취하고 있고, D4는 일직선으로 

배출되는 형상이다.

모형시험 결과는 Fig.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덕트 변화에 따라

서 상류면 속도 분포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후류면의 경우 

D4조합에서 Boallard condition에서 뿐만 아니라 transit조건에서 

속도가 증가하였다.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추진기의 추력이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D4 성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덕트 효율은 앞날뿐만 아니라 뒷날에 대한 효과도 크기 때문에 

Azimuth Thruster 추진기 설계 시 효율적인 덕트설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ig. 10 Flow measurements with LDV

4. 결 론

Azimuth Thruster 성능에 중요한 프로펠러와 덕트의 설계를 

수행하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프로펠러와 

덕트를 각각 4종 설계하여 가장 우수한 조합인 D4+P4조합을 선

정하였다. 프로펠러 면이동 시험과  LDV계측을 통한 유동장 계

측 시험을 수행하였다. 

1) 프로펠러와 덕트 설계의 검증을 위한 모형시험 결과 가장 

효율이 좋은 D4+P4 조합을 찾고 Azimuth Thruster에 적용하였

다. 

2) 프로펠러 면이동에 따른 효율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3)　Azimuth Thruster 유동장을 LDV를 이용하여 계측하였고, 

덕트효율이 가장 좋은 D4와 덕트효율이 낮은 D2와 비교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앞날은 비슷한 형상을 가지므로 상류면에서 

속도분포는 유사하였고, 뒷날이 들리지 않고 일질선으로 배출되



는 형상을 가진 D4가 후류에서 유속이 증가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R0001877 그린선박용 5.5MW급 Azimuth 

Thruster 국산화를 위한 핵심 부품 생산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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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형상을 고려한 쇄빙저항의 추정
안당, 김경희, 김상효(삼성중공업), 김수영(부산대학교)

Estimation of ice resistance on the bow shape for hull design
Dang Ahn, Kyung-Hee Kim, Sang-Hyo Kim (Samsung Heavy industry Co. Ltd), 

Soo-Young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Rising oil price and global warming increase the interest in the arctic resource development and northern sea route. 

In particular, arctic shipping through the NSR is accelerates the research activities such as an economic review as well

as an ice breaking technology. A lot of prediction technology for ice breaking ship operating performance in the sea

ice have long been studied in a variety of ways.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bow shape various existing ice 

resistance estimation method was presented. And the ice breaking ship's ice breaking mechanism was analyzed. 

Keywords : Ice Resistance(빙저항), Bow Shape(선수부 형상), Level ice(평탄빙), Ice Breaking Mechanism(쇄빙 메카니즘) 

1. 서 론

지구 온난화에 다른 빙하 감소로 인해 북극지역의 자원개발 

및 수송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그 동안 지질,기후 및 기술

적 장애요인으로 미개발 상태에 있던 북극지역의 석유,가스 자

원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 했던 북극항로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석유, 가

스 수송로로 가능하게 되어 러시아에서는 쇄빙 LNG선을 이용

한 유럽 및 동북아 지역으로의 LNG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원자력 쇄빙선 건조

를 시작하였고, 중국의 쇄빙선이 처음으로 북극해를 횡단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중국은 해당항로의 상업적인 이용을 검토 중

이며, 최신형 쇄빙선을 건조해 북극 탐사능력을 강화할 계획으

로 있다. 우리나라는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쇄빙선 아

라온 호가 북극해 탐사를 실시하였고, 제 2 의 쇄빙선 건조 타

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빙해를 운항하는 쇄빙선이나 쇄빙기능을 가진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쇄빙저항이 적은 선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통상적으

로 쇄빙선박을 설계할 때에는 운항하는 빙해지역에 적절한 선형

을 개발하고, 모형실험을 통하여 쇄빙성능을 검증하고 추정한다.

하지만 초기 설계단계에서는 잦은 선형변경과 그에 따른 신속한 

성능예측이 필요한데 선형을 변경할 때 마다 매번 모형실험을 수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쇄빙선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쇄빙성능이 뛰어난 선박을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설계단계에서 정도 높은 빙저항 추정 기법을 활

용은 설계기간의 단축 및 비용의 절감 효과를 꾀할 수 있어서 매

우 유용한 설계도구가 될 것이다.

Fig. 1 Continuous Icebreaking mode

우선적으로 쇄빙현상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쇄빙선박이 전진함에 따라 선수부의 형상에 따라 빙판이 미끄러

지게 되면서 빙판을 누르게 되고 이에 수직방향의 힘이 빙판에 

전달되어 평탄빙을 파괴한다. 비교적 얇은 빙판의 경우에는 쇄빙 

작용은 주로 선수부에 의해 트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다. 선수부에서 전달된 수직 하향력이 빙판에 과다한 굽힘작용을 

주면 하중점을 중심으로 반경방향 균열이 전파되면서 빙판의 파

괴과정이 시작된다. 이후 쐐기형 빙판에 균열이 생길때 까지 빙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판은 붕괴되며 다시 선박은 쇄빙을 위해 전진하는 과정이 되풀이 

된다. 이 과정에서 부서진 파편은 선수부 형상의 영향으로 선측 

또는 선측하부로 밀려난다. 선수부의 플레어 각이 작은 선박은 

깨어진 빙편이 겹쳐져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 플레어 각이 

큰 선박은 깨어진 빙편이 선체 표면을 따라 선미부로 빠지거나 

기존의 빙판의 하부로 잠기며 개수로를 형성한다. 선수각이 작은 

쇄빙선 일수록 수직하중이 크기 때문에 더 큰 빙편을 형성한다. 

한편 선체의 측면에서 부서진 빙편은 보통 반달모양의 형상을 가

지게 된다. 

쇄빙선박의 설계에 있어서 빙저항 추정은 많은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해온 주제인데, 대부분은 평탄빙에서의 빙

저항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빙저항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꾸준한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 높

은 추정이 어려운 것은 쇄빙선의 형상, 빙의 재료적 성질이 해역

과 온도 그리고 결빙조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단

순히 선박의 형상을 특징짓는 몇몇 인자와 빙의 굽힘강도와 두께

만으로 정도 높은 빙 저항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세밀한 

쇄빙 메카니즘의 고찰을 통해서 정도 높은 빙저항을 추정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쇄빙선 빙저항 추정식

쇄빙선의 빙저항에 관한 것은 Runeberg(1888/89)가 선수형상

과 마찰계수의 영향을 수식으로 표현한 이래 후대의 연구자들에

게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우선 Runeberg가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선

수형상을 대표하는 몇 개의 파라메터로 정의하고, 쇄빙저항과 파

라메터간의 관계를 나타냈다.

Fig. 2 The bow shape of  icebreaking vessel & hull form 

paramers

R i
Fz․


coscosβsin

sincosβ cos
                      (1)

여기서 Fz 


c


hi

B



, R i는 빙저항(ton), B는 선폭(m), hi는 

빙 두께(cm), 는 선수경사각, c는 선수전개각 (90-), c는 

빙계수 (=16.0), fi는 선체와 빙 간의 동마찰 계수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각이 작을수록 쇄빙저항이 작아

지고 선체와 빙의 마찰계수가 증가하면 쇄빙저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찰계수는 선수각이 커질수록 빙저항에 미치는 영

향이 더 커진다.

Fig. 3 The relation between stem angle and icebreaking 

resistance 

 Shimansky(1938)는 평탄빙을 지나는 쇄빙선의 빙저항식을 쇄

빙선 운항조건에 의한 준경험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즉 빙저항

을 선체의 파라메터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세개의 힘 성분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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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tan

tantan tan
                  (2)

이때 쇄빙계수 (η,icebreaking parameter)와 절빙계수

(η,icecutting parameter)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η 
FX

FZ
, η 

FX

FY
                                (3)

따라서 ∝
tan


, η∝
tan


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가 

작아질수록 은 커지고, 가 작아질수록 는 커진다. 

Jansson, I.(1956)는 빙 저항을 다음의 식으로 정의하였다.

R i
 Chi

ChiV
B                              (4)

여기서 C, C는 실험에 정해지는 상수이다.

또한 Tarshis M.K. (1957)는 빙 저항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R i
Zcot
cot

cot










cos
     (5)



Z fhi
 , ZI  fhi



여기서 Z는 선수각에 의한 빙 파괴를 위한 수직하중, ZI 는 현

측에 의한 빙 파괴를 위한 수직하중이며, n, n는 외판의 수선방향

의 여현, 는 선수경사각, 는 선체중심선과 수선사이의 각도이

다. 

하지만 상기의 빙 저항을 표현하는 수식들은 Nozawa Kazuo 

(2006)에 있는 내용을 언급했지만 원래의 문헌을 찾기가 어렵고,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Kashteljan, V.I. (1968) 이후

에 제시된 빙 저항추정식을 조사하였고 선수 선형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 Kashteljan, V.I. (1968)  

Kashteljan은 빙 저항을 네개의 성분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저항

은 쇄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성분과 속도에 관계되는 성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저항은 빙판 파괴저항(R)과 깨어진 빙편을 밀

어내거나 가라앉히는 저항성분(R)으로 나누었다. 속도에 관계되는 

저항은 빙편 제거저항(R)과 Open water 저항(Rw)으로 분리하였

다.

R total
RD

RV
RRRRw                 (6)

  R i
RRR

  R i
KBσFhiKiBhi

KBhiV
y
η



여기서 R i는 빙저항(ton), B는 선폭(m), hi는 빙 두께(m),σf는 

빙강도(ton/m
2
), i는 얼음의 비중(=0.9 ton/m

2
), V는 선박의 

속도(m/sec)이다. K1, K2, K3 는 각각 0.004, 3.6. 0.25를 

적용한다. η는 쇄빙선에 따라 다르지만 1.3~1.6, η는 

2.5~3.5의 범위에 있다.

∎ White, R.M. (1970)  

White는 순전히 쇄빙저항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다음 식과 같

이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R KσFhi
 (7)

여기서 R는 수직하중(lb), σF 빙의 인장 파괴응력(psi),hi는 

빙 두께(inch) 그리고 K는 상수(=0.425)이다.

∎ Lewis, J.W. & Edwards, R.Y. (1970)  

Lewis와 Edwards는 식(8)과 같이 빙저항을 쇄빙과 Inertia 부분으

로 분리하여 빙 저항 추정식을 제안했다. 각 계수는 실험에 의해 결

정되지만 무차원화된 값이 아닌 것이 주요 특징이다.  

R i
CFhi

CigBhi
CiBhiV

 (8)

여기서 C,C,C는 실험에 의해 구해지는 값인데 Wind급 쇄

빙선에서는 C=0.303,C=7.304,C=5.90 값을 적용했다.

∎ Edwards, R.Y.Jr., & Lewis, J.W., et al.,  (1972)  

Edwards & Lewis는 쇄빙선 Mackinaw호를 해석하면서 식

(8)을 다음과 같이 변형된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R i
FBhi wgBhi

wBghiV (9)

단 식(9)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을 두었다.

≤
wghi

F
≤, ≤

ghi

V
≤

∎ Enkvist, E. (1972)

Enkvist는  빙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저항성분을 크게 4개로 구분

하였다. 전체저항은 순수쇄빙저항(R), submergence저항(Rs), 속

도의존저항(Rv) 및 open water저항(Rw)으로 구분하였다.

R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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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sp
Rsf

Rvm
Rvv

R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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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inciple of turning down floes

∎ Vance, G.P. (1975)

Vance는 5척의 쇄빙선(Mackinaw, Moskva, Finncarrier, Ermak, 

Wind)의 모형실험과 실선의 자료를 수집하여 중회귀분석에 의해 다

음과 같은 빙 저항 추정식을 나타내었다. 



R i
CBFBhi CSwgBhi

CViLhi

B


V

 (12)

여기서 CB는 쇄빙저항 계수, CS는 Submergence저항 계수,

CV는 속도 저항에 관계되는 계수이다.

∎ Ionov, B.P. (1988,2001)  

러시아의 Ionov는 빙판을 쇄빙하는 선박의 빙저항을 4개의 저항 

성분으로 분류하고, 합으로 표현했다. 즉 쇄빙저항(breaking, R), 

부력저항(Buoyancy, R), 제거저항(Clearing, R), 선체중앙평행부 

저항(R) 그리고 Open water 저항(Rw)의 합으로 전체 저항을 표현

하였다. 

쇄빙저항은 굽힘응력에 의한 저항(R)과 마찰에 의한 쇄빙저항

(R f)으로 구분하였고, 부력저항은 순수히 깨어진 빙편을 가라앉히

는 저항(Rs)과 마찰에 의한 저항(R fs)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제거저

항은 진행속도에 의한 저항(Rv)과 마찰에 의한 저항(R fv) 등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마찰저항(RF)에는 쇄빙저항요소, 부력저항요소 

및 제거저항요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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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H는 쇄빙선에서 만재흘수선상 선수부 곡선의 길이(m),

Lm는 선체 중앙 평행부 길이(m),H는 만재흘수선상의 선수부 수

선면적계수, 는 만재흘수선상의 선수부 끝단 입수각 (deg), 

FnB폭에 대한 프루이드 수, fi는 선체와 빙의 동마찰계수 이다.

∎ Lindqvist, G. (1989)

Lindqvist는 1989년에 빙 저항을 crushing(RC ), bending(RB ), 

submersion(RS) 으로 나눈 다음, 세 가지의 요소가 속도와의 부분

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추정식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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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rctan
sin

tan
, μ는 마찰계수 이다.

위의 식에는 snow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 Keinonen, A., Browne, R.P., Revill, C.R., Bayly, I.M.,  

(1992) 

Keinonen은 1m/sec로 실시한 쇄빙선의 시운전을 토대로 빙저항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빙 저항 추정식에는 선박의 size factor(Fsi )

와 shape factor(Fsh ), 그리고 ice factor(Fi )를 포함시켰다.  

R i
Fsi ×FSH×Fi  (17)

FSi CS×CH×B
×L

×T


여기서 CS는 염분 계수이고, Ch는 선체 표면의 조건을 나타내

는 계수이다. 즉 CS에서 1.0은 saline, 0.85는 brackish, 

0.75는 fresh water 조건이며, Ch가 1.0은 inertia coating, 

1.33은 bare steel이다.

또한 rounded hull인 경우에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FSh  × × × φ

Fi  × t× × f×H


                                                   (18)

그리고 chined hull은 다음과 같다.

FSh  × × × φ

Fi  × t× × f×H


                                                   (19)

∎ Riska, W., Englund, Leiviska, (1997)  

Riska는 간단하게 전체저항은 빙저항과 open water 저항으로 나



누었고 빙저항은 속도에 무관한 성분과 속도와 상관있는 성분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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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0.23 kNm, f


=4.58kNm, 

      f

=1.47kNm, f


=0.29kNm, 

      g

=18.9kNms ․ m,

      g

=0.67kNms ․ m,

      g

=1.55kNms ․ m

이다.

∎ Spencer, D. (2001)

Spencer는 캐나다 IMD의 표준 해석 모델을 적용하여 전체 저항

을 4개의 성분으로 구분하였다. 이 해석 모델에는 friction값을 0.03

을 적용한 low friction model을 채택하였다. 

빙 저항에는 breaking저항(RBR ), buoyancy 저항(RB ), clearing 

저항(RC )으로 나누었고, 여기서 Open water 저항(RW)을 합하면 

전체저항이 된다. 그리고 pre-swan 상태에서는 breaking 저항을 뺀 

나머지 저항을 더하면 pre-swan 상태에서의 저항(RPS)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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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쇄빙선 R-Class 선형에 대해서 모형실험 결과를 분석하

고 low friction과 high friction에서의 빙 저항 추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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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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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빙저항 추정식과 선형의 상관관계

이상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빙 저항 추정식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는 쇄빙선의 빙 저항 추정식에 선형의 특성을 반

영한 정도 높은 추정식을 찾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선적으로 본 논

문에서 언급한 다양한 빙저항 추정식과 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계

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Ice resistance prediction formulas and hull parameters

추정식
Angle

Lm L f   

Kashteljan ○ ○ ○ - - -

White - - - - - -

Lewis & - - - - - -

Ewdards & - - - - - -

Enkvist ○ ○ ○ ○ - -

Vance - - - - - -

Ionov ○ ○ ○ ○ ○ ○

Lindqvist ○ - ○ ○ - -

Keinonen - ○ ○ ○ - -

Riska - - ○ - ○ ○

Spencer - - - - - -

위의 표를 살펴보면 선박의 선수부 형상을 특징짓는 각도 파라메

터를 모두 반영한 빙 저항 추정식은 Enkvist와 Ionov 방법 두개이다. 

그리고 Kashteljan, Lindqvist, Keinonen 방법에는 buttock line 

angle, flare Angle, water line entrance angle을 빠져 있어서 선수 

선형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언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Enkvist와 Ionov가 제시한 빙 저항 추정

식을 선택하고 그 세부적인 장 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언급 한 그림 1과 그림 4의 쇄빙 메카니즘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적인 쇄빙은 평탄빙과 마주

치는 영역이 아닌 그것보다는 아래에서 쇄빙현상이 일어난다. 그러

므로 그림 4보기로 한다. 

따라서 쇄빙 현상은 주어진 흘수에서 빙 두께보다 상당히 아래에

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stem angle은 빙판을 접촉하는 부위의 접선

각이 아닌 실제적으로 빙판이 구부러져 깨어지는 지점까지의 연결되

는 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ice breaking 저항에는 순

수하게 빙 굽힘 강도와 빙의 두께 그리고 stem angle이 주요한 파라

메터가 된다.

Fig. 5 Initial contact & icebreaking process

다음은 그리고 빙판이 깨어진 후에 발생한 빙편의 거동을 살펴보

자.  그림 7과 같이 빙편이 선체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체와 빙편의 마찰에 의한 저항이 발생하고 빙편이 가라앉거나 회

전하면서 저항이 발생한다. 이때 빙편이 선체에 닿는 면적은 그림 8

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ice submergence 및 clearing 저

항은 선수선형의 frame line의 형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빙 저항 추정식에는 frame line의 형상을 표현된 

빙 저항 추정식이 적절할 것이다.

Fig. 6 Design parameters() of icebreaking vessel

Fig. 7 A ship model advancing in thick level ice in the

WARC ice tank.

Fig. 8 Icebreaking pattern of icebreaking vessel

Fig. 9 Bow form for Ice breaking and submergence area

끝으로 평탄빙이 쇄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hannel의 폭은 보

통 쇄빙 선박의 폭에 빙 두께를 더한 넓이만큼 발생한다. 그림 1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깨어진 빙편은 평탄빙과 선체 측면사이에 끼어서 

상당한 저항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빙 저항시에는 선박의 중앙평

행부 형상을 반영한 추정식이 실제 쇄빙과정을 적절하게 반영한 추

정식이 될 것이다. 

Fig. 10 Breaking and rotating ice floes at the side of  

icebreaking vessel

 

이상과 같이 쇄빙 메카니즘속에 발생하는 주요 현상을 반영한 빙 

저항 추정식의 검토 결과는 표 2~4와 같다.

Table 2 Ice breaking resistance and hull parameters

추정식
breaking저항

Stem angle() 빙강도(F) 빙두께(hi )

Enkvist ○ ○ ○

Ionov ○ ○ ○

 

Table 3 Ice clearing resistance and hull parameters

추정식

Ice submergence & clearing 저항

Entrance 

angle ()

Flare 

angle()

Buttock 

angle(φ)

Frame 

line의 적분

Enkvist ○ ○ - ○

Ionov ○ ○ - ○

Table 4 Ice parallel mid-body resistance and hull parameter

추정식
parallel mid body 저항

Lm fi

Enkvist -

Ionov ○ ○

이상과 같이 평탄빙을 쇄빙할 때 발생하는 빙 저항 추정식에 대

해서 선형을 고려한 추정식을 살펴보았고 그것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빙 저항 추정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

나로 쇄빙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분석된 현상에 적절한 파라메터를 

사용하는 빙 저항 추정식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형의 특

성을 적절히 반영한 빙 저항 추정식은 Enkvist(1972)와 Ionov(1988)

가 제시한 빙저항 추정식이다. Enkvist(1972)의 추정식은 쇄빙시 발



생하는 빙편의 크기를 파라메터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고, 

Ionov(1988)의 빙 저항 추정식은 중앙평행부에 의한 빙 마찰저항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빙저항 

추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양한 빙저항 추정식을 제시하였

고 주요 파라메터를 언급하였다. 여기서 쇄빙 선박의 선수 선형

을 나타내는 특징을 6가지 선정하였다. Stem angle(), 

waterline entrrance angle(), flare angle(), buttock angle

(φ), 중앙평행부 길이(Lm), 선수부 길이(L f) 중에서 중앙평행부 

길이와 선수부 길이를 제외하고, 선형을 나타내는 중요한 파라메

터로 4개의 각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형을 나타내는 파라메

터가 모두 들어있는 빙 저항 추정식은 Enkvist와 Ionov가 제안한 

추정식이다. 

향후에는 두 빙저항 추정식에 대해서 실제로 대상선박을 선정

하여 빙저항 추정식에 의한 값과 모형실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빙 저항 추정식의 추정 정도와 특징을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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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쉽의 문풀 내부 스플래쉬 현상에 대한 수치 모사 
유선오, 이희동, 홍춘범, 김부기 

삼성중공업 

Numerical Simulation of Moonpool Splash in a Drill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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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Research Institute,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Yuseong-gu, Daejeon, Korea 

 

요 약 

In the present study, the splash phenomenon of the water inside the moonpool has been investigated using RANS 

based CFD. In order to identify which caused the resonance, either the ship motion or the incident wave, two 

different idealized cases – one of the forced ship motion without the incident wave and another of the incident wave 

without ship motion – have been simulated. Also, unsteady numerical simulations coupled with ship motions have

been performed to evaluate the vertical loads acting on the damping appendages designed for mitigating moonpool 

splash. 

 

Keywords : Drillship, Moonpool ; Moonpool resonance, Splash, Damping appendage  

 

1. 서 론 

 

드릴쉽은 시추용 파이프를 수면 아래로 내려 보내기 

위해 선박 중심부에 직사각형 형태의 

문풀(Moonpool)이라는 큰 개구부를 가지고 있다. 문풀 

내부 유동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내부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유동으로 인해 문풀 내부에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는 피스톤 모드(Piston mode)와 선체외부와의 

상대운동으로 인해 수직 벽 사이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슬로싱 모드(Sloshing mode)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풀 

내부 유동은 항해시 부가적인 저항증가를 유발하며, 특정 

파주기와의 공진에 의해 과도 응답이 발생될 수 있다. 

과도 응답이 발생하면 문풀 내부 수면 높이 상승으로 인해 

deck로 물이 넘쳐흐르게 되는(Overflow)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풀에서의 스플래쉬(Splash) 현상은 

deck 작업자의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드릴쉽에서는 overflow되는 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풀 벽면에 수직한 평판(Damping appendage)을 

장착하고 있다. Kawabe 등(Kawabe et al [2010])은 문풀 

내부 유동 특성이 피스톤 모드와 슬로싱 모드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damping appendage의 스플래쉬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양승호 등(Seung 

Ho Yang et al [2013])은 문풀 내부의 

코퍼댐(cofferdam)에 따라 문풀의 공진 주파수가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문풀 유동 거동 

특성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대부분 포텐셜 

이론에 기반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포텐셜 해석은 

비선형 특성이 강한 스플래쉬 현상을 엄밀하게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문풀 내부에 설치되는 부가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험값에 

기반한 감쇄 계수의 조절이 필요한 단점을 가진다. Erik 

Hammargren 등(Erik Hammargren et al [2012])이 문풀 

내부유동 특성의 파악을 위해 CFD를 이용한바 있으며, 

이는 문풀에 의한 부가 저항 관점에서 recess 형상 변경 

및 내부 부가물 장착에 관한 연구이다.  

해석적인 방법으로 문풀 내부 스플래쉬 현상 모사와 

더불어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스플래쉬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삼성중공업 예인수조(이하 SSMB)에서는 드릴쉽 

모형시험을 이용하여 파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스플래쉬 

특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운전 흘수(Operating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draft)의 경우에 특정 주기의 입사파에서 스플래쉬 공진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두 개의 damping 

appendage는 스플래쉬 현상을 감소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Fig. 1 Model test on moonpool splash at SSMB(Left : W/O 

damping appendage, Right : W/ damping 

appendage) 

본 연구에서는 RANS기반의 CFD를 이용하여 damping 

appendage가 존재하는 문풀 내부의 비선형 스플래쉬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특정 주기에서의 스플래쉬 

공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입사파 없이 드릴쉽의 운동만 

존재하는 경우와 드릴쉽의 운동 없이 입사파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CFD와 

운동방정식을 연계하여 입사파에 따른 드릴쉽 운동을 직접 

모사함으로써 damping appendage에 작용하는 하중을 

예측하였다. 

 

2. 대상선 주요 제원 

 

해석 대상은 SSMB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했던 90K 급 

드릴쉽이다. 주요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a drillship 

Item Operating Condition 

LBP m
 

219.4 

Breadth m
 

42.0 

Depth m
 

19.0 

Draft m
 

12.0 

 

드릴쉽에는 Fig. 2와 같이 선체 중심부에 recess가 있는 

사각형구조 형태의 문풀이 위치하며, 문풀내부 벽면에는 

splash현상에 의해 deck에 올라오는 물의 양을 줄여주기 

위한 2개의 damping appendage가 Fig. 3과 같이 

부착되어 있다. 

 

 
Fig. 2 Hull below the waterline 

 

 
Fig. 3 Moonpool with recess and damping appendage 

 

3. 수치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풀 내부의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해 

다음의 3차원 비압축성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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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이놀즈 

스트레스(Reynolds stress)를 나타낸다. 수치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 V8.04를 이용하였으며, 문풀 

유동 해석을 위해 사용된 기법을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 Numerical method 

Turbulence 

Model 
k-ε model 

Multiphase Implicit VOF 

Upper appendage 

Lower appendage 



Motion 

Dynamic Fluid-Body Interaction 

(DFBI) 

W/ & W/O Overset Grid 

 

4. 유동 해석 결과 

본 연구의 해석 대상인 Fig 3의 문풀의 경우, 11초 

주기의 입사파에서 스플래쉬 공진이 발생함을 모형 

시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풀 내부에서의 

스플래쉬 공진 현상이 드릴쉽의 운동에 의해 유기되는 

것인지, 입사파의 에너지 전파에 의해 생성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사파 없이 드릴쉽 운동만 존재하는 

경우(case 1)와 드릴쉽 운동 없이 입사파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case 2)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CFD와 

운동방정식을 연계하여 입사파에 따른 드릴쉽 운동을 

직접 모사(case 3)함으로써 damping appendage에 

작용하는 하중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 

조건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Numerical analysis condition 

case 1 no incident wave pitch heave 
pitch+ 

heave

case 2 incident wave only no motion 

case 3 
incident wave coupled with heave & pitch 

motions 

 

4.1 드릴쉽 운동만 존재하는 경우(case 1) 

문풀 스플래쉬 공진현상이 드릴쉽 운동에 의해 유기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입사파가 없는 상태에서 드릴쉽 

운동만을 강제적으로 부여하였다. 여기서 드릴쉽 운동은 

모형 시험으로부터 계측된 motion RAO를 이용하였으며, 

pitch 운동만 있는 경우, heave 운동만 있는 경우, 그리고 

pitch와 heave 운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해석은 모형 시험에서 관측된 공진 

주기인 11초 근방으로 8초, 11초 14초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드릴쉽의 motion RAO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운동의 크기는 시험에서의 파고인 2m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시간간격은 파 주기의 1/250을 가지도록 

결정되었으며 10번의 이중시간 전진(dual time stepping)을 

적용하였고, 계산은 30주기에 대해 수행되었다. RAO에 

따른 강제 운동은 계산 영역 전체가 상하 운동(heave) 

하거나 회전 운동(pitch)함으로써 모사되었다. 

Table 4. Ship motion RAO (Wave Height=2m) 

T ω λ 
Heave 

RAO 

Pitch 

RAO 

[s]  [rad/s] [m]  [m/m]  [deg/m] 

8 0.785 99.9  0.138  0.142 

9 0.698 126.5  0.160  0.363 

10 0.628 156.1  0.280  0.255 

11 0.571 188.9  0.220  0.400 

12 0.524 224.8  0.160  0.595 

13 0.483 263.9  0.230  0.700 

14 0.449 306.0  0.370  0.740 

15 0.419 351.3  0.500  0.720 

 

 
Fig. 4 Maximum vertical load estimation on damping 

appendage (Forced RAO Motion) 

Fig. 4는 대상선이 motion RAO 만큼 강제운동 하였을 때, 

upper appendage에 작용하는 최대 하중값을 각 주기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Heave 운동만 존재하는 경우, pitch 

운동만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heave 및 pitch 운동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모두 11초 주기에서 가장 작은 하중을 

보이고 있다. 모형 시험의 경우 11초에서 스플래쉬 공진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선박의 운동으로는 

스플래쉬 공진이 야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heave 와 pitch 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스플래쉬 거동을 선박 대칭면에서의 volume fraction을 

이용하여 가시화 한 것이다.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heave 

및 pitch 운동의 크기가 커짐(Table 4 참조)에도 불구하고 

주기 11초에서 가장 작은 스플래쉬가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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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8 sec 

 
(b) T=11 sec 

 
(c) T=14 sec 

Fig. 5 Contours of water volume fraction at symmetric plane 

(heave + pitch motion) 

 

4.2 입사파만 존재하는 경우(case 2) 

문풀 스플래쉬 현상이 입사파의 에너지 전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드릴쉽이 고정된 상태에서 

입사파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입사파 파고 6m에 대해 파주기를 변화(8초, 10초, 11초, 

12초, 14초)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입사파 

주기에 따른 upper damping appendage에서의 수직 

하중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입사파 에너지는 주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14초에서 문풀 내부로 가장 큰 

에너지가 유입된다. 그러나, damping appendage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기 11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입사파의 주기와 문풀 내부에서의 좌우 요동 주기가 

일치하여 발생되는 공진현상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Fig. 6 Maximum vertical load estimation on damping 

appendage (Incident wave H=6m) 

 

(a) T=8 sec 

 

(b) T=11 sec 

 

(c) T=14 sec 

Fig. 7 Contours of water volume fraction at symmetric plane 

(incident wave without motion) 

Fig. 7은 한 주기동안의 문풀 내부 스플래쉬 거동을 

입사파 주기 8초, 11초, 14초 에 대해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입사파 주기가 8초, 14초에 비해 11초에서 수면이 

우측(선수방향)로 가장 크게 편심되고 있으며, 

좌측(선미방향)에서 스플래쉬 현상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1과 case2의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풀 

내부유동의 스플래쉬 공진은 드릴쉽 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입사파의 에너지 전달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Resonance 



4.3 입사파에 따른 드릴쉽 운동 모사(case 3) 

문풀 내부에 부착된 damping appendage의 설계하중을 

예측하기 위해 공진현상이 발생하는 11초 입사파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파고에 따른 하중을 예측하기 위해 4 

가지 파고(H=2m, H=4m, H=6m, H=9m)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정량적인 하중의 예측을 위해 운동방정식을 

CFD와 연계하여 입사파에 따른 드릴쉽 운동을 직접 

모사하였다. 드릴쉽과 수면의 상대운동 해석을 위해 

원방경계를 포함하는 주격자계와 드릴쉽을 포함하는 

부격자계를 중첩시켜 해석하는 중첩격자 기법(overset 

mesh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격자계간의 삽간 

오차(interpolation error)를 줄이기 위해 중첩되는 

영역에서의 격자 크기가 동일하도록 격자를 생성하였다. 

 

 
Fig. 8 Vertical loads on upper and lower damping 

appendages ( T=11sec) 

Fig. 8은 11초 주기의 입사파에 대해 파고에 따른 

damping appendage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파고 조건에서 upper appendage의 하중이 

lower appendage에 비해 크게 계산되었으며, 이는 lower 

appendage에 비해 upper appendage와 충돌하는 유체 

입자의 가속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파고가 6m 이상일 경우 문풀 내부의 수면경계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파쇄(wave-breaking)되는 현상이 

나타나 하중 증가가 둔화된다. 특히 lower appendage의 

경우 H=6m에 비해 H=9m의 하중이 더욱 작게 발생한다.  

 

 

(a) H=2m 

 

(b) H=4m 

 

(c) H=6m 

 

 

 

(d) H=9m 

Fig. 9 Contours of water volume fraction at symmetric plane 

(incident wave with heave and pitch motions, T=11 

sec) 

Fig. 9과 Fig. 10은 damping appendage에서 스플래쉬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에 대한 수면 형태를 각 파고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Fig. 9는 대칭면에서의 volume fraction 

분포를 나타내며 Fig. 10은 volume fraction의 

iso-surface를 이용하여 수면을 가시화 한 것이다. 파고가 

6m 이상일 경우 damping appendage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갑판까지 물기둥이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H=2m 

 

(b) H=4m 

 

 

(c) H=6m 

 

(d) H=9m 

Fig. 10 Water surface visualization using iso-surface of water 

volume fraction (incident wave with heave and pitch 

motions, T=11 sec)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ANS기반의 CFD를 이용하여 문풀을 

포함하는 드릴쉽에 대해 3차원 비정상 점성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문풀 내부에서의 스플래쉬 공진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입사파 없이 드릴쉽 운동만 

존재하는 경우와 드릴쉽 운동 없이 입사파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스플래쉬 공진은 

입사파의 주기와 문풀 내부에서의 좌우 요동 주기가 

일치함으로써 유발되었으며, 드릴쉽의 운동은 스플래쉬 

공진에 거의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CFD와 

운동방정식을 연계하여 입사파에 따른 드릴쉽 운동을 직접 

모사함으로써 파고에 따른 damping appendage에 

작용하는 하중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FD를 이용하여 부가물과 recess 

포함하는 문풀 내부 유동의 스플래쉬 거동 특성 및 

공진주기를 파악하였으며, 문풀 내부에 설치되는 부가물에 

대한 하중 추정이 가능하였다. 향후 모형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추정 정도의 오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풀 

형상 및 부가물 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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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속도 스케일에 따른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공동 수의 

실험적 검증 방법에 대한 연구
박지수(서울대학교), 박철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동호(서울대학교), 성우제(서울대학교)

A study of experimental validation method on the number of cavities 

generated per unit time with variation of size and inflow velocity
Jisoo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Cheolsoo Park(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Dongho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Woojae S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Tip Vortex Cavitation, 이하 TVC)의 물리적 상황을 기반으로 유도된 상사법칙에서, 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물리적/수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유속 변화의 경우 터널 내에 포일을 고정시켜 둔 채 실험이 수행되므로 의

유속에 대한 의존성만을 보기 용이하다. 크기 변화의 에 대한 의존성의 경우, 시험조건 변화 시 핵의 분포가 달라져 의 크

기에 대한 스케일 효과만을 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구성이 제시된다.

Keywords : Scaling law(상사법칙), Tip vortex cavitation(TVC,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The number of bubbles generated per unit time

(, 단위 시간 당 발생하는 공동 수), Scale effects(스케일 효과), Experimental validation(실험적 검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전산유체역학)

1. 서 론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Tip vortex cavitation, TVC)은 초

기 단계 캐비테이션의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되며, 프로펠러 날개 

끝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발생하는 공동 현상이다. 

TVC 의 물리적인 이해는 초생 공동 속도(Cavitation inception 

speed, CIS) 지연, 소음 준위 감소 그리고 실선의 CIS 추정의 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로펠러 소음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발생하며, 광대역 주파수 영역에서 상당한 소음 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TVC는 선박 프로펠러의 중요한 소음원으로 간주

될 수 있다(Strasberg, 1977). TVC에 의한 광대역 소음을 추정

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실험적/수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수치적인 연구들은 특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쉽

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TVC 의 경우 수치적인 계산에 반영할 수 없는 많은 복잡한 현상

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들에 있어 수치 계산 결과가 실

험결과와 잘 일치하지 않는다. 모형 프로펠러 소음에 대한 실험 

결과로부터 실선의 TVC 소음을 예측하기 위해, 공동 소음에 대

한 몇몇의 상사법칙들이 개발되어왔다. 그리고 도출된 상사법칙

들의 정확도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

만, TVC 에 대한 상사법칙의 경우 ITTC 법칙(ITTC report, 1987)

에 경계층 영향만을 반영하여 수정된 형태로 사용되었다. 수정된 

ITTC 상사법칙은 모형선에서 계측된 파워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 PSD)에 적용하여 실선 PSD를 추정하였고, 이

를 계측된 실선의 PSD 와 비교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Oshima, 

1994). 하지만, Oshima 의 연구에서 모형선과 실선 시험으로부

터 결정된 상사 지수는 0.15로, 이는 다른 시험결과들로부터 도

출된 상사 지수 값(0.3 ~ 0.4) 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사실은 모형선 또는 실선 시험이 잘못 되었거나 또는 

수정된 ITTC 상사법칙이 아마도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모형과 

실선 시험의 경우, 관측창을 통해 시각적으로 TVC를 관찰하였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시험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층의 영향만 반영하여 수정된 ITTC 상사법칙은 TVC 에 의한 

광대역 소음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불완전한 방법이라고 판단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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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TVC 의 물리적인 상황을 반영

한 상사법칙이 도출되었다(Park, 2012). 여기서, 단위 시간당 발

생하는 공기방울 수() 이외의 변수들은 수학적/물리적 기반을 

가지고 도출되었다. 는 매우 복잡한 물리 현상들로부터 도출

되는 값으로 수치적 계산이 매우 힘들고 그 결과 역시 타당함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속 및 크기 변화에 따

른 의 비례관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2.1 새롭게 도출된 상사법칙의 증명 목표 항

TVC 상사법칙의 유도과정은 레일리 시간(Lecoffre, 1996)의 

개념과 단일 공기방울이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에 대해 공기방울이 

방사하는 음향에너지의 비는 일정하다(Levkovskii, 1968)는 가

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레일리 시간에 근거하여, 모형선과 실선의 

단일 공기방울로부터 방사되는 소음의 주파수 비는 다음과 같은 관

계를 가진다.

 



 

max 


max 

 


∆

∆ 


               (1)

여기서, 아래첨자 s는 실선을 나타내며 m 은 모형선을 나타낸

다. 또한, 
max

 는 공기방울 최대 크기()이고, ∆는 공기방

울 내 외부의 압력차이()이다. 단일 공기방울의 잠재적 에너지

에 대해 공기방울이 방사하는 음향 에너지의 비는 일정하다는 가정

을 근거로, 모형과 실선에서 방사 음압의 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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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은 음압의 크기() 이고, 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공기방울의 개수( )이다. 식(2)에서 최대 공기방울 

크기와 공기방울 내외부의 압력차에 대한 상사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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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는 프로펠러 직경()을 나타내며, 는 유입류 속

도( ) 그리고 는 레이놀즈 수를 나타낸다. 하지만, 식 (2)

에서 의 경우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를 알기 

위해서는 란스(RANS) 방정식, 레일리-플리셋 방정식, 렌킨 보텍

스 모델 그리고 핵 분포에 대한 스펙트럼과 같이 TVC 와 관계된 

방정식들이 수치적 스킴을 이용하여 복잡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하

지만, 수치적 계산의 경우 실제와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적용되는 수식들 중 하나라도 실제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면, 수치계산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신뢰성을 잃게 된다. 따

라서, 상사법칙을 도출하는데 있어 는 차원 해석을 통해 다음

과 같이 간단한 상사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5)

여기서,   는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핵의 개수이다. 본 연구

에서는 식(5)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 구성이 제시된다.

2.2 전반적인 실험 과정에 대한 고찰

유속 변화에 따른 에 대해 45cm 의 스펜 길이를 가지는 

NACA 4412 수중날개가 사용되었다. 고정된 스펜 길이를 가진 

수중 날개에 대한 유속 변화에 대해 유속변화 스케일 효과가 존재

한다. 는 유체 형상의 상사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속 

조건에서 같은 형상의 TVC 하에서 개수가 측정되어야 한다.

그림 1. 반구형 물체(직경 )에 대한 속도 스케일 

효과의 대표적 표현(Andres, 2001).

그림 1은 고정된 물체 크기에 대한 속도 스케일 효과를 보여준

다. 유속 변화에 따른 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유속 조

건에서 같은 TVC 형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터널 내 정압을 변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두 유속 조건에서 같은 TVC 

형상이 유지됨을 나타내는 상사 지수는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상사 

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McCormick, 1962).

 
log  log

log  log
                               (6)



아래첨자 1은 하나의 유속 조건을 나타내며 2는 다른 유속 조

건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두 유속 조건에서 초고속 사진 촬영 조

건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될 수 있다. 

(1) 하나의 유속 조건에서, 초생 공동 수( )는 시각적/음향

학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유속과 크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레

이놀즈 수 또한 계산될 수 있다.

(2) 다른 유속 조건에서, 하나의 유속 조건에서와 같은 TVC 

형상을 가질 때의 초생 공동 수( )가 시각적/음향학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유속 조건에서도 과정(1)에서와 마찬가지로 

레이놀즈 수가 결정된다. 상사 지수()는 ,  ,   그

리고    를 식 (6)에 대입하여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 초생 공동 수의 음향학적 결정은   증가 기준

(합계 주파수 폭 : ∼  )에 근거한다(Lee, Jung, 

Lee, Han, Park and Seo, 2012). 서로 다른 속도 조건에서 

초생 공동 수의 결정은 주로 시각적인 판단에 근거하며, 부가적으

로 음향학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3) 하나의 유속 조건에서, 촬영 조건()이 터널 내 정압

(∞ )을 조절해 가며 시각적 관찰에 의해 결정된다. 촬영 조건

()에서 TVC 사진들은 초고속 카메라에 의해 을 계측하

기 위해 촬영된다.

(4) 다른 유속 조건에서, 촬영 조건()은 , , 

,   와 식 (6)으로부터 도출된다. 두 유속의 촬영 조

건에서 유속과 수중 날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두 조건에서의 레

이놀즈 수(, )는 알려진 값이다. 촬영 조건()에

서 TVC 사진들은 초고속 카메라에 의해 을 계측하기 위해 

촬영된다. 

크기 변화에 따른 에 대해  와  스펜 길이를 

가지고 받음각 조절 장치가 부착된 NACA 4412 3차원 수중 날

개가 두 크기 조건에서 같은 핵의 분포를 만들어 주기 위해 터널 

내에 동시에 설치된다. 고정된 유속에 대한 크기 변화의 경우에도 

크기에 대한 스케일 효과가 존재한다. 는 유체 형상의 상사성

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크기 조건에서 같은 형상의 TVC 하

에서 개수가 측정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 2는 고정된 유속에 대한 크기 스케일 효과를 보여준

다. 크기 변화에 따른  값을 측정하기 위해 두 크기 조건에서 

같은 형상의 TVC를 만들어 주기 위해 터널 내 정압을 조절해 주

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두 크기 조건에서 같은 TVC 형상이 

유지됨을 나타내는 상사 지수는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크기 스케일 

효과의 경우, 두 크기 조건에서 같은 핵 분포를 유지시켜 주고, 하

나의 크기 조건에서는 초생 공동 조건을 만들어 주고, 다른 하나의 

크기 조건에서는 비공동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받음각 조절 장

치를 두 수중 날개 아래 설치해 주었다. 

그림 2. 3차원 NACA 16020 수중날개에 대한 크기 스케일 

효과의 대표적 표현(Andres, 2001). 

서로 다른 두 크기 조건에서 초고속 사진 촬영 조건의 결정 과

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될 수 있다.

(1) 공동 터널 내의 유속을 로 고정시켜 둔 채, 스팬 

길이 를 가진 수중 날개의 받음각()을 ∘ (역학적 상사

성이 유지되는 최대 받음각)로 두고, 스팬 길이 를 가진 수

중 날개의 받음각()을  ∘ (영양력 받음각)로 조절한다. 수중 

날개 1의 초생 공동 수( )는 시각적/음향학적 기준에 의해 결

정된다. 유속과 수중 날개의 크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중 날개 

1의 레이놀즈 수( ) 또한 계산이 가능하다.

(2) 스팬 길이 를 가진 수중 날개의 받음각()을 ∘

(역학적 상사성이 유지되는 최대 받음각)로 두고, 스팬 길이 

를 가진 수중 날개의 받음각()을  ∘ (영양력 받음각)

로 조절한다. 수중 날개 2의 초생 공동 수( )는 시각적/음향학

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유속과 수중 날개의 크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중 날개 2의 레이놀즈 수( ) 또한 계산이 가능하다. 

상사 지수()는  ,  ,    그리고    를 식 (6)에 

대입하여 얻어진다. 

(3) 스팬 길이 를 가진 수중 날개의 받음각()을 ∘

(역학적 상사성이 유지되는 최대 받음각)로 두고, 스팬 길이 

를 가진 수중 날개의 받음각()을  ∘ (영양력 받음각)

로 조절한다. 수중 날개 1의 촬영 공동 수()는 터널 내 압력

을 조절해가며, 시각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촬영 조건()에

서 TVC 사진들은 초고속 카메라에 의해 을 계측하기 위해 

촬영된다.

(4) 수중 날개 2의 촬영 공동 수()는 , ,   

그리고   와 식 (6)으로부터 도출된다. 두 유속의 촬영 조건

에서 유속과 수중 날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두 조건에서의 레이

놀즈 수(, )는 알려진 값이다. 촬영 조건()에서 

TVC 사진들은 초고속 카메라에 의해 을 계측하기 위해 촬영

된다. 

2.3 상사성(similarity)



유속 변화에 대한 에 대해, 고정된 크기의 수중 날개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하학적 상사성과 운동학적 상사성(같은 

받음각, 같은 유체 형상)은 보존된다. NACA 4412 수중 날개의 

경우 받음각 ∘이하에서는 레이놀즈 수에 관계없이 양력 계수가 

동일함을 그림 3으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역학적 상사성(같은 

양력 계수) 역시 서로 다른 두 시험 조건에서 보존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3. 레이놀즈 수와 받음각 변화에 따른 NACA 4412 

수중 날개 양력 계수.

크기 변화에 대한 에 대해, 와  스펜 길이를 

가진 두 수중 날개는 같은 형상을 가지며, 초생 공동 및 촬영 공동 

조건에서 같은 받음각(∘ )을 가지기 때문에 기하학적 상사성과 

운동학적 상사성이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수중 날개의 

촬영 조건에서 ∘의 받음각을 가지기 때문에 두 크기 조건에서 

역학적 상사성 역시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

3. 실험 구성의 주안점

3.1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을 이용한 포일 위치 결정

와 스펜길이를 가지며 같은 핵 분포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받음각 조절 장치가 부착된 두 개의 3차원 NACA 

4412 수중 날개가 터널 내에 동시에 설치되기 때문에 두 수중 날

개들 사이의 그리고 수중 날개들과 터널 벽면의 간섭 정도가 반드

시 조사되어야 한다. 간섭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두 수중 날개의 최

적 설치위치가 CFD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동장을 풀기 위해 

란스 방정식(정상, 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 그리고 비 슬립) 이 

실현가능한   난류 모델과 함께 사용된다. 앞에 설치될 수중 

날개의 뒤 쪽 수중 날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작은 

크기의 수중 날개(수중 날개 1, 스펜길이 )가 더 큰 크기의 

수중 날개(수중 날개 2, 스펜길이 ) 앞에 설치된다. 또한, 

후방에 위치된 더 큰 수중날개에 대해서 실험이 수행될 때만 두 수

중 날개 사이의 유동 간섭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중 

날개들의 위치는 그림 4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그림 4. 폭 , 높이  그리고 길이 의 

관측부를 가진 공동 터널 내에 설치된 두 수중 날개의 평면도.

후방에 설치된 수중 날개(스펜길이 ) 근처의 유동장을 해

석하기 위해, CFD 계산은 터널 벽면과 같은 경계층들이 없다고 

가정하며 2 차원 영역에서 수행된다. 유입류 속도는 이다. 

그림 5는 유동 간섭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며, 이를 

“기준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계산은 두 수중 날개의 유속 방향에 대한 수직 방향 거리(∆)

를 점점 줄여가며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작은 수중 날개의 중심

점은 ( )에 위치되고, 큰 수중 날개의 중심점은 

( )에 위치되었다. 두 수중 날개의 수직 방향 거

리는 이다(∆  ). 이러한 초기 조건을 “표준 조

건”으로 정의하였다. ∆를 간격으로 줄여가며 해석한 결과

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그림 5. 기준 조건에서 수중 날개 주변 유동 해석 결과. 



그림 6. 유동장 해석 결과들. (a) 표준 조건, ∆  

(b) 경우 1, ∆   (c) 경우 2, ∆   (d) 

경우 3, ∆   (e) 경우 4, ∆  .

큰 수중 날개 끝 보텍스 내의 유속과 압력 분포들이 그림 6에서 

얻어졌다. 이 결과들이 기준 조건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기준 조건

과 가장 유사한 조건인 경우를 수중 날개들의 위치로 결정하였다. 

날개 끝 보텍스 선을 따른 속도 분포가 그림 7에 제시된다. 

그림 7. 조건에 따른 날개 끝 보텍스 내 속도 분포 

표준 조건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들은 기준 조건들과 유사한 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 8. 조건에 따른 날개 끝 보텍스 내 압력 분포. 

그림 8에서 기준 조건의 압력 분포가 조건 2(∆  )

와 조건 3(∆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두 수중 날개의 유속 수직 방향의 최적 거리 범위를 

∼   로 결정할 수 있다. 받음각 조절 장치와 두 수중 

날개들이 설치되는 판의 크기를 고려한 두 수중 날개의 터널 내 최

적 위치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두 수중 날개의 터널 내 최적 위치. (a) 평면도 (b) 

측면도. 

 

4. 결 론

TVC 소음에 대한 상사법칙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상사법칙

에서 물리적/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의 실험적 검증

을 위한 실험 구성이 제시되었다. 를 계측 하는데 있어 유체

의 기하학적 상사성을 만족 시켜 주기 위해 각 시험 조건의 초생 

공동 조건들로부터 상사 지수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유

속 및 크기 조건에서 촬영 조건을 결정해 주었다. 또한, 모든 시

험 조건들에서 기하학적 상사성, 운동학적 상사성 그리고 역학적 



상사성을 만족시켜 주는 조건 하에서 실험이 구성되었다. 유속 

변화에 대한 값의 변화 시험의 경우 스펜 크기  수중 

날개를 터널 내에 고정시켜 둔 채 실험이 수행되기 때문에 시험 

조건에 따라 핵이 일정한 분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크기 변화에 대한 값의 변화 시험의 경우 터널 내의 수중 날

개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는 터널 내의 유체를 빼고 채우는 과정

이 불가피 하게 수반되므로 핵 분포가 변화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수중 날개를 터널 내에 동시에 설치하는 방법이 고안되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유동 간섭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CFD를 이용

하여 수중 날개가 자유장(free-field)내에 있는 경우와 가장 유사

한 속도 및 압력 분포를 가지는 두 수중 날개의 위치를 결정하였

다. 또한, 하나의 수중 날개에서는 TVC 가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수중 날개에서는 영양력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각 수중 날개

에 받음각 조절 장치를 부착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유속과 

크기 변화에 따른 계측 시험이 수행될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TVC 소음 상사법칙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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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isk assessment is a relatively new technical field and dissimilar from traditional divisions of engineering such as civil, 

mechanical, chemical, aero-nautical. It applies to all of them and belongs to none. Nowadays, in offshore area, risk 

assessment became an important item (tool) to check the rule & regulation and to verify a new design, construction way and 

operation activity, etc. In Korea,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to develop the robust procedure and methodology 

for fire and explosion risk assessment(Lee, et al., 2011, Seo, et al., 2012, Seok, et al., 2013 ). 

This paper presents to conduct a worst case analysis of the consequences of delayed ignition of accidental hydrocarbon 

release on the Extended Well Test (EWT) area of drillship. In particular, predictions are required of the maximum explosion

overpressure and blast wind drag forces from credible process leak events. To define the worst case accident for explosion

due to hydrocarbon gas release and to estimate blast loads on main structures and equipments of EWT area, dispersion and 

explosion simulations have been conducted by using FLACS, commercial CFD tool. 

 

Keywords: Explosion(폭발), Risk(위험성), Drillship(드릴쉽), Overpressure(폭발압)  

 

1. INTRODUCTION 

 

After the Gulf of Mexico oil spill disaster, the nine (9) major 

oil and gas companies (BG group, BP, Chevron, 

ConocoPhillips, ExxonMobil, Petrobras, Shell, Statoil, and 

Total) have worked together for Subsea Well Response 

Project (SWRP) with the aim of mitigating environmental 

impact under the well control event.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SWRP is to develop a containment system, so 

called Subsea Well Containment System (SWCS). SWCS 

will be used to collect hydrocarbons from an uncontrolled 

wellhead and transporting to the surface for storage and 

disposal in case that intervention in the well or capping can’t 

shut-in a well. . Figure 1 shows the overview of capping and 

containment system. While the capping tool is applicable to 

both gas and oil wells, SWCS is particularly suitable for oil wells. 

The DP drillship with required well test capability to treat, 

stabilize, offload, and flare the crude oil and associated gas 

is one of the best solutions for subsea oil containment after 

a thorough evaluation of all possible industry solutions. 

Therefore, Shell and SHI consortium have been studying on 

upgrading DP drillship designed and delivered by SHI. 

 

 
Fig. 1 Overview of capping and containment system 

 

Since the process capacity for the SWRP is doubled, the 

validity of the current design blast load which is generally 

applied to the existing drillship should be investigated. New 

lay-out removing the blast wall on the port side is considered 

in this study because it is most challenging to arrange all 

equipments for 2 trains on the more confined space than old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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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In addition, the potential risk for the topside 

structure in terms of overpressure could be severer than 

before due to comparatively highly congested equipments. 

 

2. PURPOSE/SCO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worst case 

analysis of the consequences of delayed ignition of 

accidental hydrocarbon release on EWT area of drillship. In 

particular, predictions are required of the maximum 

explosion overpressure and blast wind drag forces from 

credible process leak events.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as a basic guideline for structural design and vessel 

/equipment selection. 

 

Main scope of work in this report is as follows: 

1. Identify potential gas leak events on the EWT area of 

the drillship 

2. Select a range of gas scenarios for simulation 

3. Evaluate the size of the flammable gas cloud 

resulting from these accidental leak scenarios and 

dispersion simulations. 

4. Evaluate the consequences of explosion accidents 

with delayed ignition for special area and objects  

 

 

3. GAS LEAK SCENARIOS 

 

3.1 Failure Case Definition 

The failure case scenarios for consideration of explosion 

hazards were identified and list as Table 1. The failure cases 

that are included in both fire and explosion hazard represent 

all leak event containing flammable fluids which potentially 

can be occurred fire/explosion accident on the facility. The 

failure case was determined by node definition of HAZOP 

study. 

 

Table 1 Failure case definition 

Node Description 

Node 1 From surface flow tree (SFT) to inlet to chock manifold

Node 2 From inlet to chock manifold to inlet to HP separator 

Node 3 From inlet to HP separator to inlet to LP separator 

Node 4 From inlet to LP separator to offloading 

 

3.2 Flammable Inventory Description 

The flammable source inventory calculation has been 

done to make a detailed accident scenario. To do this, the 

stream compositions and total inventory amounts have been 

estimated by considering stream operation condition, 

equipment list and piping details. The inventory volume and 

mass are tabulated in Table 2. 

 

Table 2 Flammable inventory data 

 
HC Volume (m

3
) HC Mass (MT) 

Node 1 

0.8 0.8 

0.4 0.4 

0.2 0.2 

Node 2 

0.1 0.1 

0.2 0.2 

0.2 0.2 

Node 3 

4.9 4.4 

0.3 0.3 

0.3 0.3 

0.2 0.2 

Node 4 

13.7 12.3 

0.3 0.3 

0.1 0.1 

0.2 0.2 

 

    

4. EXPLOSION SIMULATIONS 

 

4.1 Discharge Calculation 

The CMPT guidance (A Guide to QRA for Offshore 

Installation) and mathematical assumptions were used to 

calculate the release rates and durations for leak scenario 

for fire/explosion hazards indentified in chapter 2. The 

hole-sizes considered for the analysis are 25mm for small 

holes, 75mm for medium holes and 150mm for large hole or 

full bore ruptures. 

The first step in calculating the release rate was to identify 

the type of release. All flammable release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pure gas release and pure liquid release. The 

flashing effect for liquid release was not considered for this 

discharge calculation. 

The blow-down systems of the drillship are not fully 

automated under present control philosophy. Human error 

or action sequence needs to be considered for more detail 



estimation. Those actions involved to human are very 

arbitrary. So, the blow-down effect did not consider here. 

 

4.2 Analysis Tools 

For the explosion analysis, FLACS GasEx V9.1 was used. 

FLACS is the industry leading, commercial CFD Tool for 

analysis of gas deflagrations. It contains state-of-the-art 

models for flame front propagation in a gas deflagration, 

and has been extensively validated in a wide range of test 

programs. 

 

4.3 Assumptions 

The followings are the list of the modeling assumptions 

that have been made in the study, and their estimated 

impact on the ERA conclusions: 

1. Flammable gas clouds were estimated by using the 

equivalent stoichiometric methodology, i.e. by 

dispersion simulation for hydrocarbon gas release at 

source of each scenario. This approach conserves 

maximum amount of combustion energy for the 

explosion. 

2. It was limited that leak events assumed to be occurred at 

WT area. 

3. The effect of blow down was not applied. But, release 

rates were assumed to be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 as explained in previous chapter. 

4. It was assumed that only light components of crude oil 

must be directly vaporized and contributed to explosion 

accidents. 

5. This analysis only considers gas deflagration, although it 

is noted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deflagration to 

detonation transition (DDT) for the more reactive gas 

inventories, if gas clouds are large and structures are 

highly congested. Note that the CFD explosion tool that 

was used for this analysis (FLACS) is only capable of 

modeling gas deflagrations. 

6. For each blast region, a representative gas composition 

was used to model the consequences from all of the 

gas inventories in that plant. 

7. All of the gas clouds that were used as initial conditions 

for the explosion simulations were taken at stoichio- 

metric concentration. This is conservative since real 

dispersed clouds will have a range of gas concen- 

trations, but is standard industry practice. 

8. Ignition sources were assumed to be continuous. 

9. Ignition points were located at two different positions on 

each gas cloud, at the centre and edge of the cloud. 

This is expected to provide a reasonable estimation of 

the overpressure effects in the module. 

 

4.4 Generation of Gas Clouds 

In this report, estimated blast loads were based on an 

equivalent stoichiometric gas cloud which conserves the 

mass of released gas or liquid. Thus, the gas cloud volumes 

of equivalent stoichiometric condition were estimated with 

using the dispersion simulations and summarized as Table 

3.  

For gas dispersion simulation of hydrocarbon gas release 

the inventories were chosen based on inventory volume at 

those nodes and stream line properties. The stream lines 

were selected based upon process flow diagram (PFD) at 

those inventories. The leak detection and isolating the valve 

would be taken 60s, hence first 60s after leak start 

considered as constant pressure, then the pressure decays 

exponentially with time once isolate the volume.  

To consider various leak condition, the leak sizes are 

chosen small (25 mm), medium (75 mm) and high (full bore, 

150 mm). For 25 mm leak case the dispersion simulation 

has not been done for all cases, because the leak size is 

small and pressure at the inventories below 100 bar, thus the 

leak flow rate is below 10 kg/s, therefore the stoichiometric 

gas clouds on well test region become much smaller. The 

size of the stoichiometric gas clouds on well test region is 

tabulated in Table 3. 

The gas dispersion simulation was not done for full 

drillship model but only did for partial model, EWT area of 

drillship. Thus turbulence effect by wind from other part of 

model has not been considered. And also the model was 

small compared to whole drillship; hence the wind speeds 

considered for gas dispersion simulation are small. The wind 

speeds considered for the simulations were 0 and 1.5 m/s. 

If we considered medium or high speeds the whole gas may 

disappear from EWT area. Therefore these wind speeds are 

reasonable for these dispersion simulations. 

 

Table 3 Gas cloud volumes by leak simulations 

Direction Wind Q9 Gas Cloud at EWT Region (m
3
)

Leak Wind Vel. 
Leak Size 
75mm 

Leak Size 
150mm 

Leak Size
25mm 

Node 4, above Process Deck 

0° 0° 0 1,183.6 2,737.6 230.83



0° 0° 1.5 1,298.9 2,935.2 229.75 

90° 90° 1.5 1,150.2 2,786.3 

N/A 

0° 90° 1.5 1,993.9 4,161.9 

90° 0° 1.5 1,212.7 6,452.1 

Node 1, above Process Deck 

90° 90° 0 845.34 671.11 

90° 90° 1.5 1,615.3 751.8 

90° 0° 1.5 1,011.2 1,461.6 

0° 90° 1.5 3,062.9 4,540.8 

0° 0° 1.5 3,086.2 3,592.5 

Node 4, between Decks 

0° 0° 0 1,704.2 1,725.0 

0° 0° 1.5 1,526.5 1,580.2 

90° 0° 1.5 1,044.4 494.89 

0° 90° 1.5 1,640.9 2,400.9 

 

For gas dispersion simulations, different leak and wind 

directions were considered to cover the whole EWT module. 

So, parallel and orthogonal leak and wind directions had 

been considered to estimate stoichiometric gas clouds on 

EWT area. The considered leak and wind directions were 0° 

(afterwards to forward) and 90° (port to starboard). 

The pattern of flammable gas clouds on main deck are 

illustrated in Figure 2 respectively for 75mm and 150mm leak 

size and 1.5m/s wind speed for different wind and leak 

directions. For leak at liquid transfer pumps cases, the 

distribution of flammable tending towards outer direction and 

did not spread all over the deck as we used as 

stoichiometric gas cloud. Thus real flammable gas cloud 

may give much less overpressures than conservative 

approach of stoichiometric gas clouds. These flammable 

gas cloud contours are plotted at the time of maximum gas 

cloud obtained. 

 

 
(a)Leak Size: 75mm 

 
(b)Leak Size: 150mm 

Fig. 2 Flammable gas clouds at 1.5m/s wind speed 

 

4.5 Shape and Location of Gas Cloud 

For worst case study, maximum gas cloud size was 

selected, because gas cloud size is normally proportional to 

explosion overpressure with same congestion condition.  

For exploding the dispersed gas on EWT area, we 

followed the conservative approach that instead of 

exploding real gas cloud we exploded the stoichiometric gas 

cloud which most analysts followed. The stoichiometric 

(box) gas cloud varied with width, breadth and height and 

located these gas clouds at different locations and moved 

on XY plane. The pattern of gas cloud dimensions are 

showed in Table 4. The pattern of box gas cloud picture on 

WT is illustrated in Figure 3.  

 

Table 4 Pattern of box gas cloud dimensions 

S.No Q9 Gas Cloud Dimension No. of Positions

Above Process Deck : 6,500 m
3
 

1 48x43x3.15 1

2 35x43x4.32 1

3 18.9x43x8 2

4 28.5x28.5x8 2

5 35x23.2x8 2

Above Process Deck : 4,600 m
3
 

6 35x43x3.1 1

7 35x16.43x8 3

8 13.4x43x8 3

8 5.6x43x19 1

9 35x6.9x19 1

10 29x29x5.5 2

Between Decks : 2,400 m
3
 

11 25.8x25.8x3.5 3

12 48x13.9x3.5 3

13 16x43x3.5 3

14 35x43x1.6 2

 

 



5. EXPLOSION RESULTS 

 

Using the selected stoichiometric gas cloud sizes, the 

gas explosion simulations were done to estimate 

overpressure and drag on WT equipment and blast wall etc. 

The stoichiometric gas cloud contains rich combustible gas 

mixture and located at different positions on process deck 

and main deck. To ignite these gas clouds, the ignition 

source points chosen are two (2) locations, center and 

corner of each gas cloud. By ignition source the combustion 

initiates and flame front path accelerates towards other end 

of the gas cloud; at this flame front the turbulence can be 

increased due to congestion and confinement and length of 

flame front path result increase of pressure over the 

structures and equipment. The chosen stoichiometric gas 

clouds are all ignited at different locations and over- 

pressures and drag pressures are estimated at monitoring 

points on WT and panels on blast wall, the drag is zero on 

panels. 

 

 
Figure 3 Overpressure Contours on Main Deck 

 

The maximum overpressure and drag pressure at 

monitoring points and panels on main deck (between 

decks) are tabulated in Table 5 and 6. Maximum 

overpressure of main deck is over the 0.3 barg and 

maximum drag pressure is over the 0.1 barg. 

 

Table 5 Maximum overpressure at between decks 

S.NO 

Gas Cloud 

Dimensions 

X-Y-Z 

Case
Overpressure (barg) 

Ignition-1 Ignition-2

1 

25.8ⅹ25.8ⅹ3.5 

1 0.1032 0.1401 

2 2 0.2305 0.3393 

3 3 0.3128 0.2745 

4 16ⅹ43ⅹ3.5 1 0.0985 0.2617 

5 

48ⅹ13.9ⅹ3.5 

1 0.0571 0.1201 

6 2 0.1370 0.1538 

7 3 0.0595 0.1293 

8 
35ⅹ43ⅹ1.6 

1 0.0116 0.0070 

9 2 0.0098 0.0059 

 

Table 6 Maximum drag pressure at between decks 

S.NO

Gas Cloud 

Dimensions 

X-Y-Z 

Case 
Drag (barg) 

Ignition-1 Ignition-2

1 

25.8ⅹ25.8ⅹ3.5

1 0.0600 0.0621 

2 2 0.1586 0.1188 

3 3 0.0838 0.0821 

4 16ⅹ43ⅹ3.5 1 0.0308 0.0909 

5 

48ⅹ13.9ⅹ3.5 

1 0.0209 0.0256 

6 2 0.0633 0.0558 

7 3 0.0280 0.0373 

8 
35ⅹ43ⅹ1.6 

1 0.000713 0.000653

9 2 0.000896 0.00088

 

 

6. CONCLUSION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Maximum over-pressure of main deck area is over the 

0.3 barg. This means that main structures and critical 

equipments on the main deck can be damaged by 

blast overpressure and that probabilistic explosion risk 

analysis and structural damage analysis should be 

needed for detail design phase. 

2. Maximum drag pressure of main deck area is NOT 

exceed 0.2 barg. The probability of critical damages for 

equipments and piping on main deck area must be 

relatively low, but probabilistic explosion risk analysis 

and structural damage analysis should be required for 

decision making at detail design phase. 

3. Maximum overpressure of blast wall is around 0.06 

barg. This can be expected that these are no critical 

damages on blast wall and relative sub-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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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friction reduction effect of compliant coating at high Reynolds 

number 

Jung Hwan Song (PNU), Sung Hoon Lee (PNU), Victor M. Kulik (Russsia Academy of Sciences), Andrey V. Boiko 

(Russia Academy of Sciences), Inwon Lee (PNU) 

 

 

요 약 

 

난류 유동장 내에서 유연벽면(compliant coating)의 진동에 따른 레이놀즈응력(Reynolds stress) 변화가 야기시키는

마찰저항저감효과(skin frictional drag reduction effect)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실험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고속회류수조(High speed water tunnel)가 사용되었으며 4~16m/s의 유동장 내에서 수행되었다. 유연벽면의 소재특성 및

두께는 Kulik등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스트레인 게이지 동력계로 마찰저항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유연벽면의 마찰저항을

매끄러운 평판(smooth plate)에 대한 측정결과 및 이론값과 비교하여 두께 및 배합비에 따른 마찰저항저감효과를 고찰한다.

 

Keywords: 유연벽면(compliant coating), 레이놀즈 스트레스(Reynolds stress), 고속회류수조(High speed water tunnel), 마찰저항저감효과(skin 

frictional drag reduction effect) 

 

1. 서 론 

 

난류 유동장 내에서 임의의 계에 유입되는 운동량이 

일정하다면 난류 진동(turbulence fluctuation)에 의하여 

경계에 가해지는 압력 또한 실시간으로 진동하게 된다. 만약 

경계가 점탄성 물질 층으로 구성된 벽면이라면, 압력 변동에 

따른 표면상태의 진동을 야기시켜 벽면 위를 지나는 

유동장을 교란시킨다. 이것은 Reynolds 응력의 변화를 

의미하며, 만약 벽면의 진동이 유동에 따른 Reynolds 

응력과 반대 주기를 갖는다면 난류항력이 상쇄되어 

마찰저항저감효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에 근거한 유연벽면(compliant coating) 

마찰저항저감효과의 실험적 증명은 오랜기간 동안 난제였다. 

Kramer (1962) 에 의하여 60% 정도의 상당수준의 마찰 

저항 저감이 보고된 이래로, 어떠한 실험도 그 결과를 

반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들에 대한 개설이 Bushnell 등 

(1977) 및 Gad-el-Hak (1996) 에 정리되어 있는데, 주로 

얇은 필름 막으로 덮여있는 스펀지 재질 혹은 겔 상태인 

이른바 연성벽면에 대한 실험들이 분석되었다. 

연성벽면에서는 자유흐름보다 훨씬 느리게 이동하는 λ 형의 

잔주름이 유연벽면표면에 형성되면서 항력이 증가할 

뿐이었다 Gad-el-Hak (1984). 연성 유연벽면에서는 난류 

항력의 감소보다는 층류-난류 천이 지연에서 주된 성과가 

얻어졌다 (Carpenter 1990). 

상대적으로 탄성계수가 큰 (E > 1MPa) 점탄성 물질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성 유연벽면이 난류 항력 저감에 

있어서는 실용적으로 중요하다. 자연 수조에서 속도범위 

10~20 m/s에서 수행된 유연벽면 모형 예인 시험 (Kulik et al. 

1991) 에서는 20%의 마찰저항 저감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실험실 조건에서 반복하기 시도에서 약 

7%의 저항 저감, 벽면에서의 압력 파동 저감, 전단응력의 

감소 그리고 난류 강도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Choi et al. 

1997). 그러나 불행히도 이 실험들은 유연벽면이 제작되고 

긴 시간이 지난 후 상이한 속도 범위(1~5 m/s) 에서 

수행되었다. 유연벽면 구성재질의 의 노화 효과는 

Bandyopadhyay et al. (2005) 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Kornilov et al. (2004) 는 속도 범위 7~30m/s 에서 경성 

유연벽면에 대한 실험을 풍동에서 실시하였다. 

풍동실험에서는 유체의 밀도가 낮아져 난류변동 압력 또한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유동과 유연벽면 사이의 상호작용 및 

저항저감 효과도 저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의 

저항저감 및 그에 상응하는 점성저층 두께의 증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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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속도변동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의 저항저감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유속과 유연벽면의 진동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유연벽면에 대한 실험적 연구에서는 

동적 순응도 (dynamic compliance) 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적 물성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연벽면 구성재질의 

점탄성 동특성 물성치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점탄성 

동특성 계측기법은 이미 개발되어 있었는데, Boiko et al. 

(2009) 에 의한 복소 탄성계수 및 복소 Poisson 비의 

측정방법이 그 예이다. 본 연구는 실험은 Kulik et al. (2008) 

에 의하여 제시된 최적 조건, 즉 유동과 유연벽면 사이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마찰저항저감 효과의 실험적 증명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실험 방법 및 조건 

 

스트레인 게이지 동력계로 측정한 유연벽면의 마찰저항을 

매끈한 평판(smooth plate)에 대한 측정결과 및 이론값과 

비교하여 마찰저항저감효과를 검증하였다. 사용된 매끈한 

평판의 조도는 0.530µm 이고, 이론값 계산을 위하여 다음의 

식이 사용되었다. 

 

                             (1) 

 

본 실험은 부산대학교 고속회류수조(high speed water 

tunnel)에서 수행하였다. 시험부(test section)의 크기는 길이 

2m, 단면적 0.2×0.2m
2
 이다. 시험부의 시작 및 끝부분에는 

내부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작부를 

기준으로 50cm간격으로 압력센서가 설치되어있어 

마찰손실로 인한 압력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물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속회류수조 

내부의 초기 압력 및 온도를 15℃, 0.8bar 로 관리하였다.   

 시편의 크기는 100×50mm
2
이다. 벽면효과(well effect)를 

방지하고 난류의 충분한 발달을 위하여 유동방향을 

기준으로 시험부의 1.6m위치 우측벽면 중심부에 

설치하였다. 

 실험은 4, 6, 8, 10, 12, 16m/s에서 수행하였다. 속도는 

LDV(Laser Doppler Velocimetry)장비로 측정하였으며, 오차 

0.05m/s이내로 관리하였다.  

시험부와 시편 사이의 간격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차 5µm, 갭 50µm 이내로 관리하였다. 

 

 
Fig. 1 LDV(Laser Doppler Velocimetry) system for velocity 

measurement 

 

 

Fig. 2 Equipments for interval measurement between test 

section to inserts 

 

 

Fig. 3 Two-layer type of construction 

 

3. 유연벽면의 종류 

 

Dow Corning사의 2액형 실리콘 RTV 고무인 RTV-3133, 

Silastic S-2가 유연벽면 제작에 사용되었다. 제작된 

유연벽면의 소재 및 두께는 Kulik등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소재 및 배합 방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3133 및 

S-2로 제작된 단일 구조와 텅스텐 파우더가 첨가된 고밀도 

3133층이 있는 2단 구조로 나눠진다. 2단 구조를 갖는 

유연벽면은 고밀도 3133실리콘 아래가 다공성 

porous물질과 3133실리콘으로 구성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Fig. 4 Photos of compliant coating inserts 

 

 
Fig. 5 Photo of compliant coating window 

 

Table 1 List of compliant coating samples 

RTV-3133 2mm 4mm 6mm 

8mm 10mm 12mm 

Two-layer 

(RTV-3133) 

RTV-3133(8mm) + 400%tungsten(2mm) 

RTV-3133(8mm) + 400%tungsten(1mm) 

Two-layer 

(Porous) 

Porous(4mm) + 200%tungsten(1mm) 

Porous(4mm) + 200%tungsten(2mm) 

Porous(8mm) + 400%tungsten(1mm) 

Porous(8mm) + 400%tungsten(2mm) 

 

유연벽면 내의 국부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RTV-3133 4mm, 8mm의 경우에 한하여 Fig. 5 에 도시된 

시편주위 폭 0.2m, 길이 0.5m영역의 유연벽면을 

제작하였다. 

 

4. 실험결과 

 

텅스텐을 첨가한 고밀도 층이 있는 Two-layer 타입의 

경우 baseline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No.7 (RTV-3133_8mm 

+ 400% tungsten_2mm), No.10 (Porous_8mm + 400% 

tungsten_2mm)의 경우 약 10%, 15%의 마찰저항 

저감효과를 보였다. 

 

 

Fig. 6 No.7(RTV-3133_8mm+400% tungsten_2mm) 

 

 

Fig. 7 No.10(Porous_8mm+400% tungsten_2mm) 

 

하지만, RTV-3133 단일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매우 높은 

마찰저항이 측정되었으며, Silastic S-2의 경우 역방향 

마찰력이 측정되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Fig. 8 No.12(S-2 silastic_7mm) 

 

단일층으로 형성된 유연벽면의 표면 특성은 매우 끈끈한 

반면 텅스텐 파우더를 첨가한 고밀도 표면을 갖는 

Two-layer구조의 경우 표면의 끈적임이 적다. 따라서 표면 

끈적임을 제거하여 재실험을 수행하였고 RTV-3133 단일층 

8mm에서 최대 38%가량의 마찰저항저감 효과를 보였다. 

 



 

Fig. 9 RTV-3133(non-polished) 

 

 
Fig. 10 RTV-3133(polished) 

 

 
Fig. 11 No.32 RTV-3133(8mm_polished) 

 

유연벽면 내의 국부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RTV-3133 4mm, 8mm의 경우에 한하여 시편주위 폭 0.2m, 

길이 0.5m영역의 유연벽면을 제작하였다. 이 경우 역시 

역방향 마찰저항이 측정되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Fig. 12 No.17 RTV-3133(8mm) on the window what is 

made to RTV-3133 

 

5. 결 론 

 

유연벽면의 탄성특성에 따라 마찰저항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RTV-3133(polished)로 제작된 8mm 

유연벽면에서 최대 38%의 마찰저항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연벽면 내부의 국부적인 영향을 보기 위한 Large 

window를 부착한 실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유연벽면의 

점탄성특성에 따른 유동교란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이상유동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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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터빈 흡기장치용 관성분리기 성능해석
우인경, 이서현, 윤경원, 이답연, 류재문(충남대학교)

Evaluation of inertial separator for gas turbine intake system
In-Kyoung Woo, Seo-Hyun Lee, Kyung-Won Yoon, Dap-Yeon Lee, Jae-Moon Lew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개스터빈에 흡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수분이나 염분 등의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되는 관성분리기(inertial separator)의 유동

해석을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에 수분이 혼합된 이상유동(two phase flow) 해

석을 수행하기 위해 Eulerian-Lagrangian 기법을 적용하였고, 세퍼레이터 표면에 닿은 액체는 없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Escape

기법을 사용하여 수분 제거효율을 평가하여 세퍼레이터의 형상이 수분 제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Keywords : Inertial separator(관성분리기), Discrete element method(DEM, 개별요소 해석기법)

1. 서 론

관성분리기(inertial separator)는 물리적으로 밀도 차이가 많

이 나는 공기와 물이 혼합된 유동에 대해 물리학의 원칙인 모멘

텀, 중력, 원심력 및 충돌 등의 장점을 이용하여 상(phases)의 

차이로 인해 가스 유동 중에 입자가 떨어지거나 배수관으로 배출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기 유동장에 포함된 모멘텀이 큰 더스트

나 물 입자가 전진하게 되는 반면, 공기는 옆으로 밀리고 먼지나 

수분과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게 된다. 다양한 관성분리기 중에서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에 설치되는 개스터빈 용으로는 베인과 사

이클론 세퍼레이터가 사용된다.(M. Wilcox, 2010)

베인 세퍼레이터는 측벽에 수분을 모으는 hook과 pocket 이 

설치되어 있다. 주된 형상은 single pocket vane(or hook) 과 

double pocket vane이 있다. 개스가 베인 형상을 따라 돌면 수

분이 금속 표면에 달라 붙고, 개스 유동의 힘으로 포켓에 물이 

고이게 된다.  닫힌 pocket 에 물방울이 모여 배수가 되게 하여 

수분의 재진입을 막아준다.

베인타입 세퍼레이터는 물입자가 10보다 클 때 유효하다. 

Double type pocket 은 5-10  입자에 유리하고, 베인 세퍼레

이터 효과는 설계유속을 기준으로 한다. 베인 세퍼레이터는 0.1 

to 0.5 in H2O 의 작은 압력 손실을 나타낸다. 베인 세퍼레이터

는 고속에서 수분을 제거하는데 유리하여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적용 된다. 부식문제로 알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PVC 로 제작된

다.(R.A. Swanborn, 1987)

 

Fig. 1   Vane axial separators

이와 같은 베인 세퍼레이터의 형상은 Figs. 2와 3에 보인 바

와 같이 톱날형상(saw-type)과 파 형상(wave-type)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 중 톱날형상은 저속 유동에 사용되며 파 형상은 

고속 유동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Fig. 2에 보인 바와 같은 saw-type 베인 세퍼

레이터의 간격(b), 폭(w) 및 각도()로 정의되는 파리미터의 변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Boundary Condition

Inlet Velocity inlet (5.0m/s)

Outlet Pressure Outlet (0.0Pa)

Wall Wall (no-slip condition)

Mass flow rate 10%

Particle diameter 30m

화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

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결과는 보다 고속 유동에 

적용되는 Fig. 3에 보인 wave type 세퍼레이터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Parameters of saw-type vane separator

  

Fig. 3   Parameters of wave-type vane separator

2. 지배방정식 및 계산법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인 RANS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

해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을 기반으로 하는 상

용 CFD 프로그램인 STAR-CCM+ Ver.8.04를 사용하였다. 

3차원 비압축성 정상 난류유동에 관한 연속방정식 및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




 (1)

-운동량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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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모형은 통상 공학 계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Standard 

 난류 모형을 사용하였다. 확산항의 이산화는 2차 중심 차

분(central differencing)하였다. 대류항의 이산화는 QUICK 방법

에 의해 이산화 하였다.

속도-압력 연성 방법은 유한체적법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SIMPLE(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 방

법을 사용하였다.

세퍼레이터는 외부에서 유입된 불순물이나 물입자 등을 걸러

내어 순수 공기만을 유출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수치

해석을 위해 DEM(Discrete Element Method)을 사용하여 물입자

를 모델링하였다. DEM이란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의 입자의 움

직임을 모델링 하는 방법을 말하며 입자를 추적하여 입자 간 충

돌을 확인한다. 그리고 효율계산을 위하여 물입자를 Lagrangian 

multiphase로 모델링하였고 세퍼레이터 내부공기는 Eulerian으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유입면에서 발생한 물입자가 Separator의 Wall에 닿으면 

제거되는 Escape mode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

다. 물입자가 세퍼레이터의 Wall에 닿으면 바닥으로 떨어져 입자

들이 걸러질 것이라 가정하였고, Inlet에서 유입되는 물입자와 걸

러져서 Outlet으로 빠져나가는 물입자를 확인하여 세퍼레이터의 

효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scape mode란 입자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루션 상에서 도메인을 벗어

난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도 제거된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사

용자설명서를 참고하기 바란다.(User Guide, 2012)

3. 경계조건 및 격자계

3.1 경계조건

Separator 계산의 유입 경계 부분을 Inlet으로 지정하고 

Injector를 사용하여 물입자의 유동을 관찰하였다. 유출 경계 부

분을 Outlet으로 지정하고 Inlet, Outlet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Wall로 지정하였다. 계산영역의 경계면을 Fig. 4에 도시하였고, 

각 경계면에 주어진 경계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였다.

Fig. 4 Description of domain

Table 1 Boundary conditions



3.2 격자계

본 연구에서는 Trimmed hexahedral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벽

면에 대해서는 Prism layer를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격자 

개수는 6만 7천개이며, 생성된 격자는 Fig. 5와 같다.

Fig. 5  Grid system of separator

4. 수치해석 결과 및 검토

4.1 수치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물입자의 mass flow rate가 10%, 크기가 30
m일 때,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베인의 간격(b)에 대한 영향,  

길이(w)에 대한 영향, 각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6 Geometry of separator

4.2 수치해석 결과

세퍼레이터 간격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w=27mm, =30
o

인 형상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새퍼레이터의 간격은 

15, 20, 25mm의 세가지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7에 간

격 변화에 따른 유선을, Fig. 8에는 압력분포를 도시하였다. Fig. 

7로부터 간격이 좁을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에는 입력된 입자수와 출구로 빠져나가는 입자수로 계산

한 효율과 입구면과 출구면의 평균 압력 차이로 계산한 압력강하

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베인의 간격이 작을수록 효율이 

증가하나, 압력 강하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Fig. 7  Streamlines of the vane for different 

gap(b)((a)15mm, (b)20mm, (c)25mm) 

(a)

(b)

효율 △P

b=15 100% 267Pa

b=20 83.5% 240Pa

b=25 68.1% 172Pa

(c)

Fig. 8 Pressures of the vane for different 

gap(b)((a)15mm, (b)20mm, (c)25mm) 

Table 2 Results of the vane for different gap(b)



세퍼레이터 각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b=25mm, 

w=27mm인 형상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세퍼레이터의 

각도는 30
o

와 40
o

의 두가지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9에 

각도 변화에 따른 유선을, Fig. 10에는 압력분포를 도시하였다. 

Fig. 9로부터 각도가 클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에는 입력된 입자수와 출구로 빠져나가는 입자수로 계

산한 효율과 입구면과 출구면의 평균 압력 차이로 계산한 압력강

하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베인의 각도가 클수록 효율이 

증가하나, 압력 강하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Fig. 9 Streamlines of the vane for different 

angle()((a)=30,(b)=40)

(a)

(b)

Fig. 10 Pressures of the vane for different 

angle()((a)=30,(b)=40) 

Table 3 Results of the vane for different angle()

효율 △P

=30 68.1% 172Pa

=40 99.2% 688Pa

세퍼레이터 길이(w)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b=20mm,  

=30인 형상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세퍼레이터의 길

이는 24mm와 30mm의 두가지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11에 길이 변화에 따른 유선을, Fig. 12에는 압력분포를 도시하

였다. Fig. 11로부터 길이가 길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에는 입력된 입자수와 출구로 빠져나가는 입자수

로 계산한 효율과 입구면과 출구면의 평균 압력 차이로 계산한 

압력강하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베인의 길이가 길수록 효

율이 증가하나, 압력 강하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Fig. 11 Streamlines of the vane for different 

length(W)((a)W=24mm, (b)W=30mm)

(a)

효율 △P

W=24mm 77% 199Pa

W=30mm 91.8% 274Pa

(b)

Fig. 12 Pressures of the vane for different 

length(W)((a)W=24mm, (b)W=30mm)

Table 4 Results of the vane for different length(W)



5. 결언

본 연구는 세퍼레이터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FD 상용프

로그램 STAR-CCM+ Version 8.04를 활용하여 세퍼레이터의 폭

(b), 각도(), 길이(W)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세퍼레이터의 폭(b)이 커질수록 효율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세퍼레이터의 각도()가 커질수록 효율이 커지며, 마

지막으로 세퍼레이터의 길이(w)가 길어질수록 효율이 커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통상적으로 세퍼레이터의 효율이 커지면 압력강

하도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앞으로 세퍼레이터의 폭(b), 각도

(), 길이(W)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주고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후에 이 점을 개선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6. 후기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 민․군겸용기술사업인 “해상용 가스터빈 

흡기장치 개발” 중 “가스터빈 흡기장치 설계를 위한 모델링 및 

내부 유동 시뮬레이션 해석”(과제번호 13-DU-MC-07)과제의 일

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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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 캐비테이터의 환기 초공동 관측
김병진, 정소원, 안병권, 김형태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An observation of ventilated supercavitation of disk cavitator
Byeung-Jin Kim, So-won Jung, Byoung-Kwon Ahn, Hyoung-Tae Kim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초공동의 발생 방법 중 하나인 공기 분사에 의한 환기 초공동의 계측을 위한 실험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원판 캐비테이터를 대상으로 공기 분사량에 따른 공동 수, 공동의 길이 및 직경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Keywords : 환기 초공동(Ventilated supercavitation), 캐비테이션 터널(Cavitation tunnel), 원판 캐비테이터(Disk cavitator)  

1. 서 론

수중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공기 중의 비행체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압력 항력과 마찰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속

도로 운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운동하는 기

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실용화된 대표적

인 예로서 초공동 어뢰 및 초공동 수중실탄 기술이 있다.

초공동을 이용한 수중 운동체의 고속화 기술은 운동체의 앞부

분에 공동발생장치(cavitator)를 장착하여 초공동(supercavity)을 

발생시키고 물체 전체를 캐비티로 감싸서 물체 표면이 물과 접촉

하는 면적을 줄이고, 물체표면 압력분포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체 

항력을 낮추어 고속으로 운항하는 기술이다.

초공동을 발생시키는 핵심부인 캐비테이터는 수중 운동체의 

머리에 장착되어 운동체의 몸통 전체를 감싸는 초공동을 발생시

키는데, 자연 초공동(natural supercavitation)이 발생하는 속도보

다 낮은 속도에서 더 크고 안정된 초공동을 발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통상 캐비테이터 후방의 노즐을 통해 고압가스를 분사시키

는 환기 초공동(ventilated supercavitation) 발생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터의 초공동 발생 특성에 대한 그동안

의 실험 연구(Ahn, et al., 2010, Lee, et al., 2012)의 후속으로 

원판 캐비테이터 형상을 대상으로 공기 분사에 따른 환기 초공동

의 발생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2. 환기 초공동 현상

캐비테이션 또는 공동이란 상온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 

주위 액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감소할 때 액체가 증기로 바

뀌는 현상을 말한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유동의 상사를 위한 기본 무차원수는 

캐비테이션 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이 식에서 
는 무한원방의 압력, 

는 캐비티 압력, 는 

액상 유체의 밀도, 그리고 

는 주 유동(또는 물체) 속도이다.

캐비티 유동의 상사를 엄밀하게 만족시키려면 캐비테이션 수 

이외에도 Froude 수, Reynolds 수, Weber 수가 동일해야 하지만

(Savchenko, 2001), 이 3개의 무차원수가 캐비티 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캐

비테이션 수는 캐비티 유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리고 대부분의 경우, 유일한 무차원수로 인식되고 있다.

식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속도 
가 빨라지거나 또는 압력

차 

 


가 작아지면 캐비테이션 수는 감소한다. 캐비테이션 

수가 어떤 임계값 보다 작아지면 공동이 발생하고, 더 작아질수

록 공동의 크기가 증가한다. 초공동(supercavitation)은 공동이 

커져서 물체를 모두 감싸는 현상을 말하며, 흔히 캐비테이션 수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가 0.1 이하인 경우를 초공동 영역이라고 한다. 자연 초공동

(natural supercavitation)은, 공동 압력 

가 증기압(2350 

pascal)이고, 속도 
가  대략 50 m/s 이상일 때 발생하며, 원

판 캐비테이터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높은 속도에서는 

점성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vchenko, 2001; 

Semenenko, 2001). 한편, 공기나 가스를 분사시켜서 공동을 형

성하고 그 내부로 분사된 가스에 의해 공동 내부의 압력을 증가

시킴으로서 초공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를 환기 초공동

(ventilated supercavitation) 이라 한다. 

환기 공동은 자연 공동에 비해 더 낮은 유동 속도에서 동일한 

공동 수를 구현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동을 발생한다. 그 결과, 

자연 초공동의 경우, 중력에 비해 관성력이 지배적인데 반하여, 

환기 초공동은 중력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게 되고 부력 때문에 

공동의 아래쪽 계면이 공동 안쪽으로 불거지고 초공동의 꼬리로 

갈수록 상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기 초공동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가름하는 지표로 관성력과 중력의 비를 나타내는 Froude 

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식 (2)에서 는 프루드 수, 는 자유흐름의 유동 속도, 

는 중력 가속도, 는 캐비테이터의 직경이다. 

또한, 공동 내부로 주입되는 공기 분사량은 환기 공동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3)

식 (3)에서 는 무차원화 된 공기 분사량 계수,  주입되는 

공기의 체적 유량, 는 캐비테이터의 직경이다.

3. 실험 장비 및 실험 방법

3.1 캐비테이션 터널

본 실험은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가 보유하고 있는 길이 6.8

  높이 2인 캐비테이션 터널(Fig. 1)에서 수행되었으며, 관측

부의 단면은 높이 0.1  폭 0.1  길이 1.4  이고 Table 1은 

캐비테이션 터널 제원을 나타낸다.

터널의 메인 펌프와 연결된 인버터는 메인 컴퓨터를 통하여 

조절되며 관측부의 유속은 수축부 이전과 관측부에서 계측된 압

력과 단면적의 차이로부터 연속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

식 (4)의 는 관측부의 유속, 은 수축부 이전의 압력, 

는 관측부 입구의 압력, 는 수축부 이전의 단면적, 는 관측

부의 단면적이다.

  

Fig.1 Schematic diagram of CNU cavitation tunnel

Tunnel × × 

No.1 - Test Section  × 

No.2 - Test Section  × 

No.1 Velocity (Max) 

Pressure ∼ 

Table 1 Specification of CNU cavitation tunnel

3.2 계측 장비

공기 분사에 따른 환기 초공동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스

템은 캐비테이터, 압력계, 유량계, 카메라 및 계산용 컴퓨터로 이

루어져 있다. 0~3  범위의 압력차를 계측하는 PR-21N 압전 

저항식 압력계를 사용하였고, 공동 내부로 분사되는 공기를 최대 

60min을 측정할 수 있는 F-201AC-FGV-22V 유량계를 사

용하였다. 실험에는 직경 15의 원판 캐비테이터 모형(Fig.2)

을 사용하였고 환기 초공동의 이미지는 Canon EOS600D 카메라

로 취득하였다. 

Fig.2 Cavitator model for ventilated supercavitation 

 



3.3 압력계 교정

공동 내부의 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압력계에 대한 교정은 수

두차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대기압을 기준으로 수두의 높이를 

변화시켜가며 신호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수행 하였으며 100

의 샘플링으로 30초간 계측된 신호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압력

계의 교정 결과로부터 수두 높이에 따른 신호의 기울기가 선형적

이며 비선형성(non-linearity) 0.003%, 이력성(hysteresis) 

0.002%를 나타내어 압력 계측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교정 결

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Calibration curve of pressure sensor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ventilated supercavitation measurement 

3.4 실험 시스템 구성 

환기 초공동 실험을 위한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캐비테이터 

모형과 공기 공급 및 분사 장치의 구성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모형의 위치는 압력 센서 로부터 하류로 0.2이며, 스트럿의 

내부 관을 통해 주입된 공기는 두 줄로 이루어진 8개의 직경 2

 원형 구멍을 통해 분사된다. 공동 내부의 압력 는 직경 

2관을 통해 외부와 연결된 압력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터널 수축부 이전과 수축부 이후 관측부와 연결 되어 있는 압력

센서  및  그리고 공동 내부 압력 의 대한 신호는 인버

터를 통해 메인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고 5초간의 압력 데이터 10

개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식 (4)을 통한 관측부의 유속을 측정하

고 공동 내부의 압력을 계측하였다. 

3.5 계측 방법

환기공동 실험의 계측 구간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로, 동일한 직경의 원판 캐비테이터의 실험(Ahn, 2010; Lee, 

2012)을 통해 자연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 속도 8m/s를 선정하

고, 공기 분사량 계수를 0.02로부터 최대 0.12까지 0.02 간격으

로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0.85

 0.02, 0.04, 0.06, 0.08, 0.10, 0.12

Table 2 Condition of experimental cases

 



둘째로, 정지 상태로부터 펌프를 유동 속도 8m/s에 대해 가동 

시킨 후, 총 10분 동안 터널 내부의 압력 과 를 살펴본 결

과,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펌프를 가동시키고 2분이 지난 

후부터 터널 내부의 압력이 일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압

력이 일정해지는 2분 후를 시점으로 공기를 분사하였다.

Fig. 5 Pressure change of Cavitation tunnel in time

셋째로, 터널 내부로 분사되는 공기에 의해서 터널 내부의 압

력은 불안정하다. 따라서 두 번째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분 동

안 압력 , , 를 확인하였다. 

Fig. 6 Pressure change of Cavitation tunnel in time for 

various air injection rates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터널 내부로 분사된 공기에 의해서 

터널 내부의 압력은 변동하며 공기 분사 시점으로부터 10분이 

지난 후에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공기 분사량에 관계없이 

과 는 10분이 지난 후 일정하며 는 공기 분사량의 변화

로 공동 수가 변하기 때문에 환기 공동수 만큼의 차이를 나타낸

다. 이로부터 본 환기 초공동 실험은 공기 분사 후 10분 이후부

터 압력을 계측하였다. 

본 실험은 공기 분사에 따른 환기 초공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험은 모터 펌프의 가

동 후 2분이 지난 시점으로 공기를 분사하였고 계측시점은 공기 

분사 후 10분을 기준으로 5초 동안 계측하였다

4. 실험 결과

앞서 기술한 방법을 통한 환기 초공동 실험이 재현성을 갖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유속에서 공기 분사량 계수를 0.02부

터 0.02간격으로 0.12까지 올린 후, 다시 0.02 간격으로 0.02까

지 내리는 실험을 두 차례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Fig. 7은 공기 분사량의 변화에 의한 공동 수의 변화를 나타낸

다. 번호는 공기 분사량을 변화시킨 순서를 나타내며 분사량의 

변화는 공동 수의 변화를 초래한다.

Fig. 7 Change of cavitation number with coefficient of air 

injection rate

두 차례의 실험 모두 공기 분사에 의한 공동 수의 변화는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며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켜도 환기공동 수는 

0.3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동일한 공기 주입량에 대해 

공동 수가 같지 않은 것은 캐비티 내부압력의 계측값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되며, 이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환기

공동의 체적 변동을 들 수 있고 또 캐비티 압력의 계측 위치가 

공기 분사구에 근접하여 받은 압력 교란이 의심된다.



Fig. 8과 Fig. 9는 공기 분사량에 따른 환기 초공동 형상의 변

화를 나타낸다. Fig. 8은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로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공동 수는 최소 0.3까지 줄어들고 공

동의 길이와 폭은 증가한다. 공기 분사량 계수를 0.1에서 0.12로 

증가시킨 경우, 공동 수는 0.3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공동의 길

이가 갑작스럽게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공기 주입량 

계수가 0.1에서 0.12로 변하는 구간에서 공기 분사량의 작은 차

이가 공동의 크기와 형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천이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최대로 발달된 공동은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켜

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제한된 단면

적의 터널에서의 차폐효과 때문에 공동 수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최소 공동 수(
min

)가 되고 공동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 공동 수는 포텐셜 

유동 이론을 사용하여 터널 직경과 캐비테이터 직경의 비로 추정

할 수 있다(Brennen, 1969). Fig. 9는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켜도 

환기 초공동의 길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최소 공동 수에 도

달한 후, 공기 분사량을 점차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공기 분사량 

계수를 0.12에서 0.1로 낮추어도 공동 수와 공동의 크기 및 형상

이 변하지 않고 캐비티 내부압력이 유지된다. 이는 두 분사 조건

모두에서 공기 분사량과 캐비티 꼬리에서의 유출 공기량 간의 평

형이 이루어진 때문으로 유추된다.

공기 분사량 계수를 0.1에서 0.06으로 감소시킬 때 공동 수는 

미소하게 증가하나 거의 동일하지만 0.08으로 감소될 때 공동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천이현상이 나타나고, 0.06일 때는 거

의 변함이 없다. 0.04 이하로 작아지면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키

며 실험한 경우(Fig. 8)와 동일한 형상을 회복한다. 종합적으로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켰다가 다시 감소시켜서 얻어진 이상의 결

과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한 영역에서 운용되는 실제 수중 운동체의 환기 초공동의 

특성은 캐비테이션 터널 실험에서 얻어진 모형의 환기 초공동 특

성으로부터 차폐효과를 고려하여 수정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캐비테이션 수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Karlikov & Sholomovich, 1966). 

∞






min



(5)

식 (5)의 ∞는 무한 영역에서의 공동 수, 
min

은 최소 공동 

수, 는 터널 실험에서의 공동 수이다.

환기 초공동에 따른 기하학적 특성과 동일한 직경(15)의 

원판에 대한 타 연구자의 환기 초공동 실험(Kawakami, 2010)을 

제한이 없는 무한 영역으로 적용한 결과를 Fig.10에 나타내었다. 

환기 초공동의 길이는 캐비테이터 앞부터 공동이 모아지는 점까

지의 거리로 정하였고, 직경은 공동이 가장 두꺼운 부분을 선택

하여 4장의 사진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Fig. 8 Cavity development with increasing air injection 

 

Fig. 9 Cavity development with decreasing air injection 

Fig. 10 Comparison of cavity length measured for 15 disk 

cavitator  



Fig. 10에서 보인 바와 같이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터널에서 동

일한 직경의 캐비테이터에 대해 계측된 환기 초공동의 길이를 무

한 영역의 경우로 변환한 결과는 모두 준 경험식(Self & 

Ripken,1955)의 결과와 근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기 분사량

의 미소한 차이로 인해 캐비티의 길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천이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실험을 통해 환기 공동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수중 운동체의 고속화 기술을 위한 환기 초공동의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소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환기 초공동 계측 시스템

을 구축하고, 공기 분사량에 따른 환기 초공동의 변화를 관찰하

였다.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공동 수는 최소 0.3까지 줄어

들고 공동의 길이와 폭은 증가한다. 최대로 발달된 공동은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제한된 단면적의 터널에서의 차폐효과 때문에 공동 수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최소 공동 수(
min

)가 되고 공동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 최대로 발달된 상태에서 공기 분사량을 낮추어도 공동 

수와 공동의 크기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캐비티 내부압력이 유

지된다. 이는 공기 분사량과 캐비티 꼬리에서의 유출 공기량 간

의 평형이 이루어진 때문으로 유추된다.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켰다가 다시 감소시켜서 얻어진 이상의 

결과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터널에서 동일한 직경의 캐비테이터에 

대해 계측된 환기 초공동의 길이를 무한 영역의 경우로 변환한 

결과는 준 경험식(Self & Ripken,1955)의 결과와 근사하게 나타

났다.

향후 캐비테이터의 직경과 터널 유속의 변화에 따른 환기 초

공동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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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초공동 유동의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에 대한 수치해석
김형태, 이현배, 최정규(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A Numerical Analysis of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on a 

Two-Dimensional Supercavitating Flow
Hyoung-Tae Kim, Hyun-Bae Lee, Jung-Kyu Choi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면아래 일정한 깊이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2차원 물체에서 발생하는 정상 초공동 유동에 대한 수치해

석을 통하여 중력과 자유표면이 초공동의 형상 및 물체의 항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수면아래 물체에서 발생하는 초공동 

유동을 해석하기위해 비압축성 혼합유체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RANS 방정식에 혼상유동 모델을 적용하고, -  난류 모

델과 Schnerr-Sauer 캐비테이션 모델 그리고 VOF기법을 사용하여 공기, 물, 수증기의 혼상유동을 계산하였다. 웨지 각 30°인 

2차원 웨지를 대상으로 잠김 깊이와 유입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2차원 초공동 유동에 대한 수치해를 구하고, 무한유체 유동의 수

치해와 비교한 결과,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 때문에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에서 초공동의 길이와 두께가 무한유체의 경우에 비해

감소하고, 캐비티 중심선이 수면 쪽으로 상승하며, 웨지의 항력계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김 깊이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캐비테이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초공동의 길이 및 두께가 감소하는 ‘특이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 조건에서 캐비티 길이는 잠김 깊이 Froude 수에 반비례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Supercavitating flow(초공동 유동), Free surface(자유표면효과), Froude No.(Froude 수), Cavity(공동), Drag(항력)

1. 서 론

최근 들어, 통상적인 운항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중에서 고

속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러시아, 미국, 독일 등 국방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초월공동 또는 초공동(supercavitation)을 이용하는 어뢰 기술을 들 

수 있다. 초공동 어뢰는 수중로켓에 의해 추진되며 머리에 장착된 

캐비테이터(cavitator)에서 의도적으로 초공동을 발생시켜 몸통 전

체를 감싸서 어뢰 표면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줄이고, 표면 압력

분포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체 항력을 낮추어 매우 빠른 속도로 운항

할 수 있다. 이미 개발되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초공동 어뢰로는 

러시아의 Shkval과 이를 개조한 이란의 Hoot가 있고, 연구·개발 중

인 것으로는 독일의 Barracuda와 미국의 Supercav가 있다(Kim & 

Nah, 2011). 이들 초공동 어뢰는 수중에서 200노트 이상으로 운항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일반 어뢰의 주행속도가 40노트 전후임

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다.

초공동을 발생시키는 핵심부인 캐비테이터는 초공동 어뢰의 

머리에 장착되어 어뢰 몸통 전체를 감싸는 초공동을 발생시키는

데, 자연 공동(natural cavity)이 발생하는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

서 더 크고 안정된 초공동을 발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통상 캐

비테이터 후방의 노즐을 통해 고압가스를 분사시키는 환기 공동

(ventilated cavity) 발생 방식을 사용하며, Fig. 1과 같이 Shkval

은 원판(disk) 형상, Barracuda는 원뿔(cone) 형상의 캐비테이터

를 채택하고 있다. 초공동 발생장치인 캐비테이터의 초공동 발생 

및 항력 특성을 파악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초공동 어뢰의 

연구·개발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일찍부터 관련 연구가 이루

어져 왔고,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초공동 모델링에 대한 

Riabouchinsky(1919)의 선도적인 연구를 필두로, 1940년대에는

 

       (a) Shkval                   (b) Barracuda

Fig. 1 Typical shapes of cavit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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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1944), Reichardt(1946), Eisenberg & Pond(1948), 

Plesset & Shaffer(1948) 등 주로 축대칭 또는 2차원 물체의 초공

동 유동에 대한 실험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1950년대에

는 Birkhoff, et al.(1950), Anderson(1953), Armstrong(1954), 

Self & Ripken(1955), Waid(1957a, 1957b), Wu(1957), 

Silberman(1958) 등 실험 및 포텐셜 유동 해석을 통한 연구가 수

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0, 70년대에는 Schot(1962), 

Street(1963), Tulin(1964), Wu & Wang(1964), Street(1965), 

Gadd & Grant(1965), Klose & Acosta(1965), Brennen(1969), 

Logvinovich(1969), Wu, et al.(1971), May(1975) 등, 기초 연구

는 물론 응용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20세기 말까

지는 Epshtein & Laptin(1980), Delannoy & Kueny(1990), 

Kirschner, et al.(1995), Singhal, et al.(1997), Hrubes, et 

al.(1998), Kirschner(1998), Savechenko, et al.(1998) 등, 컴퓨

터를 활용한 초공동 유동의 수치해석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

루었고, 특히 러시아는 초공동 어뢰에 관한 응용 연구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Savechenko(2000), Kunz, et al. 

(2000), Ventikos & Tzabiras(2000), Vlasenko(2000), Hrubes 

(2001), Kunz, et al.(2001), Savechenklo(2001), Singhal, et 

al.(2002), Alynak, et al.(2004), Schaffar, et al.(2005), Wosnik 

& Milosevic(2005), Wu, et al.(2005), Peng, et al.(2006), 

Karimi, et al.(2008), Passandideh-Farda & Roohi(2008), 

Nesteruk(2008), Ahn, et al.(2010), Petitpas, et al.(2011), 

Rabiee, et al.(2011), Ahn, et al.(2012), Lee, et al.(2013) 등, 

실험 및 CFD 해석 그리고 기초 및 응용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뿐아니라 독일, 이란, 중국 등, 여러나

라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연구는 거의 모두가 무한유체 영역의 초공동을 대상

으로 한 것으로서 수면이나 중력에 의한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단지, 캐비테이션 수를 정의할 때 운용 수심의 정수압

을 포함시켜 고려하고 무한 Froude 수 가정을 사용하거나, 중력

을 고려하지 않고 수면의 경계 조건만을 근사적으로 고려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초공동 어뢰가 운용되는 환경 조건은 균일

한 압력의 무한유체 영역이 아니다. 끊임없이 운동하며 대기와 접

촉하는 해수면이 가까이 존재하고, 중력과 수심에 따라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정수압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고속으로 주행한다. 따

라서 중력과 수면의 경계조건이 초공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며, 특히 초공동 어뢰가 수심 10   내외의 잠김 깊

이(depth of submergence)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중력과 수면

에서의 경계 조건을 포함시켜 잠김 깊이에 따른 초공동의 발생 및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초공동 어뢰가 실제 주행하는 환경 조건을 제대로 고려

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초공동 어뢰는 해수면 아래에서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원하

는 수준의 낮은 캐비테이션 수에서 실험하기가 힘들고, 중력과 

잠김 깊이의 영향과 대기압이 작용하는 수면의 경계조건을 포함

시켜서 실험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CFD 기법과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최근에는 캐비테이션 해석

모델과 수치해석해의 정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선박의 프

로펠러와 타 등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유동에 대한 해석도 어

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CFD 기술의 현 수준은 초공

동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초공동 어뢰의 성능 추정과 형

상 설계에 필요한 초공동 발생 및 유체력 정보의 취득이 가능함

을 시사한다. 따라서 CFD 기술을 적용하여 수중운동체의 초공동 

유동과 유체력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단순 형상의 물체를 대상으로 중력장을 

고려하고 대기와 수면을 포함시켜 초공동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을 수행함으로써 중력과 자유표면이 초공동의 발생 및 항력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수식 작성의 예

2.1 지배방정식

점성 유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인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이다. 초공

동 유동의 수치해석을 위해 지배방정식에 비압축성과 혼합유체 

모델(mixture fluid model)을 적용하면, 연속방정식과 RANS 방정

식은 각각(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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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여기서 은 혼합유체(mixture fluid)를 나타내며, 
와 


′

는 각각 혼합유체의 질량평균 평균속도(mass averaged mean 

velocity)와 변동속도(mass averaged fluctuating velocity) 이며, 

은 혼합 밀도(mixture density)이다. 또 질량평균  평균속도와 

혼합 밀도는 (3),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   
  



                           (4)



앞에서 는 혼합유체 내에 존재하는 종의 유체를 구별하여 

표시하며, 는 각 유체의 체적분율(volume fraction)이다. 또 

은 혼상 점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는 물체력(body force)이며, 
는 혼합유체 내에 존재하

는 개별 유체()의 혼합유체 평균속도(
)에 대한 상대속도를 

나타낸다. 








′





′

는 혼합유체 유동에 대한 Reynolds 응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Boussinesq 가정으로부터 (6)과 같이 Reynolds 응력

을 가정하고, turbulent eddy viscosity 는 2방정식 모델인 

realizable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는 난류운동에

너지로서 
′


′





′


′ 이며, 물체 벽면에서의 처리는 표

준 벽함수(standard wall function)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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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편, 상과 상 사이의 경계는 체적분율로 결정하며, 이는 또한 

혼합 밀도, 혼합 점성, 혼합 속도에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와 수증기에 대한 체적분율 방정식(volume 

fraction equation)으로부터 체적분율을 구하고, (4)의 관계를 사

용하여 물의 체적분율을 구한다. 공기와 수증기에 대한 체적분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7)

캐비테이션 해석을 위해서는 체적분율 방정식 뿐 아니라 증기

에 대한 수송방정식도 함께 풀어야 한다.

2.2 캐비테이션 모델

본 논문에서는 Schnerr and Sauer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하였

다. 캐비테이션 해석을 위한 증기 수송방정식은 (8)과 같고, 우변

은 기화 압력에 대한 상대 압력에 따라서 기화(evaporation) 또는 

응축(condensation)하는 상변화를 모델링한 소스(source) 항이다.



 




  

                   (8)

여기서 는 증기 상(vapor phase)을 나타내고, 

는 증기의 

체적분율, 

는 증기 밀도이며, 



는 증기의 속도이다. 

와 



는 캐비테이션 내부의 증기와 액체 사이에서 각각 기화와 응

축을 나타내는 소스 항이며, 액체 내에서 하나의 기포 성장을 기

초로 한 Rayleigh-Plesset 방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ANSYS 

13.0 User’s Guide, 2010). 기화와 응축 항은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식 (9) 및 (10)과 같으며, 기화 압력(vapor pressure) 



를 기준으로 압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적용 항이 판정된다.

 ≥   일 경우

 


 
ℜ

   








  
            (9)

    일 경우

 


 
ℜ

 
 







 
           (10)

기포 반지름 ℜ

 












 






과 같이 표현되고, 기화

와 응축에 대한 계수는 동일하며, 증기 기포의 크기는 증기의 체적

분율로부터 계산되므로 (8)의 증기 수송방정식으로부터 구해야한다.

2.3 유동해석 코드

선체 주위 유동의 해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한체적법

(FVM) 기반의 상용코드인 FLUENT(ver. 13)를 사용하였다. 지배

방정식의 확산항은 2차 중심차분, 대류항은 QUICK(Quardratic 

Upwind Interpolation for Converctive Kinematics) 방법으로 이

산화 하였고,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C(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 Consistent) 방법을 사용하였다.

2.4 주요 무차원수 및 해석 관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유동의 상사를 위한 기본 무차원수는 

캐비테이션 수로서 (1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1)

이 식에서 는 무한원방의 압력, 는 캐비티 압력, 는 

액상 유체의 밀도, 그리고 는 주 유동(또는 물체) 속도이다.

캐비티 유동의 상사를 엄밀하게 만족시키려면 캐비테이션 수 

이외에도 Froude 수, Reynolds 수, Weber 수가 동일해야 하지만

(Savechenko, 2001), 이 3개의 무차원수가 캐비티 유동에 미치

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수는 캐비티 유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종종 유일한 무차원수로 인식되고 있다.



(1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속도 가 빨라지거나 또는 압력차 

  가 작아지면 캐비테이션 수는 감소한다. 캐비테이션 수

가 어떤 임계값 보다 작아지면 공동(cavitation)이 발생하고, 더 

작아질수록 캐비티의 크기가 증가한다. 초공동(supercavitation)

은 캐비티가 커져서 물체를 모두 감싸는 현상을 말하며, 종종 캐

비테이션 수가 0.1 이하인 경우를 초공동 영역이라 한다. 자연 

초공동(natural supercavitation)은, 캐비티 압력 가 증기압

(2350 Pascal)이고, 대략 속도 가 50 m/s 이상일 때 발생하

며, 원판 캐비테이터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같이 높은 속도에서

는 점성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vechenko, 

2001; Semenenko, 2001).

한편, 수면 아래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초공동에 대해서는 중력은 물론 대기와 물의 경계인 수면의 영향

을 무시할 수 없으며, Froude 수는 초공동 유동의 특성을 규정하

는 중요한 무차원수가 된다. Froude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는 중력가속도를, 은 물체의 특성 길이를 나타낸다.

 



                                            (12)

물체에 의해 발생하는 수면파와 이에 따른 유동의 교란은 

Froude 수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Froude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근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초공동 물체의 경우에는 물

체와 초공동을 포함한 전체 길이로 정의한 Froude 수를 사용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지만, 초공동의 길이는 초공동 유동 문

제의 해로부터 정해지므로, 편의상 (12)와 같이 물체의 특성 길

이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물체에서 발생하

는 초공동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은 Froude 수를 사용하여 수면

파 및 관련 유동을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원판 캐

비테이터의 초공동 유동에서는 통상 캐비테이터의 직경을 사용

하여 정의한 Froude 수가 20~30 보다 큰 경우에 중력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Savechenko, 2001).

(11)에서 기준 압력    로 치환하고, 잠김 깊

이 Froude 수를 (13)과 같이 정의하면, 캐비테이션 수와 잠김 깊

이 Froude 수의 관계를 (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3)

 












 






 
   (14)

위에서 는 대기 압력, 는 수면 아래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잠김 깊이를 나타낸다. 대기압과 캐비티 압력이 일정하다면 (14)

식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유입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상수로 

볼 수 있고,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할 때 캐비테이션 수()

가 잠김 깊이 Froude 수의 제곱(

)에 반비례함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에서 운동하는 물체에서 초공동(supercavity)이 발생

하는 경우로는 물체의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물체 주위의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서 자연 초공동(natural supercavity)이 형성

되는 경우와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캐비티 압력

이 기준 압력에 근접해서 환기 초공동(ventilated supercavity)이 

형성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면 아래에

서 발생하는 자연 초공동을 대상으로 고려한다.

실제 수중 환경에서 발생하는 초공동 유동에서 캐비테이션 수

를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는 유입 속도와 잠김 깊이이다. 잠긴 깊

이와 유입 속도가 달라지면 초공동 유동의 상사에 관계된 주요 

무차원수인 캐비테이션 수()와 Froude 수()는 물론 

Reynolds 수()가 함께 변하기 때문에 각 무차원수의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하기 어려우며, 이는 실제 환경에 상사한 조건에서 

초공동 유동에 대한 모형실험을 수행하고 캐비티 형상 및 유체력 

자료를 표준화하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Table 1은 하나의 변수를 고정할 때 주요 무차원수의 변화 여

부를 보여준다. 캐비테이션 수는 초공동 현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이지만 여기서는 초공동을 규정하는 변수로도 

취급하였다. 잠김 깊이를 고정할 경우에는 유입 속도가 변하면 

주요 무차원수가 모두 변하고, 유입 속도를 고정할 경우에는 잠

김 깊이에 따라 캐비테이션 수와 잠김 깊이 Froude 수가 변한다. 

또 캐비테이션 수가 동일하도록 잠김 깊이에 따라 유입 속도를 

대응하여 변화시킬 경우에는 캐비테이션 수를 제외한 다른 무차

원수가 함께 변한다. 한편, 어느 한 변수를 고정해도 잠김 깊이 

Froude 수는 변한다.

constraint    


=constant Variation Variation Variation Variation



=constant Variation Constant Constant Variation

=constant Constant Variation Variation Variation

Table 1 Variation of dimensionless parameters 

캐비테이터의 기본 형상인 원판이나 원뿔에서 발생하는 초공

동 유동은,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를 포함시키면, 축대칭성이 

깨어져서 결과적으로 3차원 유동이 되므로, 수치 계산 및 결과 

해석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은 웨지 각이 30°인 2차원 웨지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를 포함한 2차원 초공동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무한유체 유동의 수치해석 결과(Lee et. al, 

2013)와 비교, 분석하였다. 

2차원 초공동 유동에 미치는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를  체계

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첫째로, 잠김 깊이를 고정

하고 유입 속도를 변화시킨 경우, 둘째로, 유입 속도를 고정하고 

잠김 깊이를 변화시킨 경우, 마지막으로 캐비테이션 수가 동일하

도록 잠김 깊이에 따라 유입속도를 대응하여 변화시킨 경우에 대

한 수치해석 결과를 순차적으로 조사, 검토하였다. 



3. 이차원 웨지 초공동 유동

수면 아래에서 고속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초공동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기, 물, 수증기가 혼재된 유동

에 대한 수치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유체 모

델을 이용하여 혼상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대기와 물의 경계

인 수면을 유동 영역 내에 포함시켜서 비정상 난류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공기, 물, 수증기의 혼상유동에는 물과 공기 그리고 물과 수증

기 사이의 2가지 계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이 두 계면은 모두 자유 표면(free surface)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기와 접촉하는 물의 

계면을 ‘자유 표면’으로, 수증기와 물의 계면은 ‘캐비티 표면

(cavity surface)’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을 통해 구한 체적분율 분포로부터 체적분율이 0.5인 면을 물과 

기체의 계면으로 정의하였음을 밝혀둔다.

3.1 좌표계 및 격자계

Fig. 2 Coordinates and definition of 30° wedge

and supercavity

Fig. 3 Structured girds for 30° wedge under free surface

수치해석을 위한 좌표계와 초공동 형상의 정의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웨지 뒷날(trailing edge)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정수면

과 만나는 곳을 원점으로 잡고, 하류 방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

로, 연직 상 방향을 축의 양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또한, 정수

면에서 웨지 앞날(leading edge)까지의 수직 거리를 잠김 깊이

()로 정의하였다. 웨지 길이 


는 1 , 웨지 두께 는 

0.536 이고, 웨지 각 는 30°이며, 계산 영역의 유입 경계는 

30


, 유출 경계는 60


, 상부 경계는 정수면으로부터 20


, 

하부 경계는 웨지 중심을 기준으로 40


이다(Fig. 3).

3.2 잠김 깊이를 고정하고 유입 속도를 변화시킨 경우

2차원 웨지에서 발생하는 초공동의 수치해석을 위해서 먼저 잠

김 깊이를 10 로 고정하고, 캐비테이션 수는 0.15, 0.2, 0.3, 

0.4로 4개를 선정하였다. 잠김 깊이 10 는 초공동 어뢰의 운용 

수심을 참조하여 선택하였고, 기준 압력은 2기압 정도이다. 각 캐

비테이션 수에 대응되는 4개의 유입 속도는 31.4 ~ 51.3  

이고, Froude 수()는 13.69 ~ 22.36, Reynolds 수()는 

11.68×10
7
 ~ 2.75×10

7
, 잠김 깊이 Froude 수( )는 3.17 ~ 

5.18 이며, Froude 수와 Reynolds 수는 웨지 폭을 특성 길이로 사

용하여 정의하였다. 웨지 표면에서 떨어진 첫 격자점의 
는 240 

~ 330 이며(Choi & Kim, 2010), 격자수는 약 180,000개 이다.

Fig. 4 Changes of parameters by inflow velocities for a 

fixed submergence depth (=10 )

Fig. 4는 캐비테이션 수에 대응되는 유입 속도 및 다른 무차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유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캐비테이션 

수는 유입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고, Froude 수, 

Reynolds 수, 잠김 깊이 Froude 수는 모두 유입 속도에 선형적

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여기서, 캐비테이션 수가 작을수록 

Froude 수와 잠김 깊이 Froude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커지는 것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력과 자유표면의 영향에서, 주로 부력에 의한 캐비티 형상

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위치에서 캐비티 위, 아래 표

면의 중심점을 이은 선을 Fig. 5에 보인 것처럼 캐비티의 중심선

으로 정의하였다.

Fig. 5 Definition of cavity centerline

 

Fig. 6 Difference of cavity shape of 30° wedge due to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10 )

Fig. 6은 캐비테이션 수에 따른 캐비티 형상의 변화를 보여준

다. 중력과 자유표면을 포함시킨 경우와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에 

발생한 캐비티 형상을 비교하고, 각 캐비티 형상 옆에는 유동 조

건에 해당되는 무차원수를 표시하였다. 두 경우의 캐비테이션 수

와 Reynolds 수는 동일하고, Froude 수는 중력과 자유표면이 포

함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질수록 캐비티는 빠르게 

커진다. 캐비티가 가장 작은 경우(=0.4), 캐비티 꼬리의 형상으

로부터 캐비티 닫힘 과정에 비교적 강한 re-entrant jet가 발생함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두 경우의 차이로부터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에서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 때문에 캐비티 크기, 

특히 길이가 짧아지고, 캐비티 중심선이 꼬리 쪽으로 가면서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과 8에는 본 수치해의 캐비티 길이 및 두께를 무한유체 

영역의 수치해(Lee et. al, 2013) 및 선형이론해(Newman, 1977)

와 비교하였다.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 때문에 캐비테이션 수가 

0.15일 때, 캐비티 길이는 20% 이상 줄어들고, 캐비티 두께는 

10%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비테이션 수가 작을수록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로 인한 캐비티 길이와 폭의 감소율이 더 

크다. 이 때, Froude 수는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캐비티 크기

의 감소율이 더 커지는 본 연구의 결과는 Forude 수가 커질수록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통설과 맞지 

않는다. 

Fig. 7 Cavity length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10 )

Fig. 8 Cavity width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10 )

Fig. 9 Cavity drag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10 )



Fig. 9는 잠김 깊이가 10 로 일정할 때 초공동이 발생하는 

웨지의 항력 계수를 보여준다. 항력 계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

였으며, 이 식에서 는 웨지 단면의 항력이다.














                                      (15)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 때문에 캐비티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

든 것과 달리, 항력 계수는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보다 조금 크거

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3.3 유입 속도를 고정하고 잠김 깊이를 변화시킨 경우

Froude 수가 일정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초공동에 대해 조사하

기 위해  잠김 깊이 2   일 때 캐비테이션 수가 0.15 이도록 유

입속도를 39.8 로 고정하고 1 ~ 25 에서 잠김 깊이 11

개를 선정해서 초공동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roude 수()는 17.35 이고, 각 잠김 깊이에 대응되는 11개

의 캐비테이션 수는 0.128 ~ 0.435 이며, 잠김 깊이 Froude 수

(

)는 2.54 ~ 28.4 이다. Reynolds수는  1.87×10

7
 이고, 웨

지 표면에서 떨어진 첫 격자점의 
는 약 290 이며, 격자수는 

약 195,000 ~ 235,000 이다.

Fig. 10 Changes of non-dimensional parameters by 

submergence depth for a fixed inflow velocity (

=39.8 )

Fig. 10은 잠김 깊이에 대응되는 캐비테이션 수와 잠김 깊이 

Froude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식 (11)과 (12) 그리고 (13)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유입 속도를 고정한 본 경우에는 Froude 수가 

일정하고, 잠김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서 기준 압력이 낮아져서 

캐비테이션 수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며, 잠김 깊이 Froude 수는 

잠김 깊이의 제곱근에 반비례해서 빠르게 증가한다.

Fig. 11 Variation of cavity shape of 30° wedge by 

submergence depth for a fixed inflow velocity (

=39.8 )

Fig. 11은 잠김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생성된 초공동 형상을 

비교하여 보여주며, 각 잠김 깊이에 대응되는 캐비테이션 수와 

잠김 깊이 Froude 수를 함께 표시하였다.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

에는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짐에 따라서 캐비티 길이와 두께가 빠

르게 증가하는데, 유입 속도를 고정한 채 잠김 깊이를 변화시킨 

본 경우에는 캐비테이션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캐비티의 길이와 

두께가 증가하다가, 일정 깊이(3 ) 이하에서는 캐비테이션 수

가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캐비티 길이와 두께가 오히려 감소하는 

‘특이 양상’을 나타낸다.

Fig. 12와 Fig. 13을 살펴보면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 때문

에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 조건에서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에 비해

서 캐비티 길이가 짧고 두께는 얇은 것을 알 수 있다. 잠김 깊이

가 깊어짐에 따라서 캐비테이션 수가 증가하고 캐비티 크기는 무

한유체의 경우에 접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잠김 깊이가 작아지

면 캐비티 길이와 두께는 점점 더 커지고, 3.2절의 경우처럼 캐

비테이션 수가 작을수록 캐비티 크기의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난

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3.2절과 달리 Froude 수가 고정되어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잠김 깊이가 10   이상에서는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와 캐비

티 크기의 차이가 10% 이내지만, 10   이하(≤0.25)가 되면 

그 차이가 커져서, 잠김 깊이가 1 일 때, 캐비티 길이는 70% 

이상, 두께는 약 30% 작다. 한편, 잠김 깊이가 깊고 캐비테이션 

수가 클 때, 캐비티 길이비의 변화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정상 

상태로 수렴하지 않고 변동하는 수치해의 평균을 취하면서 발생

한 문제이다. Fig. 11에서 잠김 깊이 25  일 때, 캐비티의 비

대칭 형상은 이러한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잠김 깊이가 3  이하( ≤  0.16)로 작아지면 캐비테이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캐비티 크기가 오히려 작아지는 현상

이 나타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특이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 또

는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3.4절로부터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3.4 절의 결과는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 조

건에서 잠김 깊이가 얕아지면 잠김 깊이 Froude 수가 급격히 증

가하고, 캐비티 길이는 잠김 깊이 Froude 수의 역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특히 수면에 아주 가까이 근접함에 따라서 캐비티 길

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면에 가까이 근

접하여 잠김 깊이가 작을 때 나타난 ‘특이 양상’은 캐비테이션 수

가 감소하여 캐비티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보다 잠김 깊이가 얕아

지면서 캐비티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더 강해서 결과적으로 캐

비테이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캐비티 길이가 줄어

드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12 Cavity length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39.8 )

Fig. 13 Cavity width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

=39.8 )

이와 같이 수면에 아주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캐비테이션 수

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로 인해 초공동의 

크기가 급격히 작아지는 ‘특이 양상’은 캐비테이터의 성능 추정 

및 형상 설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Fig. 14 Cavity drag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

=39.8 )

Fig. 14는 웨지의 항력 계수를 보여준다. 자유표면이 없는 경

우와 거의 동일한 값과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다가, 캐비티 크기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잠김 깊이(3 ) 이하가 되면 항력 

계수가 빠르게 감소한다. 자유표면에 가까이 근접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항력 계수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캐비티의 ‘특이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초공동의 길이 및 두께가 크게 줄어들고 캐

비티 형상이 달라져 웨지 경사면의 압력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

다. 조건은 다르지만, Fig. 22로부터 초공동 웨지가 수면에 가까

이 근접할 때, 웨지 경사면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5 Change of free-surface elevation with submergence

depth for a fixed inflow velocity (=39.8 )



Fig. 15는 속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잠김 깊이에 따른 수면의 

변화를 보여준다.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수면이 더 높이 상승하

다가 잠김 깊이가 1   이하로 매우 얕아지면 수면이 천천히 하

강한다. 특히 잠김 깊이가 얕은 경우, 수면 상승은 캐비티 윗면 

형상과 거의 일치하며 그 최고점은 캐비티 길이 중앙 부근에 위

치하고 수면에 근접함에 따라서 조금씩 앞쪽으로 이동한다.

3.4 캐비테이션 수를 고정하고 

잠김 깊이를 변화시킨 경우

초공동 유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인 캐비테이션 

수와 다른 무차원수의 영향을 분리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0.2 ~ 

100   범위에서 잠김 깊이 14개를 선정하고, 잠김 깊이에 따라

서 유입 속도를 36.7 ~ 120 로 변화시켜서 캐비테이션 수

가 0.15로 고정되도록 하였다. 유입 속도에 따라서 Froude 수

()는 16.01 ~ 52.34 이고, 잠김 깊이 Froude 수(

)는 3.83 

~ 26.2 이다. Reynolds수는 1.73×10
7
 ~ 5.65×10

7
이고, 웨지 

표면에서 떨어진 첫 격자점의 
는 290 ~ 400이며, 격자수는 

약 205,000 ~ 230,000개 이다.

Fig. 16 Changes of parameters with submergence depths 

for a fixed cavitation number (=0.15)

Fig. 16은 잠김 깊이에 대응되는 유입 속도 및 주요 무차원수

의 변화를 보여준다. 초공동 웨지가 수면에 가까이 접근하여 잠

김 깊이가 작을수록, 유입 속도, Froude 수, Reynolds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잠김 깊이 Froude 수는 잠김 깊이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잠

김 깊이가 깊어질수록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가 감소하여 초공

동 유동이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에 접근할 것이다. 

Fig. 17은 잠김 깊이 별로 생성된 초공동 형상을 비교하여 보

여준다. 잠김 깊이가 20   이상, 즉 Froude 수가 대략 27 이상

이면 잠김 깊이에 따른 캐비티 형상 및 크기의 변화가 매우 작다. 

잠김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서 캐비티 길이와 두께가 감소하며, 

자유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캐비티 길이 및 두께가 더 빠르게 감소

하여 수면에 가장 가까운 잠김 깊이인 0.2 에서 초공동의 길

이와 두께가 가장 짧고 얇다.

Fig. 17 Variation of cavity shape of 30° wedge with 

submergence depth for a fixed cavitation number (=0.15)

Fig. 18과 19를 살펴보면 중력과 자유표면의 영향으로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 조건에서 캐비티 길이와 두께는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 보다 모두 짧고 얇아지며, 잠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캐

비티 길이와 두께는 무한유체 유동의 값에 접근한다.

잠김 깊이 10 에서는 캐비티 길이가 무한유체 유동에 비해 

20% 이상 짧아지고, 두께는 약 10% 이상 얇아진다. 잠김 깊이

가 얕아짐에 따라서 캐비티 길이와 두께가 빠르게 감소해서, 잠

김 깊이 1 에서는 캐비티 길이는 무한유체 유동의 1/3, 캐비

티 두께는 2/3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로부터 수면에 가까이 근접

한 경우에는 중력과 자유표면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캐비테

이터의 성능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김 

깊이가 20   이상이면 캐비티 길이와 두께가 무한유체 유동의 

값에 점근하며, 길이는 10% 이내, 두께는 5% 이내의 차이를 나

타낸다.

Fig. 20은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 조건에서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 때문에 잠김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서 웨지의 항력 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잠김 깊이가 10   이상이면 항력 계

수는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값을 갖는다.



Fig. 18 Cavity length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0.15)

Fig. 19 Cavity width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0.15)

Fig. 20 Cavity drag of 30° wedge with gravity and free 

surface effects (=0.15)

(a) shallow submergence depth (h=1m)

(b) medium submergence depth (h=10m)

Fig. 21 Streamlines and pressures of cavity flow region 

under free surface (=0.15)

Fig. 21은 잠김 깊이 1와 10일 때, 웨지 초공동 유동의 

유선과 압력계수를 수면에 가까운 영역에 대해 가시화 한 것이

며, 압력계수는 (16)과 같이 정의하였다.









 
,    







 

                 (16)



잠김 깊이에 따라 수면과 초공동 사이 유선의 곡률과 수직방

향 압력구배의 차이가 크다. 잠김 깊이가 1 인 경우에는, 깊이 

10 에 비해 수면 쪽 웨지 경사면의 압력은 낮아지며, 아래쪽 

경사면 압력은 높아지고 정체점이 머리 부근에 형성되어 양력과 

head-up 모멘트가 발생한다.

현재로서는 수면에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서 캐비티 길이가 급

격히 짧아지는 현상의 메커니즘과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

지만, 대기압이 작용하는 수면과 증기압이 작용하는 초공동 캐비

티 윗면 사이 아치형 유선의 곡률이 커지고 유선의 수직 방향으

로 큰 압력구배가 작용하여 캐비티 닫힘을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평판 초공동 유동에 대한 해석 결

과(Faltinsen & Semenov(2008)의 Fig. 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Fig. 22는 수면 상승을 보여준다. 잠김 깊이에 따라 유입 속도

가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변화는 속도가 일정한 경우인 

Fig. 15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잠김 깊이가 얕은 경우, 캐비티 

윗면의 유선 형상과 거의 동일하게 수면이 상승하여 아치형 유관

을 형성한다.

Fig. 22 Change of free-surface elevation with 

submergence depth for a fixed cavitation number (=0.15)

Fig. 23 Variation of cavity length with Froude number

캐비테이션 수가 0.15로 고정된 조건에서 잠김 깊이에 따른 

캐비티 길이와 두께 그리고 항력계수의 변화를 Froude 수를 변

수로 하여 Fig. 23에 나타내었다. 또 잠김 깊이를 10 로 고정

한 3.2절의 캐비티 길이도 함께 나타내었다.

Froude 수가 대략 30 보다 커지면 캐비티 길이와 두께는 무한

유체 유동의 값에 점근하며, 이는 원판 캐비테이터의 초공동에서 

Froude 수가 20 ~ 30 이상 일 경우, 중력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는 통설(Savechenko, 2001)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항력계수

는 Froude 수가 20 이상이면 무한유체 유동의 값과 동일하다.

Froude 수 16 ~ 30인 영역에서 캐비티 길이와 두께는  

Froude 수가 작아짐에 따라서 빠르게 감소한다. 잠김 깊이를 10 

로 고정한 경우에도 Froude 수가 작아짐에 따라서 캐비티 길

이와 두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이는 캐비

테이션 수의 증가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다. 또한 유입 속도가 

39.8 로 일정한, 즉 Froude 수가 17.35로 고정된 3.3절의 

결과 역시 자유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한 초공동 캐비티의 길이와 

두께의 변화를 Froude 수에 연관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5 잠김 깊이 Froude 수

캐비테이션 수를 0.15로 고정시킨 경우의 캐비티 길이와 두께 

그리고 Froude 수를 17.35로 고정시킨 경우의 캐비티 길이를 잠

김 깊이 Froude 수를 변수로 하여 Fig. 24에 나타내었다. 수치해

로부터 구한 캐비티 길이를 표시한 심볼 부근의 괄호 안 두 숫자

는 전자의 경우, 잠김 깊이()와 Froude 수, 후자의 경우, 잠김 

깊이()와 캐비테이션 수이다.

Froude 수가 고정된 경우의 캐비티 길이가 잠긴 깊이 Froude 

수가 큰 영역에서 캐비테이션 수가 고정된 경우의 캐비티 길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수면에 가까이 근접하면 캐

비티 길이가 잠긴 깊이 Froude 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4 Variation of cavity length with submergence-depth

        Froude number



또 잠김 깊이가 3   이하 일 때, 캐비테이션 수가 감소함에

도 불구하고 캐비티 길이는 오히려 작아지는 ‘특이 양상’ 역시 잠

김 깊이 Froude 수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캐비테이션 수가 0.15로 고정된 경우의 결과는 캐비티 길이와 

두께가 잠김 깊이 Froude 수에 역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을 보여

준다. 캐비티 길이와 두께를 잠김 깊이 Froude 수의 함수로 근사

하여 Fig. 24에 표시하였으며, 근사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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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은 웨지 각 30°인 2차원 웨지에 대해 캐비테이션 수가 

0.15인 조건에서 도출된 근사식에 불과하지만, 더 큰 함의를 갖

는다. 즉, 초공동 영역의 캐비테이션 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17)

과 같은 근사식을 도출한다면, 캐비테이션 수만을 변수로 하는 

경험식을 사용해서 추정한 무한유체 유동에 대한 초공동 캐비티

의 길이와 두께로부터, 중력과 자유수면의 효과를 고려한 잠김 

깊이에 따른 초공동 길이와 두께를 잠김 깊이 Froude 수만을 변

수로 하는 근사식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  론

수면 아래에서 발생하는 초공동 유동에 미치는 중력과 자유표

면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30° 웨지에서 발생하는 2차원 초공

동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잠김 깊이와 유입 속도

를 변화시켜 계산된 캐비티의 길이와 두께 그리고 웨지 항력을 

무한 유체 유동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중력과 자유표면이 초공

동 유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 때문에,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 

조건에서,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에 비해 캐비티 길이는 짧아지고 

두께는 얇아진다. 한편, 물체의 항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Froude 수가 커질수록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는 감소

하고, Froude 수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무한 Froude 수 또는 무한유체 유동의 경우로 

점근한다.

셋째, 수면에 가까이 접근하여 잠김 깊이가 매우 얕아지면 캐

비테이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공동 캐비티의 길

이가  짧아지고 두께가 얇아지는 ‘특이 양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캐비테이션 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초공동 캐비티

의 길이는 잠김 깊이 Froude 수에 반비례하여 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초공동 수중운동체가 수면 가까이에서 운용되

는 경우에는 중력과 자유표면의 효과를 고려해야만 성능을 정확

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원판 및 원뿔 캐

비테이터 형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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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pplicability of Lagrangian Particle Method to Flui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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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s of analyzing fluid flow problems are divided into two distinctive methods in accordance with viewpoint. First one is Eulerian 
viewpoint that focuses the flow at a fixed spatial point as time passes. The other one is Lagrangian viewpoint in which observer follows a 
fluid particle through space and time. Presently, Eulerian approach is more widely used in field of continuum mechanics including fluid 
mechanics. However, this approach has some difficulties in treating with highly nonlinear or/and extremely transient problems such as 
slamming or sloshing that keen interests are being paid on than ever in ship hydrodynamics. In the present preliminary study,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based upon Lagrangian approach is introduced in attacking those flow problems. Generally, the 
SPH method employs an additive term of weak compressibility in Continuity equation in order to obtain velocity and fluid density with 
explicit time marching scheme. Also, pressure is directly obtained from density by using the equation of state which is frequently used in 
field of chemistry. However, this method has some drawbacks such as unphysical pressure fluctuations and unrealistic behaviors of fluid 
particles.  In this study, such WCSPH(Weakly Compressible SPH) associated drawbacks are discussed in detail. Besides, 
ISPH(Incompressible SPH) method is considered based on fully incompressible fluid assumption. 
 
Keyword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전산유체역학), Numerical analysis(수치해석), Particle method(입자법), 비압축성(Incombressibility),

Lagrangian approach(라그란지안 접근법)  
 

1. 서 론 
 
 유체유동 해석은 유체를 검사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공간적인 유동분포의 시간 
변화를 고정된 위치에서 보는 Eulerian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체 입자의 거동을 일일이 추적하면서 보는 Lagrangian 
방법이다. 이 중에서 Eulerian 방법은 현재 전산 유체 해석 
분야에서 폭 넓게 쓰이고 있으며, 다수의 상용 소프트웨어들 
또한 이 방법을 기본으로 개발되어 왔다. 한편, 통상 mesh 
system을 사용하는 Eulerian 해석법은 slamming 현상과 같이 
비선형성이 강한 문제나 짧은 시간에 큰 변형을 보이는 문제 
등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계산의 수렴성과 정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한 비선형성을 
갖는 유동문제 해석의 첫 단계로서, Lagrangian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입자법 중의 하나이며 천체물리학과 고체역학, 

유체역학 분야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SPH법을 
기반으로 하여, 연속방정식에 가상의 약압축성을 추가해 
양해법으로 해석하고 압력은 별도의 상태방정식으로부터 
추정하는 WCSPH(Weakly Compressible SPH)법을 이용한 
문제들을 다뤄 보았다. 이를 이용해 몇 가지 문제들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비물리적인 현상들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유체를 
SPH법으로 해석하되 완전한 비압축성유동으로 가정하고 
압력을 속도와의 연성을 통해 음해법으로 해석하는 
ISPH(Incompressible SPH)법에 접근하게 되었다. ISPH법의 
경우 WCSPH법보다 개선된 결과를 이끌어주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 더욱 적합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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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등에서 나타나는 

강한 비선형성을 동반하는 유체유동해석을 위해 SPH법 중 
하나인 WCSPH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압력의 시간 변화가 매우 비합리적인 진동거동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이는 유체밀도와 압력간의 관계식인 상태방정식을 
도입한 결과, 아주 작은 밀도의 오차가 현저한 
수준의 압력오차를 유발하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 유체입자가 물체표면을 관통하고, 특히 물체 표면 
근처에서 입자 분포의 균일성이 상실되는 등 계산 
기법 상 커다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4) 매우 강한 비선형 유동 문제에 있어, 인공비압축성의 
도입은 계산의 편의성에는 기여하지만, 계산의 
정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종합적인 검토결과, 계산상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유체 비압축성을 전제로 하는 비압축성 
SPH법의 도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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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 랑에 의한 이블보호공법의 수리학  거동특성

Hydraulic  Behavior Characteristics of Submarine Cable Protection Methods 

Considering Shallow Water Wave

김홍진 ․ 최진휴 ․ 김 호 ․ 류청로(부경 학교)

연안역 해양에 지에 한 개발과 그 활용에 한 심이 두되고 있는 가운데 표 인 해양에 지

의 활용은 기에 지로의 발 이다. 이러한 발 기술은 그 효율과 경제성 향상을 해 지속 인 투자와 

기술발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 된 기에 지의 송 , 특히 천해역 송 선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연구는 발 시스템에 한 연구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천해역에 설치된 송 선로에 작용하는 해요소는 인 인 요소와 자연 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자연 인 요소는 랑, 흐름 등과 같은 외력 인 요소이고, 인 인 요소는 선박의 투묘, 양식장의 

계류삭 등이 표 인 해요소이다. 이러한 해요소에 한 송 선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보호

공법을 실시하며, 경성공법과 연성공법이 있다.

경성공법은 A-duct, W-mattress와 같은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송 선로의 보호이며, 그 규모와 형상

에 따라 기능성과 안정성의 차이를 보인다. 연성공법이 경우 Rockberm, Stonebag과 같은 1차 인 외력

에도 비교  유연하게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공법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경성공법과 연성공법

의 혼합형인 하이 리드형 보호공법은 FCM(Flexible Concrete Mattress)과 같이 변형이 가능한 콘크리트 

매트를 상으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보호공법 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성공법인 A-duct, 그리고 연성

공법인 Stonebag과 Rockberm의 총 세 가지 형식에 한 수리학 인 안정성을 검토하 다.

안정성검토를 해 작용하는 외력조건은 우리나라 송 선로가 설치된 천해역의 주요 2개 수심(DL(-) 

20 m, DL(-) 12.5 m)을 용하 으며, 입사 랑의 제원은 본 연구의 목 이 상 보호공법의 수리학  

특성을 악하는데 있으므로, 랑의 재 성을 주요 고려요소로 용하 다. 실험은 높이 1.0m, 폭 1.0m, 

길이 35.0m 수조에서 실시하 으며, 실험 의 주기는 0.7 sec ~ 2.3 sec범 로 조 수로에서 재 성이 높

은 주요 주기를 용하 다. 형경사(H/L0)는 0.001에서 0.028의 범 를 가지며, 고는 각 주기에서 수

렴하는 조건까지 조 하여 실험 랑을 용하 다.

보호블록은 작용하는 랑에 법선방향(90˚)을 기 으로 사선(45˚), 평행(0˚)조건의 세 가지 교차각에 

해 검토하 고, 질의 표입경(d50)이 0.18 mm의 세사를 이용하여 구조물주 에 발생하는 세굴  평

형단면에 해 분석하 다. 실험의 지속시간은 태풍의 지속시간을 기 을 3시간에 해 검토하 으며 규

칙 랑과 불규칙 랑에 해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랑의 경우 천해역 보호블록이 설치되는 해역이 

부분 쇄 이므로 랑에 의한 면 향이 크게 발생한다. 불규칙 랑의 Hmax/H1/3은 1.2에서 2.2의 

범 를 보 다. 실험결과 경성공법인 A-duct의 경우 규모와 량의 향으로 본 실험수심에서는 안정한 

결과를 보 으나, 쇄 에 의해 직 인 에 지가 작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 으며, 피해가 발생하는 

조건부터는 격한 피해(활동)증가가 발생하 다. 연성공법인 Stonebag의 경우 량증가와 다공질의 향

으로 부분의 랑조건에 안정 인 경향을 보 으며, Rockberm의 경우 상부 피복석 일부가 고증가에 

따라 일부 이탈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기술진흥원의 “천해역 보호블록 평가지침 개발”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해 이블 보호덮개의 앵커 충돌 수치 시뮬 이션

Numerical Simulation of Undersea Cable Protective Cover under Anchor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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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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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  특징으로 각 섬의 원  통신 설비를 연결하는 해  이블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해  이블의 설치지역  인근해역들은 선박의 항행이 많아 앵커에 의한 해  이블의 손상 험

이 큰 지역이다. 제주-진도간 해 이블 사고이후 기존의 콘크리트 매트리스를 체할 새로운 콘크리트 보호 구조

물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해  이블 설치 지역의 해양학  조사, 앵커 등의 외부 인자 등을 고려한 보호구조

물의 배치 연구가 이루어졌다(안승환 등, 2009; 정재진 등, 2007). 그리고 컴퓨터 시뮬 이션을 이용한 아치형 

보호구조물과 rock-berm의 앵커 충돌 수치해석이 수행되었다(우진호 등, 2009; 우진호 등, 2014). 보호구조물 

가운데 콘크리트 보호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형상과 충돌체의 종류에 따라 충돌 응답이 달라진다. 따라서 

콘크리트 보호구조물의 경우 충돌해석을 수행하여 각 구조물이 가지는 충돌 특성을 충분히 악해야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앵커의 충돌에 한 콘크리트 보호구조물 의 하나인 해 이블 보호덮개의 충돌특성

을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해  이블 보호덮개의 앵커충돌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으며, 동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NSYS AUTODYN을 이용하여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 다. 충돌체인 앵커는 선

박에 사용되는 스톡앵커와 스톡리스앵커의 두 종류를 사용하 다. 충돌체와 충돌속도(1, 3, 5 m/s)에 따른 콘

크리트 보호구조물의 충돌 응답을 얻었으며 이를 비교하 다. 

2. 유한 요소 모델링

2.1  앵커 모델링

일반 으로 해 이블 보호구조물의 경우 수  착 형 구조물이므로 선박의 항행과 어로활동에 이용되는 

장비들이 주요 해요소들이다. DNV(2010)에 따르면 앵커에 의한 충돌 손상과 풀오버 손상(pull-over damage)

이 발생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앵커를 상으로 충돌해석을 수행하 다. 

앵커는 스톡앵커와 스톡리스앵커가 사용되었다. 시뮬 이션 상의 앵커는 KS V 3311(2012)의 앵커의 치수를 

기 으로 4  쉘(shell)요소로 모델링하 다. 한 앵커의 손상이 콘크리트에 비해 미소할 것으로 단되기 때

문에 강체로 가정하 다. 모델링된 스톡앵커와 스톡리스앵커는 Fig. 1 (a), (b)와 같다. 앵커의 모델링에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앵커의 충돌속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1, 3, 5m/s의 충돌속도가 고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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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ock anchor    (b) stockless anchor

Density (kg/m3) Young’s modulus (GPa) Poisson ratio ν

7850 210 0.292

2.2 해저케이블 보호덮개

해 이블 보호덮개는  특허 등록된 해 이블 보호덮개(윤계상 등, 2009)를 기 으로 Fig. 2과 같이 모델링하

다. 해 이블 보호덮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이며, 아치구조로 보호공과 이블이 이격되어 기존의 콘크리트 

매트리스 형태의 보호공에 비해 앵커에 의한 이블의 직 인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충돌에 의해 보호덮개에 발생하는 응답  손상을 알아보았다. 앵커의 충돌부는 Fig. 2와 같이 보호공의 앙

부로 선정하 다.

콘크리트 보호구조물의 경우 괴를 정확히 측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확한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재료모델의 선택은 콘크리트의 충돌해석에서 아주 요한 역할을 한다. 

재료모델은 RHT 콘크리트 모델을 고려하 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35MPa이다. 

2.3 콘크리트 재료모델

RHT 콘크리트 모델은  고속충돌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모델이다. 재료의 강도 시험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에 콘크리트의 재료상수를 입하여 재료모델을 구성한다. 일반 인 콘크리트의 경우 인장에는 민감

하지만 압축력의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의 강도가 증가하는 상이 발생한다. RHT 콘크리트 모델은 이러한 콘크리

트의 특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괴면, 탄성 역과 잔류 강도로 나 고 콘크리트의 항복응력과 재료의 도를 

가지고 재료의 상태를 별한다.

Fig. 1. Anchor modellings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nchor 

 Fig. 2. Modelling of undersea cable protective cover



(a) Max. von-Mises stress   (b) Max. vertical displacement

(a) Max. von-Mises stress   (b) Max. vertical displacement

RHT 콘크리트 모델의 경우는 P-α상태방정식, RHT 강도 괴 방정식과 변형률 손상 기 을 사용한다.   사용된 

괴 방정식, 그리고 기하학  변형률 손상기 이 사용된다. P-α상태방정식은 높은 압력하의 콘크리트의 동 환

경의 묘사가 탁월하고 낮은 압력의 압축 환경의 묘사에도 상당한 근성을 나타내는 장 이 있다. (Tham, 

2005). 

3. 충돌 해석 결과 

충돌해석 결과를 얻기 해 총 5개의 측정 (gauge point)을 선정하여 응답을 획득하 다. 앵커의 충돌 치에 수

직으로 100mm 간격으로 P1~3의 측정 을 선정하 으며 충돌부에서 z-방향으로 0.3 m(P4), 1 m(P5)에 추가 으로 

두 개의 측정 을 두어 충돌부와의 거리에 따른 응답을 알아보았다.  

Fig. 3과 4의 (a)와 (b)는 충돌 속도의 변화에 따라 충돌부에서 발생하는 최  von-Mises 응력과 최  수직변 를 

나타낸다.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최  응력는 80.858 MPa, 최 변 는 28.18 mm로 스톡앵커가 5m/s의 속도로 충돌

하는 경우이다. 체 으로 스톡앵커의 경우 모든 충돌속도에 하여 스톡리스 앵커에 비해 큰 응답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으로부터 충돌체가 스톡앵커인 경우 충돌부에서 치가 멀어질수록 응력과 변 가 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Fig. 4의 스톡리스앵커의 결과는  1 m(P5)의 경우만 응력과 변 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돌체의 형상과 련이 있다. 스톡앵커의 경우 하부가 둥 고 작은 형태임에 반해 스톡리스앵커의 경우 

하부가 평편한 사각형 형태이다. 따라서 스톡앵커의 경우 충돌부에 응력과 변 가 집 되는 상이 발생하고 스톡

리스앵커의 경우 P1~P4에 걸쳐 유사한 응답을 나타낸다. 

Fig. 5는 충돌속도가 5m/s인 경우 보호덮개에 발생하는 손상을 도시한 것이다. 앵커의 종류에 따라 손상범

와 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스톡앵커의 경우 충돌부에 손상이 집 되는 반면 스톡리스앵커의 경우 

상부와 보호덮개의 측면에 손상이 발생한다.

Fig. 3. Responses of stock anchor collision 

Fig. 4. Responses of stockless anchor collision 



(a) stock anchor    (b) stockless anchor
Fig. 5. Damage contour of undersea cable protective cover (collision velocity: 5m/s).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 이블 보호덮개의 충돌 응답을 알아보기 해 앵커의 충돌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충돌체

의 종류(스톡앵커, 스톡리스앵커)와 충돌속도(1, 3, 5m/s)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하 다.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충돌속도가 증가할수록  체 으로 응력과 변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앵커의 종류

에 따라 보호덮개에 발생하는 응답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톡앵커와 같이 충돌부가 좁은 형태인 경우 응답

(응력, 변 )이 크게 발생한다. 한 손상 결과로부터 앵커의 종류(형태)에 따라 손상범 와 손상의 발생 치가 달라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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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im angle of 0°

(b) Trim angle of 12°
Fig. 1 Instantaneous streamlines for different trim angles

 

형 이슨 단독 인 시 정수  항 특성에 한 수치 시뮬 이션

Numerical Simulation of Resistance Characteristics on Huge Caisson Towed 

solely in Calm Sea

김성오1, 박종천2, 황성철3, 박창욱4, 강윤구5

이슨은 교량이나 방 제 같은 수  구조물의 

기 가 되는 구조물로서 주로 육상에서 제작된 

후 운반된다. 최근에는 항만 시설이  형화 

되고 수심이 비교  깊은 곳에 방 제를 효과

으로 설치하기 하여 형 이슨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 으로 5000톤  이상 형 이슨은 

F/D(Floating Dock)선을 이용하여 인이 가능하

지만, 실 으로 형 F/D선의 공 수량에 제한

이 있어 이슨을 장거리로 이송할 경우에는 공

사일정에 차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 이슨의 장거리 이

송시 F/D선을 이용하는 신 인선에 의해 단독

으로 인할 경우를 가정하고 정수  항추정을 

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 이슨의 다양한 트림

자세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인시 항

을 감할 수 있는 최 의 트림각을 도출하 다.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형 이슨의 

트림자세에 따른 항특성과 유동장의 물리 인 

특성과의 한 연 성에 하여 토론하 다.

Fig. 1은 이슨의 트림자세에 따른 순간 유선 

 자유표면 형분포를 나타내며, 트림각에 따른 유동장의 물리 인 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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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수실 이슨 방 제에 작용하는 력 계측 비실험

Preliminary experiments for the measurement of wave forces acting on the 

double-chamber porous caisson breakwater

오상호, 지창환, 장세철, 오 민, 이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근 수심 지역에 항만구조물 건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설계외력도 이에 동반하여 커지게 되면서 

경사제보다는 직립제가 더 많이 채택되고 있다. 특히 항만의 외곽시설  안시설은 부분 유공 이슨 

방 제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유수실 수가 2개인 이  유수실 이슨 방 제도 용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유수실 이슨 방 제는 우리나라의 항만  어항 설계기  는 해외 설계기

에 설계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 조 수조 내에 설치된 이  유수실 

이슨 모형 방 제에 작용하는 력을 각각 계측하 으며, 주요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Fig. 1 실험장면

    

Fig. 2 이중유수실 케이슨 전면벽, 중간벽, 후면벽에 작용하는 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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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구조물 면의 연  정  수리실험

Precision Hydraulic Experiment of Stem Waves in front of Vertical Wall

신충훈1, 이종인2, 김 택3, 윤성범4

Choong Hun Shin1, Jong In Lee2,  Young Taek Kim3 and  Sung Bum Yoon4

1. 서론

방 제와 같은 직립구조물에 랑이 작은 각도로 경사지게 입사하면 구조물을 따라 진행하는 연 (stem wave)가 

발생하게 된다.  연 는 입사 와 반사 의 비선형 상호작용으로 인해 방 제 면을 따른 고가 입사 고의 2배를 

심으로 변동하는 선형 와는 다르게 일률 으로 일정한 고로 근해간다. 연  상은 Perroud(1957)의 직립벽

에 한 고립 (solitary wave)의 반사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다. 입사 와 직립벽이 이루는 각도가 45°보다 작을 때 

입사 , 반사 , 직립벽을 따라 진행하는 연 가 존재함을 발견하 다.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 상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연 상에 한 연구는 고립 에 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Berger and 

Kohlhase(1976)는 수리실험을 통해 규칙 (monochromatic wave)의 경우에도 연 가 존재함을 밝혔다. 그러나 규

칙 에 의한 연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Yue and Mei (1980) 와 Yoon and Liu (1989)는 비선형 포물

형근사식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규칙 에 의한 연  특성을 입증하 다. 규칙  조건에서의 연 특성에 한 

연구는 비선형이 큰 규칙 를 실험실에서 발생시키기가 쉽지 않아 수치실험을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랑의 비선형성(nonlinearity)에 따른 규칙 의 연 특성을 확인하고자 직립구조물에 의한 연 발

생특성을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2. 수리실험

2.1 실험시설 및 장비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3차원 조 수조에서 수행하 다. 수조의 길이는 42m, 폭 36m, 높이 1.05m이고 실

험에 사용된 조 기는 규칙 , 일방향 불규칙 , 다방향 불규칙 의 조 가 가능한 사형(snake-type)조 기이다. 조

기의 체폭은 30m이고, 조 기는 60개의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서보피스톤식이다. 조 기는 최 수심 

0.7m, 최 재 고 0.3m, 재 주기 0.5sec~3.0sec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본 실험은 용량식 고계(Kenek CHT4-60)

를 사용하여 실험  설정  고계측을 하 다. 고계의 길이는 0.6m이고, 측정범 는 0~±30cm이다. 

2.2 실험영역 및 실험조건
랑의 비선형성에 따른 규칙 의 연 특성을 확인하고자 다방향 조 수조 내에 24m의 직립구조물을 설치하

다. 구조물에 의한 반사 를 히 소 시키기 해 조 기 반 편의 수조벽에 1:20 경사의 쇄석을 배치하여 반사

를 제어하 으며, 조 기 후면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 시설을 설치하여 주 기 후면에서 발생하는 랑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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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 양측벽면에 의한 반사 를 제어하기 해 조  수조의 좌우측면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 시설과 쇄석

을 설치하 다.

직립구조물 모형은 조 기 면으로부터 5m, 조 기 측면으로부터 3m 떨어진 치부터 설치하 으며, 조 기 

문으로부터 일정구간동안 불투수성 유도 을 설치하여 조 기에 의해 발생된 랑을 유도하고, 조 기 후면으로부

터 발생된 반사 가 실험 역내에 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 다. 다음 Fig. 1은 실험 역  모형설치 개념도를 나

타낸 것으로 는 직립구조물과 입사 가 이루는 각이다. 수리모형실험에서 사용된 직립구조물 모형은 아크릴재질

로 제작하 으며, 모형의 체 길이는 24m, 모형의 폭과 높이는 0.6 m로 실험시 랑에 의해 직립구조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모형 내부에 쇄석을 채워 량을 확보하 다. 실험에 용된 수심()은 0.25m이고 실험에 용된 입사 의 

조건은 다음 표 1과 같다. 입사 는 주기() 0.7sec인 경우에 고()는 0.9cm와 3.6cm, 주기()1.1sec인 경우에 

고()는 1.8cm와 7.2cm를 사용하 다. 입사 의 비선형성은 Ursell number()로 나타냈으며, 실험에 사

용된 입사  조건은 실험시 쇄 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직립구조물과 입사 가 이루는 각()은 10°, 30°이다. 

Fig 1. Schematic sketch of wave basin and model setup.

Table 1. Incident wave conditions.

No.     
nonlinearity

(Ursell number)
case1 0.7s 0.744m 0.9cm

10°
30°

0.25m

0.32
case2 3.6cm 1.28
case3 1.1s 1.485m 1.8cm 2.54
case4 7.2cm 10.16



직립구조물과 경사입사 에 의해 발생되는 연 는 직립구조물을 따른 방향(x 방향)과 직립구조물의 직각방향(y 

방향)으로 계측을 하 으며, 직립구조물을 따른 고는 제체 면에서 5cm 떨어진 치에서 계측하 다. CASE 1, 2

인 경우, 구조물 면을 따른 고는   ∼구간을 0.2m 간격으로 계측하 으며, CASE 3, 4인 경우에는 

  ∼구간을 0.4 m 간격으로 계측하 다. 그리고 CASE 1, 2인 경우,    인 지 에서 0.1m 간격으로 

구조물과 직각방향으로 고를 계측하 으며, CASE 3, 4인 경우,    인 지 에서 0.2m 간격으로 구조물과 직

각방향으로 고를 계측하 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a) along the vertical wall 

(b) along a line perpendicular to the vertical wall
Fig 2. Relative wave heights for case1 and case2.

(a) along the vertical wall 

(b) along a line perpendicular to the vertical wall
Fig 3. Relative wave heights for case3 and case4.



연 특성 검토를 한 고는 후반부 동안의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상향교차(zero-upcrossing)법으로 분석하

다. Fig. 2는 case1과 case2 조건에 해 직립구조물 면을 따른 방향의 상 고()와 직립구조물의 직각방

향을 따른 상 고를 입사각()별로 도시한 것이다. Fig. 3은 case3과 case4조건에 해 직립구조물 면을 따른 방

향의 상 고와 직립구조물의 직각방향을 따른 상 고를 입사각별로 도시한 것이다. 직립구조물 면을 따른 상

고를 살펴보면 상 고가 2이상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입사각이 큰 경우(  ) 상 고가 2에 도달

하는 상 거리가 짧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사각이 작고(   ), 입사 의 비선형성이 큰 경우(case2, case4)에

는 직립구조물 면을 따른 상 고가 1.5로 근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립구조물의 직각방향의 상 고를 도

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입사각이 작고, 입사 의 비선형성이 큰 경우(case2, case4)에 연 의 폭(stem width)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사각이 큰  경우에는 연 의 폭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복 의 형태가 나타났다.

4. 결론

직립구조물에 경사지게 입사한 랑이 직립벽을 따라 진행하면서 고가 증폭되는 상은 직립방 제의 높이 결

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랑의 비선형성에 따른 직립벽 면에서의 연 특성을 확인하

다. 의 비선형성이 크고, 입사각이 작은 경우에는 직립구조물 면을 따른 고의 증폭이 감소하고 직립구조물

의 직각방향으로의 연  폭은 증가한다. 의 비성형성이 크더라고 입사각이 큰 경우에는 직립구조물의 직각방향으

로 연  폭이 증가하지 않고 일반 인 복 의 형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자료는 향후 랑 모형의 정

도를 확인하기 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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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around two cylinders in tandem and side by sid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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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tudy of two-dimensional flow around two circular cylinders in tandem 
and side by side arrangement. The simulation was carried out for Reynolds number of 200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he effects of gap spacing L/D on flow characteristic such as drag 
force, lift force, vortex shedding, pressure and friction coefficient were investigated, where L is centre-to-
centre distance and D is cylinder diameter. Based on L/D, the flow pattern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regimes. This study found that the change of flow pattern regim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essure 
field and drag force coefficient.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is fund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ne Affair (MLTM), through the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KIMST) to mitigate climate change us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Keywords: Cylinders, drag force, lif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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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수치모형의 설계 용성 검토  개선 방향 모색

Design Application and Improvement Study for the SWAN

이기재1, 김형 2, 박설화3, 이창훈4

Kijae Lee
1
, Hyeongjun Kim

2
, Seolhwa Park

3
, Changhoon Lee

4

항만  해안구조물의 설계를 해서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랑, 조류, 염분 등 다양한 해양물리특성

을 악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물리특성  구조물 설계시 가장 향을 미치는 랑특성을 악하기 

해 Delft공 에서 개발한 SWAN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SWAN모형은 천수, 굴 , 회 , 반사 등 천

해에서 발생하는 랑변형을 재 할 수 있으며, 가변  곡면격자, Nesting 기법 등이 가능하여 상해역

에서 발생하는 경계 오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SWAN모형의 사용 설명서  여러 논문에서는 SWAN모형을 회 의 향이 큰 방 제  섬

의 배후, 반사 에 의한 랑의 복 상이 발생하는 항내 용시 면 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

고 있다. 재 국내에서 SWAN모형을 용하는 수치모형실험은 설계  산정, 항내정온도, 항만가동률 산

정 등으로 외곽시설의 구조물 설계  뿐만 아니라 반사  회 의 향이 큰 항내 랑변형 측에도 

사용되어 모형의 용성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SWAN모형의 용성은 반무한 방 제에서 반사 , 

이안제에서의 회 를 해석해와 비교・검토하 다.

수치모형실험결과와 해석해 결과를 기 로 반사 와 회 에 한 용성을 평가하고, SWAN 모형의 

합리 인 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SWAN모형을 용하여 산정된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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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MAS-SURF 수치모형의 설계 용성 검토  개선 방안 모색

Investigation of Applicability to Designing with the Numerical Model 

CADMAS-SURF

안석진1, 이창훈2, 박종화3, 

Suk Jin Ahn, Changhoon Lee, Jong Hwa Park, 

최근 국내‧외 학, 연구기 , 일반업체 등에서는 방 제, 호안, 해상구조물 등 구조물 인근의 정 한 

유체 거동 특성을 악하기 해 Navier-Stokes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3차원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CADMAS-SURF는 2001년 일본 연안

개발연구센터에서 2차원 모델이 개발되고 최근 3차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소스코드가 일반에게 공개되었

고, 수면변 의 계산이 비교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VOF기법을 사용한 모델로서, 뛰어난 활용성과 비

교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여 재 해안‧항만분야의 내 설계 시 용사례가 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실무자(용역사)들과 사업 발주자(공무원 포함) 등이 CADMAS-SURF 등 3차원 수치모델

의 유용성에 한 지식이 부족하여 막 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장 측 는 수리모형실험이 주가 

되고, 수치모델은 부차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한, 사용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실무자

들이 용성에 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용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설계에 반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해안‧항만분야의 내 설계 실무자들과 산‧학계 문가들이 모여서 CADMAS-SURF에 한 

지식의 상호 공유를 통해 그 유용성과 장‧단 에 한 명확한 검토를 하여 이 모형이 실무에 유용한 도

구로서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차 다방면에 걸친 고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ADMAS-SURF의 주요 수치해석 방법과 국내‧외 용사례를 조사하고, 용성을 검토

하 다. 한 수치모델의 한 활용을 해 격자 해상도 설정, 조 이론 용범 , 이류계산 스킴선정, 

압 노이즈 문제, 유공구조물 해석의 한계, 무반사 조건 재 , 불규칙  용시 고려사항 등 모형의 한

계  용상 유의사항을 검토하 다. 향후 CADMAS-SURF 등 수치해석에 한 실무자  사업 발주자

의 인식 증 로 실무 활용성이 증 되고, 경제 이고 신뢰성 있는 내 설계에 본 연구가 기여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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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실험의 설계 용성  개선방향 모색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Hydraulic Model Tests for 

Design Process

김 택1

수리모형이란 실제 물리계에 작용하는 지배 인 힘이 모형에서도 용될 수 있도록 일정비율에 맞추

어 재구성한 물리계이다. 일반 으로 실제 물리계를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반 로 확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리모형을 이용하여 원형의 성능을 사 에 악하고, 한 지배 인 외력을 상으로 실험

을 실시하여 원형에서의 상을 미리 측하는 것이 수리모형실험의 목 이다. 이와 같은 수리실험을 수

행하기 해서는 문제해결을 한 하나의 도구로써 수리모형실험이 갖고 있는 장단 을 악해야 하며, 

실험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실험장비 용  한계, 실험자의 한 경험 등이 필요하다. Hughes(1993)

은 실험자의 경험에 의한 수리모형의 설계 등이 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연구자료(Hughes, 1993; HydralabⅢ, 2011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인 수리

실험의 용한계  장비구성 등에 하여 설명하며, 국내외 표 실험인 라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내 HydralabⅢ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실험인 라 활성화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감사의 :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지원과제인 “기후변화 응 항만설계기  개선방안연구

(!단계)” 과제의 성과임을 밝히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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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를 활용한 유류오염지역 현장조사

문승록1, 조시범2, 송영갑3, 김경준4

  전라남도 여수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는 올해 1월말에 사고선적이 접안 중에 돌핀잔교와 충돌하여 원유

이송관 등을 포함한 3개 송유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유, 나프타, 유성혼한물 

등이 유출되어 대규모 해양오염이 초래되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여수해역에서는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7월), 호남사파이어호(10월)에 의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양 유출사고 발생건수 및 유출량

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993년 프런티어 익스프레스호, 1995년 씨프

린스호와 호남사파이어호, 2007년 허베이 스프리트호 경우와 같은 소수의 대형사고에 의해 막대한 기름 

유출량을 기록하였다. 

  여수 낙포동 원유부두 사고에 따른 기름유출 초기에는 조류에 따라 여수 동쪽해안에 점착되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사고해역에서부터 광양만 및 하동연안까지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기대되는 UAV를 활용하여 사고지점에서 인접한 여수 신덕

마을 해안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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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주 를 지나는 역  유동에 의한 미세 오염물질의 확산

Passive scalar mixing around a single cylindrical obstacle in flow reversals

using  SUNTANS

구혜윤1(서울 학교), 

Subhas K. Venayagamoorthy2(Colorado State University), 황진환3(서울 학교)

본 연구는 해양 양식업의 확산에 의해 해안 생태계  해안 지역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양식장의 

치  크기 규제 정책에서 환경 향 평가를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에 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해안 모델링을 해 개발된 수치 모형 SUNTANS (Stanford Unstructured 

Nonhydrostatic Terrain-following Adaptive Navier-Stokes Simulator)를 이용하여 양식장으로부터 공 되

는 양염의 확산에 을 맞추어 진행하 다. 한, 유체가 장애물을 통과할 때, 장애물의 후면에서 유

체 흐름이 박리되고 와류가 발생하며, 역  유동은 장애물의 하류  상류로의 와류 발생을 도와 해안가 

지역에서 양식장 내에서 배출되는 양염의 확산 상태를 측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

가의 양식장(즉, 장애물)에서 배출 되는 양염의 종방향 확산을 SUNTANS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종방향 확산 계수(lateral mixing coefficient)를 계산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하 다. 이 종방향 확산

계수는 장애물의 유/무, 역  유동의 크기(flow shape, η)  역  유동의 빈도(tidal excursion 

lengthscale, Ｋ)의 향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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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이용한 죽방렴 주변의 흐름 특성

이황기1 , 김용 2,  김종규3

요   지 : 죽방렴은 나무 같은 재료로 발을 엮어 울타리(fence)를 만들어 고기가 들어올 때는 자유롭

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에는 퇴로를 차단하여 도피하기 어렵도록 하여 어획하는 어구로서 주로 조류가 센 

해역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죽방렴 어구주변의 해수유동 변화를 악하기 하

여 CFD(Flow-3D)를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 3차원 흐름특성 악이 가능했고 지형을 

고려한 경우 죽방렴 주변의 흐름변화가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날개 

주변에서의 와류구조를 악할 수 있었다. 죽방렴 설치 해역의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날개의 길이와 각도

를 변화시킨다면 날개 바깥쪽으로 향하는 유향을 날개 안쪽으로 향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핵심용어 : CFD, 죽방렴, 와류, 해수유동

1. 서   론
  

  죽방렴은 나무 같은 재료로 발을 엮어 울타리(fence)를 만들어 고기가 들어올 때는 자유롭게 들어오지

만 나갈 때에는 퇴로를 차단하여 도피하기 어렵도록 하여 어획하는 것이다. 주로 조류가 센 해역에서 옛날부

터 사용되어져 온 것이며 어구의 일부분에 망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를 변형시켜 고기를 한 곳에 모이도

록 한 것도 있다. 지방에 따라 날개 그물의 규모나 원통의 모양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어획물 

수납은 하루 2회 간조 때에 고기가 들어가도록 한 뒤 족 그물로써 어획하며 간조시에도 수심이 있으면 작

은 배를 사용하기도 한다. 어기는 3월에서 12월에 주로 조업하며, 5월에서 8월에 어획량이 양호 하다. 과거에

는 오늘 날과 같이 자루부분에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나무로 발을 엮어 사용했기 때문에 죽방렴이라

고 칭하 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양익이 칭이고 직선형 날개를 가진 죽방렴에 일정한 흐름을 주었을 때 어구 주변

의 해수유동은 좌우 칭 인 흐름 변화가 있었으나, 날개에 의해 날개 안쪽으로 향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고 죽방렴 날개는 흐름을 발통쪽으로 집 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 다. 날개 양 끝부분의 고정목에서는 

유향의 변화가 크게 나타는 것으로 보아 고정목이 받는 유수 항이 매우 클 것이며, 발통쪽으로 들어오던 고

기들의 다수가 고정목 사이로 빠져나갈 것으로 상된다.

  죽방렴은 우리나라의 통 어구어법임에도 불구하고 죽방렴 주변의 흐름 특성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지 않았고, 유향  유속과 한 련이 있다는 문헌만 존재 할 뿐 구체 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한편, 강경미(2002)는 유향  유속을 측정하여 죽방렴의 흐름 특성을 2차원 인 수치 실험을 통하여 어

구의 설치방향의 합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익이 칭이고 직선형인 죽방렴 주변에 

일정한 흐름을 주었을 때 해수유동의 변화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인 Flow-3D를 이용하여 기

존 연구와 비교해 보고 유속의 변화에 따른 죽방렴 주변의 3차원 인 흐름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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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연구방법

2.1 수치모델

  본 연구에서는 죽방렴 어구주변의 해수유동에 따른 변화를 악하기 하여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인 Flow-3D(Flow Science, 1993)를 사용하 으며, FLOW-3D는 1960년  미국 Los 

Alamos Lab에서 자유표면 연구의 시작으로 개발되었고 1985년 Version 1.0 을 출시한 이래로 재는 

Version 10.1까지 상용화되고 있다. VOF(Volume of Fluid) 와 FAVOR(Fractional Area/Volume Obstacle 

Representation)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범용 CFD 로그램인 FLOW-3D 는 자유표면 측, 수로  개

수로의 유동, 퇴 물의 이동. 난류모델 계산 등 그 활용범 가 범 하다. 기본 방정식을 간단히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했을 일반 인 연속방정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 , 는 각 방향에 한 유체가 차지하는 셀의 면 , 는 유체의 도, ,  , 는 각

각  ,  , 의 유속성분이다. 그리고, 은 질량소스에 한 항이다. 그리고 운동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에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항이 추가된 식 (2), (3),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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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물체와 성에 한 가속도이고, 항은 도소스 항이다. 본 모델에서 자유수면은 

유체의 체 함수()에 한 함수, 의 항으로 정의되며, 식 (5)와 같다.






 







              (5)

  

  여기서, 항은 운동방정식에서 도소스항인 과 같으며, 식 (6)은 난류확산 항이다.

 

 
 

 
 

 
 

                     (6)

2.2 수치실험 개요

 죽방렴 주변의 해수유동을 악하기 해 본 연구에 용된 구조물의 크기는 발통 12×12×12(m) 양익

이 칭인 날개는 각각 1×106×12(m) 이며(Fig. 1), X-min과 X-max 경계에는 각각 유입과 유출경계 조건

으로 하 고, Y-min과 Y-max 경계에는 흐름이 양쪽 경계에서 교란되지 않도록 칭 조건으로 하 으며, 

Z-min과 Z-max 경계에는 각각 불투과성 조건과 자유수면 조건으로 하여 계산하 다(Fig. 2). 유속조건은 

각각 0.8m/s, 2.0m/s로 하 고, 죽방렴 주변의 수면하 구조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해수

유동 변화에 해 검토하 다. 수치모델의 좌표계는 X, Y, Z 축의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 고, 수치실험계



산에 사용된 수조의 크기는 X방향의 길이(lx)는 400m(-200~200), Y축 방향의 폭(ly)은 200m(-100~100), Z

축 방향의 높이(lz)는 12m(0~12)이며, 계산된 총 격자수는 1,750,000개(280×250×25)이다.

 

Fig. 1. Structure Shapes : Normal Bamboo Weir(Left), Bamboo Weir with Stone Wall(Right) 

Fig. 2. Boundary conditions

3. 결과 및 고찰
 

  죽방렴 주변의 흐름특성을 악하기 해 유입유속이 0.8m/s, 2.0m/s인 정상흐름조건의 경우에 

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 으며, X-Z 방향에 한 실험결과를 Fig. 3, Fig. 4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원

통형 구조물이나 물체 주 를 흐르는 유체는 특정한 이놀즈 수 이상이 되면 물체 후방에 유체의 불안

정성으로 인해 유체의 흐름의 일부가 본류와 반 되는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와류가 형성되는데, 죽방

렴 주변에서 와류 구조를 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와류의 각도가 발통 가까이에서 작아지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양쪽 날개의 끝에서 발통에 이르기까지 날개 주변에서 해수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수면하 구조를 고려한 경우에 해수흐름의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Fig. 3. Current fields (0.8m/s) : Normal Bamboo Weir(Left), Bamboo Weir with Stone Wall(Right)

Fig. 4. Current fields (2.0m/s) : Normal Bamboo Weir(Left), Bamboo Weir with Stone Wall(Right)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죽방렴 주변의 흐름특성을 악하기 하여 CFD(Flow-3D)를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실시 

하 고, 강경미(2002) “삼천포 수역 죽방렴의 어구구조와 해수유동 특성”연구와 비교하 다. 죽방렴 주변

의 해수유동을 악하기 해 본 연구에 용된 구조물의 크기는 발통 12×12×12(m) 양익이 칭인 날개

는 각각 1×106×12(m) 이며 유속조건은 각각 0.8m/s, 2.0m/s로 하 고, 죽방렴 주변에 수면하 구조를 고

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해수유동 변화에 해 비교하 다. 그 결과 유속의 변화에 따른 죽방

렴 주변의 흐름특성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수면하 구조를 고려했을 경우 수면하 구

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해수흐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죽방렴 주변에서 와류 구조를 악 

할 수 있었으나 와류의 각도가 날개 끝에서 발통쪽으로 갈수록 커지다가 발통 가까이에서 작아지는 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양쪽 날개의 끝에서 발통에 이르기까지 해수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심, 구조물의 크기, 유속, 수면하 구조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 으

며, 앞으로 죽방렴 설치 해역의 유향과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날개의 길이와 각도를 변화시킨다면 날개 

바깥쪽으로 향하는 유향을 날개 안쪽으로 향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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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리 의 시공기술에 한 고찰

A case study of construction sequences for artificial reef

조휴상1, 정승진2, 정충기3, 안성모4 

바다와 육지가 하는 연안은 로부터 인류와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인류의 

활동 역이 연안으로  더 확장되면서 연안에 한 많은 심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

른 해수면 상승  이상고 랑 출 등으로 인하여 해안침식  해안선의 보존이 사회 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여러 가지 책방안이 세계 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차원

에서 법 으로 연안 리법을 재정하고 해안침식 방지를 한 연안정비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년

차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안에 축조되는 연안구조물은 시공측면에서 구분하자면 육상에서의 시공이 가능한 구조물과 해상에

서의 시공이 가능한 구조물로 크게 나  수 있다. 를 들어 육상시공이 가능한 시설로는 제방, 호안,  

소 제, 돌제, 인공해빈, 하구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해상시공이 가능한 시설로는 이안제, 잠제, 인공리 , 

어  등이 있다. 양쪽 모두 계획 수립시 시공환경의 사 악은 매우 요하며, 환경변수로는 자연조건, 

사회조건, 시공지역조건, 시공시기등이 있다. 시공환경 악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시 주요 검토 사항들로는 설계내용 검토, 장여건 분석, 시공의 정성, 공종별 사용장비 

 시공능력의 검토, 공종별 작업시간  작업 가능일수 검토, 가설계획, 노무, 안 , 외주, 환경, 품질등 

다양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앞서의 연안구조물  인공리 는 경 을 훼손하지 않는 침식 책으로서 산호 의 소 효과에서 힌트

를 얻어 고안된 것으로서 마루폭이 상당히 넓은 잠제 구조물이다. 일반 인 잠제가 마루폭이 좁은 것에 

비해 인공리 는 마루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반사 와 강제쇄 에 의한 랑감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잠제보다는 기능면에서 우수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리  기능외에도 생태계를 고려하는 등 다기능을 

갖춘 인공리 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의 인공리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에 따른 해 지

형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시공도  해양환경 모니터링등을 수행하여 시공단계별로 자연조건  해 의 변

화 등을 악한 후 다음 단계의 시공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응이 요구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업  재 시공이 완료된 남항진리 연안정비사업의 시공사례와 해외사례등을 

비교, 분석하여 추후 련사업 수행시 시공기술의 개선안 도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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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최고고조  발생빈도

Occurrence probability of AHHW(approximately highest high water)

강주환1, 주양미1, 조홍연2, 권 민3

해안  항만구조물 설계조  산정시 가장 표 인 조 면은 약최고고조 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약최고고조 면은 과거에 설정된 기 조석에 의해 산정되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향성은 고려되지 않아 

시간  편차  해역별 조 특성 차이에 기인한 공간  편차 등의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2001~200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역별 주요 4 분조  연주조 

등에 해 형확률분포함수(식(1), 식(2))에 의한 해석을 시행하 다. 와 같이 산정된 약최고고조 를  

Kang et al.(2012)이 개발한 EST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EST방법을 이용하여 산정된 연고극조   

태풍의 향이 반 된 고조  값을 산정하 는데 이는 각 연안의 약최고고조  보다 과소평가 되고 있

다.








 



 











 



 




 (1)

  

 


  

 





 


  

 




 (2)

(a) 인천

  

(b) 여수

  

(c) 포항

Fig. 1. 약최고고조위 초과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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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상탑 HeMOSU-1 측자료 분석

Analysis on observed data of offshore meteorological mast HeMOSU-1

정신택1, 고동휘2, 조홍연3, 강 석4

 Shin Taek Jeong1, Dong Hui Ko2,  Hongyeon Cho3 and Keum Seok Kang4

1. 서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서해안 해상풍력 실증단지 정부지에 한 풍황  해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목

은 풍황자원 분석을 통한 단지 세부설계 기 자료 제공, 유속, 조류 등 해양 환경변화 계측을 통한 환경 향평가 기

자료 제공, 향후 지속 인 계측을 통한 자료축 으로 상 부지에 합한 풍력기기 선정의 기 자료 제공 등이다.

HeMOSU-1(Herald of Meterological and Oceanographic Special research Unit)은 라북도 부안군 도면 해상

(E126° 07′ 45″, N35° 27' 55″)에 설치되어 있고, 구조물 제원은 상부철탑( 량 약 30톤),  랫폼(면  10m×10m, 

량 약 28톤), 하부자켓(높이 30m, 설치수심 13.5m, 량 약 130톤, 자켓 일)로 구성되어 있다.

계측 항목은

풍황자료 계측 : 풍속, 풍향, 3차원 풍속

기상자료 계측 : 온도  습도, 기압, 강우

구조변화 계측 : 해상 기상타워의 경사, 변 , 진동

해양자료 계측 : 랑, 유속, 조  등이다.

  한편, 해모수 1호는 평균해수면 기 으로 약 100 m 높이까지 풍황을 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구조와 상세 계측

치는 다음  Fig. 1  Table 1과  같다.

Fig. 1. Structure and measuring instrument of HeMOS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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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instrument Measured elevation 
above MSL(m) Measuring instrument Measured elevation 

above MSL(m)
anemometer 97.35 anemometer 26.31

wind vane and 
anemometer

96.31 thermo-hygrometer 92.85

anemometer 86.31 barometer 13.05

wind vane and 
anemometer

76.31 rainfall sensor 11.72

anemometer 66.31
3D ultrasonic 

anemovane
86.31

wind vane and 
anemometer

56.31 deck 10.02

wind vane and 
anemometer

46.31

Table 1. Elevations of measuring instruments

2. 바람자료

바람조건은 헤모수 1호의 측데이터( 측기간:2011.03.01-2013.10.31)를 분석하여 제공하 으며, 연평균풍속, 풍

속분포, 풍속 로 일, 난류강도, 1년 재 주기 극치풍속, 50년 재 주기 극치풍속을 제시하 다. 돌풍 등 기타 풍속

은 IEC 61400-1을 따른다.

2.1 연평균풍속(Annual averaged wind speed)
Table 2는 각 측정 높이별 평균풍속  데이터 회수율을 나타낸다. 상 허 높이에 가까운 측정높이인 97m에서

의 평균풍속은 6.9m/s이며, 데이터 회수율은 93.04%이다. 

Variable
WS_97
_Avg

WS_96
_Avg

WS_86
_Avg

WS_76
_Avg

WS_66
_Avg

WS_56
_Avg

WS_46
_Avg

WS_26
_Avg

Height (m) 97 96 86 76 66 56 46 26

Mean WS (m/s) 6.90 7.02 6.67 6.63 6.61 6.36 6.28 5.95

MoMM WS (m/s) 6.94 6.91 6.71 6.66 6.66 6.59 6.34 6.04

Recovery rate (%) 93.04 75.47 93.04 89.57 93.04 78.50 93.04 92.20

Table 2. Mean wind speed and data recovery rate at measuring elevations 

     * MoMM: Mean of Monthly Means 

 Fig. 2는 측정기간 동안의 월별 평균풍속 변화를 나타낸다. 겨울에서 까지 평균풍속과,  7월 평균풍속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3은 97m 측정높이에서의 연도별 월별 평균풍속 값을 나타낸다.



Fig. 2. Monthly wind speed profile at measuring elevations 

Month
Ye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Total

2011 - - 7.54 7.40 7.33 5.24 8.34 6.41 6.38 6.20 6.85 7.78 7.06

2012 7.80 7.38 7.87 8.24 4.67 4.40 5.76 7.60 5.71 6.05 8.54 8.69 6.89

2013 7.36 6.46 8.03 7.82 5.62 4.17 9.20 5.98 5.93 6.77 - - 6.76

All 7.58 7.30 7.81 7.83 5.87 4.32 7.67 6.66 6.01 6.34 7.69 8.23 6.90

Table 3. Monthly wind speed of year(m/s) 

2.2 풍속분포(Wind speed distribution)

 Table 4와 Fig. 3은 측정된 데이터 97m 높이에서의 풍속별 출  빈도를 나타내는 Weibull 분포함수 결과를 나타

낸다. 최 우도(Maximum likelihood) 합(fitting)에 의한 k, c값은 각 1.789, 7.77m/s이다(k=shape factor, c=scale 

factor). 

Algorithm

Weibull
Mean
(m/s)

Power

(W/ )
 

k
c

(m/s)

Maximum likelihood 1.789 7.766 6.91 435.0 0.9963

Actual data (108,733 time  steps) 6.90 442.4 　

Table 4. Characteristics of Weibul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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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Wind speed distribution of wind speed



2.3 풍속프로파일(Wind profile)

 일반 으로 풍속 로 일 모델로는 멱법칙(Power law)과 수법칙(Logarithmic law)이 많이 사용된다. 수법

칙은 조도 길이, 기 안정도 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멱법칙에 비해 정확하지만 복잡하고 사용의 어려움이 존재하

기 때문에, 공학 인 에서는 멱법칙을 주로 사용한다.   높이에 따른 평균 풍속 변동은 멱법칙에 의해 다음 식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평균 풍속, 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z의 함수로서 높이 z에 따른 평균풍속을 나타낸다

(Mwanyika and Kainkwa, 2006). 

 
 

            (1) 

 여기서 는 기  높이 에서의 평균 풍속이며, 는 고도분포지수이다. 

 고도분포지수 는 표 인 고도분포함수에서 사용되는 수법칙의 조도길이  (Roughness length)와 기 고

도에서의 풍속과 풍속의 구배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두 매개변수 사이에 식 (2)와 같은 계식이 성립된다.





ln

 
                  (2) 

3. 파랑자료

 고  조 를 측하기 하여 3 의 이더(WaveGuide Radar)를 사용하고 있다.  이 측 장비는 고  

향 측이 가능하며 랫폼에 설치되어  WaveGuide server에 의하여 조정되며 자료는 원격장치에 의하여 송되고 

있다. Fig. 4는 장에 설치된 WaveGuide 경이다.

Fig. 4 WaveGuide m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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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주 지형에서의 난류와 부유사 농도의 상관관계 
 

Relationship between turbulence and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for barred beach 

 
 

윤현덕1, Daniel Cox2, Nobuhito Mori3 
 
 
종방향(Cross-shore)표사 이동 모형의 개선을 위해서는 쇄파대를 포함한 연안의 각 지점에서의 부유사 
농도의 수직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유사의 수직분포를 이용하여 수심적분(depth-integrated)한 
수평방향의 표사 이동량(sediment flux)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저지형의 변동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유사 농도의 수직분포는 표사의 침강속도와 대류(convection)/확산(diffusion)성분의 균형을 
통하여 모형화한다. 그러나 쇄파현상이 일어날 경우 난류성분이 표사의 부유를 유지시켜 부유사 농도 및 
표사의 확산성(sediment diffusivity)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표사이동 모형에서 차지하는 쇄파에 의한 
난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유사 농도에 대한 난류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관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수조실험에서 행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연안사주의 각 특성지점(bar crest, bar trough, inner surf zone)에서의 난류강도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 TKE)와 부유사 농도의 상관관계를 간단한 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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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of the CO2 Jet/Plume in Deep Sea

 Thao Nguyen1, Jin Hwan Hwang2

The deposition of carbon dioxide (CO2) in to the ocean has been considered as a good solution to 

deal with the global situation of CO2 concentration increasing in the atmosphere nowadays. On the 

way of transporting this substance to the deep sea, where CO2 would be kept permanently, 

somehow some accidents can be happened and released CO2 to surrounding environment, yielding 

increased of CO2 concentration and lowered pH value of ambient water. This paper, using the 

standard two equation k-ɛ  model, is focusing on the near-field study, the development and behavior 

of CO2 jet and plume, and the spatial evolution of a turbulent buoyant fluid driven by concentration 

difference. The verification of numerical results with theory presents a good agreement. Modeling 

data shows that the advected jet/plume characteristics both in longitudinally trajectory and 

transversely vortex pair bifurcation phenomenon are well supported by dimension alanalysis and 

other related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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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자료를 이용한 동해 울성 고  측

Prediction of swell-like high waves in the east coast of Korea using multiple 

measured data

안석진1, 이병욱2, 김신웅3, 이창훈4, 권석재5

 Suk Jin Ahn1, Byeong Wook Lee2, Shin Woong Kim3, Changhoon Lee4, Soek Jae Kwon5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가을~겨울철에 울성 고 가 반복 으로 내습하여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

고 있다. 울성 고 는 첨두주기 9  이상의 장주기 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 지 감쇠가 풍 에 비해 작아 

먼 곳까지 한다. 먼 바다에서 생성된 고 가 해안가에 도달할 무렵의 국지 인 날씨는 양호한 경우도 있으며, 연

안의 기상조건과 계없이 발생하여 측이 어렵고 인명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2005년 이후 동해안 울성 

고 의 내습으로 인한 연평균 재산 피해규모는 백억원을 상회하며, 해상  해안에서 사망‧실종된 사람은 70여명에 

달한다.

울성 고 는 국 내륙  우리나라 인근에서 생성된 온 성 기압이 동해로 진출하여 강한 북동풍이 지속

으로 발생하는 기상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g et al., 2007; Jeong et al., 2008). 동해안 울성 고

에 해서는 오래  부터 인식되어 왔으며(Goda and An, 1973), 최근 울성 고 에 의한 인명  재산피해가 증

함에 따라 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Oh et al.(2010)은 측자료를 이용하여 울성 고 의 특성을 분석

하 으며, 울성 고 의 발생역 추정방법을 제안하 다.

우리나라 동해안 북동측 해역에서 생성되어 하는 울성 고 는 동해안 북측에 가장 먼  도달하며, 시간차

를 가지고 남측해역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동해안 북측에 측장비를 설치하고 측결과를 실시간으로 

송받게 되면 동해안 남측의 울성 고 를 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실시간 해양 측정

보시스템(KODAS)을 통해 속  동방등표 인근 수심 18m 지 에 AWAC 측 장비를 설치하고 2012년 10월부터 유

의 고, 첨두주기, 첨두 향, 유속뿐만 아니라 주 수 스펙트럼과 방향스펙트럼을 측하여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받고 있으며, 송받은 랑 측자료와 SWAN  향선 추 법 모델을 이용한 수치실험을 통해 속  남측 지역

의 울성 고  측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2012; Ahn 

et al., 2013).

측자료를 이용하여 울성 고 를 측하는 경우, 한개 측지 의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측지 을 지나는 

향선과 가까운 지역의 측은 상 으로 정확하지만, 심해 고  향의 지역 인 불균등성으로 인해 향선

과 먼 지역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여 2개 이상의 측자료로부터 각각 울성 고 를 측하고, 각 

측결과를 랑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종합하면 동해안 울성 고  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속  해역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송받고 있는 AWAC 측자료와 울릉도 북동

측 심해지역에 설치된 KOGA-E01 측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동해안 해역의 울성 고  측 알고리즘을 개

발하 으며, 왕돌  측자료를 이용한 검증실험을 수행하여 측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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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해 너울성 고파 추정

본 연구에서 울성 고  측을 해 이용한 속  AWAC 측자료는 수심이 18m인 연안에서 측되었으며, 

랑의 굴 , 천수, 반사, 회 , 쇄  등의 향을 받게된다. 연안에서 측된 랑을 다른지역의 고  측에 이용하게 

되면 고, 향 등의 계산에서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Ahn et al.(2013)은 속  측지 을 심으로 모델 역을 

심해까지 확장하고, 랑의 굴 , 천수, 반사, 회 , 쇄 , 비선형 상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다방향 불규칙  모

형인 SWAN을 이용하여 다양한 심해 랑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심해와 측지  간의 상 계를 이용

하여 측지 의 랑 제원으로 부터 외해 랑제원을 역추 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속  AWAC 측자료로 부

터 외해 랑을 추정하는 방법은 Ahn et al.(2013)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3. 동해안 너울성 고파 예측

Ahn et al.(2013)에서는 동해안 주요지역을 상으로 추정된 외해 랑제원을 경계조건으로 하는 SWAN모형과 

향선 추 법 모형을 구축하여 울성 고 를 측한다. 이때 SWAN모형을 이용하여 유의 고, 첨두주기, 첨두

향을 측하며, 외해 추정  주요지역 측시 실험결과를 DB화 하여 울성 고  측과 동시에 측이 가능하도록 

하 다. 울성 고 의 도달시간은 1분 이내로 결과도출이 가능한 향선 추 법(Munk and Arthur, 1952)을 이용하

다. 속  AWAC 측장비를 이용한 동해안 주요지역의 울성 고  측방법은 Ahn et al.(2013)에 상세히 설명되

어 있다.

그러나, 외해 랑특성이 공간 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속  측자료 만을 이용하여 남측의 울성 고 를 

측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측 지 이 속  측지 을 지나는 향선과 가까울수록 오차가 작으며, 멀어

질수록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해 속  AWAC 측자료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울릉

도 북동측 심해지역에 설치하여 운 인 KOGA-E01 측자료를 이용하 다. 각 측지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지

역의 울성 고 를 각각 측하고, 속 를 지나는 향선과 KOGA-E01을 지나는 향선이 측지 으로 부터 떨

어진 거리를 산정하여 각 결과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 치를 고려하 다. 측지 과 속 를 지나는 향선

과의 거리를 , 측지 과 KOGA-E01 지 을 지나는 향선과의 거리를 라 하면 측지 의 고를 식 (1)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다  측지  측자료를 이용한 울성 고  측 모식도를 Fig. 1.에 도시하 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각 측지 을 지나는 향선과 거리가 먼 지 에서도 정도 높은 측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Whangdolcho  
 



Sokcho
 



KOGA (1)

Fig. 1. Method to predict wave data using multiple measured data.



4. 너울성 고파 예측 검증

4.1 검증실험 개요
다  측자료를 이용한 울성 고  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해 속 에서 남측으로 200km 떨어진 왕돌 에

서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사이에 측된 랑자료  상 으로 유의 고가 높은 5개 시 에 해 검증실험을 

수행하 다. 속  AWAC과 KOGA-E01에서 측된 랑자료를 이용하여 왕돌  지 에 랑을 각각 측하고, 각 

측자료로부터 산정된 결과에 제3장에서 소개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 치를 고려하 다. 측지  치도

를 Fig. 2.에 도시하 다.

Fig. 2. Map of wave measurement station.

4.2 검증실험 결과
검증실험을 수행한 5개 시   포항, 울산 등지에 울성 고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2013년 10월 15일 ~ 18일 사

이의 속  AWAC, KOGA-E01, 왕돌  측자료와 본 연구의 측결과를 Fig. 3.에 도시하 다. Fig. 3.의 (a)와 (b)는 

속   KOGA-E01 측 자료로부터 각각 측한 결과이고, (c)와 (d)는 다  측 자료로부터 시간간격을 30분  

60분으로 설정하여 측한 결과이다. 20분 간격의 속 자료와 30분 간격의 KOGA자료를 이용하여 왕돌  지역의 

고 를 측하면 측자료의 시간 간격이 서로 달라서 측시 이 일치하지 않아서 랑의 주기  향에 의해서

도 랑의 도달시간이 서로 같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왕돌  지 의 도달시간을 기 으로 30분  60분의 시간간격

을 설정하고, 시간간격 사이에 도달한 속   KOGA로 부터 측된 랑을 각각 산술평균하여 구간의 표값으로 

설정하 으며, 제3장에서 설명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 치를 고려하여 고 를 측하 다. 시간간격을 30분

으로 하는 경우는 울성 고 의 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부분 속  는 KOGA  한개 측

지 의 결과만 포함되며 , 60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분 다  측지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지만, 측할 

수 있는 구역이 좁아지는 단 이 있다. 단일 측지  자료를 이용한 측결과는 체로 최  유의 고  최  유의

고 발생시 을 잘 재 하지만,  왕돌  지 에 고 가 내습하는 경우에도 특정 시 에는 유의 고가 낮게 측된

다. 따라서 다  측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유의 고의 증가  감소경향을 더 잘 재 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시간간격을 30분으로 설정한 경우에 비해 60분으로 설정한 경우가 측치의 변동성이 작게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속  해역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송받고 있는 AWAC 측자료와 

울릉도 북동측 심해지역에 설치된 KOGA-E01 측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동해안 해역의 울성 고  측 알



고리즘을 개발하 다. 속 에서 남측으로 200km 떨어진 왕돌 에서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사이에 측된 랑

자료  상 으로 유의 고가 높은 5개 시 에 해 검증실험을 수행하여 최  유의 고, 유의 고의 증가  감

소 경향, 최  유의 고 발생 시  등을 비교하 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랑 측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향

후 측지  추가와 측자료 축 을 통해 측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 using Sokcho data (b) using KOGA-E01 data

(c) using Sokcho and KOGA data (30min interval) (d) using Sokcho and KOGA data (60min interval)

Fig. 3. Comparison of predicted swell-like significant wave heights to measured data at Whangdol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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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ternal generation of wave technique has been 
developed in several ways, i.e., source term 
addition method (Larsen and Dancy, 1983), 
source function method (Wei et al., 1999; 
Chawla and Kirby, 2000). It has an advantage of 
avoiding re-reflection problem at wave 
generation boundary. In shallow water, waves 
with energy dissipation may be simulated by 
adding damping effect to the governing equation 
(Vu and Lee, 2012). Source term addition and 
Delta source function methods were found to be 
equivalent using fractional step splitting method 
(Kim et al., 2007). Using the Fourier transform 
technique we derive source functions for 
various cases of adding damping and source to 
the governing equations.  
 

 2. Source term addition and Delta 
source function methods 
 
The shallow water equations are given by 

( ). 0+ uh
t
η η∂ ⎡ ⎤+ ∇ =⎣ ⎦∂

 (1) 

0u g
t

η∂ + ∇ =
∂

          (2) 

where η  is the water surface elevation, h  is 

the water depth, g  is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and u is the particle velocity 
vector. We can simulate wave propagating in 
dissipation zone by adding a damping coefficient 
to the continuity Eq. (1) or to the momentum Eq. 

(2). To generate waves internally, we may use 
a source function in terms of surface elevation 
in the continuity equation or particle velocity in 
the momentum equation. We find source 
functions following the method of Vu and Lee 
(2012) who applied the Fourier transform 
technique. Table 1 shows 6 source functions DS  

with or without damping where rk  and ik  ar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complex wave 
number, respectively, /p rC kω=  is the phase 

velocity, Iη  and Iu  are incident values of 

water surface elevation and particle velocity, 
respectively, given b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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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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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lta function in Table 1 is defined as 

( )
1 ,

0,

s
s

s

x x
x x x

x x
δ

⎧ =⎪− = ∆⎨
⎪ ≠⎩

             (7) 

 
where sx is the source point. 

Table 1 shows that all source functions have the 
same form of incident value multiplied by a 
complex energy velocity. The complex energy 
velocity is different from each case because 
damping effect and source function are ad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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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positions in the governing equations. 
However, the real parts of the complex 
velocities for all 6 cases are the same and given 
by 

( )2Real( )
1 /

p

i r

C
Ce

k k
=

−
   (8) 

The real part of energy velocity given in Eq. (8) 
can also be derived by applying geometric optic 
approach to the governing equations with 
damping. It should be noted that in shallow 
water, without damping, energy velocity and 
phase velocity are the same (Lee and Su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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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urce functions with or without damping 
 

Kim et al. (2007) introduced the fractional step 
splitting method to find a relation between the 
source term addition method and the Delta 
source function method. We use their approach 
to find the relation for dissipated waves. Adding 
a Delta source function to the continuity or 
momentum equation, the resultant equation 
would be in a conservation form as 

( ) Df S
t
ξ ξ∂ + =

∂
 (9) 

where ξ  is a physical variable which may be 

surface elevation η  or particle velocity u , and 

( )f ξ  is a function of ξ . Eq. (3) is split into 2 

parts at each time step as 

( ) 0f
t
ξ ξ∂ + =

∂
 (10) 

and 

D
d S
dt
ξ =  (11) 

The ODE (5) can be discretized in time as 
1 *n nξ ξ ξ+ = +  (12) 

where nξ  is determined by solving Eq. (4) and 

the source term *ξ  is obtained as 

* DS tξ = ∆  (13) 

Eq. (13) shows the relation between source 
term and source function. Thus, from Table 1 it 
is straightforward to get the source term for 
each case. 
Without damping effect, all source terms return 
to conventional form as 

* 2 2I I
p r

tC C
x

ξ ξ ξ∆= =
∆

 (14) 

where /r pC C t x= ∆ ∆  is Courant number, Iξ  is 
Iη  or Iu , and pC  is phase velocity (or energy 

velocity) without damping in shallow water. 

If we use incident particle velocity Iu  instead 

of water surface elevation Iη  for added value 
*η  we may have simpler forms as shown in 

Table 2 where the added values are determined 
as 
case (1-1): 

( )
*

2

12
1

I i r
p

i r

i k k tC
xk k

η η + ∆=
∆−

 (15) 

The relation between Iu  and Iη  is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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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bstituting into Eq. (15)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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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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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case (1-2): 

* 12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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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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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Using Eq. (6)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Iu  

and Iη  and substituting into Eq. (18) yields 

* 2 I tu h
x

η ∆=
∆

 (19) 

where particle velocity of the incident waves is 
determined from Eq. (6) 
Eqs. (17) and (19) are the same but with 

different values of incident velocity Iu . 
Applying the above procedure, we can get the 

added value *u  in term of incident surface 

elevation Iη  instead of incident particle 

velocity Iu . The results are show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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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urce terms with inversed incident value. 
 

In table 2, the incident velocities Iu  are defined 
in Eqs. (4), (16), (6) for cases (1-0), (1-1), 
(1-2), respectively. 

cases (1-0, 1-1, 1-2) cases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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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WAM 모형에 의한 동해 폭풍파랑 수치모의 실험 
Numerical Simulation of Storm Waves 

by the Modified WAM 
 

천후섭1, 안경모, 정원무, 김태림, 강태순 
Hwusub Chun, Kyungmo Ahn, Won Mu Jeong, Tae Rim Kim, Tae-Soon Kang 

 
 
 
 

1. 개요 
동해 폭풍이 계절풍 기후에 의하여 추계에서부터 이듬해 춘계 사이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동해 폭
풍파랑 역시 이 기간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동해 폭풍파랑은 너울성파랑의 형태로 동해안에 영향을 미치
는데, 너울성파랑은 현지 기상에 관계없이 동해안에 내습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다(소방방재청, 2013). 이러한 이유로 동해안에서의 너울성파랑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험 예상 지역 내에 있는 현지주민이나 관광객 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시간 
파랑관측자료에 기반하여 너울성파랑을 예·경보하는 것 외에 기상예보자료을 활용한 풍파 수치모의 실험 
결과를 통해 너울성파랑의 원인이 되는 동해 심해역의 폭풍파랑을 예·경보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수치모의 실험을 통해 성공적인 폭풍파랑 예·경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정보 확보가 필
수적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상장 정보 외에도 효과적이면서도 정확한 수치모형도 필요하다.  
 

2. 동해 폭풍파랑 수치모의 실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인 폭풍파랑 수치모의 실험을 위해 천 등(2006, 2007, 2008)의 
수정 WAM모형을 이용하여 동해 폭풍파랑 수치모의 실험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해 지역 폭풍파랑을 
계산하였다. 본 수치모형은 기존의 WAM과 달리 천해역에 적용 가능하며 음해법에 기반하여 파랑계산을 수
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계산시간간격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동해 폭풍파랑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수치모의 실험에서 공간 및 시간 격자간격으로 5분 및 600초를 사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경도 및 위도 방향의 최대 Courant number는 각각 2.2, 1.7과 지나지 않지만, 파향 방향으로의 최
대 Courant number는 10.4 정도 된다. 이는 기존의 WAM 모형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계산시간의 10%에 
지나지 않아 효과적인 파랑계산이 가능하다. 이 후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0월 폭풍파랑에 대해 계산하고 
난 후, 본 연구의 수치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파랑계산결과를 KOGA-E01에서의 관측결과
와 비교해본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의 수치모형이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Table 1. Model accuracy of the present numerical simulation at KOGA-E01 

Items bias (m) RMSE (m) SI r  
Significant Wave Heights (m) -0.03 0.48 0.29 0.90 

Peak Periods (s) -0.03 0.82 0.12 0.84 
Mean Wave Direction (°) 4.77 25.62 0.67 0.90 

  

3. 결론 
본 연구의 수치모의 실험을 동해 폭풍파랑에 적용해본 결과, 수정 WAM 모형은 비교적 큰 공간 및 시간 
격자 간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한 파랑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수치모형을 
동해 폭풍파랑 예·경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 ㈜지오시스템리서치/부장/eulia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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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입사 시 력감소효과 검토 : 완경사방정식과 Boussinesq 방정식

Analysis of force reduction effects for obliquely incident waves using 
mild-slope equations and Boussinesq equations

나유리1, 부반니2, 정재상3, 이창훈4

Yuri Na1, Van Nghi Vu2, Jae-Sang Jung3, Changhoon Lee4

1.서  론

  파력은 구조물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아주 큰 힘이 작용하지만 경사지게 입사하는 경우 파력이 감소하
게 된다. Goda(2000)의 파력식은 구조물에 경사지게 입사하는 불규칙파의 파력식으로 수직 입사 시 파
력 대비 cos배 만큼 감소한다고 제안되었다. 여기서  는 파향선이 구조물의 법선과 이루는 경
사각이다. 이후 Goda의 파력식은 경사각이 ≤ 인 경우 파력이 수직 입사 시 파력과 똑같고, 경사각
이 ≥ 인 경우  cos 배만큼 감소한다고 수정하였다. Tanimoto et al.(1976)은 
Niigata Investigation and Design Office(1975)의 수리실험보고서에 근거하여 Goda의 파력식을 제안하였지만 
경사 입사 시 파력이 감소하는 원인을 역학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리실험보고서에는 이안제에 규칙파
가  0°, 30°, 45°로 입사하는 경우 경사각이 클수록 파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사 입사 시 파력이 수직 입사 대비 감소하는 원인을 파랑의 회절에 의한 것이라고 제안
한다. 구조물의 앞에서 반사파는 구조물의 옆 해역(즉, 반사파가 존재하지 않는 해역)으로 회절된다. 또
한 구조물의 뒤에서 입사파는 구조물의 바로 뒤 해역(즉, 입사파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해역)으로 회
절된다. 랑이 구조물에 경사지게 입사하는 경우 (즉,   인 경우) 구조물 면에서 력이 구조물의 끝단을 기

으로  서서히 증가하여 끝단 가까운 구간에서는 력이 반사율만큼 크지 않다. 경사각이 클수록 구조물 면에서

의 력은 더 크게 감소한다. 한 경사각이 클수록 구조물 후면에서의 력은 더 크게 증가한다. 구조물의 ·후면

에서 발생한 회 의 향으로 력이 감소하고 각 반사   입사 의 회  성분의 상이 서로 같지 않아서 감

소의 정도가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안제와 반무한 방 제에 랑의 경사각을 달리하면서 구조물

의 면 뿐만 아니라 ·후면에 작용하는 력차를 구하 다. 완경사방정식과 Boussinesq 방정식을 사용하여 수치

해를 구하고, 해석해도 구하 다. 수치해, 해석해, Goda의 력식을 함께 비교하여 Goda 압식의 문제 을 지 하

고 경사각과 구조물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력을 제안하 다.

2. 회절을 고려한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

  방파제 주변에 존재하는 규칙파의 속도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발표자: 세종 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석사과정 / email: naauri@naver.com

2 세종 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박사과정 / email: vvnghi@gmail.com

3 한국농어 공사 농어 연구원 / 주임연구원 / email: fingon@ekr.or.kr

4 세종 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교수 / email: clee@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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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h
cosh

                             (1)
여기서  는 입사파의 진폭, 는 시간조화항을 제외한 수면변위함수, 는 각진동수, 는 파수, 는 수
심을 의미한다. 축은 방파제와 나란한 방향이고, 축은 방파제 배후 방향이다. 입사파와 반사파의 수면
변위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cossin   sincos ,         sin cos           (2),(3)

여기서 위첨자 와 는 각각 입사파와 반사파를 의미하고, 는 입사파가 축과 이루는 입사각이고, 
 는 입사파가 과 이루는 경사각이다. 방파제 전면( )에서 수면변위함수는 다음과 같
다.

                              (4)
여기서 위첨자  및 은 각각 입사파 및 반사파의 회절 성분을 뜻한다. 회절 성분의 수면변위함수는 
Penney and Price(1952)의 해석해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안제의 경우 좌·우 끝단에 회절이 발생하므로 
입사파 및 반사파의 회절 성분은 각각    ,    이다. 방파제 후면( )에서의 수
면변위함수는 다음과 같다.  

     =                                (5)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압은 전면 파압에서 후면 파압을 뺀 값으로 다음과 같다.

   cosh
cosh

              (6)
  sin                       (7)

방파제 전체 면의 파력을 수심  와 방파제 길이  만큼 적분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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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식 (8)에서 회절 성분을 무시하면 파력  은 다음과 같다.

   



tanh




 sin
sin

 sin
                              (9)

이는 Battjes(1982)가 유도한 파력과 같다. Battjes(1982)는 방파제 주위에서 발생하는 회절현상을 무시
한 채 파력을 산정하였다. 회절 성분을 무시한 파력 대비 이를 고려한 파력의 비 은 다음과 같다.

  


  

sin
 sin


 sin






 

                (10)

주목할 사항은  가 항상 1보다 작다는 것이다. 즉, 회절파로 인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이 감소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수치실험

  본 연구에서 반무한 방파제와 이안제에 작용하는 파력을 구하기 위하여 완경사방정식(Radder and 
Dingemans, 1985)과 Boussinesq 방정식(Madsen and Sorensen, 1992)을 사용하여 수치해를 구하고 또
한 Penney and Price(1952)의 수치해도 함께 구하여 비교·검토하였다. 
  해석해는 구조물과 외해 경계면에서 경계조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반무한 방파제의 경우 선형파의 엄밀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해석해는 
이안제의 경우 구조물의 후면에서 좌·우 끝단에서 회절된 파랑이 반대쪽 끝단에서 방파제 전면으로 다시 
회절되는 현상을 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안제의 길이  가 짧거나 경사각  가 큰 경
우 해석해의 오차가 발생한다. 수치해는 이안제에서 발생하는 회절의 회절 현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구조물에서의 반사 경계 조건을 적용함에 따른 차분오차가 발생하고, 외해경계에
서 스폰지층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에너지가 계산영역 내로 반사되어 수치해의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외해 경계에서의 오차를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구조물 주위로 곡선조파조건(Lee and 
Yoon, 2007)을 적용하였다.
  Fig. 1은 반무한방파제(끝단을 기준으로 한 길이:    )에 작용하는 파력의 경사각에 따른 변
화를 도시한 그림이다. Fig. (a)는 구조물 전면에서의 파력이고, Fig. (b)는 구조물 전·후면의 파력차를 
도시한 것이다. 파력은  로 무차원화 하였다. 그 값이 1이면 구조물에서 완전반사가 발생할 때의 파
력이다. 완경사방정식과 Boussinesq 방정식의 수치해, Penney and Price의 해석해, Goda의 파압식을 함
께 비교하였다. 모든 경우에 완경사방정식과 Boussinesq 방정식의 수치해가 해석해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는 수치해석을 수행할 때 곡선조파기법을 사용하고 계산영역의 경계면에 스폰지층을 두어서 외해경계
조건이 제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Boussinesq 방정식에 의한 수치해는 완경사방정식의 
수치해보다 수치적인 noise가 발생하여 정확성이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Boussinesq 방정식은 비선형파
에 해석에 유용하다. 구조물 전면에서 무차원 파력은 경사각이 작은 경우 1에 가깝지만 경사각이 커짐에 
따라 1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에 0.5로 수렴하였다. 방파제 구간( )이 길수록 1 이상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사각이 더 크고, 또한 경사각에 따른 파력 감소율이 더 크게 나왔다. Goda의 
파압식은 구조물의 길이가 짧은 경우 해석해와 유사하지만 구조물의 길이가 긴 경우 해석해와 차이가 크
게 났다. 구조물 전·후면의 파력차는 경사각이 커짐에 따라 전면의 파력보다 더 조금 더 크게 증가하다
가 감소하여   에 0으로 수렴하였다. 경사각이   인 경우 파랑은 구조물에 나란하게 전파하
므로 전·후면의 파력차가 없어서 0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은 전·후면의 파력
차이다. Goda의 파력식은 경사각이 클수록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Fig. 2는 이안제(길이:    )에 작용하는 파력의 경사각에 따른 변화를 도시한 그림이다. 전면
의 파력 뿐만 아니라 전·후면의 파력차의 수치해는 Fig. 1의 반무한 방파제에서의 값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구조물의 길이가 길수록 더 확연하였다. 해석해는 구조물의 길이가 짧거나 경사각이 클수록 수
치해와 차이가 크게 났다. 이안제의 끝단에서 회절된 파가 다른 쪽의 끝단에서 다시 회절되는 현상이 발
생하는데 구조물의 길이가 짧거나 경사각이 클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확연히 발생한다. 해석해는 이러한 
회절파의 회절 현상을 재현하지 못하여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반무한 방파제와 이안제에 경사지게 입사하는 파력이 수직 입사에 비해서 감소하는 현상
이 회절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을 정립하고, 수치해와 해석해를 구하고, 
Goda의 파력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파랑이 경사지게 입사하면 회절로 인하여 입사각이 증가함에 따
라 초기 경사각에서는 약간 증가하다가 경사각이 더 커지면 감소하여 90° 경사각에서는 0으로 수렴한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구조물이 길수록 파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사각이 크고 경사각에 따른 
파력 감소율이 더 크게 나왔다. Goda의 파력식은 이러한 경향을 보일 수 없고 경사각이 클수록 오차가 
큰 문제점이 있다. 해석해는 반무한 방파제의 경우 엄밀해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안제의 경우 회절파의 
반복되는 회절 현상을 재현하지 못하여 구조물의 길이가 짧거나 경사각이 클수록 오차가 발생하였다. 수
치해는 대부분의 경우에 파력을 정확히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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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구조물 전면의 파력                        (b) 구조물 전·후면의 파력차
Fig. 1. 반무한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의 경사각에 따른 변화

  

               (a) 구조물 전면의 파력                        (b) 구조물 전·후면의 파력차
Fig. 2. 이안제에 작용하는 파력의 경사각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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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레이다형 파고계는 부이형, 초음파형, 수압식 파고계 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태풍 또는 

폭풍의 악천후의 날씨에서도 유실의 위험이 없이 지속적으로 파랑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레이다형 파고계는 해수면에서 산란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해수면 이미지를 획득할 때 전자파의 파장과 
해수면의 잔물결의 파장의 브래그 공명 (Bragg Resonance)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수면에 잔물결이 없
을 경우 심각한 파고의 과소산정을 초래한다. 안(2008)은 파랑스펙트럼의 첨두주기와 평균주기를 이용하여 
과소평가된 파고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파고측정의 정확성을 향상 시킨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다형 파고계의 파랑관측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부이형, 초음파형, 그리고 수
압식 파랑관측 기기는 지점관측 (point measurement) 이며 레이다형 파고관측은 원격에 의한 면적관측방
법이다. 지점관측 방법으로는 주파수 스펙트럼(frequency spectrum)을 얻을 수 있으며, 면적관측 방법으로
는 파수 스펙트럼(wave number spectrum)을 얻을 수 있다. 파수 스펙트럼은 분산방정식을 통해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될 수 있다. 면적관측 방법은 일정 해역 면적에서의 파랑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점관측 방법이 제공할 수 없는 파랑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Ergodicity는 충분히 긴 시계열 지점파랑자료
는 면적파랑자료와 동일함을 보장한다. 그러나 연안에서의 충분히 긴 파랑자료는 정상(stationary)상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파랑분석을 위해선 보통 약 30분 정도의 파랑 시계열자료를 획득하여 주파수 스펙
트럼을 추출한다. 반면에 레이다형 파고계는 면적관측 방법을 취하므로 단 몇 초 간격의 해수면 이미지 자
료로 안정적인 스펙트럼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파랑자료 획득의 효율성 면에서 우월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수면 합성 이미지 (synthesized water surface images)로부터 구한 파수 스펙트럼과 
한 지점에서 구한 파랑 시계열 자료로부터 구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함으로써 레이다형 파고계에 의한 
파랑관측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해수면 이미지의 합성 
 

해수면의 이미지는 아래의 식으로 합성할 수 있다. 

( ) ( ) ,( , , ) sin( , , - )nm x n m y n m n n m
n m

x y t a k x k y tη ω θ ω θ ω ϕ= ⋅ + ⋅ +∑∑  

여기서 ( )2 ( , )nm n n ma S f G f fθ θ= ∆ ∆  

  ,      x yk k x y θ ω ϕ와 는 파수의 방향 성분이며, 는 파향, 는 각주파수, 그리고 는 위상을 나타낸다. 

스펙트럼은 JONSWAP 스펙트럼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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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gon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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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연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해빈 침식을 겪고 있다. 해빈 침식은 자연환경과 경
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하여 해빈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킨다. 해빈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해빈에서 발생하는 침식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관측 자료로부터 해빈 모래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래의 부피변화 분석법(Dean and 
Dalrymple, 2002), 모래수지 분석법(Dean and Dalrymple, 2002), EOF(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분석법(Winant et al., 1975), Even-Odd 분석법(Berek and Dean, 1982), CPCA(Complex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Liang and Seymour, 1991) 등 매우 다양한 접근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Cheon et al., 2013). 

EOF(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고유함수) 분석법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
이라고도 알려진 통계 분석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료로부터 의미를 가지는 변화를 영향력의 순서
로 추출해내는 방법으로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시간과 공간 각각의 함수로 분리해 내는 분석방법이다
(Eq. 1).  

 

( ) ( ) ( ), n nn
T r t T t rφ=∑               (1) 

where, , = space-time data, expansion coefficients which are function of time, and EOFs. 
 

EOF 분석법이 해안공학에 도입된 초기에는 해빈단면의 변화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Winant et al., 
1975; Aubrey, 1978; Aubrey, 1979; Dick and Dalrymple, 1984). 해안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90년
대에 EOF 분석법은 CPCA 법으로 도입되었다(Liang and Seymour, 1991; Medina et al., 1992; Bosma 
and Dalrymple, 1996). 국내에서는 Cheon et al.(2013)이 EOF 분석법을 이용하여 해빈 지형의 변화를 분
석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OF 분석법을 적용하여 후정 해수욕장 해빈의 단면 변화를 분석하고 이벤트(event)별 
모래 이동량을 추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지역 
EOF 분석방법을 적용할 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북부에 위치한 후정 해수욕장이며 자세한 위치는 Fig. 1

과 같다. 후정 해수욕장은 해빈 모래의 평균 입경이 0.4 mm 이며 현재 해빈 유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
로 조차가 0.10 ~ 0.30 m로 매우 작고 해빈의 경사각이 비교적 급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
빈의 양 끝이 북쪽의 방파제와 남쪽의 암초지역으로 막혀있으며 해안의 법선 방위각은 37.33도 이다(Fig. 
1). 조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관측 시 조위와 조석에 의한 모래 이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
으며 분석에서 조석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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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의 낭도해안에서 해빈변형 검토

Discussion of Nangdo Beach Change in  South Coast of Korea

박일흠1( 남 )ㆍ황성수( 남 )ㆍ조 ( 남 )ㆍ이 권(한국수산자원 리공단)

공룡유 지로 유명한 우리나라 남해안에 치한 낭도해안에서 해빈변형을 검토하 다. 이 해안은 지

까지 보존이 잘 된 안정 해빈이지만, 최근 수요의 충족을 한 선착장의 계획이 검토되었다. 상해

역에서 다양한 해양물리·지질학  상을 장조사하 으며, 이들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수치실험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 다.

해빈변화를 일으키는 외력(조석·조류, 랑, 해빈류)에 해, 선착장 건설에 따라 조석·조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낭도해빈 주변해역에서 평상시 고는 0.1∼0.2m 이하로서 아주 정온한 상태를 보 다. 

그러나 남풍계열의 폭풍 가 내습할 때, 그 향이 크게 나타나 해수욕장 앙부 해역에서 1.5m의 고

가 출 할 것으로 측되었다. 해빈류의 경우, 평상시에는 낭도해수욕장 부분의 해역에서 연안방향을 

따라 5∼10cm/s 이하의 약한 흐름이 나타났으나, 폭풍시에는 최  50cm/s 정도 강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

로 측되었다.

해빈변화의 측에 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의 낭도해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남

풍계열의 폭풍이 내습할 때 강한 해빈류의 향으로 낭도해수욕장의 남쪽 사빈은 침식되고 남쪽 사빈 끝

단부터 선착장 구조물까지 해역은 퇴 되며, 이 게 발생된 사빈변화는 일반 으로 정온시 차 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자연 인 회복력이 있지만, 선착장을 건설한 경우에는 이 구조물의 향으로 

원히 회복되지 않고 그 상태가 고착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해안선변화 측실험에서도 

나타나는데, 선착장건설시 낭도해수욕장 북쪽해안의 사빈폭은 후퇴하고 남쪽의 사빈폭은 진하는 형

인 변화특성을 나타내었고, 그 증감폭은 선착장 바로  해안에서 향후 10년간 최  18m 정도 해안선

이 진하며 이같은 남측의 모래퇴 량을 보충하기 하여, 북측해안은 5m정도 사빈폭이 고루 침식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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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퇴 실험에 기 한 설매립 토의 유실율 평가

Loss ratio estimation of dredged clay fill based on the turbulent deposition tests

류홍렬1 ․배인욱2․한규석3․황규남4

설매립은 수면아래의 층 퇴 층을 굴착하여 물과 토립자가 혼합된 상태로 배송 을 통해 매립지

역으로 이송하는 공법으로, 일반 으로 설 토에 의해 조성되는 매립지반의 체 변화는 여수토를 통해 

물과 함께 빠져나간 토립자의 유실량과 침강되어 새로이 형성되는 지반표면에서의 건조수축  지반내부

에서의 자 압 에 의한 침하량의 합으로 표 될 수 있다. 그러나 체 변화요인과 련하여 자 압 과 

건조수축에 한 연구는 비교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토립자의 유실과 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김홍택 등,2000). 한 세립 토질의 경우 부유사의 형태로 수층에 잔류되어 여수로를 통한 유실량의 

증가로 인해 유실율의 변화는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발생가능한 유실율에 한 평가는 매우 요하다.

따라서 실제 장에서는 유보율 평가를 한 퇴사량(혹은 잔존 부유 토사량)의 평가를 해 일반 으

로 시공시 시험포를 조성하여 장에서 유실률을 실측하거나 설계기 서에 제시된 입경별 유실률 표를 

이용하여 유실률을 산정하고 매립 후 측량을 통해 유보율을 검증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

한 방법은 배송  토출구 부근에 퇴 되는 조립토사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세립 토질의 경우, 미세

립자들이 갖는 입자간의 충돌  착력과 같은 응집효과로 인해 수층 부유 록의 수 량을 단순히 

입경의 함수로 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설계기 서에 제시된 입경별 유실률 표를 이용하여 유보율

을 산정하는 경우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 한 갓 퇴 된 세립 토층의 경우 유실률을 실측하기 

한 측량시 조립토사와 달리 시간에 따른 체 변화가 커 정확한 유실률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실 으

로 불가능하다.

한편, 과거 Mehta and Partheniades(1975)는 환형수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세립 토질에 한 퇴 실

험을 수행하 는데, 그들의 실험 결과는 비교  빠른 퇴  후에 일정한 흐름조건에서 부유사 농도가 궁

극 으로 명백한 평형농도(Ceq)에 도달하고 면 단응력(τb)이 감소함에 따라 응하는 평형농도 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한 그들은 τb 의 변화에 따른 상 평형농도(Ceq/Co)의 변화 검토를 통해 모든 

부유토사들이 퇴 되는 최소 단응력(τbmin)이 존재함을 입증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기 하여 여수로를 통해 유실되는 부유 토사량을 정 하게 산정하기 해 실제 매립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을 선택하여 매립지에 유입되는 설토에 한 퇴 실험을 수행하고, τb별 잔존부유사 토사량 

산정  유실율을 산정하기 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결과 수층 부유사 농도가 τb 의 차이에 따라 

Ceq 에 이르는 시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흐름 존재시 Ceq 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한 퇴 실험

을 통해 산정된 유실률 결과는 장에서의 부유농도 직 측결과와 매우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

되어, 향후 평형농도 이론에 근거한 퇴 실험결과가 유실율 평가시 극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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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입사 시 파력감소효과 검토 : Goda 파력식 개선

Analysis of force reduction effects for obliquely incident waves : 
improvement of Goda's wave force formula

정재상1, 이창훈2, 박우선3, 조용식4

Jae-Sang Jung1, Changhoon Lee2, Woo-Sun Park3 and Yong-Sik Cho4

1.서  론

방파제와 같은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이 수직 입사에 비해 경사 입사 시 감소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 파랑이 구조물에 단지 경사지게 입사함으로 생기는 감소요인이 있고, 둘째, 구조물의 길이가 긴 경우 경사 입사 

파랑이 구조물에 위치별로 다른 위상차로 생기는  감소 요인이 있다. 첫째 감소요인에 대해 Tanimoto et al.(1976)은 

파랑이 구조물의 법선과 이루는 입사각()이      인  규칙파의 경우에 행한 수리실험 결과를 이용하

여 0.5(cos) 배로 감소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식이 Goda(2000)의 파압식에 포함되었다. 이는 경사 입사에 

따른 힘의 분력으로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재상 등(2013)은 경사 입사에 따른 파력의 감소는 방파제 전면에 반

사파의 회절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Penney와 Price(1952)의 해석해를 이용하여 입사각에 따른 반무한방

파제 전면의 파고분포를 제시하였으며, 방파제 두부 근처에서 파랑이 경사질수록  파력이 감소함을 밝혔다. 본 연구

에서는 정재상 등의 연구에 더하여 방파제 후면에서 입사파의 회절 효과를 추가로 고려하였으며, 반무한방파제 및 

이안제 형식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선형파이론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파랑의 입사각에 따른 각 구조물의 

위치별 작용 파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장대구조물 형식의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2. 회절을 고려한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회절성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파력은 방파제 전면에 입사

파, 반사파 , 반사파의 회절 성분이 있고, 방파제 배후에 입사파의 회절 성분이 있다. 따라서 방파제 주변에 존재하는 

속도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osh
cosh

  (1)

여기서, 는 입사파의 진폭, 는 각진동수, 는 파수, 는 무차원화 된 자유수면 함수를 의미한다.  축은 방

파제의 끝단을 기준으로 방파제와 나란하고,  축은 방파제 뒤로 좌표가 증가한다. 자유수면 함수는 다음과 같다.

  (2)

  sincos,   sincos (3), (4)

위 식에서 위첨자 ,  , , 은 각각 입사파 성분, 반사파 성분, 입사파의 회절성분, 반사파의 회절성분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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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안제의 경우 구조물의 좌·우 끝단에 회절이 발생하므로 입사파 및 반사파의  회절 성분은 각각    


,

   


이다. 회절 성분의 자유수면 함수는 Penney and Price(1952)의 해석해를 이용하여 구한다.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압은 방파제 전·후면에 작용하는 파압의 합으로 다음 식과 같다.

 cosh
cosh

  (5)

  sin    (6)

위의 파압을 수심방향으로 적분하면 방파제 위치 별 파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anh

  (7)

위 식을 방파제 길이 방향으로 적분한 후 방파제 길이 로 나누면 장대구조물에 작용하는 평균파력이 된다.

   



tanh







 sin
sin

 sin



 

 
 





 (8)

3. 수치해석 결과

입사각에 따른 구조물 위치별 파력에 대해 식 (7)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해석 결과는 Goda(2000)가 제안한 입사

각에 따른 파력감소계수 cos와 비교하였다. 방파제의 길이( )는 5.0L로 하였다. 계산 결과는 반무한방파

제의 경우 Fig. 1, 이안제의 경우 Fig. 2와 같다. 경사 입사에 따른 파력의 감소는 본 연구에 결과와 Goda의 파압식이 

유사하게 나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파제 위치에 따라 파력이 크게 변하는데, Goda의 파력식은 방파

제 위치에 따른 파력의 변화가 무시되어 있다. 해석해를 활용한 검토 결과 반무한방파제의 경우 회절을 미 고려한 경

우 입사각( )이 90도에 접근할 때 0.5에 수렴한다. 반면 방파제 배후의 회절을 고려한 경우 입사각이 0도에 접근하

면 상대파력 역시 0에 접근한다. Fig. 2는 이안제에 대한 해석 결과인데, 전반적인 경향은 반무한 방파제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인다. 이안제 역시 배후의 회절을 고려하지 않으면 입사각이 90도일 때 상대파력은 0.5이며, 회절을 고려할 

경우에는 입사각 90도인 경우 상대파력은 0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석해는 회절파가 다시 회절하는 경우에 대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반무한방파제의 경우 회절된 파가 다시 회절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안제의 경우 방파제의 상대길이가 매우 짧거나 입사각이 클 때(  )에는 오차가 발생한다. 완경사 방

정식 또는 Boussiesq방정식을 사용하여 파력을 구하면 이러한 회절을 온전히 고려하여 오차를 극복할 수 있다.

입사각 및 장대구조물 길이( )에 따른 파력을 반무한방파제 및 이안제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아

래 Fig. 3 및 Fig. 4와 같다. 장대구조물의 경우 역시 입사각이 증가하고, 구조물이 길어질수록 파력은 감소하였다. 장

대구조물의 경우에도 반무한방파제 및 이안제 형식 모두 배후의 회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각 90도일 때 

상대파력은 0.5이며, 회절을 고려한 경우에는 입사각 90도일 때 상대파력은 0이 된다.

4. 결  론

파랑의 입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파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회절을 고려하여 Goda(2000)의 파력식과 비교하였

다. 반무한방파제 및 이안제 형식에 대해 구조물의 위치별 파력과 장대구조물에 작용하는 평균파력에 대해 검토하

였다. 검토 결과 배후의 회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Goda의 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방파제 배후의 회절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입사각이 90도일 때 상대파력은 0.5가 되며, 회절을 고려하면 상대파력은 0이 된다. 본 연구에

서는 규칙파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지만 향후 다방향 불규칙파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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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wave forces on semi-infinite breakwater with incident wave angle () and  -position 

(solid line : present solution, dashed line :  Goda’s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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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사파 회절 성분 무시                                                         (b) 입사파 회절 성분 고려
Fig. 2 Variation of wave forces on detached breakwater with incident wave angle () and  -position 

(solid line : present solution, dashed line :  Goda’s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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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사파 회절 성분 무시   (b) 입사파 회절 성분 고려
Fig. 3 Variation of wave forces on whole section of semi-infinite breakwater with incident wave angle () and 

breakwater length ( ) (solid line : present solution, dashed line :  Goda’s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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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사파 회절 성분 무시      (b) 입사파 회절 성분 고려
Fig. 4 Variation of wave forces on whole section of detached breakwater with incident wave angle () and 

breakwater length ( ) (solid line : present solution, dashed line :  Goda’s formula)



단일 유수실 이슨 방 제에 작용하는 력 계측 비실험

Preliminary experiments for the measurement of wave forces acting on the 

single-chamber porous caisson breakwater 

지창환, 오상호, 장세철, 오 민, 이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Jarlan에 의해 유공 이슨 방 제가 제안된 이래 많은 연구자에 의해 유공 이슨 방 제에 한 연

구가 수행되었으나 부분의 연구는 반사율 감 효과에 한 것이었으며, 력  압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공 이슨에 작용하는 력  압 특성을 알아보기 한 수리실

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력 특성에 한 일부 결과를 제시하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2차원 조 수조(길이 53 m, 높이 1.25 m, 폭 1 m)를 이용하여 수리실험을 실시

하 다. 수조의 일부분을 폭 방향으로 나 어 한 쪽에는 모형을 설치하 으며, 다른 한 쪽에서는 통과 입

사 를 계측하 다. 수심을 3가지로 달리 하 으며, 각 수심에서 고  주기가 다른 37개의 규칙 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유공 이슨 모형은 아크릴 을 이용하여 상부 유공부와 하부 무공부를 분리하여 제작하 으며, 유공

부의 유공율은 20%와 30% 두 가지로 교체하여 실험하 다. 유수실 내부는 유공 슬릿의 하단부까지 속채

움을 하 다. 사석으로 높이 17.5 cm의 마운드를 만들고 폭 70 cm, 높이 47.5 cm의 이슨을 설치 한 후 

높이 6 cm의 상부구조물을 얹었다. 유수실의 폭은 이슨 폭의 20%와 40%인 14 cm와 28 cm 두 가지로 

하 다.

입반사 와 면벽  유수실 수  계측을 해 고계 12개, 력계측을 해서는 18개의 로드셀과 

26개의 압계 등 총 56개의 센서가 사용되었다.

력의 시계열에서는 Takahashi 실험과 동일하게 면벽(Crest I)  후면벽(Crest IIa/IIb)에서의 력 

첨두값이 잘 찰되었다. 유수실의 폭이 좁은 경우는 폭이 넓은 경우에 비해 Crest IIa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는 경우가 상 으로 더 많았으며, Crest I과 Crest IIb 사이의 시간차가 감소하 다.

면벽 상부(유공부) 작용 력은 체로 Takahashi 실험과 유사하 으며, 유공부 작용 력은 Goda 

압식에 의한 산정값보다 체로 작았다. 면벽 하부(무공부) 작용 력은 Takahashi 실험 결과와 체

로 유사하나 H/h에 따른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실험 에 해서는 Goda 압식의 산정

값보다 다소 큰 값을 나타내기도 하 다. 후면벽 작용 력은 Takahashi 실험에서는 H/h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을 보 지만, 본 실험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실험 결과를 Takahashi 식에 의한 산정값과 비교한 결과 Takahashi 식은 면벽 유공부 작용 력

을 과소산정하고 후면벽 력을 과 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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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 해수교환형 방 제의 수리특성

Hydraulic character on seawater exchange breakwater of one-way inflow

이동수1, 안성욱2, 김일섭3,박 춘4, 황기정5

 DongSoo Lee1,  SungWook An2, YilSeob Kim3, DaeChoon Park4, and KiJeong Hwang5

1. 서 론

우리나라의 어항  항만 개발시에 항내 정온 수역 확보를 한 방 제는 외해로부터 침입 랑을 효과 으로 차

단하기 하여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로 인하여 항내 수역은 오히려 외해로부터 폐쇄되면서 항내외

의 해수교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질악화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항내

측으로 처리되지 않은 오염원의 지속 인 유입으로 인하여 해수교환기능이 하된 항내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악 향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게 되면  항 주변의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수가 감소되어 지역 어민소득  경제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항내 

수역은 어민과 어항을 방문하는 객의 생활공간이며,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 뿐만 아니라  보다 깨끗하고 쾌

한  어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게 하기 해서는 어항 과 항만을 개발할시 설계 기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해수소통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항내 해수교환  수질개선 문제가 방 제 설계시 요한 요

소로 되고 있으며,  내습 랑을 차단시키는 방 제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수교환 기능을 겸비한 해수교환형 방

제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내 수질을 개선하기 한 방법은 오염원의 유입을 원천 으로 차단하거나 해양

에 지를 이용한 외해수를 항내로 유입시켜 희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반 으로 해양에 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많이 되어 왔으며, 해양에 지는 크게  조류와 랑의 2가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분의 항만은 해수순환성을 증 시키기 하여 박스(Box) 형태의 해수소통구로 설치하여 조석

상에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불투과성 방 제 일부구간을 교

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조석 외에 랑에 지를 극 으로 이용하여 항내 오염물질의 희석을 증 시킴과 동시

에 빠른 시간 내에 외해로 배출하여 항내 수질을 개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 차가 작은 동해에 방 제를 설치할 경우 조류보다는 지속 인 랑 에 지를 이용한 해수유입 방식이 항내 

수질 개선에 효과 이다. 최근에는 해수의 원활한 교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단순한 소통구 형식에 비하여 해수

교환 능력이 우수하고, 항내측으로 달 로 인한 향이 은 범  내에서 랑에 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해수교

환 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단순 박스형, b)월류형   c)일방향 유입형 해수소통구의  3가지 형식에 하여  3차원 수치 동

수로실험과 단면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로부터  각각의 수리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울릉(사동)항 

설계에  용된  일방향 유입식 해수교환형 방 제의 우수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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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수치모형실험

해수교환형 방 제에 작용하는 동장을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해수소통구 단면형상에 따른 유

입유량을 추정 하 다. 수치해석 모델은 3차원 수치 동수로에 한 이상류(二相流)모델인 

3D-TWOPM(3-Dimensional TWO Phase Model) 을 사용하 으며, 3D-TWOPM의 기 방정식은 단일의 연속방정

식과 Navier-Stokes 운동방정식을 사용하 다.

 3차원 수치해석으로 기존의 VOF법을 용하 으며,  해수소통구 형상에 따른 랑 내습시에 하여 상 인 유

입량의 검토를 수행하 다.  단면 형상은 Fig. 1 에 나타내었으며,  3차원 수치모형실험을 선행하여 최 의 형상을 결

정한 후 단면수리모형실험으로 유입량에 한 수리특성을 검토 하 다.

해수소통구 내측에서 유속을 계측한 후 유량으로 환산한 결과,  박스형 0.4 m3/sec, 일방향 유입식 1.17 m3/sec  

복합형 0.73 m3/sec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질개선 측면에서 일방향 유입식 해수소통구의 수리특성이 상 으로 유

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 Box type (b) One-way type (c) Composite type

Fig. 1 Types of seawater exchange breakwater.

Fig. 2 Result of current by hydraulic experiment.

Fig. 3 Result of discharge by hydraulic experiment.



2. 해수유입량 단면수리실험

2.1 실험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로는 2차원 조 수로, 디지털 용량식 고계, 음 식 유속계, 실험 제어  A/D 변환

기, PC 등이 있다. 

2차원 조 수로(two-dimensional flumes)는 Fig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폭(B) 1.4m,  높이(H) 1.5m, 길이(L) 40m

로 조 부와 소 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서보피스톤식 조 기가 설치되어 규칙   불규칙  조 를 할 수 있

다. 수조의 측면은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실험장면을 찰 할 수 있으며, 사진과 비디오 촬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로 내에는 구조물 설치로 인한 반사와 조 에서 발생하는 재반사를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 수로를 폭 

0.8m와 폭 0.6m로 분할하 으며, 분할된 수로의 한쪽 수로 폭 0.8m에 모형을 설치하여 제반 자료의 취득  유입량 

등을 검토하고, 다른 수로 폭 0.6m에서는 입사 의 설정  보정을 수행하 다. 한 본 수로는 조  면에 부착

된 고계에서 독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사  흡수식 제어가 가능하다. 

단면수리실험에서 사용된 조 기는 스펙트럼 함수에 의한 불규칙 와 각각의 성분 에 해 임의의 스펙트럼값

을 입력하여 조 할 수 있으며, 고계, 압계  유속계 등을 연결하여 동시에 32채 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수

로 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월   투과  등에 의해 제체 ․후 수면의 차이가 순간 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 차이는 수로 양 끝단으로 연결된 이 와 분할된 측면 수로를 통하여 제체 ․후면의 수 가 동일하

게 유지하 다.

2.2 실험절차 및 자료분석
수리실험은 수로의 제원, 소 성능, 실험수 , 수심  구조물의 제원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1/50 축척의 정상

모형을 사용하 다. 실험은 자유수면을 갖는 랑실험으로 력이 유체의 운동을 지배하므로 수심, 실험   모형

제작 등과 같은 제반인자는 Froude 상사법칙에 의거하여 축소 제작하 다. 주 수 스펙트럼을 고려한 불규칙 를 

용하 으며, Bretschneider-Mitsuyasu 스펙트럼을 용한 불규칙 로 재 하 다. 

해수소통 기능을 한 방 제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박스형의 기능을 개선한 

일방향 유입식 해수소통구의 단면을 계획하 다. 일방향 유입식 해수소통구는 조 차가 으며, 평상시 출 율이 

탁월한 낮은 고와 짧은 주기의 랑이 내습하여도 해수 유입이 가능하도록 고안하 다.

일반 인 해수소통구 형식은 소통구 내에서 랑의 수립자 운동에 의한 왕복성 흐름이나 월류에 의한 수두차이 

발생으로 인한 항내측으로의 흐름은 미약하다. 반면, 일방향 유입식 해수소통구는 기존의 형식과 달리 심장의 막, 

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한쪽 방향으로 해수 흐름을 유도하고 역류는 방지하고 있다. 이는 랑의 상이 

시에 항내측으로 유속을 가속시켜 유입량을 증가시키고, 반 로 상이 곡시에는 항외측으로 역류를 방지함으로

써 항내측으로 유량이 지속 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소통구의 형식이 (a) 월류형, (b) 박스형  (c) 일방향 유입형에 하여 단면 불규칙  실험을 

수행하 으며, Fig. 4에 나타내었다. 해수유입량은 주어진 랑조건을 상으로 음 식 유속계를 사용하여 유속을 

계측한 후 유량으로 환산하 다.

(a) Overflow type (b) Box type (c) One-way inflow type

Fig. 4  Section on seawater exchange breakwater.



2.3 실험결과
랑에 지에 의한 해수소통구의 유입량 계측은 기존 소통식과 일방향 유입식에 하여 수심 DL(-)23.0m 의 평상 

랑조건 등을 상으로 수행하 으며, 실험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해수유입량은 해수소통구 내측의 유속을 계측하여 유량으로 환산한 결과, 반 으로 주기가 길고 고가 클 수

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수소통구를 통한 평균 유입량은 월류형 2.96 m3/m․sec, 박스형 2.60 m3/

m․sec, 일방향 유입식 4.98 m3/m․sec 로 분석되었다. 수리모형실험의 유입량은 수치 동수로실험과 유사한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일방향 유입식이 기존 방식에 비하여 효과가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 Result of inflow discharge by hydraulic experiment

Figure
number

Height
(m)

Period
(sec)

Overtopping Discharge(m3/m․sec)
Overflow type Box type One-way inflow type

1
2
3
4
5
6
7
8

9

2.0
2.0
2.0
3.0
3.0
3.0
4.0
4.0

4.0

7.0
9.0
11.0
7.0
9.0
11.0
7.0
9.0
11.0

0.23
0.89
2.27
0.73
3.03
5.08
2.05
5.53
6.87

0.88
1.24
0.97
2.25
3.26
2.22
3.43
4.56
4.65

3.08
3.87
4.23
4.36
5.33
5.88
4.54
6.51
7.04

5. 결 론

해수교환형 방 제의 유입량은 3차원 수치 동수로 실험과 단면수리모형실험으로 수리특성을 비교 검토하 다. 

실험결과, (1) 3차원 수치 동수로 실험결과에서 일방향 유입식은 박스형에 비하여 유입유량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2) 수리모형실험에서 일방향  유입식은 기존 월류형에 비하여 약 1.67배, 박스형에 비하여 약 1.92배의 개선된 

수리특성을 보 으며, 수치 동수로 결과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3) 일방향 유입식은 상 은 낮은 고와 

짧은 주기에서 해수유입량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일방향 유입식 해수소통구는 랑에 지를 이용하여 랑의 상이 시에 항내측으로  흐름을 증가시키고, 반

로 상이 곡시에 항외측으로 흐름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 박스형과 월류형에 비해 수리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제한된  랑과 구조물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보다 정 한 수리특성을 악한다면 

실무 장에서 해수교환형 방 제 설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참고문헌

오병철, 전인식, 정태성, 이달수 (2002). 파랑에너지를 이용한 항내 해수순환증진에 대한 연구. 한국해안․해양
공학회지, 제14권, 제3호, 209-221.

김현민, 김규한(2003). 해수교환효과를 고려한 방파제의 수리특성검토.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제14권, 
124-129.

포항지방해양항만청 (2014). 울릉(사동)항 2단계 동방파제 축조공사 제1권 수치및수리모형실험. 
해양수산부 (1993) 해수교환방파제의 실용화연구(Ⅰ).
해양수산부 (1999) 해수교환방파제의 실용화연구(Ⅱ).
Akeda. S., Yamamoto. Y., and Kimura. K. (1998). Design and Construction of Seawater Exchange Breakwater. 

Coastal Engineering, 1539-1552.



불규칙 -해 지반-혼성방 제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반과 구조물의 동 응답에 한 

수치시뮬 이션

이 호1, 백동진2, 김도삼3, 김태형4, 김동욱5

해양  해안구조물 하부의 해 지반에 장시간 지속 인 고 랑이 작용하는 경우 진동성분과 잔류성분으로 구성되는 과잉

간극수압의 증가에 따른 유효응력의 감소로 인하여 해 지반내에 액상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일단 액상화가 발생되면 그

의 진행에 따라 구조물의 침하 혹은 도에 의해 종국 으로 구조물이 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표 인 경우로 1978

년에 포르투칼 Cape Sines에 있는 Fig. 1의 Sines방 제가 해 지반의 액상화에 의해 침하된 피해사례가 잘 알려져 있고

(Burcharth, 1987), 한 유사한 피해사례가 세계 각지에서 많이 보고되어 있다(Burcharth, 1987; Oumeraci, 1994; 善과 梅原, 

1986; 大草, 1986).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003년 태풍 매미의 내습시 남해안에 해안구조물의 침하에 따른 많은 피해와 Photo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2012년 태풍 볼라벤 내습시 제주도 서귀포항 방 제의 피해사례를 표 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수치 동수로를 불규칙 동장으로 확장한 수치해석법을 용하여 불규칙 동장하에서 해 지반상  혼

성방 제의 표면상에서 시간변동의 동 압과 유속에 의한 단응력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반의 동 거동을 정 하게 재

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에 기 한 탄소성해 지반응답용의 수치해석 로그램에 입력치로 용하여 불규칙 동장에서 해

지반내에서 과잉간극수압  유효응력의 시공간 인 변화, 이로 인한 액상화, 그리고 지반의 시간변형과 이슨의 시간변

  변 가속도 등을 정량 으로 평가한다. 이로부터 혼성방 제 면  후면 하부의 해 지반내에서 액상화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액상화된 토립자는 흐름에 한 항력을 상실하므로 액상화된 지반은 세굴가능성이 클  것으로 단된다. 

한 액상화된 지반은 강도의 한 하로 구조물의 진동변 가 증폭되고, 더불어 혼성방 제의 안정성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여기서, 구조물의 동 변 와 변 가속도  지반변형을 심으로 다루고, 지반내에서 간극수압의 시간변

동, 액상화  유효응력경로 등을 상세히 다룬다.

Fig. 1. Typical cross section of Sines breakwater of 

Portugal (Burcharth, 1987)

Photo. 1. Damaged breakwater of Seogwipo 

port by typhoon Bol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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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해 지반-혼성방 제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반과 구조물의 동 응답에 한 수치시뮬 이션

이 호1, 백동진2, 김도삼3, 김태형4, 배기성5

해안  해양구조물 하부의 해 지반에 고 랑이 장시간 작용하는 경우 과잉간극수압(진동과잉간극수

압과 잔류과잉간극수압의 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어지는 유효응력의 감소에 따라 해 지반에 액

상화가 발생될 수 있다. 일단, 지반액상화가 발생  진행되면 구조물의 침하 혹은 도에 의해 종국 으

로 구조물이 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력식구조물이 설치된 하부지반내에서는 작용에 의한 

큰 과잉간극수압과 작은 유효응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지반액상화의 여부를 정확히 측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반의 동 거동 특성은 설계에 충분히 반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수치 동수로를 불

규칙 동장으로 확장한 수치해석법을 용하여 해 지반상  구조물의 표면상에서 시간변동의 동 압과 

유속에 의한 단응력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반의 동 거동을 정 하게 재 할 수 있는 해 지반응답

용의 수치해석 로그램 FLIP(Finite element analysis LIquefaction Program)에 입력치로 용하여 해 지

반내에서 과잉간극수압  유효응력의 시공간 인 변화, 이로 인한 액상화, 그리고 지반의 시간변형과 구

조물의 시간변 를 정량 으로 평가한다. 이로부터 해 면상에서 단응력을 고려한 경우 구조물 면의 

하부해 지반에서 액상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액상화된 토립자는 흐름에 항력을 상실하므로 

세굴로 이어질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태풍시 고 랑의 작용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구조물의 면에

서는 지반액상화로 인한 지반강도의 한 하로 구조물의 진동변 가 더욱 크게 발생되고, 더불어 구

조물의 안정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Photo. 1 Damaged  Breakwaters by Typhoon Maemi(Deabyeon Port).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numerical wave tank domain used for this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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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진수로형 력발 장치 개발

Development of wave power generation device with multiple resonance 

channels

이병욱1, 이창훈2

Lee, Byeong Wook1, Lee, Changhoon2

1. 서론

력발 장치는 작동원리에 따라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 형 력발 장치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동물체형

은 발 효율이 높은 반면 지속 으로 발 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진동수주형 력발 장치는 폐된 공간으로 

랑이  아래로 움직일 때 공간 내에 있는 공기의 운동에 지를 이용하여 발 하는 장치이다. 수주의 고유주기가 

입사 랑의  주기와 같으면 움직임이 증폭되어(즉, 공진이 발생하여) 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기의 움직

임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폭풍이 불어 닥칠 때 사용하지 못하여 지속 인 발 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월 형 

력발 장치는 지속 으로 발 은 가능하지만 낙차가 크지 않은 한계가 있다(Falcao, 2010). 국내에서는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에서 1993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다양한 형식(부유식 진동수주형, 고정식 진동수주형, 직선 월 형, 나선 

월 형 둥)의 발 장치를 개발하 다. 국내에서 개발한 력발 장치는 선진국에 비해서 효율성과 안 성 면에서 

앞서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Lee와 Lee(2003)는 항 내의 오염원을 항 외로 효과 으로 보내는 해수교환방 제를 개

발하 다. 방 제를 통하는 수로에 랑의 로 인하여  아래로 요동치게 된다. 요동치는 수로의 고유주기가 

입사 랑의 주기와 같을 때 수로 내 수면이 최 가 되어 항내로 최 의 유량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력발 장치는 수로의 공진을 이용하여 발 효율을 극 화 하면서도 수로 머로 월 를 유도하여 지

속 으로 발 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장치는 방 제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 제와 발 의 겸용으로 쓰

이는 장 이 있다. 이병욱 등(2012)은 공진수로형 력발 장치와 월 형 력발 장치를 비교하여 공진수로형 

력발 장치의 발 용량이 뛰어남을 보 고, Lee et al. (2013)은 공진주기식에 경사효과를 고려하여 정확성을 높

다. 

본 연구는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외해수로의 단면변화에 따라 수로 내 수면의 수 가 최 가 되는 주기를 찾아서 

측된 공진주기와 비교하 고,  ·아래로 복합으로 외해수로를 두어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측된 공진주기와 비

교하 다. 그리고 FLOW-3D를 사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2. 복합수로의 공진원리

Fig. 1에서와 같이 수로 입구(즉,   지 )부터 수로 내 수면 (즉,   지 )까지 Euler 식을 분하면 다음 식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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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세 번째 무리의 항인 운동에 지 항은 비선형 항으로서 무시하 다. 한 마지막 항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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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이고, 식 (2)를 유도할 때 연속방정식 을 사용하 다.  따라서 식 (1)은 다음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

                        




 







                                                                    (3)

수로입구의 압력 와 수로 내의 수면변   는 다음과 같다.

                                                                                                                           (4)

주어진 압력에 수면의 진폭이 무한히 증폭되는 경우에 공진이 발생한다. 식 (4)를 식 (3)에 입하면 공진 주기는 다

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5)
    

수로의 입구(즉,   지 )부터 만곡부까지 단면 과 거리는 각각 와 , 만곡부부터 수로 내 수면(즉,   지 )까지  

단면 과 거리는 각각 와 라고 하면 다음 계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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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 (6)을 식 (5)에 입하고 외해수로 입구의 단면이 직사각형이고 흐름의 직각방향의 좌·우 폭이 일정하면 공진 주기

는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 는 각각 수로 입구와 수로 내 수면에서의 수로 단면의 ·아래 폭을 의미한다.

3. 수치실험

Fig. 1은  공진수로형 력발 장치의 단면도이다. 외해에서 입사하는 랑이 외해수로를 지나서 수지로 넘어가

고 수지의 뒤에 내해수로를 통과한다. 내해수로에 수차를 두어 수지와 내해의 수 차를 이용하여 발 한다. 외

해수로를 지나는 물은 공진 발생 시 수 가 최 가 되어 수지 머로 유량이 최 가 될 것이다. 식 (7)을 사용하여 

입사 의 주기  가 공진주기 와 같이 되게 외해수로의 길이 와 폭 를 조정한다.  

FLOW-3D를 써서 수치실험을 수행하 으며 식 (7)을 검증해보기 하여 Fig. 2의 단면을 사용하 다. 수심이  

32cm, 입사 의 고는 2.8cm로 고정하 다. Fig. 2(a)는 90° 경사의 공진수로형 력발 장치로 수로 입구의 수

심이  11.5cm, 수로의 폭을  7cm, 수로의 길이를  14.95cm,  11.5cm로 같이 두었고,   , 

  의 두 가지 경우에 하여 수로 내 수면의 수 가 최 가 되는 주기를 찾아보았다.   의 경우, 입

사 의 주기는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로 10 가지 경우에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의 경우, 입사 의 주기는   1.0, 1.1, 1.2, 1.3, 1.4, 1.5, 1.6, 2.0 로 8가지 경우에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에 주기 별 수로 내 수면의 수 와 측된 공진주기를 함께 도시하 다. 그 결과 Fig. 3(a)와 Fig. 3(b)의 상

오차는 각각 2.9%, 0.7%로 유사하게 나왔다. Fig. 2(b)는 30° 경사의 복합수로로 식 (7)을 사용하여 ·아래 수로의 공

진주기가 같은 단면을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수로 내 수면의 수 가 최 가 되는 주기를 찾은 뒤에 측된 공

진주기와 비교하 다. 우선 으로 실험을 수행할 단면을 결정할 때 30° 경사로 실험을 수행한 이유는 이병욱 등

(2012)과 Lee et al. (2013)의 90°, 45°, 30° 경사의 실험결과에서 30° 경사의 공진수로가 발 용량이 제일 컸기 때문이

다. 공진주기는  1.79sec이고, 수로의 폭을  5cm,  7cm,  7cm,  3.22cm, 수로의 길이

를  14.95cm,  19cm,  15.06cm,  33cm로 두었다. 입사 의 주기는   1.5, 1.6, 1.7, 1.8, 1.9, 

2.0, 2.1 로 7가지 경우에 실험을 수행하 다. 



Fig. 4에 ·아래 수로의 주기별 수로 내 수면의 최  수 와 측된 공진주기를 함께 도시하 고, ·아래 수로의 

상 오차는 각각  5.63%, 0.39%로 유사하게 나왔으며, 수치실험의 입사 의 주기를 세분화하여 실험을 수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복합수로를 사용한 력발 장치를 개발하 다. 즉, 발 용량을 극 화하기 하여 복합수로를 통하

여 월 를 유도하는 장치를 개발하 다. 복합수로에서 공진주기를 유도하고, FLOW-3D를 사용하여 수치실험을 수

행하여 수로 내 수면이 최 가 되는 공진 상을 재 하고 유도된 공진주기와 비교·검증하 다. 이 복합수로는 단일

수로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통과시켜 더 큰 용량의 발 이 가능할 것이다. 각각의 수로에서 공진이 발생하게 수로의 

제원을 조 하여 월 량을 극 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아래 수로의 단면을 변경하면서 유량이 최 가 되

는(즉, 발 용량이 최 가 되는) 발 장치를 찾기 해 연구 이며, 그 결과를 발표 자료로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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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wave power generation device with resonance channel.



                           (a)                                                                                               (b)

Fig. 2. Layout for hydraulic experiments: (a) 90°-slope channel, (b)  30°-slope multiple channels.

  

                                                 
   (a)                                                                                       (b)

        

Fig. 3. Variation of maximum water surface elevations with wave period for single channel of Fig. 2(a):  
(a)      , (b)   .

Fig. 4. Variation of maximum water surface elevations with wave period for multiple channel of Fig. 2(b).



단 에 의한 해 지반과 해양구조물(혼성방 제)의 동 응답 수치시뮬 이션

Simulation of dynamic response of soil foundation around offshore 

construction(composite breakwater) due to bore

육승민1, 김도삼2, 이윤두3, 김태형4, 이 호5

지진해일의 장은 수 십 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지진해일이 원을 출발하여 해안에 근하면서 수 십 킬로미터나 

되는 동의 선단부가 천해역에 도달했을 때에 그 후단은 아직 심해역에 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 의 달속도는 수

심의 평방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연안에 근하는 해일의 선단은 진행이 지체되고 후단은 빠르게 진행되어 그 사이에서 응축

된 에 지는 높은 고로 환되게 된다. 해안에 도달한 지진해일의 선단이 가 르게 증폭되는 경화 상이 발생하면 그 

면의 수 와는 층을 이루게 된다. 풍 의 경우는 경화가 형성되어도 그 배면의 수 가 낮아지는 반면, 지진해일은 장

이 단히 길기 때문에 경화된 부분의 배면은 수 가 하강되지 않고 선단을 경계로 수 에 계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단

( bore)라 한다(김도삼2013).

 본 연구는 지진해일을 단 로 근사시켜 단 의 작용하에 혼성방 제에서 지반내의 액상화 상  혼성방 제의 거동에 

하여 검토하기 해 수치 동수로에서 고 1.9m의 단 를 조 시켰다.

이 때 단 에 의해 과잉간 수압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지반유효응력이 감소되어 액상화 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액상화로 인하여 구조물의 침하와 도 등으로 구조물이 괴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화를 검토하기 하여 수치 동수조를 통하여 구조물과 지반부에 작용하는 시간변동 압  유속을 

산정하고, 이를 지반거동의 해석 로그램인 FLIP(Iai et al., 1992)에 용하여 지반  구조물의 동 인 거동, 침하량, 과

잉간극수압비, 유효응력경로 등을 정량 으로 평가한다.

Photo.1 City was devastated by 2011 off Pacific coast of Tohoku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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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발 체에 작용하는 풍하 과 랑하 간의 비선형 상쇄간섭 
Nonlinear difference interaction of wave force with wind load acting on the 

offshore wind turbine

조용 1, 최세호2, 김병규3

 Cho Yong jun
1
, Choi Se Ho

2
 and Kim Byeong kyu

3

1. 서론

    해상 풍력단지는 연안에서 50km 떨어진 수심 20m 내외의 수역에 설치되며, 해상 풍력발 체에 작용하는 동

하 은 내륙에 설치된 경우보다 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상은 난류강도와 바람에 의한 단력이 내륙에 비해 

어 발생하나, 평균 풍속은 상 으로 빠르게 유지되어  해상 풍력발 체의 발 효율은 증가한다.  

  재 풍질이 상 으로 우수한 심해를 상으로 한 부유식 풍력발 체 개발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해상

풍력단지의 부분은 여 히 면에 고정된 통 인 기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 양식으로는 monopile, 

gravity based, tripod, steel jacket 구조물 등을 들 수 있다. 

  술한 기 양식  거치, 제작, 조립이 비교  용이하며 비용이 상 으로 렴하다는 수월성으로 인해 

monopile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nopile 기 는 하나의 pile로 구성된 구조물로 구성되며, 풍력 

turbine에 가해지는 하 에 따라 면에서 10m에서 40m 깊이까지 입된다. 설치가 완성되면 monopile은 평균해수

면 로 경계층을 비껴가기 해 10에서 15m까지 솟구친다. 풍력터빈은 이 게 거치된 monopile 에 설치된다. 이

러한 특성으로 monopile은 풍하 뿐만 아니라 기 부에 작용하는 랑으로 인한 하 을 이겨내야 한다.

  주 외력으로 작용하는 풍력과 력에 한 해상 풍력발 체 거동해석은 각 하 에 한 해상 풍력발 체 응답 해

석 후 각 응답을 선형 첩하는 방법과 풍하 과 랑하 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동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합 동  모형을 용하는 경우 각 하 에 의한 풍력발 체 응답을 해석하여 선형 첩하는 경우보다 부재력이

나 면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 등이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은 풍하 과 랑하 에 한 각 풍

력발 체 응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강간섭, 상쇄 간섭  상쇄 간섭에 의해 야기된다. 이는 단순 선형 첩 기법에 

기 한 설계가 지나치게 과다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하나, negative aerodynamic damping 발생시 보강간섭의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어 해상풍력산업의 과다한 기투자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상쇄 간섭이 발생하는 물리  

환경에 한 충분한 이해가 제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술한 상쇄간섭은 OWEC 설계 도구에서도 시된 바 있으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  기작에 한 설명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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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Thickened boundary layer due to waves

우 부족해 보인다. 

  풍력과 력의 비선형 상쇄 간섭은 세 가지 기작으로 구성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해면이 랑으로 출 이는 경우 해면 인근 바람 경계층 두께는 두꺼워지며, 풍속분포는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풍하 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Fig.1 참조). 

 

  둘째, 랑이 바람이 부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력과 풍력은 해상 풍력발 체 변형을 

야기하는 하 으로 작용하나, 간헐 으로 변형에 항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항력은 먼 , 해수면의 

하강이 시작되면서 역 되는 수입자 운동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랑으로 인한 수입자 운동방향은 내습하

는 바람과는 맞서는 모양으로 종국에 력은 풍력으로 인한 해상풍력발 체 변형을 제한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Fig.2 참조). 

  이 밖에도 해상풍력발 체 변형이 시작된 경우 발생하는 유체입자와 해상풍력발 체 간의 상 속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술한 상 속도는 해상풍력발 체에 작용하는 형상 항력을 통해 유체역학  감쇄를 야기한다. 유체역

학  감쇄는 다시 수동역학 감쇄와 공기역학 감쇄로 분류될 수 있다. 유체역학  감쇄는 어느 정도의 변형을 허용하

되, 변형시 생기는 복원력을 항력으로 활용한다는 에서 통상 인 Compliant Structure의 설계개념과 동일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3 참조). 

  따라서 풍하 과 랑하 간의 비선형 상쇄간섭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해상풍력발 체는 지나치게 보수 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는 과다한 기투자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해상 풍력발 체 최 설계에 필요한 력과 풍력의 비선형 상쇄 간섭의 정량  평

가를 해 5MW  해상풍력 발 체를 상으로 한 수치모의가 수행된다.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해 그 동안의 해상풍

력 발 체 해석에서 간과되어온 돌풍으로 인한 해상 풍력발 체 buffeting 해석을 포함하 다. buffeting 해석을 

한 풍속 시계열자료는 Kaimal 스펙트럼, 상호 스펙트럼, 간섭함수를 이용한 Monte carlo 모의를 활용하여 산출하

다.  

  해상풍력 발 체의 하부구조는 시공이 용이하여 가장 많이 선호되는 mono pile로 취하 으며, 해상풍력발 체

와 공기력[aerodynamic force]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한 공탄성해석 [aeroelastic analysis]은 beam element 

method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a) wave force in phase with wind force  (b) wave force out of phase with wind force 
Fig. 2 Reversal of wave force acting direction under progressive waves as the free surface turns into its trough

Fig.3 Schematic sketch of the nonlinear difference interaction of wave loading with wind loading via 
aerodynamic damping

2. 수치결과

해상 풍력발 체 하부구조물에 작용하는 력과 풍력의 비선형 상쇄 간섭을 해석하기 해  5MW  해상풍력 발

체를 상으로 한 수치모의를 수행하 으며 해상풍력 발 체의 하부구조는 시공이 용이하여 가장 많이 선호되는 

mono pile로 취하 다. 해상풍력발 체와 공기력[aerodynamic force], 력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한 공탄성 

해석 [aeroelastic analysis] 과  유탄성해석 [hydoelastic analysis]은 beam element method를 사용하여 수행하 으

며 형상함수로는 첫 번째 좌굴모드를 취하여 수치모의의 정확도를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이 과정에서 돌풍

으로 인한 해상 풍력발 체 buffeting 해석에 필요한 서로 상이한 10개 표고 [x=26, 32, 38, ·····, 80m]에서의 풍속 시

계열자료는 Kamail 상호 스펙트럼을 이용한 Monte carlo 모의를 활용하여 산출하 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기후조건

을 고려하여 기 풍속과 마찰속도, 조도높이는 각각    =10.1314 m/s, =1.76 m/s로 취하 다. 

세 시간 정도 지속되는 랑에 비해 돌풍 등으로 인한 최  풍속의 지속시간은 상 으로 짧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풍하 에 한 해상풍력발 체 설계 시에는 십분 평균 풍속이 차용되며, 랑하  고려 시에는 무작  랑이 

세 시간 동안 모의되는 것이 일반 이다. Fig.4에는 Kamail spectrum과 Cross spectrum을 이용하여 수치모의된 풍

속시계열 자료를 도시하 다.

Fig. 5에는 Random phase method를 이용하여 수치모의된 x=19.0 m, x=17.5 m에서의 유속과 가속도 시계열 자료

를 각각 도시하 다. 우리의 상 로 해면에서 멀어질수록 유속과 가속도가 감소하며, 이러한 상은 미소진폭  

이론에 부합한다. 한 수치모의된 풍속 난류성분과 비교하면 상 으로 정연해 보이며, 이는 유속과 가속도 스펙

트럼 역폭이 Kamail 스펙트럼의 역폭보다 작아 나타나는 상으로 스펙트럼 역폭이 클수록 불규칙성이 증가



Fig. 4 Numerically simulated wind velocity 

Fig.5 Numerically simulated Surface elevation, Velocity 
and Acceleration at x=19.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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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umerically simulated response of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 against different combination of 

external force

Fig. 7 Instantaneous snapshots of deflection of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 against different combination of 

external force

한다.  

Fig. 6에는 수치모의된 時 역에서의 해상풍력발

체 하부구조물의 응답을 도시하 다. 풍력과 력

간의 비선형 상쇄간섭을 규명하기 해 먼  풍력과 

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 해 수치모의를 수

행하 고, 이어 풍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해 수행되

었다. 상부 pannel은 풍력과 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하부 pannel은 풍력만 작용하는 경

우이다. 풍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해상풍력발 체 하

부구조물의 응답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증폭비를 산출하기 해 하부구조물의 응답에 

해 spectrum을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Fig. 18에 수

록하 다. 랑이 지니는 안정효과로 하부구조물의 

응답이 약 3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7에는 최  변형 발생시 하부구조물 snapshot

을 도시하 다. 

3. 결론 

1. 풍력과 력의 비선형 상쇄 간섭은 세 가지 기작

으로 구성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먼 , 해면이 랑으로 출 이는 경우 증가하는 

해면 인근 바람 경계층 두께, 

3. 둘째, 랑 내습시 해수면이 하강하는 상공간 

삼∙사 분면에서 역 되는 수입자 운동방향에서 찾

을 수 있다. 이 게 역 된 수입자 운동방향은 바람

의 진행방향과 맞서게 되며, 풍력으로 인한 해상풍력

발 체 변형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셋째, 해상풍력발 체 변형이 시작되며 발생하

는 유체입자와 해상풍력발 체 간의 상 속도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술한 상 속도는 해상풍력발 체

에 작용하는 형상 항력을 통해 유체역학  감쇄를 야

기하며, 이러한 공기역학  감쇄는 력으로 인한 해

상 풍력발 체 변형을 제한하는 항력으로 작용한

다. 이는 precast concrete의 기 에 흐르는 물리  기

작과 동일하다.  

5. 따라서 해상 풍력발 체 효율 , 혹은 최  설계

를 해서는 풍력과 력의 비선형 상쇄 간섭을 일으

키는 공기역학 감쇄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6. 이를 해서는 해상풍력발 체 하부구조물 설

계에 강성도가 지나치게 높은 재질은 지양하고 



한 연성도를 확보해야 한다.  

7. 술한 내용이 구 되는 경우, 비용 감과 피로 괴에 한 내구성도 증가되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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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lodinium polykrikoides 성장에 한 최 모형

Optimal model on the growth of the Cochlodinium polykrikoides

조홍연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bstract : 1995년 이후 매년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유해성 와편모조류 Cochlodinium polykrikoides 는 최

의 환경조건에서 격하게 번식하여 조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최 의 환경조건에 한 실험연구 

 장조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다양한 환경변화 조건에서의 성장에 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

나 조류의 성장 측을 한 수치모형의 에서는 연구가 미흡하여 다양한 후보 모형이 제시되어 있으

나 Cochlodinium polykrikoides 조생물의 성장에 한 측 성능이 가장 우수한 최  모형은 제시되어 있

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Cochlodinium polykrikoides 와 환경인자(빛, 온도, 염분, 양염

류) 변화에 따른 성장속도의 가용정보를 수집하 으며, 이 자료에서 세부 모형의 매개변수와 추정오차를 

산정하여 수치모형의 기 자료로 활용되는 최 의 Cochlodinium polykrikoides 조생물의 성장모형을 제시

하 다.

▣ 방법  결과

Cochlodinium polykrikoides 조생물과 환경인자 변화에 따른 성장속도의 가용정보는 국내외 7개의 연

구자료를 토 로 수집하 다. 세부 모형의 매개변수와 추정오차를 산정하여 추정오차가 최소가 되는 모

형을 최 모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성장속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 

 여기서 T, I, N, P, Si, S 변수는 성장 향인자로 각각 수온, 일사량, 무기질소, 무기인, 무기규소, 염분

농도이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경우의 최  성장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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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성 퇴 물의 퇴 면 침식률 공식 개선에 한 실험  연구

A Lab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rosion Rate Formula for the 

Deposit Bed of Cohesive Sediments

양수 1․김 민2․정미소3․황규남4

 부분의 하구와 갯벌에는 수층과 면의 경계면에 부분 으로 압 된 부드러운 토층이 존재한다

(Parchure and Mehta, 1985). 이 토층은 일반 면에 비하여 상 으로 도 혹은 단강도(shear 

strength)가 작기 때문에 비교  작은 유속  바닥 단응력(bed shear stress) 하에서 쉽게 침식되어 수

층으로 부상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수층 탁도의 격한 증가와 태양 빛의 투과능 하를 래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수  생태계의 생산성 하  층 오염퇴 토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가속화시

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질오염  오니토 형성 등의 정량  평가  측을 해서는 

토층의 침식특성에 한 해석이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착성 퇴 물의 이송특성은 장특성에 따라 한 차이를 보이는 site-specific한 특성을 갖는

데(유홍렬 등, 2006), 이는 타 지역에서 측정된 결과를 특정지역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착성 퇴 물의 이송특성은 장 혹은 실내실험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최선이나, 장측정은 장조

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등의 측정조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질 인 측정이 어려우므로 실험의 용범

가 제한 이다. 반면, 실내실험에서는 흐름  실험조건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단계 인 실

험의 수행이 가능한데, 이때 제반조건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모의하는 것은 매우 요한 사항이다.

 착성 퇴 물의 제반 이송특성  침식특성 해석을 한 실내실험에서 면은 크게 균일 면

(uniform bed)과 퇴 면(deposit bed)으로 구분된다. 균일 면은 수직방향으로 비교  균일한 면특성

을 가지는 반면, 퇴 면은 면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면 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실제 해

역에서는 퇴 면의 형태를 가지므로 실내실험을 통한 침식특성 해석시에는 이러한 퇴 면 조건에서

의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과거 Parchure and Mehta (1985)는 착성 퇴 물의 퇴 면 침식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침식률 공식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침식률 공식은 흐름 단응력 

와 면 단강도 의 차로 주어지는 잉여 단응력    의 함수로 주어진다. 그러나 Parchure and 

Mehta (1985)가 제시한 침식률 공식은 비교  낮은 잉여 단응력 구간에서 데이터의 분산도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한 침식률 산정식의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착성 퇴 물의 퇴 면 침식률 공식의 개선을 하여 고령토를 이용한 퇴 면 

조건에서의 침식실험이 수행된다. 침식실험은 국내 최 로 제작되고 타당성이 검증된 북  환형수조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Parchure and Mehta (1985)의 공식을 이용한 퇴 면의 침식률이 정량 으로 산정

되고, 과거 연구결과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침식률 산정결과의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한, 작은 잉여

단응력 구간의 침식률 변화 해석을 통하여 개선된 퇴 면 침식률 공식이 제시되고, Parchure and 

Mehta (1985) 공식과의 비교․분석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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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망간집 기 주변의 유동 분석

Flow analysis around the manganese collecting device in deep-sea

임성진1, 이상호2, 고동휘3, 정신택4, 조홍연5

 Sung Jin Lim1, Sang Ho Lee2,  Dong Hui Ko3, Shin Taek Jeong4, Hongyeon Cho5

1. 서론

 최근 심해의 망간단괴 자원 개발에 한 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련된 많은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수천 m의 깊은 심해 해 면에 리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는 표 인 심해  물자원으로 망간과 니  등

의 많은 유용한 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망간단괴 채집이 이루어지는 심해 퇴 층은 수  생태계에서 요

한 역할을 하고 있어 단괴 채집률과 같은 운 성능 변수도 요하지만 심해 의 망간단괴 자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도 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를 해서는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사  

검토가 면 히 수행되어져야 하지만 심해 망간단괴 채집장치의 여러 가지 복잡한 작동메카니즘과 다양한 환경 변수

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집과정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한 측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이에 

한 체계 인 분석이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으로 심해의 망간단괴 자원 개발은 주로 해 의 채집장치인 집 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변 해류의 이동 

 환경에 따라 크게 향을 받게 된다. 특히 심해  환경변화 향의 최소화와 함께 효율 인 채 기술 개발이 이루

어지기 해서는 해수유동장의 변화특성에 한 분석이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망간단괴의 채

취 과정 에 발생하는 집 기 주변의 해수 유동장 특성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심해 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

는 망간 집 기로부터 일정한 제트유량이 분사될 때 해수 유동흐름의 특성 변화를 측하 다.  

2. 연구방법

2.1 전산 해석
심해  망간 집 기 주변의 해수유동특성을 측하기 하여 산해석을 수행하 다. 망간단괴 채집 장치의 크기 

 형상은 Fig. 1과 같이 폭 5 m, 길이 6 m, 그리고 높이 4 m 정도의 크기이며 실제 집 기의 장치형상을 바탕으로 

CAD모델을 제작하 다. 체 인 해석은 크게 처리(Preprocessing), 해석(Solving), 데이터처리(Postprocessing) 

등으로 구성되며 처리는 3차원 CAD Modeling과 Mesh 생성작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각 과정별 

로그램들은 Table. 1과 같다.

Fig. 2는 집 기를 포함한 해수 유동장의 해석 역을 나타내며 체 으로 약 170만개(hexa/tetra)정도의 격자시

스템에서 해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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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Program softwares used in this study.

No. Procedure Program

1 CAD Modeling Solidworks

2 Numerical mesh generation Hypermesh

3 Solving Ansys Fluent

Fig. 1. Geometry of the Manganese collecting device.

Fig. 2. Computational domain.

2.3 경계조건 및 물성치
CFD 해석을 한 경계조건으로 집 기 방으로부터 약 0.75 m/s의 일정한 해수유속이 존재한다고 설정하 고,  

망간채집을 해 분사되는 제트류의 유속은 1.75 m/s 정도로 가정하 다. 체 인 해석은 집 기의 작동 조건 별로 

크게 2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채집장치 내 제트류를 분출하기  상태에서 집 기주변 해수유동장

을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제트류가 분사되는 정상상태 유동장에 한 해석이다. 

이와 함께 난류 모델로는 최근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RNG(Renormalization-Group) k-ε 모델을 사용하 으

며, 해수 물성치인 도와 도는 각각      ,    × ∙     로 설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심해 에서 망간 단괴채집이 이루어지는 과정  집 기주변  후방의 해수유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의 향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Fig. 3은 심해에서 집 기 주변의 해수유동에 의한 유선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집 기를 통과하면서 후방에서 다소 복잡한 유동이 발생하는데 특히 집 기 주변 일부 역(장치 앞 바닥부근과 윗

면, 그리고 뒷부분)에서 유동의 와류 특성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향은 집 기의 약 4배 정도의 후방

거리까지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직방향으로 유속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주로 집 기 윗부분에서 

비교  격히 이루어지게 된다. Fig. 4는 방으로부터 해수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장치 내 제트류가 분

출되기 )에서의 해수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Fig. 5는 제트류가 분출되는 조건에서의 해수 속도분포를 보여

다. 집 기의 방에서는 해수유동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반면 후방에서는 유속분포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데 그 차이는 비교  큰 편이다. 이러한 집 기의 후방에서 나타나는 유속분포 변화는 해수 유동장 내 난류에 지분

포에 향을 미치게 된다.

Fig. 3. Streamline distributions around the collecting device.

Fig. 4. Velocity contour plot before waterjet injection.

Fig. 5. Velocity contour plot with waterjet injection.



 Fig. 6은 집 기 후방으로부터 20 m 까지 각 단면에 한 평균 난류에 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난류에 지는 

채집장치의 후방으로 약 3 m까지 유동방향으로 약간 감소하다가  4 m 이후부터 차 증가하여 7~8 m 지 에서 최

치를 나타내며 이후 차 감소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난류에 지의 분포변화특성은 집

기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소물체의 거동에 지 않은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Fig. 6. Turbulent kinetic energy variation along the sea water flow direction from the collecting devic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해 에서 움직이는 집 기주변의 해수 유동분포 특성을 CFD 산해석을 통해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로부터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집 기주변 일부 역(장치 면 바닥 부근과 윗면, 그리고 뒷부분)에서 유동의 와류특성이 발생하며 이는 집    

        기의 약 4배 정도 거리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2. 해수유동장 내 유선의 분포는 집 기에 의해 크게 향을 받게 되는데 집 기 후방으로 갈수록 난류에 지는     

        증가하다가 약 7~8m 지 에서 최 치를 가지게 된다. 

3. 제트류 분출과 함께 집 기 주변 해수유동장의 변화를 통해 주변 미소 물체들의 거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해수의 유동특성은 집 기 주변 해수의 유동 속도  방향,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크게 향을 받게 되므

로 이에 한 다양한 운  조건 별 유동장 특성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체 인 해수유동장 특성 

련 해석 결과는 실제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추후 실험데이터와의 보정을 통한 해석기법의 보완이 필요

하다. 본 연구 결과는 집 기 주변의 다양한 미소물체의 거동과 련된 해수유동의 환경 인 향에 한 분석과 함

께 효율 인 망간단괴 집 기의 설계  최 화에 필요한 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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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 호의 수온  수질변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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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만 호는 방조제 건설로 인한 유역 오염물질의 체류로 인하여 환경변화가 염려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환경변화

는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하여야 하는 복잡한 주제이지만, 가장 기본 으로는 환경 리에 필요한 환경 인자를 계측

하여 그 변화양상을 악-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인자의 변화는 인자에 따라 다양한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

으나 체 으로 뚜렷한 연내 변화(intra-annual variation) 양상 속에서 보다 짧은 시간주기의 변화양상을 가지기 때

문에 환경 측센서를 이용하여 연속 으로 측정되는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기존의 월별 측 는 계 별 측 자

료는 연내 변화 양상을 악할 수 있으나 표본 수의 제한  보다 짧은 시간별 변화양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환경

인자의 시간 인 변화를 표하기에는 큰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요 지 에 한 연속 측 자료를 이

용하여 환경인자의 변화양상을 악하는 과정이 보다 높은 신뢰수 을 부여한다. 그러나 환경 인자를 계측하는 센

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작동, 원공 의 불안정, 상할 수 없는 환경요인 등의 향으로 인하여 결측구간(data 

missing periods)이 발생하거나 이상 자료(outliers)를 생산되는  경우가 일반 인 상황이다. 자료의 개수가 은 상

황에서는 자료 하나하나를 검사하면서 이상 자료로 단되는 자료를 제거할 수 있으나 연속 측에서 생성되는 자료

는 자료의 개수가 방 해지기 때문에 이상 자료 특성을 악한 자동 인 처리과정을 필요로 한다. 한 자료의 변동

양상분석은 기본 으로 결측자료가 없는 완 한 자료(complete data)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측구간의 자료채우기

(missing data filling-in)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 인 환경인자 측 자료의 변동양상 분석에서 필수 으

로 요구되는 이상자료 처리과정  결측자료 채움과정을 우선 수행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수정-보완된 완 한 환경

측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2년-2013년의 2년 동

안 새만 호 4개 지 (만경, 동진, 가력, 신시 지 )에서 5분 간격으로 연속측정된 자료이며, 가용한 항목은 pH, 용존

산소(DO), 수온, 기 도도, 총질소, 총인, 엽록소농도, 화학 산소요구량 농도이다. 

2. 연속 측정자료의 처리-분석

2.1 이상자료 진단 및 제거
이상자료 진단기 은 자료의 분포특성  변화 특성에 한 사  연구 성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하나 그

러한 변화 특성이 시간  공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 이기 때문에 이상잘 진단기  제시는 매

우 완화된 기 을 사용하여 정상 인 자료의 제거과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온의 경우, 정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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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를 확실하게 넘어서는 40도 이상 하 10도 이하 자료를 이상자료로 진단하여 제거하 으며, 자료 제시과정에

서 특정 수치(-9999, 0 등)로 제시되는 결측자료는 기 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 을 이용하여 제시하 다. 한 자

료의 가장 최소가 되는 변동양상을 일단 (day unit)로 간주하여 평균보다는 굳건한(robust) 인자로 제시되는 

Median 수치와 표 편차보다는 굳건한 통계 인 수치로 제시되는 IQR(inter-quartile range) 수치를 이용하여 기

범 (편차 기  3.0)를 이용하여 이상자료를 제거하 다. 

2.2 결측자료의 보충(missing data imputation)
이상자료로 진단되는 자료는 기본 으로 표시(markning)를 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이상자료 제거를 통하여 결측

구간이 추가된다. 이러한 결측 구간에도 측정하지 못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통계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

기(bias) 문제 등을 해결하고 보다 다양한 통계기법을 용하기 하여 자료보충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료 보충구간

의 자료는 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 에서의 정확한 측인자 수치는 어느 구도 알 수 없지만 자료보충과

정에서 추정되는 자료는 통계 으로 가장 그럴듯한(most likely) 자료를 추정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자료의 일부구간을 이용하여 결측구간의 규모를 고려한 변동특성을 반 하여 결측구간의 자료를 추정하는 

기법을 이용하 다. 결측구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Robust Smoothing 기법을 이용하여 개략 인 변동양상을 춪어

한 후, 그 보다 세부구간의 변동양상을 반 하여 추정자료가 인근 시 에서의 측자료 특성을 보이도록 하 다. 

3. 이상자료 진단-제거 및 결측자료 보충 결과

새만 호에서 2년 동안 연속 측한 환경인자 원자료(raw data)와 이상자료를 제거한 자료  결측구간을 보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체 으로 이상자료는 상당부분 제거되고 있으나 여 히 의심

이 가는 이상자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일시 인 이상자료 제거에는 효과 인 것으로 단되나, 

상당한 자료의 이상효과(masking) 진단에는 경험 인 부분도 요구된다. 자동 인 이상자료 진단과정은 다수결 원칙

에 의한 이상자료 제거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자료가 집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그 진단이 역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자료 집 되는 구간은 별도의 수동 인 처리과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 masking 효과는 이

상자료가 집 되거나 개수가 많아서 이상자료를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swamping 효과는 이상하지 않은 자료

를 이상자료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를 의미). 

Fig. 1.  Time-series plot of the water temperature in Dong-Jin Stations. (a) Raw Data, (b)  Treated data after rough outlier 
removal process, (c) Treated data after outlier removal using median filter.  



실제 완 한 자료로 제시(굵은 실선)한 본 연구결과를 보면, 결측 구간이 넓은 경우에는 추정 자체가 비 실 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의 보다 그럴듯한 추정은 보다 세부 인 연구가 필요하나 추정자료의 시

간규모를 차 으로 축소하여 가는 Down-scaling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신

뢰할 수 있는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델은 항상 측 자료를 이용하여 그 신뢰수 을 

검정(validation)받기 때문에 순환구조에 빠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다양한 시간규모에서 자료의 변동양상을 

악할 수 있는 시계열모델링을 통하여 최 의 시계열 모델과 추정오차특성 분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 2 Time-series plots of Dissolved Oxygen and Chemical Oxygen Demands in Dong-Jin Station : Upper Panel- DO, 
Center Panel – COD, and Lower Panel – Chlorophyll-a.

4. 결론 및 제언

측부이나 측시설 등을 이용하여 환경 인자를 연속 으로 측하는 경우,  보다 방 한 표본이 생성되기 때문

에 통계 인 분석에 신뢰수 을 높 주지만 실질 으로 빈번한 센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료 분석 이 의 자료 품

질에 한 문제가 두된다. 따라서 세 한 통계 인 분석을 한 자료 세척(data cleaning) 과정이 필요하여, 표

인 과정은 이상자료 진단  결측구간 자료 추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자료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상자료 발생양상  결측구간의 자료 추정을 한 다양한 시간규모의 자료변동양상  오차변동양상에 한 특성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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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동․서․남해안은 각 각 고유한 연안수리  퇴 학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해안에는 보존가치가 높

은 백사장과 갯벌, 사구, 해안 벽, 삼각주  석호 등이 특성에 맞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안지역에는 많은 도시

와 산업단지  항만 시설 등이 치하고 있다. 이처럼 연안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하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서 다양

한 생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재해완충지, 지, 자연생태환경으로서의 요한 기능과 가치를 갖는 특별한 공

간이다.

그러나 최근 자연 ․인  요인에 의해 해안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실되는 연안침식 상으로 인명  재산의 

피해, 국토 손실, 휴식공간의 상실 등 막 한 유형, 무형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국가와 사회 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이용  보존 가치가 큰 연안지역의 침식피해를 방지하기 한 국가정책인 연안

정비계획의 추진 황을 분석한다. 한 침식방지 공법에 한 국내․외  용 황  트 드를 개 으로 분석한 

후 친환경 , 심미 인 공법으로 잠제와 양빈 공법을 용한 “강릉시 남항진리 연안정비사업”의 기술 용 사례를 

검토한다.

2. 연안침식방지 정책-연안정비계획

연안침식에 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살펴보면, 연안의 효율 인 보 ․이용  개발을 목 으로 1999년 연안 리

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을 근간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제1차 연안정비계획(2000년~2009년)”을 수립하고 연안정비

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해안침식 응에 을 두고 추진하 다.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최근의 여건변화 등을 반 한 “제2차 연안정비계획(2010년~2019년)”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체 308개소(2011년 수정 계획 시  323개소로 증가) 상사업  연안침식방지사업은 

263개소(85.4%)로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제2차 연안정비계획”의 기본정책 방향은 ‘SEA coastline'으로 설정해 제1차 계획의 기본정책 방향인 연안재해로

부터 방  보호를 정착하고, 해안선 리 심과 안 성(Safety), 환경성(Environment), 쾌 성(Amenity)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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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제2차 연안정비계획 기본정책방향과 세부 추진사항

        지역
 공법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계

잠  제(m) 9,340 1,360 290 10,990

돌  제(m) 2,360 80 1,900 4,340

이안제(m) 400 300 - 700

호안신설(m) 1,650 16,236 49,281 67,167

호안보수(m) 2,980 20,148 16,524 39,652

양 빈(천㎥) 1,707 1,122 485 3,314

기  타  헤드랜드, 도류제, 방사제, 해변산책로, 

순환양빈시스템 등

Table 1. 해역별 공법 수요현황

Fig 2. 공법별 기술트렌드 분석

를 추구하도록 하 다(국토해양부. 2009). 이 계획의 목표를 해안선 유지․복원을 통한 연안 연결성 확보, 기후변화

에 따른 연안 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연안국토의 질 제고와 연안의 부가가치 창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Fig 1. 

참조). 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지자체사업의 국비지원을 70%로 확 하고, 국가사업도 확 되었다(해양

수산부/KMI/ . 2013). 

3. 연안침식방지 공법 및 트렌드 분석

과거 연안침식방지 공법들은 부분 호안, 돌제, 이안제 등 경성구조물에 의존해 왔으나, 이러한 공법들은 구조물 

설치지역에서는 피해방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근 해양환경  연안표사계에 교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 친환

경 인 공법으로의 환이 요구되고 있다(Fig 2. 참조). 최근 연안 리 선진국에서도 모래공 량 감소와 기후변화에 

응이 가능한 친환경 인 공법으로 양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KIOST. 2012). 이러한 국내․외 인 트 드에 

맞추어 “제2차 연안정비계획”은 문가회의를 통해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공법을 용하여 상사업 308개

소  친경 인 잠제공법(35개소)과 양빈공법(31개소) 등을 극 도입하 다(Table 1.).



4. 남항진리 연안침식방지 사례

강릉시 남항진리 연안은 강릉항 개발에 따른 방 제연장과 남 천 도류제 건설, 활주로 면의 직립호안 건설  

고 랑 내습빈도의 증가 등으로 계  해빈류와 표사이동 패턴의 변화에 기인한 표사이동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남

측해빈은 지속 으로 침식되는 반면, 북측의 강릉항과 남 천 하구역은 퇴 이 심각한 수 에 이르 다. 이와 같은 

연안침식을 감하기 해서 잠제 6기와 하구 퇴 토  기 굴착토를 활용한 양빈(170,350㎥)을 복합 용하는 극

인 공법이 채택되었다(Fig 3. 참조). 일반 으로 잠제 배후는 퇴 되는 경우가 일반 이지만 잠제 설치로 인해  오

히려 침식되는 경우 (Dean et. al 1997)가 있으므로 기존의 해빈류, 랑 달률  해안에서의 이격 거리 등이 요하

다(Lamberti et al. 2005; Ranasinghe and Turner. 2006). 따라서 수치  수리실험을 통해 여러 안을 비교 분석하여 최

안으로 계획하 다(정 연, 박원경. 2011) (Fig 4. 참조). 수리실험을 통한 잠제 배후의 랑 달률( Kt)은 0.45~0.54

로 평가되었다. 잠제 구조물 단면설계 시 이해당사자들과 의하여 어 형 잠제 형식( 면 TTP 경사제 + 배면 기능

성 잠제)을 계획함으로서 해안보 뿐만 아니라 환경  이용을 함께 고려하 다.

잠제 제작 설치  양빈 공사가 2010년 10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되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재 상태에

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남항진 해안을 상으로 2010년부터 수행 인 “연안침식 모니터링(강원도 환

동해본부)” 용역과 2013년부터 실시 인 “인공리  실해역 성능평가  모니터링(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조

사자료를 통해 향후 잠제와 양빈공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기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 랑에 의해 잠제와 양빈으로 보호된 해빈은 새로 형성된 해빈류와 양빈사의 이동으로 해빈

이 차 변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잠제 사이 개구부와 면부는 침식되고, 북쪽 잠제 후면은 퇴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해빈폭은  약간 증가하여 수심 2m 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상태 계획안

Fig 3. 해빈류 수리모형실험결과

Fig 4. 강릉시 남항진리 연안정비사업 조감도



5. 결론 및 토의

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식 상에 따른 피해를 복구, 방하기 한 연안침식방지사업은 침식방지와 함

께 장기 인 연안 리 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인 연안창출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침식방지사업

은 국가에서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침식원인  해역특성에 합한 친환경 인 공법을 용하며, 좋은 사례로

서 남항진리 연안침식방지사업과 같이 시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을 도출하여 

재 용하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잠제는 그 효과가 용해역의 특성과 구조형태, 설치 치에 민감하므로 

이에 한 모니터링을 통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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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제의 공간  배치에 따른 랑제어 고찰

Study on Wave Control due to Artificial Reefs Arrangement

김규한1, 심규태2 ,이기희3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 끝에 치한 표 인 섬이며 세계 인 휴향 지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제주

도는 섬이라는 지형  특성에 의해 도와 바람의 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강한 바람과 열 성 기압

의 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발 과 더불어 자연해안에 항 포구  규모 항만시설이 

건설되고, 랑을 제어하기 해 방 제, 이안제 등의 구조물이 난립하고 해안 면에서의 규사 채취등의 

인 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안 백사장의 환경에 악 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표 으로 제주도 남서쪽에 치한 화순해안은 앙에 돌출된 퇴 암층을 기 으로 동측으로 길이 

250m, 폭, 80m의 백사장과 항구가 치해 있으며, 서측으로 항만 라고 불리는 모래층으로 덥힌 길이 

900m 구간의 암반지역이 존재하는 천연해안이다. 하지만 백사장 동측에 항구가 건설되므로 인해 계  

따라 발생되는 해빈류의 패턴이 바 어 백사장 퇴 암층 동측에는 퇴 이 발생되며 서측에는 심각한 침

식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간 수행된 해빈환경조사  성사진 분석에 의해서도 나타나듯이 방 제 연장

공사에 의한 항만  구간에서의 심각한 침식으로 인해 기반암이 노출되고 서측 면 사빈은 조립화가 진

행되면서 동측사빈의 세립화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해빈류의 향에 의한 표사이동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해 수치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

다.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한 해빈류  지형변동 실험을 수행하여 흐름에 따라 발생되

는 표사이동의 물리 인 메커니즘을 분석  침퇴 의 양상을 확인하 으며, 그  상해역에 가장 심

각한 향을 미치는 실험안을 선정하여 수리모형실험에 용하 다. 수리모형실험에서는 해빈류의 패턴

을 재확인하고 이에 한 침식방지 방법으로 잠제를 용하 으며, 다양한 배치안을 설정하여 내습 랑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표사이동의 양상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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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로 피복된 잠제의 달특성

Experimental Study for Wave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Submerged Structure Covered by Tetrapod

배일로1, 김 택2, 이종인3

잠제는 제체 상단부 높이가 수면 아래에 있는 소 구조물로서 랑의 쳐오름 높이  월 량을 감시

키고 해안선의 장기 인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국내의 경우, 동해안  남해안을 심으로 

설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설계지침이 미흡하여 부분 일본해안 회에서 발간한 “인공리  설계 가

이드북(2004)”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는 Fig.1과 같이 TTP만으로 제체를 구성한 투과성 

잠제에 한 실험을 실시하여 달계수  수 상승을 비교 분석하 다.

Fig. 1 Model setup of submerged structure

달계수(Fig. 2)는 형경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으며, 구조물의 폭이 넓어질수록 달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수 상승(Fig. 3)은 폭과 장의 비(W/Ls)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  증가를 하 으나 일정값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고 수렴하 다. 반사계수(Fig. 4)는 상  상단수심(Rc/Hs)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파
형경사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Transmission coefficient Fig. 3 Mean water level Fig. 4 Refle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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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해일  지진해일의 월류에 따른 해안제방과 주변지반의 동 응답해석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sea embankment and its near ground induced by 

the storm surge and tsunami overflow

김성웅1, 김도삼2, 김태형3, 강기천4, 김병 5

간척지 또는 저지대를 파랑, 해일, 고조위 등에 의한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배후지의 유휴지이용도
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방조제를 구축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새만금방조제와 
시화호방조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상승과 설계조건을 상회하는 지진해일, 태풍
해일로 인하여 방조제가 파괴되는 경우가 국외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Chinnarasri et al., 2003; 
D'Eliso, 2007; Jayaratne et al., 2013).

방조제의 파괴는 주로 월파나 월류 및 제체의 침투에 의해 발생된다. 월파 및 월류에 의한 피해를 줄
이기 위해 방조제 표고를 높이거나 마루폭 증가, 경사를 완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제체 침투 
방지를 위해 사면에 보호공법 또는 식생공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방조제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월류로 인한 파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Fig. 1은 일본의 Iwanuma City에서 지진해일에 의
해 파괴된 방조제의 모습을 나타낸다. 천단부와 제방 배면의 비탈면 및 제각부에 큰 세굴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다. 

방조제 월류는 주로 태풍해일 또는 지진해일에 의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해석은 물론 동적해
석을 통하여 월류시 방조제의 파괴메커니즘을 수치시뮬레이션으로 부터 규명하려고 한다.

Fig. 1 일본 Iwanuma City에 있는 방조제 파괴 모습(R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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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큐트렌치 및 난카이트러프 연동형 지진해일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joint ruptured tsunamis generated

at Ryukyu Trench-Nankai Trough

배재석1, 권갑근2, 김건형3, 오새찬4

Jae Seok Bae1, Kab Keun Kwon2, Gun Hyeong Kim3 and Sae Chan Oh4

1. 서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의 해역에 위치한 일본 트렌치(Japan Trench)에서 Mw 9.0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였

으며 이 지진은 지진해일을 동반하여 일본 혼슈 해안지역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이후 일본에서

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되는 일본 난카이(Nankai) 지역을 비롯한 일본 주변 단층대에서 발생가능한 

지진해일 유발 지진의 규모(Mw)를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지진규모 및 지진해일을 적용하여 

자국의 원전시설 안전성 평가 방침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되

고 있는 난카이 지역과 류큐지역에 대하여 일본측이 새롭게 설정한 지진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서해안에 미치는 지진해일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지배방정식 및 격자체계 구성

2.1 지진해일 수치모형

지진해일은 수심이 매우 작은 해안에 인접한 해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역에서 파장이 매우 길고 수면변위가 

미소하므로 비선형성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 지진해일 전파를 위한 수치모형 구축을 위해 선형천수방정식

(Linear Shallow Water Equation, LSWE)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진해일이 먼 거리를 전파하는 경우 정확도 높은 

수치모의를 위해서는 분산효과(dispersion effect)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Cho et al. (2007)은  선형 천수방정식을 이

용하면서, 차분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오차(numerical error)를 이용하여 분산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분산

보정기법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Cho et al. (2007)의 기법은 Cho (2012)dp 의해 지구 전향력(Coriolis force)을 고

려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o (2012)에 의해 확장된 분산보정 선형천수방정식 모형을 광역 

지진해일 전파 모형으로 적용하였다. 지진해일이 대양을 가로질러 해안지역으로 접근하면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파

장은 점점 짧아지고, 파고는 점차 증가한다. 따라서 Coriolis 효과와 분산효과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선형성

의 영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비선형 천수방정식(Nonlinear Shallow Water Equation, NSWE)을 지배방정식으로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안선 부근에서는 바닥마찰효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마찰항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상세역 전파 및 범람 수치모의를 위해 바닥마찰 및 이동경계조건

(Moving Boundary, MB)이 적용된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지방방정식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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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격자체계 구성

류큐트렌치(Ryukyu Trench) 및 난카이트러프(Nankai Trough)에서 발생되어 서해안을 내습하는 지진해일의 전

파 및 범람 수치모의를 위한 계산영역은 Fig.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동서방향으로는 경도 115 E～153.3 E 사이, 남북

방향으로 위도 13.2 N～44.4 N 사이의 동해와 서해 그리고 동중국해 및 북서태평양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도록 설정

되었다. 계산격자의 크기는 동서방향 격자경도간격( )을 1min으로 정하고 격자위도간격( cos )은 

격자망이 국부적으로 정사각형이 되도록 보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면좌표계 대신 직각좌표계를 사용하

면서도 지구곡면효과를 충실히 고려하였다. 서해안 영광지역 근해역에 대해서는 상세격자 및 동적격자접속기법을 

적용하여 격자 분해능을 유지하였다. Table 1은 류큐트렌치 및 난카이트러프에서 발생되어 서해안을 내습하는 지진

해일의 전파 및 범람 수치모의에 적용된 계산격자정보와 계산조건을 보여준다.

Fig. 1. Computational regions and bathymetry(Unit: m)

       Table 1. Computational information

Region No. of Grids Grid spacing  ∆t(sec) Remarks

A 2300×2174 1 min 3.0 LSWE

B 841×946 20 sec 1.0 LSWE

C 592×760 6.67 sec 0.33 NSWE

D 766×451 2.22 sec 0.11 NSWE

E 772×652 0.74 sec 0.037 NSWE

F 964×1033 0.247 sec 0.037 NSWE+MB

3. 지진해일 초기수면변위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2011년 동일본 지진 및 지진해일 이후 자국의 원전시설 평가 방침 수립을 위해 2013

년 4월 ‘기준 해일 및 내진파 설계 방침에 관한 심사 가이드 안(基準津波及び耐津波設計方針に係る審査ガイド案)’

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에 따르면 일본 혼슈의 남측 즉 난카이트러프와 류큐트렌치에 이르는 영역 전체에 대하여 

Mw 9.6의 지진을 일본 원전시설 평가를 위한 지진해일 발생 지진규모로 상정하였다. Mw 9.6에 이르는 거대 지진은 

거동하는 단층의 면적이 류큐트렌치 및 난카이트러프 전체 영역을 포함하며 매우 넓으므로 단층변위(Slip

displacement)가 전체 단층영역에 대하여 불균일하게 분포되는 ‘Asperity'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영역에 대

해서는 Fujii and Satake (2007)가 제안한 Asperity를 적용하여 단층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류큐트렌치 

및 난카이트러프에 이르는 영역(L×W=2,000km×200km)을 Fig. 2(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0개의 세그먼트

(segment 또는 sub-fault)로 분할하여 단층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분할된 각 세그먼트의 길이(L)와 폭(W)은 각각 

100km로 구성되었다. Table 2는 Asperity를 고려한 단층파라미터 정보를 보여주며 이를 적용하여 생성한 초기수면

변위는 Fig. 2(우)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난카이트러프 지역에서 류큐트렌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지진규모가 기록되었음을 고려하여 Asperity의 가중치를 난카이트러프 영역에 집중시켰다.

Fig. 2. Fault segments and initial water surface displacements (Unit: m)

      Table 2. Fault parameters considering asperity

No.
Location


(km)


(°)


(°)


(m)

No.
Location


(km)


(°)


(°)


(m)

Lat.
(°E)

Long.
(°N)

Lat.
(°E)

Long.
(°N)

1 139.5000 33.4000 3.0 249.5 10.0 8.9 21 130.7150 28.6600 3.0 210 45.0 8.9

2 139.1272 34.1812 20.0 249.5 10.0 8.9 22 129.8525 29.1370 103.0 210 45.0 8.9

3 138.4750 33.0875 3.0 249.5 10.0 8.9 23 130.1975 27.8650 3.0 210 45.0 8.9

4 138.1022 33.8687 20.0 249.5 10.0 8.9 24 129.3350 28.3420 103.0 210 45.0 8.9

5 137.4500 32.7750 3.0 249.5 10.0 8.9 25 129.6800 27.0700 3.0 220 45.0 8.9

6 137.0772 33.5562 20.0 249.5 10.0 8.9 26 128.9920 27.6706 103.0 220 45.0 8.9

7 136.4250 32.4625 3.0 249.5 10.0 23.4 27 129.0350 26.3725 3.0 220 45.0 8.9

8 136.0522 33.2437 20.0 249.5 10.0 23.4 28 128.3470 26.9731 103.0 220 45.0 8.9

9 135.4000 32.1500 3.0 238 10.0 31.2 29 128.3900 25.6750 3.0 220 45.0 8.9

10 134.7411 32.8250 20.0 238 10.0 23.4 30 127.7020 26.2756 103.0 220 45.0 8.9

11 134.4875 31.6750 3.0 238 10.0 62.4 31 127.7450 24.9775 3.0 220 45.0 8.9

12 133.8286 32.3500 20.0 238 10.0 23.4 32 127.0570 25.5781 103.0 220 45.0 8.9

13 133.5750 31.2000 3.0 238 10.0 62.4 33 127.1000 24.2800 3.0 257 45.0 8.9

14 132.9161 31.8750 20.0 238 10.0 23.4 34 126.7118 25.0612 103.0 257 45.0 8.9

15 132.6625 30.7250 3.0 238 10.0 31.2 35 126.0925 24.0550 3.0 257 45.0 8.9

16 132.0036 31.4000 20.0 238 10.0 23.4 36 125.7043 24.8362 103.0 257 45.0 8.9

17 131.7500 30.2500 3.0 210 45.0 23.4 37 125.0850 23.8300 3.0 257 45.0 8.9

18 130.8875 30.7270 103.0 210 45.0 23.4 38 124.6968 24.6112 103.0 257 45.0 8.9

19 131.2325 29.4550 3.0 210 45.0 8.9 39 124.0775 23.6050 3.0 257 45.0 8.9

20 130.3700 29.9320 103.0 210 45.0 8.9 40 123.6893 24.3862 103.0 257 45.0 8.9

4. 수치모의

Fig. 2에 제시된 Mw 9.6 지진해일 초기수면변위를 적용하여 류큐트렌치 및 난카이트러프 지진해일에 대한 수치모

의가 수행되었다. Fig. 3은 수치모의를 통해 계산된 광역(region A)와 최상세역(region F)의 최대수면고 상승량을 보

여준다. 광역에서 계산된 최대수면고분포를 보면 류큐트렌치 및 난칸이트러프에서 발생된 지진해일 유발 지진의 규

모가 Mw 9.6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해안 및 동해안에 이르는 지진해일 수위상승량은 1m 이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에 제시된 서해안 전남 영광 주변 상세역에서의 최대수면고 분포를 보면 약 80cm미만의 수면고가 계산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Mw 9.6의 지진으로 인해 발생된 류큐트렌치 및 난칸이트러프 지진해일이 우리나

라 서해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3에 제시된 광역의 최대수면고 분포

에서 알 수 있듯 지진해일의 주된 에너지는 난카이트러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에 가로막혀 우리나라를 향해 직

접적으로 전파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의 파가 류큐열도를 통과하여 동중국해로 들어서게 되지

만 대부분의 에너지는 동중국해의 수심분포의 영향으로 중국 상해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어 우리나라로 향하는 지진

해일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Maximum water surface displacement of region A and F (Unit: m)

5. 결론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이후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류큐트렌치 및 난카이트러프 영역에서 발생가능한 

지진해일의 규모를 Mw 9.6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류큐트렌치 및 난카이트러프 영역에서 연동형으

로 발생되는 Mw 9.6 지진으로 인해 발생된 지진해일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지진해일 

전파 및 범람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거대 지진규모 Mw 9.6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층파라미터 

설정시 Asperity를 적용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Mw 9.6 지진해일의 에너지는 대부분 일본에 가로막혀 우리나라를 향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중국해로 들어선 일부의 지진해일파 역시 동중국해 수심분포의 영향으로 중국 상해 해안지

역에 집중되어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달하는 지진해일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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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281년 8월 2차 여몽연합군이 일본정벌을 해 연합함 를 구성하여 하카타만에 상륙하 을 때 슈퍼태풍이 이 해

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연합함  사령 인 김방경장군의 여몽연합군은 퇴각하여 승선하고 있던 도  강풍과 고 에 

의해 함선이 큰 피해를 받고 퇴각하 다. 이때의 강풍을 일본인들은 신풍(神風, 카미카제)이라 칭하 다. 많은 함선이 

강풍과 고 로 인해 침몰하 는데, 특히 원나라의 함선들은 히 건조된 용골(龍骨)이 없는 하천항해선박이라 고 에 

취약하 다. 당시의 슈퍼태풍의 경로와 강도는 2004년 18호 태풍 송다(Songda)와 유사한 것으로 최근의 일본수로

회지(今村, 2005)에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풍 송다의 특성 인 라미터를 이용하여 Holland 모형에 태

풍반경 경험식을 입력한 바람장을 형성하 다. 기존의 59년 태풍사라(Kim et al., 2013)와 이세만태풍(최병호 등, 2013)

을 산정하 던 역의 조석-해일-해 결합모형의 격자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하카다만을 상세화시킨 일체형 격자체

계를 구축하고, 결합모형으로 조석, 해일  고 를 산정하 다. 태풍 송다 시의 산정결과는 그때의 해안 측치와 비

교하 고,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시의 해황상황은 과거조석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기결과를 도출하 다.

2. 수치 모형

2.1 과거 조위 예측
본 연구에 사용된 조석 측 로그램 NAO99b  조석DB는 수정율리우스 일(MJD)를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하

지만 수정율리우스 일을 계산하는 루틴은 1900년부터 2100년까지만 용된다. 따라서 1281년 과거 상황을 재 하

기 해서 NAO의 율리우스 일을 계산하는 루틴을 수정하 다(NAOmod). 이와 같이 수정된 루틴을 이용하여 과

거 노량해 (1592~1598년)  (2000년)의 조 를 산정하여 다른 모형 결과와 비교한 결과, 다른 모형 결과들과 

진폭의 차는 보 지만, 상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최병호 등, 2013).  따라서 수정  검증된 조  측 모형을 

이용하여 1281년 당시의 조석을 실시간 으로 개방경계에 입력하여 과거 조석을 측하 다.  

2.2 조석-해일-해파 결합 모형
본 연구에서는 네스 , overlapping, 내삽 등을 필요로 하는 구조 격자 기반 모형이 아닌, 복잡한 해안선  지형을 

반 할 수 있는 비구조 격자(unstructured grid) 기반의 조석-해일-해  모형을 개발하 다. 조석-해일-해  결합 모

형은 Finite Element 모형인 PADCIRC(Parallel ADvanced Circulation Model)와 UnSWAN(Unstructured grid 

SWAN)으로 구성된다. PADCIRC는 해일, 조석 실험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dry-wet 기법을 통한 연안 범람  조

간  처리에도 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UnSWAN은 병렬화는 PADCIRC와 동일하게 METIS Library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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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역을 분할한다. 두 모델은 PADCIRC의 입력 격자 일인 fort.14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계산시간 간격이 상

으로 큰 UnSWAN의 라메터(Radiation stress)가 시간 으로 내삽되어 PADCIRC에 달되는 방식으로 모델간 

라메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PADCIRC로부터는 수 (조 ), 유속(조류)이 계산되어 UnSWAN으로 달되며 

UnSWAN에서는 Radiation stress가 PADCIRC로 달되게 된다.  

2.3 입력자료
1281년 8월 2차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은, 코안(弘安) 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코안의 쟁(弘安の役)이라고 부르

고, 기록에는 1281년 7월 30일 밤에 태풍이 내습하여 원군(元軍)의 군함이 부분 침몰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 다

고 되어 있다. 7월 30일은 와력(선명력(宣明暦))이므로, 율리우스력으로 변환하면 8월 15일이 된다

(http://www.wagoyomi.info/wagoyomi.html). 여기서 7월은 윤달이 아니다. 한 8월 16일(甲子日)에 교토에서도 

폭풍우가 밤새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사실에 근거하여 과거태풍 재 에서 조석  태풍 입력시

작일을 1281년 8월 13일로 설정하 다. 

격자는 기존에 1959년 태풍 사라  이세만 태풍을 재 하는데 사용되었던 격자에 하카타만(博多湾)을 상세화하

여 일체화시켰다. 하카타만의 해안선은 과거 역사자료를 참고하여 매립 의 모습으로 하 고 수심자료는 일본 방

재 원회(CDMC, 2003)의 50 m 해상도의 자료를 사용하 다. 바다가 되는 매립 의 수심은 일 으로 최소수심인 

4 m로 설정하고, 하카타만에서의 격자는 최소 50 m 크기가 되도록 하여, 약 19만개 과 35만개 요소로 구성된  모

형 격자를 생성하 다(Fig. 1). 

태풍 모의를 하기 해서 Holland(1980) 모형에 아래와 같이 태풍반경 경험식을 입력하여 바람장을 형성하 다. 

태풍 모의를 해서는 태풍 심의 치, 최소 기압(Pmin), 최 풍속(maximum wind speed, Vmax), 최 풍속반경( 

radius of maximum wind, Rmax)이 필요하지만, RSMC와 JTWC에서는 Rmax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Rankin 식과 

R50 (radius of storm wind)  R30 (radius of gale wind)을 이용하여 Rmax를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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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는 풍속, R은 태풍 심으로부터 거리, V50은 50knot(=25.7 m/s) 풍속, V30은 30knot(=15.4 m/s)풍속이

다. 

1281년 슈퍼태풍 재 에 앞서 본 모형의 검증을 하여, 1281년 슈퍼태풍과 경로와 강도가 유사하다고 보고되는 

2004년 18호 태풍 송다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측치와 비교하 다. 한편, 1281년 슈퍼태풍 재 에는, 슈퍼

태풍의 경로  강도는 태풍 송다와 동일하게 하고, 과거 기록을 참고하여 하카타만 태풍통과시각을 8월 15일 경으

로 설정하 다(Fig. 2). Fig. 2에는 심기압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하카타만 통과시에 945 hPa인 것을 알 수 있다. 

3. 2004년 18호 태풍 송다 재현

태풍 송다는 2004년 8월 28일에 마샬제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발달하면서 서진하여 31일에는 심부근의 최 풍

속이 45 m/s로 ‘매우 강한‘ 태풍이 되었다. 7일 9시 반경 나가사키  나가사키시 부근에 심기압 945 hPa, 심부근

의 최 풍속 40 m/s로 형  강한 세력으로 상륙하 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은 41명, 행방불명은 4명에 

달하 다. Fig. 3은 결합모형  Holland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한 수   해일고 시계열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가 컸

던 큐슈지역  일본 세토내해 조 검조소의 측치와 계산치의 비교를 수행하 는데 지면 계상 하카타만 근처의 

Tsushima, Hakata, Nagasaki에서의 비교결과만 제시한다. 체로 계산수 가 측수 보다 약간 크게 산정되고 있

지만, 상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Tsushima에서는 측 최 해일고가 0.5 m 정도로 모형은 잘 재 하지 못 하

지만, Nagasaki에서는 측해일고에 거의 가깝게 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Hakata는 측해일고 자료가 없어서 비

교할 수가 없었지만, 모형으로부터 1.5 m 상당의 높은 해일이 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Hakata에서의 측치와 다소 

불일치하는 원인  하나로는, 본 모형에서는 하카타만이 과거 형상을 반 하기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

석-해일-해  결합모형과 Holland 모형을 이용한 바람장 생성 방법은 실제의 태풍 상황을 타당한 범 에서 잘 모의

할 수 있다고 단된다.     



4. 1281년 슈퍼태풍 재현

태풍 송다를 잘 모의하 던 술의 방법을 이용하여 1281년 8월 15일 하카타만을 강타한 슈퍼태풍 상황을 모의하

다. Fig. 4는 태풍 기간 동안의 하카타만에서의 최 풍시의 바람장, 최  유의 고, 최  양(positive)과 음

(negative)의 해일고 분포도를 나타낸다. 태풍 기간 동안 하카타만 안에서 최 풍속은 약 27 m/s, 최 유의 고는 1 

~ 2 m, 최 해일고는 약 1.5 m, -0.8 m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최  유의 고는 산정된 모델의 유의 고의 약 2배일 것으로 생각되어 6-8 m에 달했을 것이며 산정된 조

와 해일을 보면 반시계방향  바람장에 의해 큰 해일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Model domain and meshes in Hakata Bay, Japan.

     

Fig. 2. Estimated track of supertyphoon in 
August 1281. 

Fig. 3. Location of tide stations (left) and timeseries of observed and calculated water level and surge 
height (right).

5. 결론

조석-해일-해  결합모형  태풍 특성 라미터를 이용한 Holland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태풍 송다(200418) 시

의 수 , 고 를 모의하여 측치와 비교함으로써 모형 검증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이 검증된 모형을 이용하여 1281

년 슈퍼태풍 시의 강풍, 해 , 해일을 재 하 으며, 모형 결과로부터 큰 해일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풍  고

에 의해 배의 침몰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4. Distributions of wind field on 13:00 UTC 15 Aug. 1281,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and 
maximum positive and negative surge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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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bnormal Waves Occurred along the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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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7년 3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발생한 장주기의 이상 랑으로 2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서해안 여러 곳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다. 당시의 이상 랑은 주기가 15분 정도로서 지진해일과 유사한 해일의 거동특성을 보 으며, 해일과 

함께 이동하는 기압 가 비교  확실하게 나타났다.  기압 변(기압 )의 발생은 해수면의 국부 인 상승 

는 하강을 발생시킨다. 특히 기압 변부가 장 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Proudman 공명

(Proudman, 1929)에 의해 고가 증가 되고 이 게 증폭된 장 가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천수화의 향으로 더욱 

고가 증가되어 해안을 내습하고 범람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배재석 등, 2012).

기압 변부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장 에 따른 내습 피해는 일본, 국, 스페인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

며, 국내의 경우 2007년 3월에 발생한 이상 랑으로  2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서해안 여러 곳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고, 

2008년 5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 다. 2007년 발생한 이상 랑의 경우 기압 가 비교  

확실하게 나타났으나(최병주 등, 2008), 2008년의 경우 기압 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기압 의 강도  이동

속도와 의 증폭기구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 

기존의 최 등(2008), 엄 등(2012)은 서해안 이상 랑을 발생시킨 기압 를 각각 계단형과 sine형태의 기압변

동으로 가정하 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 오던 계단형 기압 나 sine형태의 단순한 기압변동은 실제 

측된 해일의 특성을 제 로 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이상 랑의 증폭  에 향을 미치

는 기압 에 해 검토하 다. 

2. 발생 및 증폭 기구 분석

2.1 2007년 서해안 이상파랑 발생
2007년 3월 31일 0시경부터 서해안 일 에 걸쳐 해일이 발생하여 남  지역의 법성포 일 에서 주기 17분, 해

일고 1.8m 정도의 해일이 만조와 겹쳐 인근 상가에서 범람이 발생하 다. 이 당시 서해안의 안흥, 군산, 도 등지에

서도 해일 상이 발생하 다. 이 해일은 서해상에서 백령도와 국의 산동반도를 잇는 선을 따라 길게 발생한 

4.0hPa 정도의 기압 가 남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해일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최병주 등, 2008). 다음 

Fig. 1은 2007년 3월 29일로부터 4월 1일 사이에 자동기상 측소(AWS)가 치하는 백령도(BRI), 인천(IC), 서산(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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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sea level pressure (hPa) along the 
west coast of Korea from 29 March 2007 to 1 April 

2007 (Choi et al, 2008).

Fig. 2. High-pass filtered sea level (cm) on 31 March 
2007(Choi et al, 2008).

군산(KS), (YG)에서 측된 기압의 1분 자료로서, 3월 30일 22시 41분에 백령도를 통과한 기압 가 남동쪽

으로 되어 23시 46분에는 격렬비열도를, 31일 00시 01분에는 인천을, 00시 29분에는 서산을 지나고 있다. 그 후 

01시 05분에 군산을 통과하고, 01시 29분 에 도달하기 까지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다. 여기

서 기압  통과시간은  후 최고기압 이 통과하는 시간이므로, 기압 가 시작하는 시 을 기 으로 하

면 각 지 에서 통과시간이 조 씩 빨라질 수 있다. Fig. 2는 안흥, 군산, 도와 의 4개 조 측소에서 측

된 조 자료에서 해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조 를 제거하여 기상해일 만에 의한 해수면변 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상해일의 주기는 15분 ∼ 19분으로 간 정도의 장 에 속하며  부분의 측지 에서 4개의 해일 가 

도달하 는데, 첫 의 해일고가 가장 크고 2번째와 3번째로 갈수록 해일고가 감소하다가 4번째 는 다시 증가하는 

상을 보인다. 

기압 의 이동에 의한 기상해일의 발생과 증폭 기구는 Proudman 공명으로 설명된다. Proudman 공명은 

기압 의 이동속도가 의 이동속도와 같을 때 공명이 발생하여 고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증폭되는 상이다. 

기압 의 이동속도가 의 이동속도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 그 차이만큼 증폭정도가 약화된다. 기압 의 

이동속도는 략 18 ∼ 40m/s로 알려져 있으므로 Proudman 공명은 수심이 33 ∼ 160m의 범 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서해는 수심이 100m 미만이므로 기압 가 발생하면 Proudman 공명에 의한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한 기상해일은 주기가 10 ∼ 20분으로 길고 수심이 육지 쪽으로 가면서 매우 서서히 감소하므로 천수화

에 의한 증폭이 크게 발생하여 먼 바다에서 작은 해일도 해안에 도달하면 크게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기상해일의 

거동은 지진해일과 매우 유사하여 해안에서 내륙 깊숙이 범람을 발생시킬 수 있다.

2.2 증폭 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나 에서의 기상해일이 17-19분의 주기를 가짐에 착안하여 기압 의 주기를 17분으로 정

하고 수치모의를 수행하 다. 이러한 가정은 기압  자체가 도류의 역학을 따르며, 한 기압  발생 기에 



해당하는 백령도에서 측된 기압  양상이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기압  발생 15-20분후 소규모의 기압강하

가 존재하고, 30-40분 후에는 기압 강하가 발생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은 보령, 군산, 부안, 에서 

측된 기압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산동반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기압 는 기압  발생  3-4시간 동

안 지속된 기압강하로 인한 남동풍을 거슬러 남동방향으로 되어 오면서 하나의 매우 긴 고립  는 계단형상

가 여러 개의 짧은 고립 로 발 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주기는 15-20분 정도로 추정된다. 

Fig. 3. Observed atmospheric pressure at Yeonggwang. Fig. 4. Air Pressure jump shape(proposed in this study).

다음 Fig. 3는  검조소에서 측된 압력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측된 압력자료에서 그림의 선을 기

으로 한 압력의 변화를 추출하고 앞서 언 한 역학에 근거하여 Fig. 4에 제시한 바와 같은 기압  형상을 사용하

다. 도류 역학의  다른 상은 좁은 지역에서 발생한 기의 기압 는 어느 방향으로 되어 나감에 따라 

회 상에 의해 차 그 강도가 약해지고, 선단부 경사는 완만해지며, 속도도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Fig. 5. Bottom topography of ocean.
Fig. 6.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water surface 
elevation depending on the pressure amplitude.

2007년 3월 30일 ∼ 31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상해일의 발생과 증폭과정을 기압 가 시작된 국의 산동반도

로부터 최종 상륙지 인 남 지역을 잇는 곡선을 따라 1차원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치모의 하 다. 

그림 Fig. 5는 수치모의 상 역의 수심분포를 보여 다. 입사 의 형상만을 알아보기 해  해안지 으로부터 

육지쪽으로 일정한 수심을 유지시키고 흡수층을 설치하여 반사 를 약화시켰다.

다음 Fig. 6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압  형상에 의해 발생하고 되는 기상해일 양상을 각 시간 별로 

도시한 것으로 기압 의 이동속도와 선단 의  속도가 일치해 시간에 따라 기상해일이  증폭되는 볼 수 



있다.  다음 Fig. 7은 도에서의 기상해일 수면변 의 시간변화이다. 실측치와 유사하게 최  기상해일고의 크기와 

주기가 수치모의를 통해 잘 재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측치에서는 최  기상해일고 측이후 

약1 .1m 의 최  해일고가 측되었으나 계산결과는 이를 재 하지 못했다.

Fig.7. Time series of water surface elevation depending on the pressure amplitude at Wido.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류 역학을 고려해 시공간 인 변화가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기압 를 제안하 다. 2007년 3

월에 기상해일 발생 당시 기상해일을 발생시킨 서해상의 기압 를 측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었다. 기압

의 발원지인 국으로부터 상세한 기상정보를 얻을 수 없고, 한 재의 우리나라의 AWS 지 은 모두 해안과 내륙

에 분포되어 있어 기상해일의 발생과 증폭에 으로 여하는 서해상 먼 바다에서의 기압  크기  이동속도

와 이동방향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기압 의 발생  에 한 근본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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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시 해일을 비롯한 파랑과 강우는 저지대 해안범람의 주요원인이며 긴급의사결정자는 이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정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긴급의사결정자는 폭풍의 상륙전후에 인명대피, 시설 
운영중단, 그리고 긴급 복구 준비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속하지만 부정확한 예측결과 또는 
정확하지만 느린 예측결과는 긴급 대피명령이나 시설의 운영중단의 결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NHC (National Hurricane Center)는 SLOSH (Sea, Lake, and Overland Surges from Hurricane: 
Jelesnianski et al. 1992) 모델을 사용하여 폭풍 상륙 이전에 해일을 산정하여 예보하고 있다. SLOSH 
모델은 신속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으나 파랑과 결합할 수 있는 없을 뿐 아니라 20% 
내외의 오차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 특히, SLOSH 모델은 2005 년 남부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Hurricane 
Katrina 의 폭풍해일을 부정확하게 예보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한편, 미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해안수리연구실(Coastal and Hydraulics 
Laboratory)은 Hurricane Katrina 를 후측 모의한 IPET (Interagency Performance Task Force 2007) 
연구 이후에 폭풍해일 모델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미육군공병단은 정확도가 높은 
해일고를 산정할 수 있는 ADCIRC(Advanced CIRCulation model: Luettich et al. 1992; Westerink et al. 
1992)와 WAM (WAve prediction Model: WAMDI Group 1988) 그리고 STWAVE (Steady-State 
Spectral Wave Model: Smith et al. 2001)을 결합하여 수치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성능 수치모델은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폭풍은 진로와 매개변수에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어 
수십 혹은 수백개의 발생가능한 예상폭풍진로에 대한 해일고를 각각 산정하여 확률모의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확률모의는 앞에서 언급한 수치모델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미국 NHC 조차도 많은 오차가 내포된 
SLOSH 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양립할 수 없었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대안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안적 모델링은 방대한 자료를 다루기 위한 기계학습법의 발달과 이미 지역별로 수행된 
고성능 수치모델의 결과, 그리고 폭풍해일의 지역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델링의 첫번째 
단계는 특정 지역에 발생가능한 가상 푹풍을 JPM-OS(Joint Probability Method-Optimum Sampling)로 
생성하고 만들어진 가상 폭풍의 해일고를 고성능 수치모델로 database 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database 에 
기초하여 폭풍의 대표적 매개변수(위경도, 중심기압, 진행속도, 진행방향, 최대풍반경)와 폭풍해일고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계학습법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폭풍에 대한 해일고를 신속하게 내삽(interpolation)하는 
것이다. SWIMS (Surge and Wave Islands Modeling Studies: Smith et al. 2011; 2012)는 기계학습법 
중에 하나인 moving least squar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를 사용하여 태평양의 주요 섬지역의 
최대폭풍해일고 및 확률해일고를 신속하게 예측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static surrogate model 과 dynamic surrogate model 을 개발하고 최대해일고와 시계열 해일고를 
각각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시계열 해일고의 예측은 기존 SWIMS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다.

                                          
1 Dynamic Solutions LLC (US Army ERDC)/Senior engineer/Email: seungwookim76@gmail.com 
2 CHL, US Army ERDC /Researcher/Email: Jeffrey.A.Melby@usace.army.mil 
3 CHL, US Army ERDC /Researcher/Email: Norberto.C.Nadal@usace.army.mil 
4 CHL, US Army ERDC /Researcher/Email: Jay.J.Ratcliff@usace.army.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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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ean regional circulation models (ORCMs) have been developed in several decades for 
downscaling ocean global circulation models (OGCMs) at the regional and local scales to 
improve limited resolution of OGCMs. The ORCMs can use information of local features and 
time-varying large-scale oceanic fields at the lateral boundary conditions (LBCs) supporting from 
the OGCMs to simulate local currents and tracers. However, there are, of course, a variety of 
sources of errors that make the ocean regional circulation models unsuitable for a specific 
application when nesting or down scaling the OGCMs such as errors contributing from initial 
conditions, local forcing and lateral boundary conditions. Among these errors sources, lateral 
boundary conditions (LBCs) are especially concerned. The errors caused by differences of spatial 
and temporal resolutions at the LBCs between the driving information and driven mode are 
unique and unavoidable aspect of ORCMs that present a significant limitation to any application. 
In this research, the effects of spatial resolution and update frequency of LBCs on the ORCMs are 
investigated. It is found that the ORCMs are quite sensitivity with the change of resolution of 
LBCs. The ratio resolution of spatial resolution between driving data and driven model can be up 
to 6 and temporal updating frequency of the LBCs can be up to every 12 hours per day. 
 
Key words: ORCMs, sensitivity, lateral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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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이 (Haiyen)에 의한 필리핀 해역에서의 폭풍해일  랑 수치모의

Numerical experiments of typhoon surge and waves applied to typhoon 

Haiyan (2013) in Eastern coast of Philippines

윤종주1,  심재설2, 기천3

태풍 하이 (Haiyan 혹은 Yolanda-필리핀 기상청 지정이름)은 2013년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30번

째 태풍이자 4번째 5등 (category 5)의 슈퍼태풍이다. JMA(Japan Meteorological Agency)에 따르면 최

심기압이 895hpa까지 도달하 으며, JTWC(Joint Typhoon Warning Center)에서는 Haiyan이 최 성기

를 맞을 11월 7일에 315km/hr 의 1분 최 풍속(1 minute sustained wind speed)  379km/hr의 순간최

풍속(gusts)을 보고하 다. 특히 이러한 강력한 세력을 그 로 유지한 채 필리핀 11월 7일 23시(UTC)에 

Leyte 섬에 상륙하면서 Tacloban city를 비롯한 필리핀의 주요 해안도시에 큰 피해를 남기고 베트남  

국까지 상륙하 다. 가장 큰 피해가 집 된 필리핀의 Tacloban city는 깔 기형(funnel type) 내만의 지

형구조를 가지고 있어 폭풍해일의 집 효과에 따른 해면상승이 극 화되어 지반고가 낮은 연안역 일 에 

규모의 침수범람피해가 발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슈퍼태풍 Haiyan에 한 수치모의를 FVCOM(Chen et. al, 2006) 모형을 통하여 

수행하 으며, 가용한 측자료 등을 활용하여 모형의 결과를 검증하도록 하 다. 해양순환모의에 있어서

는 조석, 폭풍해일  랑의 향을 모두 고려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도록 하 다. 특히 태풍에 의한 폭

풍해일을 효율 으로 모의하기 하여 태풍의 발원지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남 국해까지 확장한 비

정규 삼각형망을 이용한 격자체계를 용하 으며, 해수순환과 랑 효과의 모의를 동시에 수행하여 해

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 연수연구원 / email : jjyoon@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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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시기의 조석-해일 상호간섭

Tide-surge interaction during typhoon period

강주환1, 김양선2, 윤 3, 심재설4

해면고는 평균해수면과 천문조  기상조의 합으로 구성된다(Pugh, 1987). 즉 해면고에서 평균해수면 

성분과 천문조 성분을 제외시킨 기상조 성분을 조 편차라 한다. 그러나 천문조 성분을 완벽하게 제외시

킬 수 없기 때문에 조 편차 내에 천문조 성분이 남아있게 되며, 이러한 조 편차는 기상조를 비롯해 조

석-해일 간섭  측오차 등과 같은 조석 련 성분을 모두 포함한 값을 일컫는다(Horsburgh and 

Wilson, 2007). 하지만 일반 으로 조 편차는 단순히 조 측치와 측치의 차이를 산정하여 이를 기상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향시기의 조 자료를 분석하여 조석-해일 

상호간섭  비선형 효과 발생  비선형 효과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태풍 향기간 동안 조 편차 산

정을 해 1990년 이후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에 해 각 조 검조소 별로 조화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남해안 지역 주로 조시 빈도가 우세한 비선형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같이 

태풍발생시 비선형효과가 뚜렷한 남해안에서 태풍-해일 사상을 상으로 상기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태

풍의 진행속도  태풍 심과의 거리를 매개로 하여 양 사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조사하 다. 체 

태풍사상  50cm 이상의 해일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상으로 해일고의 첨두치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

으며 조시가 아닌 조시에 발생한 경우와 해일고의 첨두치가 뚜렷하지 않고 조시마다 해일고가 커지

는 사례로 구분하 다. 자는 총 11개 경우로서 태풍 MAEMI(0314)만 3개 경우이고 다른 4개 태풍이 2

개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총 8개 경우로서 태풍 RUSA(0215)와 NABI(0514)가 각각 3개, 2

개 경우이고 다른 3개 태풍이 1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의 경우는 이동속도가 빠른 태풍 

MAEMI(0314)가 표 인 로서 여수, 통 , 부산 등에서 주로 찰되고 있다. 반면 후자는 형태풍

이면서 이동속도가 느린 태풍 RUSA(0215)가 표  인데 경로에서 가까운 여수와 통 에서는 

MAEMI(0314)형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로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완도, 목포 등에서는 

RUSA(0215)형태의 양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태풍 심과의 거리가 100km 후로 발생군이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태풍이동속도가 40km/h 이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즉, 

태풍 심에 인 한 지역에서는 기압에 의한 해일이 지배 이어서 자와 같은 해일이 발생하는 반면, 조

석변조해일을 유발하고 있는 후자는 태풍 이동속도가 느린 형 태풍에서 비교  멀리 떨어진 지 에

서 주로 발생하며 이 경우 기압보다는 바람에 의한 해일 주로 긴 지속기간과 뚜렷하지 않은 첨두해일고

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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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태풍의 정보  피해규모 분석을 통한 업 활용방안

김경 1, 문승록2, 이미란3, 구  슬4

  2013년 태풍 하이 에 따른 막 한 피해로 필리핀 타크로반의 많은 주민은 재도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어렵게 구호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도시 기반의 복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태풍 하이 으로 수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구체 인 원인에 해서 다양한 연구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에 따르면 해안에 주거하는 주민이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과거 피해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에 의존하여 피에 극 이지 않은 사항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련하여 태풍 내습에 따른 비․ 응시 시사  도출을 통한 정책반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태풍 루사  매미 등의 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태풍 내습에 따른 

경각심이 증 되고, 세력이 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내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기상 측기

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태풍 진로  강도 등의 정보를 국민에서 달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측된 태풍정보를 활용하여 태풍이 향을 미치는 시기에 과거 유사한 태풍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 유형  규모를 사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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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 을 한 등부표의 운동 모의

Lighted Buoy Motion Simulation for Wave Power Generation

지창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송재하, 박수열(한국 랜트 리), 오 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성민(한국 랜트 리)

해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양구조물은 각각의 역할을 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을 발휘하기 해서는 에 지가 필요하다. 특히 항로표지 시설물  하나인 등부표는 야간에 상부에 설

치된 등명기를 밝히기 해 축 지 사용하며, 이를 해 주간에 태양  발 장치를 이용하여 충 을 하

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발 을 제 로 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어 장비의 주기 인 교체를 

필요로 하는 등 유지 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랑에 의해 움직이는 부유체의 운동을 이용

하여 력을 생산하는 솔 노이드 형태의 자가발  구조체의 개발을 해 실험실 환경에서 등부표의 운

동을 모의하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2차원 조 수조(길이 53 m, 높이 1.25 m, 폭 1 m)를 이용하여 수리실험을 실시

하 다. 실험 를 결정하기 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18개 지 의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

까지의 랑자료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주기 3  고 1 m 이하의 가 주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 스 일은 1/25을 가정하여 수심 60 cm에서 수행하 다. 실험 는 주기 0.52 ~ 2.0 s, 고 4 ~75 

mm의 규칙  13개를 이용하 다.

스테 오 비 을 이용하여 등부표의 6 자유도를 측하 다. 스테 오 비 은 두 의 카메라로 측정 

상체에 부착된 타겟을 촬 하여 측정 상체의 치  회 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스테 오 비 은 당 20 임 이상을 촬 하여 치 오차 0.05 mm 이하, 회  오차 0.02° 이하의 

정 도를 보이는 장비이다.

실험 결과 주기가 짧은 랑에서는 회 운동은 거의 없었으며, 상하운동이 주요했다. 이 경우, 등부표

의 상하 운동 변 는 고의 약 2배 정도로 측되었다. 주기가 비교  긴 에서는 상하 운동이 어들

고, 회 운동이 지배 인 운동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상하 운동의 변 는 고의 약 

1.3배 정도로 어들었으며, 회  운동  pitch가 지배 인 운동임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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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이동경로에 따른 연안 측자료 분석

Analysis of Coastal Observation Data by Typhoon Path

김 승1, 이제신2, 김민하3, 양지 4, 김정원5

본 연구는 태풍 내습 시 조 측자료와 기상 측자료를 수집하여, 태풍의 이동경로에 따른 해일고와 

풍속  풍향 자료의 상 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분석을 해 국가태풍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근 10년간 태풍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상태풍을 

선정하고,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시 을 기 으로 향을 미치는 3일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조

측소를 상으로 상태풍 내습 시 측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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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진해일 수치모형을 이용한 연안의 처오름 높이 산정에 한 연구

A Study of Wave Run-up Heights from Far-field Tsunami Numerical Model

김 승1, 문 석2, 김정원3

본 연구는 신속한 지진해일의 계산을 해 사용되는 역 지진해일 수치모형실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연안의 처오름 높이를 산정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안의 처오름 높이를 산정하기 해서는 fine grid system을 이용한 수치모형이 필요하며, 이것은 방

한 계산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Kaystrenko(2008)는 연안의 해 면 경사와 지진해일의 에 한 계

식을 도출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연안의 처오믈 높이를 재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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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Wave and Current observed by long-term deployed AWAC 

in Haeundae

Hak Soo Lim1, Chang S. Kim, Sun Shin Kim, Seon Jeong Kim, Hee Jun Lee

We have analyzed wave and current data observed by Acoustic Wave and Current Meter (AWAC) 

deployed at the coastal waters of Haeundae since July 2013. The two AWACs have measured  

hourly waves and currents with 10 minutes interval of Haeundae almost for a year which are 

located at the mean water depth of about 22m and 15m with distance of 1.8km and 1.1km 

respectively away from the coastline. We have estimated the monthly variation of wave and residual 

current speed and direction with this long-term observed data. We have also measured short-term 

flows with mean water depth of about 8m and 6m near the surf zone close to Dongbaek Island and 

Mipo Port during in summer and winter respectively. The moving average method and Harmonic 

analysis were applied to estimate speed and direction of the residual currents for flows at the 

surface, middle and bottom. The wave data measured by using AWAC has been analyzed to 

estimate the monthly variation of wave environment near Haeundae beach together with wind speed 

and direction observed by KHOA buoy located near the AWAC with mean water depth of 15m.

In this study, we have estimated the monthly variation and pattern of residual currents and waves  

using long-term observed current and wave data measured by bottom mounted AWACs. This 

measured hydrodynamic data will be used for the validation of operational coastal modeling system 

for the prediction of hydrodynamics and sediment transport in Haeundae coastal waters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oastal erosion control system. In addition, a variety of beach 

restoration projects conducted by beach nourishment and construction of submerged breakwaters near 

the each side of the beach will be supported by this study conducting analysis of long-term observed 

wave and current data. The seasonal variation of sand budget on the beach and bottom sediment 

budget of sub-tidal area will be analyzed with measured data by RTK-GPS and Multi-beam 

echo-sounder. The variation of Haeundae sand budget can be traced by the estimated residual 

current and wave-induced current.

1 KIOST /research scientist/hslim@kiost.ac /surfkim@kiost.ac /sskim@kiost.ac /sjkim@kiost.ac /heelee@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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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해역 심해파의 계절별 통계적 특성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Deepwater Waves  

along the Marado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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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안구조물의 경제적 설계를 위해서는 연안의 파랑환경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해역의 설계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년 이상의 장기간 파랑관측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항만의 외곽시설물 설계에 주로 적용되는 50 년빈도의 천해설계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20 년 이상 

장기간 연속 관측된 파랑관측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파랑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장기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파랑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일부 연구사례로는 서 등(2008)이 파랑 관측 및 후측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연안의 심해파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정 등(2012)은 최근 10 년간 장기 연속관측에 

근거하여 부산항 신항 인근 해역의 파랑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조 등(2012)이 속초 연안에서 관측한 

장기간의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파랑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장기 파랑관측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한 연구의 수가 매우 적고, 특히 해안구조물의 경제적 설계 및 유지에 불규칙 파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규칙 파 특성 중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적 지표인 파고 확률 

분포에 대한 연구가 매우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원무 등(2012)의 연구 

내용을 확장하여 마라도에서 7 년간 장기관측하여 수집된 파랑 자료의 월별, 계절별 변동성을 분석하여 

주요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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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측 랑자료를 이용한 해안선 변화 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the Shoreline change using long-term observed wave 

data

김평 1, 김성은2, 상권3, 김인호4, 김일섭5, 김도연6

 P. -J. Kim1, S. -E. Kim2, S. -K. Hyun3, I, -H, Kim4, I, -S, Kim5, D, -Y, Kim6

1. 서론

해수욕장은 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활용되는 요한 ·경제자원일 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환경 유지기능  

악기상 랑으로부터 해안 배후지를 보호해 주는 방호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는 귀 한 재산이다. 최근 동해안에서는 

인공구조물  랑에 의한 해안 침식이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기 랑 측과 이를 통한 측  책방안 수

립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연구지역인 추암/증산  삼척 해수욕장은 계 에 따라 남․북측 해안선이 진과 후

퇴를 반복하는 계  변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변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개발된 1D 해안선변화 측 모델인 GenCade모형(US Army, 미국)을 이용하여 해안선 

계   장기 변화를 모의하 다. 먼  실시간 측 랑자료를 바탕으로 상해안의 측 해안선 변화를 재  한 후, 

장기 랑 측치로부터 평균 랑을 추산하여 장기 해안선 변화를 측 하 다. GenCade모형의 검증을 해 2013

년 4월, 8월, 12월 측 해안선을 사용하 으며, 입력 랑자료는 실시간 측된 기상청 동해부이의 랑 자료를 

SWAN모형을 이용하여 실시간 시뮬 이션을 수행한 후 시계열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한 장기 인 해안선

의 변화를 측하기 한 랑 자료는 11년(2002 - 2012)간 측된 동해 부이자료를 매시별 평균하여 1년치 자료를 

생성하여 사용하 으며, 2013년 12월 측 해안선을 기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2. 수치모델

2.1 개요

GenCade 모델은 미 육군 공병단 연구개발센터에서 연안 지역의 지형변화와 표사이동을 계산하기 해 새롭게 개

발한 모델로 GENESIS(Generalized model for simulating shoreline change, Hanson and Kraus 1989) 모델과 

Cascade(Larson et al. 2003) 모델을 통합하여 개선, 발 시킨 모델이다.

GenCade 모델은 쇄 고와 향으로 발생되는 힘과 연안의 기반시설이나 개발 활동으로 야기되는 연안 표사이동

의 변화로 인한 지역 인 해안선의 변화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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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sectional view b. Plan view

2.2 지배방정식

해안선 변화에 한 지배방정식은 모래의 체  보존으로 표 된다. 외해 방향을 축으로 하고 해안선에 평행한 방

향을 축으로 하는 직교좌표계를 가정하면,  값은 해안선의 치이고, 는 해안선을 따르는 거리를 나타낸다. 어떤 

시산간격() 동안 모래가 순유입 는 순유출이 되면 해빈 단면은 형상의 변화없이 해안선의 단면을 따라 외해 

는 육지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단면의 형상은 수평 으로 해안선의 치변화 와 해안선의 단  

폭 ,  수직방향으로 한계수심 

로부터 빈높이 


까지 확장된 형상으로 가정한다.

Fig. 1. Definition sketch for shoreline change calculation

단면 체 의 변화량은 단면의 4면으로부터 순유입 는 순유출에 의해 정의된다.

 
 



만약, 셀의 측면에서 연안 표사이동률(sec)이 차이가 난다면, 순 체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한, 해안 방향으로부터  , 외해로부터 인 단 폭당 가감되는 표사의 체 을    라 하면, 해안선 직각

방향의 체 변화는  이다. 두 개의 기작을 등식화하면 체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항들을 정리하고 극한(→ )을 취하면, 해안선 치 변화율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ig. 2. Finite difference staggered grid



추암/증산 해변 삼척 해변

2.3 모래수송

연안 퇴 물 수송률 sec를 계산하기 한 고 인 'CERC'방정식은 다음과 같다(Komar 1969).

  sin

여기서, 는 고(m),  군집속도(m/sec), 는 해안선에 한 쇄 의 방향이고, 아래첨자 는 쇄 상태를 나

타내며, 은 무차원 계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은 경험  계수,  는 모래(물)의 도(㎏/㎥), 는 모래의 공극률이다.

3. 모델수립

GenCade의 입력자료로 사용하기 한 랑 시계열은 기상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동해부이가 설치된 지역 인근을 

개방경계로하는 역에 하여 동해부이의 실시간 랑자료를 입력 자료로 SWAN모델을 수행하여 계산하 으며, 

해안선 변형을 모의하기 한 GenCade 모델의 계산 역은 추암지구의 경우 추암/증산 해변 역이 포함되는 해안

선과 평행한 직선거리 645m로 설정하고, 격자 간격은 5m로 구성하 다. 삼척지구의 경우 삼척해변 역이 포함되

는 해안선과 평행한 직선거리 1,060m로 설정하고, 격자 간격을 5m로 구성하 으며, 두 지역 모두 랑의 입력 지

은 수심 7m 인근 지 으로 설정하 다.

Fig. 3. Model domain

4. 모델검증

2013년 4월 측 해안선을 기조건으로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모의를 수행하여 2013년 8월에 측된 

해안선과 비교하고, 2013년 8월 측 해안선을 기조건으로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간 모의를 수행하여 2013

년 12월 측된 해안선과 비교하 다.

4.1 입력자료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2013년 4월~12월 기상청 동해부이에서 측된 랑  바람 자료를 입력자료로 

랑 모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로부터 해안선 변형 모델의 각 랑 입력지 의 시계열 자료를 추출하여 해안선 변형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하 다.

실시간 모의 결과 모델에 의해 계산된 해안선의 모양이 측 해안선의 모양을 비교  잘 재 하 다.



추암/증산 해변 삼척 해변

Fig. 4. Timeseries of wave and wind at donghae buoy of KMA

Fig. 5. Validation of shoreline change simulation

5. 장기예측

장기 인 측을 해 11년간의 매시별 기상청 동해부이자료로부터 1년간의 매시별 평균 랑을 추출하여 측실

험을 수행하 다. 장기 측은 2013년 12월 측해안선을 기조건으로 설정하여 수행하 으며, 5년  10년 후 하계 

 동계의 해안선 변화를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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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입사 에 의한 고  월 량 증폭

Amplification of wave overtopping and height by obliquely incident wave

안창 1, 김 택2, 이종인3

항만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월 는 방 제, 호안, 안시설 등의 마루높이를 선정하는데 있어 요한 

설계인자이다. 기존 구조물의 마루높이를 상회하는 랑이 내습하는 경우 항내의 정온도  선박의 안정

성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구조물의 형상  배치에 의하여 랑이 증폭되거나 집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구조물에 경사지게 입사하는 랑이 증폭과 감소

가 복합 으로 발생하여 다양한 거동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 특성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직립식 구조물에서 월 가 발생하지 않을 때 랑 증폭에 한 연

구가 부분이었다. 이와 김(2012)이 직립제에 하여 월 허용 조건에서 여유고 조건에 따른 랑 증폭

을 비교하 으며, 월 로 인하여 랑증폭이 감소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김(2012)이 수행한 연구의 확장으로 불규칙 를 용하여 경사입사  조건에서 연

에 의한 고와 월 의 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일련의 수리실험을 수행하

다. 길이 14m의 무공직립제에 하여 50~80도 경사지게 입사하는 조건을 설정 하 다. 5~15cm 범 의 

여유고 조건을 용하여 구조물의 마루높이를 변화시켰으며, 입사 랑의 유의주기는 =1.19~1.98s 범 , 

유의 고 =5~12.5cm 범 로 설정하 다. 실험에 있어 고계측  분석은 실험모형 면 10cm에서 

고를 계측하여 입사  비 계측 고의 비인 상 고비를 분석하 다. 동시에 모형의 후면에서는 월

량을 계측하 다. 월 의 공간 인 분포는 직각입사 에 한 경사입사  조건에서의 치별 향계수

(


)를 이용하여 도시하 으며 직각입사 에 한 월 량 산정식은 단면 직립제 월 량 산정연구의 

non-impulsive조건에 한 식(  exp )을 용하 다. 한 상 고비와 월 량을 함

께 분석하여 월 와 고의 공간 인 분포의 경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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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해양조사

Oceanographic survey using the unmanned aerial vehicle

김 성1, 김 우2, 송세문3, 박찬근4, 박경호5

 세계 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활용방안이 범 하게 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해양

조사시 장 을 살펴보면  측이 아닌 면에 한 3차원 측량으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과 1

회측량으로 고정 , 넓은 면 에 한 신속한 측량, 균일한 정 도 확보가 가능하여 일정규모이상 시 경

제성도 확보됨. 항공측량범  내에서 다양한 노선검토로 효율성,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며 근 불가능구

역을 손쉽게 측량하며 주기 으로 평가해야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용하기 매우 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내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해양조사에 한 용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항 인근에서 단빔과 UAV를 용한 경우 단빔과 무인항공기에 의한 수심 오차는 ±0.03∼ 

0.10m 발생하 으며, 기 효과는 조차, 조간 에 의한 선박운용이 어려운 경우 UAV를 용한 상호 보완 

는 독립 인 간사지 측량에 따른 수심도 작성이 가능하고, 갯골의 형상재 이 가능하며, 3차원 면에 

한 정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 다.

둘째  새만  방조제에서 멀티빔과 UAV를 용한 경우 멀티빔측량과 UAV 정사 상 첩에 따른 오

차는 ±0.06∼ 0.12m 발생하 으며, 기 효과는 첩된 자료를 토 로 수심도작성  육상지형도 작성이 

가능하 으며, 연안 구조물의 육상  해상 경계부와 연계 된 지형해석이 가능하 다. 한 UAV를 이용

한 피복석 양상 악  취약지 을 선정 할 수 있었다.

셋째 비안도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정사 상과 UAV성과 용  단빔성과 비교한 경우  오차범 는 

±0.06 0.09m  발생하 으며, 기 효과는 국토지리정보원 1/2,500 정사 상  UAV 정사 상 첩에 따

른 육상 지형도와의 목이 가능하 으며 첩된 자료를 토 로 수심도 작성  육상 지형도 작성이 가

능하 으며 선박의 진입이 어려운 조간  구역과 연안부근 노출암의 형상 재 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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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의 도선업무를 한 조석 보

Tidal Prediction in Major Ports for Pilotage

김경옥1, 육진희2, 최병호3

Kyeong Ok Kim1,  Jin-Hee Yuk2 and Byung Ho Choi3

1. 서론

근간의 도선활동에 있어서, 부정확한 조석조류정보로 야기된 유조선의 과속의 안으로 인한 출사고(2014년)와 

안돌핀 구조물의 괴(1976년 경인에 지 breasting dolphine 괴) 등이 발생하 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은 큰 

조차와 강조류의 근수로에서의 시공 인 정보의 악을 도선사의 경험 인 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

가 따른다. 과거의 경험은 표 인 조석, 조류를 100으로 할 때 조, 소조시에 한 조차비에 의한 비율( , 120 

는 85 등)로 추정하는 과거의 방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도선활동을 하는 업종사자들도 인식하

고 있다. 특정해역에서의 상세한 실시간 인 조석 보를 하기 한 노력들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도( , 샌 란시

스코 항)되고 있으며, 기상조건을 부여하여 실시간 수 보 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선활동이 법제화되어있는 항구를 상세한 유한요소격자체계로서 형성하여 임의 

특정시각의 조석-해일-해 의 공간 분포 산정체계를 수립하기 한 기 단계로 군산항  맹골수도에 한 상세

격자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조   조류 측을 수행하 다. 

2. 수치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체계의 체 역은 황해  동 국해를 포함하고 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륙붕을 기

으로 간의 최 간격은 30km으로 바깥경계를 구성하 고, 황해를 둘러싸는 육지  주요 섬은 10km의 간격

으로 구성하 다. 상이 되는 군산항 부근은 20m의 간격을 가진 세격자로 구성되었으며, 총 21만개의 과 

42만개의 요소로 제작하 다. (Fig. 1) 수심은 WGS84기 의 SKKU1sec자료(최 등, 2012)와 GEBCO자료를 이용하

으며, 수치모델의 안정성을 해 최소수심을 5미터로 설정하 다.

작성된 비구조격자망를 이용하여 3차원 유한 요소 모델인 Semi-implicit Eulerian-Lagragian Finite 

Element(SELFE) 모델(Zhang and Baptista, 2008)로 조석계산을 수행하 다. SELFE 모델은 semi- implicit 

Eulerian-Lagrangia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계산하며,  Courant- Friedrichs-Lewy 조건에 구

애받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수평격자 크기(Δx)가 작아질 경우에도 하게 큰 시간 간격 (Δt)을 쓰기 때

문에 모델 효율성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Δt는 600 로 비교  큰 값을 사용하 음에도 안정 으로 계산이 수행되었

다. 경계에서의 조석입력은 조석 측 로그램 NAO99b  조석DB를 이용하여 경계 치에서의 실시간 조

를 계산하여 입력하 다. NAO 로그램은 62개의 조석분조를 고려하여 실시간 조 를 계산할 수 있다. 조석모델은 

5일간의 스핀업을 포함한 65일간의 조석계산을 수행한 후, 60일간의 계산자료를 이용하여 8개의 주요분조로 조화분

해 하 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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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전체 계산 영역(왼쪽)과 군산항 확대(오른쪽) 격자체계

 

Fig. 2. 60일간의 실시간 조석 계산으로부터 조화분해된 M2분조의 조석도

 

Fig. 3. 5월 22일 9시의 조위 및 조류 상황

 



3. 실시간 조위 및 조류 상황

Fig. 3은 군산항에서의 2014년 5월 22일 9시(KST)의 조   조류상황을 나타내며 20cm/s 이하의 비교  느린 조

류가 측되었다. 조류도의 조류벡터는 일반 화살표로 표기할 경우 정확한 속도를 인지하기 힘들어, 속도별로 벡터

모양을 달리하는 조류벡터를 이용하 다. 이는 속도에 한 순간 이해도가 빠른 장 이 있다.

2014년 4월 16일 9시 맹골수도를 통과하던 여객선의 침몰이 있었다. 이 침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로

상의 조류도 큰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상된다. 동일한 체계에서 진도 남서쪽의 역을 자세하게 해상하는 격자

(Fig. 4)를 구성하여 조   조류의 시공간분포를 측하 다. Fig. 5는 상해역 부근의 조  측자료와의 비교이

며, 진폭은 상당히 일치하나 상의 경우 약 10분정도 이르게 측되었다. Fig. 6은 침몰 지 (125:57:44°E, 

34:09:52°N)에서의  조 (m, M.S.L. 기 )  조류 측 결과이며, 유동모델(SELFE)의 측결과와 Min 등(2011)이 제

시한 GUI 신속조석 측 로그램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 다. 4월 16일과 17일 0시(KST)의 조   조류 측의 시공

간분포는 Fig. 7에 제시하 다.

 

Fig. 4. 맹골수도를 포함하는 진도 남서쪽 해역 수심과 격자체계

 

          (a) 복사초 관측부이                                                            (b) 진도 조위관측소
Fig. 5. 2014년 4월의 복사초와 진도에서의 조위(m, M.S.L. 기준)비교 (관측치: 빨강, 계산치: 검정)

위: 조위(m); 아래: 조류(m/s, U: 녹색, V: 파랑, 유속: 빨강)

                   (a) GUI 신속조석예측 프로그램                                                       (b) SELFE

Fig. 6. 2014년 4월 여객선 침몰 지점(125:57:44°E, 34:09:52°N)에서의 GUI 신속조석예측 프로그램(Min et 
al., 2011)과 유동모델(SELFE)을 이용한 조위(m, M.S.L. 기준) 및 조류 예측 결과



 

Fig. 7. 2014년 4월 16일과 17일에 예측된 조위 및 조류의 시공간분포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선활동이 법제화되어있는 항구를 상세한 유한요소격자체계로서 형성하여 임의 

특정시각의 조석-해일-해 의 공간 분포 산정체계를 수립하기 한 기 결과를 제시하 다. 향후, 3세  랑모형 

SWAN을 비정규격자 순환모형 ADCIRC와 동일한 격자에서 수행되도록 변형한 unSWAN과 순환모형을 동 으로 

결합하여 병렬화한 결합모형(Dietrich et al., 2011)을 기반으로 한 조석-해일-해  모형체계(최 등, 2013)를 이용할 

정이다. 이 체계에서는 충분한 역의 모형을 채택하 기 때문에 국지 인 풍 의 발생만이 아닌 swell의 산정까지

도 가능하다(Kim et al, 201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체계는 일정기간 상 항만의 도선사들  계자

에게 제공되어 효용성을 입증받은 후에 각 항구의 도선매뉴얼에 요한 정보로서 인입될 수 있도록 제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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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역의 역조석 보

Tide Prediction for Northern  Coastal Areas in the Eastern Yellow Sea

최병호1, 김경옥2, 육진희3 

 Byung Ho Choi1, Kyeong Ok Kim2, Jin-Hee Yuk3

1. 서론

서해 경해역에서의 긴장상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미해군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조석해일 

보를 포함한 해양 보를 수년 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종 의 PCTIDE( 구 인 활용)와 고해상의 유한요소

망으로 형성된 국지모델으로서 활용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조차가 크고 조류가 강하며 수륙활동을 한 함

의 활동을 해서는 On Scene Prediction체계를 지휘함에서 운용하고 있다. 북한해역에서의 조석 보를 한 수

심  지형정보는 해도  수심이 제시된 북한 도, 그리고 인공 성 상의 분석으로 상  수심을 용해야 된다

는 제약 이 있다. 한 주요항로의 이르는 상세한 조석정보가 결여되어있어 민간선박의 항행활동의 안정성이 문제

가 될 수 있다. 그 한 로, 신의주항 방의 활한 조석사주와 사주사이의 근항로  동 퇴 환경 등이 상세하

게 이해되지 않아 신의주항의 항만건설의 합성이 의문시 되었다. 한 북한의 해안에는 미완성된 방조제와 간척

지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런 연안매립을 완성시키기 한 상세한 조류 측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업 인 

측면과 더불어 략 으로 요한 조석 보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인 기산정결과를 제시하 다. 

2. 광역 비구조 격자 제작

수치모델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의 불규칙한 해안선을 고려하기 해 비구조격자를 이용하 다. 비구조격자를 이

용한 조석수치모델은 과거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Min et al., 2011; 최 등, 2013), 유한차분에서 이

용되는 정규격자에 비해 비구조격자의 작성과정은 다소 번거로우나 육지와 섬이 완 히 폐합된 폴리곤 자료가 비

된다면 비교  수월하게 자동격자생성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자동격자생성은 상용 로그램인 SMS를 이용하 으며, 

섬과 해안선  해양경계를 효과 으로 폐합시기기 한 GUI 로그램을 개발하여 격자제작에 이용하 다. Fig. 1

은 이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 다. 가장 최근의 해안선 정보를 해 구 어스의 성사진을 이용하여 해안선  해안

구조물의 치를 악하고 화면상에서 디지타이징을 수행한다. 디지타이징된 결과는 KML 일로 장되어 GUI 

로그램에서 폐합과정과 거리 수정과정을 거친 후 역 해안선 자료와 결합한다. 이 결과는 SMS의 MAP 일로 

장되어 SMS의 자동격자제작 기능을 이용하여 삼각 비구조격자를 구성하게 된다. Fig. 2와 3에는 북한 해군기지로 

추정되는 사곶, 해주항, 도, 비 곶, 다사리  용암포를 상세히 해상한 최종 작성된 격자체계를 체 계산 역과 

서한만  경기만 확 역, 해군기지 단 로 제시하 다. 최종 으로 구축된 비구조 격자체계는 총 32만개의 검

과 62만개의 요소로 구성되었고, 최  검간의 거리는 30km, 상이 되는 기지 부근은 20m의 해상도를 갖으며 평

균 으로 700m의 거리로 작성되었다. 수심은 WGS84기 의 SKKU1sec자료(최 등, 2012)와 GEBCO자료를 이용

하 으며, 수치모델의 안정성을 해 최소수심을 5미터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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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구글어스를 이용한 해안선 디지타이징 (비파곶)        (b) 구글어스의 KML 자료 편집, 전체격자와 결합

 

               (c) 최종 완성된 섬 및 해안선 폐합폴리곤                   (d) SMS을 이용하여 제작된 격자체계 (비파곶, 초도)

Fig. 1. 북한해역에서의 격자생성과정

 

Fig. 2. 전체 계산 영역(왼쪽)과 서한만 및 경기만 확대(오른쪽) 격자체계



 

                                (a) 용암포, 다사리                                                   (b)남포, 비파곶

 

                                         (c) 사곶                                                               (d) 해주항

Fig. 3. 북한 해군기지 부근의 수심 및 상세격자 구성도 

 

Fig. 4. 60일간의 실시간 조석 계산으로부터 조화분해된 M2분조의 조석도



 

Fig. 5. 해주항 부근의 조위 및 조류 상황 (2014/5/22)

3. 수치모델 계산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는 네스 , overlapping, 내삽 등을 필요로 하는 구조 격자 기반 모형이 아닌, 복잡한 해안선  지형을 반

할 수 있는 비구조 격자(unstructured grid) 기반 수치모형인 PADCIRC(Parallel ADvanced Circulation Model)을 

이용하여 조석계산을 수행하 으며, 향후 PADCIRC와 UnSWAN(Unstructured grid SWAN)으로 구성된 조석-해

일-해  결합 모형을 이용하여 기상요인을 고려한 실시간 인 해수면  유속을 계산한다. 랑모델인 UnSWAN은 

PADCIRC와 동일하게 METIS Library를 이용하여 계산 역을 분할하게 병렬화되어 있으며, 두 모델은 PADCIRC의 

입력 격자 일인 fort.14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계산시간 간격이 상 으로 큰 UnSWAN의 라메터(Radiation 

stress)가 시간 으로 내삽되어 PADCIRC에 달되는 방식으로 모델간 라메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PADCIRC로부터는 수 (조 ), 유속(조류)이 계산되어 UnSWAN으로 달되며 UnSWAN에서는 Radiation stress

가 PADCIRC로 달되게 된다. 경계에서의 조석입력은 조석 측 로그램 NAO99b  조석DB를 이용하여 경계 

치에서의 실시간 조 를 계산하여 입력하 다. 

조석모델은 5일간의 스핀업을 포함한 65일간의 조석계산을 수행한 후, 60일간의 계산자료를 이용하여 8개의 주요

분조로 조화분해 하 다. (Fig. 4) Fig. 5는 해주항 부근에서의 2014년 5월 22일 9시(KST)의 조   조류상황을 나타

내며 만 입구  해주항 근처에서는 100cm/s 내외의 강한 조류가 측되었다. 조류도의 조류벡터는 일반 화살표로 

표기할 경우 정확한 속도를 인지하기 힘들어, 속도별로 벡터모양을 달리하는 조류벡터를 이용하 다. 이는 속도에 

한 순간 이해도가 빠른 장 이 있다.

검증된 조석 보체계와 단기기상 보를 활용한 수 보는 업 인 측면과 더불어 략 으로도 매우 요하

다. 실시간 인 상세메시로 계산된 기산정결과가 북한해역에서 제시되었고, 이러한 결과들을 체계 인 수로업무

와 병합시키기 한 개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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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ft3D를 이용한 변산 해수욕장 인근의 해  지형변화 수치모의

 Morphological  Simulation of Byeonsan Beach Area using Delft3D

박병 1, 최정훈2, 안석진3, 이한승4

본 연구의 목 은 변산 해수욕장 서남쪽에 치한 송포항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송포 배수문의 교체

와 물량장 치 변경, 특히 항로폐색을 방지하기 한 설과 도류제 설치가 변산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장래 지형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정성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코드는 네덜란드의 Deltares(구.WL|Delft Hydraulics)에서 개발한 범용  3차원 

수치모의 코드인 Delft3D이며, 새만  해역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소를 포함할 수 있는 역모형

(overall model)을 구축하고, 그 결과로부터 세역모형(detailed model)의 개방경계 값을 얻어 심 역의 

모형을 구축하 다. 경계조건은 조석의 경우 기 구축된 황해모형으로부터 얻어낸 37개 조석성분을 사용

하 고, 랑경계조건은 NOAA의 자료를 이용하여 얻어낸 시계열 불규칙 랑을 사용하 다.

유동, 랑, 지형변동 모형을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던 기존 국내 사례들과는 달리 유동- 랑-지형변동 

계산을 동시에 연결하여 계산하고, 지형의 변화로 발생한 수심변화가 실시간으로 다시 유동계산에 반

되도록 하여, 침식  퇴 양상 추이를 분석해본다는 이 본 연구가 가지는 큰 의의라 하겠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상지인 변산 해수육장 인근 지역은 조류가 남서-북동방향으로 왕복하고, 랑이 

부분 해안선과 응하여 내습하는 포켓비치의 형태로 해빈류는 북동-남서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류의 남서-북동방향 왕복은 조하 와 조간 의 경계지 에 침식과 퇴 이 남서-북동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나 골이 형성되게 한다. 수치모의 결과에서는 송포항 리모델링 후에는 낙조시 남서-북동방향

의 유속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창조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 기 남서풍으로 인해 

내습하는 랑은 회   굴 에 의해 해안선에 응하며, 동 기 북서풍으로 인해 내습하는 랑이 그

로 해안선에 응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 본 과업의 상지구는 해안 경계에는 퇴 이 발생되고, 북

동-남서 방향으로 발생된 해빈류로 송포항에 도류제가 없을 경우 항로 폐색의 원인이 되었다. 수치모의 

결과에서는 도류제 설치 에 비하여 유의 고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도류제가 해빈류를 

차단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랑의 내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 기 

집 호우로 인한 송포  방포 배수문의 방류는 국부  침식을 유발하여 골을 형성하고, 해빈의 유실을 

야기하기하며, 송포항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류제 설치와 배수문 이 에 따른 주된 변화는 송포항으로 형

성되는 해빈류의 차단으로 항내 퇴 을 완화시킬 수 있고, 송포 배수문 방류로 인한 국부침식의 흔 이 

서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안경계에는 퇴 이 발생하나 조하 와 조간 의 경계지 엔 

남서-북동방향으로 침식과 퇴 이 국소 으로 동시에 일어나 골이 형성되는 골이 도류제 설치 후에는 깊

이가 상 으로 얕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토 로 향후 연구에서는 재 변산 해수욕장 동북쪽에서 진행 인 방포배수문 확장공

사를 반 할 정이며, 이는 변산 해수욕장 양빈에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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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ft3D를 이용한 수리모형 왜곡도에 따른 수리동력학  특성 고찰

Estimation of Hydrodynamic Properties

Caused by Distorted Ratio of Physical Scale Model using Delft3D

박병 1, 이한승2

일반 으로 방조제와 같은 형 수리구조물의 설계는 공사 여건에 따라 이론해석, 수치모의, 물리실험 

등의 기법을 선택 으로 활용하는데, 이  수리모형실험은 그 과정이 가시 이며, 방조제 설치 해역의 

복잡한 지형 향에 따른 비선형  흐름과 개방구간의 류속, 기 지반의 세굴과 퇴 과정을 직  찰

할 수 있는 이 이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한 악이 비교  용이하며 모형의 설계와 검정과정에서 

정 상사법칙을 용한다면 실험결과는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농어 연구원은 새만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새만 지구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새만  모

형 용시험장과 새만  수리모형을 1991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공하 고, 해당 지구가 방조제 체

로 인한 향구간이 하기 때문에 시험공간의 최소화 설계를 하여 재 Delft3D-FLOW로 잘 알려

진 수치해석 로그램의 신인 TRISULA를 이용한 결과가 반 되었다.

수리모형의 축척은 실험에서 찰하고자 하는 내용과 실험조건, 상사법칙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유량공 능력, 실험장의 크기 등과 같은 실험시설의 규모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

는데, 모형을 축소할 경우 수심이 얕아지는 이유로 성에 의한 각각의 향을 받지 않게 되는 수심을 

확보하기 하여 모형을 연직방향으로 왜곡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1994년도에 제작된 새만  수리모형의 경우도 수평축척 1/500, 수직축  1/80의 왜곡도 6.25로 구성되

었으며, 왜곡모형의 특성상 모형의 바닥경사는 실제 지형의 경사보다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의 모

형유속은 장보다 크게 증가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조도보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6

년 새만  방조제 체 이 완료되고, 수리모형실험은 외해역의 방조제 체 을 지원하는 에서 내호측

의 내부개발 지원을 한 으로의 환이 필요하게 되어 2007년 새만  모형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1994년 모형은 남북방향으로 변산반도에서 군산항로까지 약 50㎞, 동서방향으로 만경-동진강 일부 구간

과 말도까지 약 50㎞를 수용하 으나, 2007년 모형은 남북방향으로 비응도와 고사포 해수욕장까지 약 36

㎞, 동서방향으로 선유도와 만경-동진강 상류까지 약 40㎞의 유역이 포함되는 수평축척 1/450, 수직축척 

1/70의 왜곡도 6.43인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새만  수리모형의 수정이 기설 모형(1994년)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방식이고, 수평  수직

축척이 변경됨에 따라 신설 모형(2007년)의 조도보정을 설득력 있고 용이하며 신속하게 보정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 정상모형과 왜곡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수리동력학  결과의 차이를 고찰하여 보다 

정확한 수리모형 운 에 기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회 연구에서는 왜곡도를 1에서 5까지 변경하여 Delft3D를 이용한 2차원 정수압 가정의 수치모의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동일 측 에서 수 변화는 상사법칙을 만족하 지만, 유속은 상사법칙을 만족하

지 않았으며, 왜곡도가 커질수록 유속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는 왜곡에 따른 조도계수 보

정 요구량과 3차원 동수압 해석에서의 결과와의 비교․검토가 추진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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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까지 태풍을 고려한 재추산 심해설계 에 의한 천해설계 의 변화 분석

Analysis of the shallow water design wave by re-estimated the deepsea design 

wave in consideration of Typhoon until 2012

정병순1, 방경훈2, 기천3, 권태일4

“ 해역 심해설계  추정보고서II(2005, 한국해양연구원)”는 1951~2002년의 태풍에 의한 랑과 1979~ 

2003년의 장기 랑산출자료로 18km 간격으로 산출한 결과로 어항, 항만  해안 구조물 설계에 용되

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향으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내습 빈도의 증가 등에 의한 심해  증  

 지속시간의 증가(태풍볼라벤의 서귀포항 피해)와 발달되고 있는 수치모형기술  기상정보 등으로 보

다 정 한 심해설계  추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태풍매미와 2004~2012년에 발생한 

16개 태풍을 용하여 9km 격자로 WAM cycle 4.52 모델을 용하여 구한 후 기존 보고서와 동일한 극

치분석으로 심해설계 를 재산정하고 이후 천해에서의 변화를 악하 다.

심해설계 의 검토 상지역은 제주도 동쪽이며, 되는 랑의 검토 상지는 성산포항이다. 제주도 

동쪽해역의 북, 동, 남에 한 변화는 북쪽에서 진입하는 NNW, N, NNE 는 심해 고가 낮아졌으며, 동

쪽에서 진입하는 ENE, ESE 는 높아지고, 남쪽에서 진입하는 S, SSE, SE 는 고가 높아졌다. 이는 2002

년 이후 태풍  태풍매기, 에 니아, 나리, 텐빈, 산바 등의 강한 태풍 향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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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포항 동, 북방 제  외해에서 직  되는 동방 제 면은 향별로 심해  비 36~50% 

고가 증가하며, 감쇠되어 진입하는 북방 제는 3~6% 고 증가가 발생하 다. 심해설계 의 고증가에 

의한 천해설계 의 부분 인 증가는 있지만 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재추산되는 장

기 랑산출자료 등을 용한 결과에서는 일부 변동의 여지가 있으며 연구 상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 

한 천해설계 의 변화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일부는 해양수산부의 국심해설계 산출 

연구용역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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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콘크리트 피복블록의 안정성 평가(Kd값)

Stability Tests for Existing Concrete Armor Units Considering  Kd Value

김 택1, 안창 2

2011년도 태풍 무이   2012년 태풍 볼라벤의 내습으로 인하여 각각 가거도항  서귀포항에 피복

된 콘크리트 피복블록이 상당수 이탈되는 피해가 발생하 다. 이들 두 개항의 외곽 방 제에 거치된 피

복 블록은 가거도항의 경우 108ton  큐 (CUBE0이며, 서귀포항의 경우 72ton  테트라포드(Tetrapod, 

TTP)로써 국내에 거치된 블록  상 으로 큰 규모에 해당되나 고 랑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 다. 정

부에서는 이와 같은 고 랑에 의한 피복블록의 피해 감을 목 으로 신형피복블록 개발을 한 연구과

제를 수행 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기존 피복블록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 블록  딤 (Dimple), 돌로스(Dolos), 아크로포드(Accropod)에 한 단면수리

실험을 통하여 안정성을 검토하 으며, 이에 한 

값을 검토하 다. 반 으로 각 블록의 설명서에서 

제시한 안정계수(

) 보다는 우수한 안정계수 값이 찰되었다. 이  아크로포드의 경우 국내에서는 다

소 생소할 수 있는 1층  피복블록이나, 상 으로 우수한 

 값이 산정되었다. 한 기존 연구에서 제

시한 1층  피복블록의 특징을 찰할 수 있었다. 즉 피복블록간의 결속력이 큰 경우 즉, 

값이 큰 블

록들은 기피해(start of damage)와 블록의 체 인 피해( 괴, failure)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기피해 발생 이후 진 으로 체 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an der Meer, 1988). 한 blanket(담요)와 같은 피복형태로 력식 블록의 특징인 개별 블록의 이탈보

다는 블록간 결속력으로 인한 피복면 체가 같이 움직이는 피해가 찰되었다. van der Meer(1988)는 

아크로포드의 경우 피해의 시작(

=0)시 


=3.7(


=38)이며, 괴(


>0.5)시 


=4.1(


=52)라고 제시

하 다. 그 지만 아크로포드의 설계사인(CLI)에서는 매우 보수 으로 

=12(쇄 )와 11(비쇄 )를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한 결과에서는 van der Meer(1988)과 유사한 

=38.1이 찰되었다.

3개 종류 피복블록에 한 안정계수와 이에 한 특징을 검토하 으며, 이를 토 로 신형식 피복블록

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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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설계법을 기반으로 한 초장대 교량의 풍하중과 파랑하중  

하중계수에 대한 연구 

A Study of Wind and Wave Load Factors for Long-Span Bridge Based 

on the Reliability Design 

 

 

천세현1, 유철환2, 이안지3, 서경덕4 

Se-hyeon Cheon, Chul-Hwan Yoo, Anzy Lee, Kyung-Duck Suh 

 

 

 

1. 서론 
최근 시공 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에서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초장대 교량을 건설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장대 교량이 바다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설치되는 교각에 작용

하는 파랑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초장대 교량의 경우 파력에 노출되는 교각의 면적에 비

해 바람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 파랑 하중의 기여도가 작은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최근 교량이 설치되는 수심이 깊어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파랑하중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설계 시 

파랑하중 반영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하중과 풍하중의 결합하중의 확률적 특성을 고찰하고 나아가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합하중의 하중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 

건설된 이순신 대교의 파랑하중과 풍하중을 각각 산정하고 두 하중의 결합하중의 확률 모델을 제시하고 제

안된 확률 모델을 이용하여 풍하중과 바람하중의 결합하중의 하중계수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Fig. 1. A View of Yi Sun-Sin Bridge 

 

2. 연구 방법 

2.1 대상 교량 

적용대상으로 선택한 교량은 우리나라의 대표 현수교인 이순신대교이다. 이순신대교는 여수시와 광양시 

사이에 위치한 주탑 사이의 폭이 1,545 m, 그리고 270 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주탑과 트윈박스, 싱글박

스거더로 이루어진 교량이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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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랑하중 

파랑하중은 장경간케이블교량 설계지침을 따라 계산하였다. 설계지침에 따르면 설계하중 산정에 이용하

는 파랑 재원은 교량 설치 지역에서의 200년 빈도 유의파고와 유의주기이다. 교각에 작용하는 파력의 경우 

각각 부분별로 산정된다. 기초와 상부교각에 작용하는 파력은 Goda(2010)가 제안한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기초하부 지지파일에 작용하는 파력의 경우 Morison et al.(1950)이 제안한 식과 Airy파 이

론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파랑하중의 산정을 위한 설계파는 이순신대교에서 가장 가까운 심해격자 065127�34.53°, 127.67°�의 유

의파고를 사용하여 200년 주기의 설계 유의파고와 유의주기를 산정한 결과 1.37 m, 4.27s가 산정되었다. 

그러나 유의파 주기의 경우 풍파(wind wave)에 기초한 값으로 대상해역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섬들로 인

한 파고 감소효과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10 s를 유의파 주기로 사용하였다. 설계

파고와 주기를 이용해 이순신 대교에 주탑에 작용하는 파력을 산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Wave Load 

 Fy (kN) Mx (kN-m) 

Wave Load 6276.2 334,000 

 

 

2.3 풍하중 

이순신대교의 기본풍속은 여수기상대에서 측정된 연 최대 풍속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이순신대

교의 경우 기상대의 자료뿐 아니라 현장의 풍관측탑에서 측정한 풍속자료가 존재하여 두 지점 사이 풍속 간

의 상관식을 세워, 여수기상대의 연최대풍속 자료를 이순신대교 현장의 풍속 특성으로 변환시킨 뒤 분석을 

수행하였다(Kwon and Lee, 2009). 분석결과 교량설치 지역에서의 연최대풍속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5.9 m/s와 3.44 m/s였다. 이를 이용해 20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풍속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정

하였으며 각각 30.2 m/s와 3.44 m/s로 산정되었다. 

 

2
1

2
D s R

P V C GBρ=                                    (1) 

 

풍하중의 경우 Eq. 1에 의해 부재별 설계풍속���, 항력계수����, 거스트계수���, 단위길이���
�를 산정하

여 계산한다. 산정된 200년 빈도 풍하중을 이용하여 교량 경간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Wind Load 

 Fy (kN) Mx (kN-m) 

Wind Load 216,500 5,109,000 
 

 

 

 

2.4 결합하중의 확률모델 

파랑하중의 경우 연 최대 유의파고는 GEV(Generalized Extreme-Value)분포 또는 Weibull 분포를 

따르게 되며 대상지역의 관측 또는 후측 자료를 이용하여 연 최대 유의파고 확률모델의 분포 모수를 산정한

다. 풍하중의 경우 연 최대 풍속은 Gumbel분포를 따르며 대상지역의 관측 또는 후측 자료를 이용하여 연 

최대 풍속의 확률모델의 분포 모수와 최대 풍소ㄱ의 표준편차를 산정하다.  

산정된 두 하중의 확률분포는 GEV와 Gumbel을 각각 따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하중간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편리한 적용을 위해 두 하중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하였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서로 상관된 두 확률변수의 합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풍하중과 파랑하중의 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E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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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 wind load, � � wave loa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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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풍하중과 파랑하중의 상관계수 

일반적으로 풍속의 크기가 큰 경우 바람하중과 파랑하중의 크기는 높은 상관계수 값을 갖는다. 그러나 

대상 교량이 설치된 해역의 경우 교량이 설치된 지점이 인근 섬들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형상으로 파랑의 



크기가 바람에 의해서 커지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교량에 작용하는 바람하중과 파랑하중의 상관계수 

또한 비교적 낮은 값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본 예제를 위해 0.5로 가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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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풍하중과 파랑하중의 결합하중의 하중계수 

우선 본 연구에서는 결합하중의 200년 빈도하중의 초과확률이 1%가 되는 지점에서 설계하중이 산정된

다고 가정한다. 결합하중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초과확률이 1%가 되는 지점을 아래와 같

이 산정할 수 있다. 표준정규분포에서 1% 초과확률을 가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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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4을 이용하여 1% 초과 확률을 가지는 하중은 

 

2.3263
Z Z

z µ σ= + ⋅                                         (5) 

이 된다. 

 

Eq. 5을 이용하여 하중계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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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 �� ��⁄ . 

 

 

3. 결과 및 토의 
풍하중과 파랑하중을 산정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Calculation results of wave and wind loads 

load mean standard deviation bias coefficient 

wind 5,109 MN·m 1,165 MN·m 1.115 

wave 334 MN·m 99 MN·m 1 

 

풍하중과 파랑하중의 결합하중의 분포는 Table 3과 Eq. 3을 이용하여 정규분포의 모수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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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334 5443 MN m

2 1165 2 1165 99 0.5 99 1218 M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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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정된 모수를 이용하여 확률분포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Fig. 2. PDF of each load having 200 years return period 

확률분포의 모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여 결합하중의 변동계수와 

편심계수 또한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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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계수의 경우 Eq. 6, 8을 이용해 쉽게 산정된다. 그러나 1%의 초과 확률을 가지는 지점의 값이 

Gumbel 분포와 정규분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으로 판단 되

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정규분포의 표준편차를 조정하였다. 조정결과 평균이 동일 할 때 1% 초과 확률 

지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Gumbel 분포의 표준편차와 정규분포의 표준편차 사이에는 Eq. 10과 같은 관계가 

있다. 

 

1.3483
norm Gum

σ σ= ⋅                                      (10) 

 

Eq. 5, 6, 10을 이용하면 오차가 제거된 결합하중의 하중계수 산정식을 Eq. 1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 3.1366
Z

γ δ= + ⋅                                       (11) 

 

초과 확률 1%를 가지는 결합하중의 하중계수는 Eq. 8, 11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Eq. 12와 같다. 

 

1 3.1366 1 3.1366 0.224 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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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초장대 교량에 작용하는 파랑하중과 풍하중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두 하중의 결합하중의 확률모

델을 제시하였다. 파랑하중과 풍하중을 산정한 결과 풍하중이 파랑하중의 10 배를 초과해 파랑하중의 영향

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초장대 교량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바람과 파랑의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두 하중이 정규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결합하중의 확률분포

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합하중의 확률모델과 1% 초과 지점의 오차를 보정하여 결합하중의 하중계수를 산

정하였다. 산정결과 1%의 초과 확률을 갖기 위한 하중계수는 결합하중의 변동계수의 크기에 비례하며 이순

신 대교의 경우 1.7로 산정되어 풍하중에 적용된 하중계수와 비교에 작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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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류 기상청 보시스템 소개

Introduction of KMA Operational Forecasting System for Rip Current

엄 민1, 윤주호2, 정충교3, 유승 4, 서장원5, 이정렬6, 이주용7

이안류란 해안에 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주로 해운

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도가 부서지는 지역 (쇄 )의 면 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  특성과 여

름철 남쪽 풍계의 향으로 도가 정면으로 려들 경우 해안가와 평행하게 연안류가 발생하고 도가 

약한 지 으로 한꺼번에 해수가 빠져나가는 이안류가 발생하게 된다.

기상청은 연구를 통해 이안류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지형 , 기상학  향을 고려한 해운  이안류 

보모델을 구축하 다. 상해역의 상세수심을 기반으로 하여 입사되는 향, 고, 주기, 조 , 바람 정

보가 입력조건으로 사용되는데 기상청의 업 기 모델과 랑 모델에서 생산된 해상풍과 랑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슈퍼컴퓨터를 통해 3시간 간격의 이안류 3일 측장을 매일 생산한다. 한 추가

으로 고(1.5m 이상), 주기(9  이상), 향, 바람 방향을 시간별로 종합 으로 분석하여 보 토의를 통

해 이안류 발생 단계를 4단계 (안 , 주의, 경계, 험)로 보를 유 기 에 제공하고 있다.

이안류는 해운 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106명 (2009년도), 144명 (2010년도), 220명 (2012년도)이 

구조되기도 하 다. 최근에는 해운  이외에 동해 (낙산), 제주 ( 문) 해수욕장에서도 이안류 발생 사례

가 보고되어 올해 기상청의 이안류 보모델을 동해와 제주에 새롭게 용하여 이안류 보 상 해역을 

확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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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해일(이상 랑) 기상청 보시스템 소개

Introduction of KMA Operational Forecasting System

for Meteotsunami (Abnormal wave)

엄 민1, 윤주호2, 정충교3, 유승 4, 서장원5, 우승범6, 김명석7

기상해일(이상 랑)은 서해 먼 바다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기압의 격한 변화에 의해 시작된 랑이 

연안 가까이 도달하면서 해 지형 등의 향을 받아 돌발 으로 발생하며, 주로 3월부터 5월 사이에 우

리나라 서해안에서 나타난다. 2007년 3월  법성포와 2008년 5월 보령 죽도 해안에 갑작스럽게 내습

한 기상해일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 다. 사고 당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이상 랑으

로 알려졌지만 기상청의 연구 결과 원인이 주로 기압의 격한 변화(기압 )로 밝 져 기상해일

(meteotsunami)로 정의하기로 했다.

기상청에서는 서해상에서 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상해일의 발생가능성  방향, 속도 등을 

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해의 기상해일의 보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서해 최서단 자동 기상 

측소인 백령도, 격렬비열도, 흑산도에서의 1시간 동안 3hPa 이상의 기압 가 발생했을 경우 SMS 

자동 발송을 통해 기상청 보부서와 방재기 인 해양경찰청에 통보하고 방향에 따른 연안의 주요 

지 별 기상해일 도착시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

었다.

기상해일의 발생 가능성 측과 연안 내습에 비하기 해서는 서해상에서 기상의 변화를 실시간으

로 감지하고 기압 의 방향  속도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충분한 선행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표류부이 등을 활용해 해상의 기압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고해상도 기모델이 합

된 기상해일 측모델을 개발하여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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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형태를 고려한 해 이블 보호공법 실험

Hydraulic Experiments on the Submarine Cable Protection Methods

Considering the Connection Type

윤재선1, 송 구2, 정재상3

Jae Seon Yoon1, Hyun Gu Song2, Jae-Sang Jung3

 해상풍력발  사업은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친환경 경 을 보존할 수 있는 미래녹색성장의 동

력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상풍력은 입지선정 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력망들과의 연계가 필

요하고 그에 따른 해 이블의 설치가 필수 이다. 해 이블의 경우 선박운행, 어업활동, 랑  조류 

등에 의한 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 한 복구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안의 해

양환경 조건에 합한 천해부 해 이블의 쇄  발생지 , 보호공 상부에서의 유속, 최 고 등 해

이블 보호공 설치지  주변의 수리특성을 검토하여 보호공법에 한 안정성을 평가하고 최 의 보호공

법의 선정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수리모형실험 수행 시 해 이블 설치 치의 지형을 

2차원 단면수로에 재 하고, 해 이블  보호공 각 조건에 하여 실험축척  상사법칙에 합당한 모

형을 제작  설치하 다. 2차원 단면수로에 해 지형  해 이블 보호공을 그 로 재 하여 설치하

기 때문에 실제 해역에서의 천수변형  쇄 에 한 정확한 재 이 가능하여 그 물리  특성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 안정성 검토는 50년빈도 설계 랑을 상으로 2차원 단면수로의 조 장치를 이용하여 

안정성 검토실험을 수행하 으며, 해 이블 보호공법에 가장 험한 약최 조 (Approx. L.L.W)를 

기 으로 산정된 고  주기를 용하 다. 실험시간은 하 기 태풍 통과시간(약 3시간)을 용하 으

며, 설계 랑에 해당하는 불규칙 랑을 조 한 후 해 이블 보호공의 이탈비율, 랑양상 등을 악하

다. 한 수리특성 검토를 해 해 이블 보호공 설치 치에 유속계, 고계 등을 설치하여 보호공 

상부에서의 유속, 고 등을 계측  분석하 다. 수리모형실험결과 비굴착조건 Case 5(FSB 12ton, 2열

각결속), Case 6(FSB 12ton, 2열삼각결속), Case 9(FCM, 2열결속)  굴착조건 Case 1(FSB 12ton, 1열결

속), Case 2(FCM, 1열결속)에서 체 평균 이탈율 3% 이내로 분석되어 비교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 으로 1∼2구간에서 쇄 에 의한 강한 충격력이 작용하여 해 이블 보호공이 이탈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쇄 가 발생하지 않는 3∼7구간의 경우에는 Rock Berm 공법을 제외한 모든 공

법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Hydraulic Experiments on the Submarine Cable Protections Considering the Connec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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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OF 분석을 이용한 동해안 울성 고 에 한 연구

A Study of High Swell in the East Coast Using CSEOF Analysis

오지희1, 천세 2, 서경덕3

 Jihee Oh1, Se-Hyeon Cheon2 and Kyung-Duck Suh3

1. 서 론

최근 수 년 간 동해안에서는 울성 고 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겪어왔다. 비교  온화한 날씨 

에 갑작스럽게 큰 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험을 감지하기가 어려워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Oh. and 

Jeong.,  2013). 거의 매년 울성 고 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한 발생원인  거동이 정확하게 악

되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 이 상에 하여 이상 고 , 울성 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에 한 정

확한 명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본 연구에서는 Oh et al. (2010) 에 의해 정의된 유의 주기 9  이상, 유의 고 3 m 이

상의 고에 하여 울성 고 라고 부르고 이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CSEOF) 분석을 이용하여 동해안 울성 고 에 

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

2. 분 석

2.1 파랑 자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동해부이에서 측한 한 시간 간격 랑 자료를 이용하 다. 기간은 2001년 08월 08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의 자료지만, 결측 자료가 많은 계로 결측이 있는 지 을 제외하 다. 랑 자료의 경우, 계

풍의 향이 있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 인 주기의 변화를 보지 않기 때문에 30 일 연속 자료를 사용하 다. 

울성 고 가 발생하는 상은 체 랑 상에서 극히 작은 분산을 갖는 상이기 때문에, 울성 고 가 발생하

지 않은 시기와 함께 분석하게 될 경우, 체 시계열에서 울성 고 를 가리키는 성분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성 고 의 성분을 악하기 해서 울성 고 가 발생한 시기의 한 시간 간격 30 일 연속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하 으며, 28 개월에 해당한다.     

2.2 CSEOF 분석
본 연구에서는 랑 자료 분석을 하여 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CSEOF) 분석 (Kim et 

al, 1996; Kim and North, 1997)을 이용하 다. 기존의 Principal Component 분석 (PCA)은 자료가 정상성을 갖는다

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구  물리자료나 기상 자료 등의 측 자료는 일반 으로 주기 인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상성을 가정하고 분석을 하는 PCA 분석을 이용하여 지구 물리자료  기상 측 자료의 분석은 

한계가 있다. CSEOF 분석은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있는 물리  기작들을 추출하는데 매우 용이한 분석이며,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분석과는 달리 물리  기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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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between the Origianl Data and Reconstructed Data in Donghae

CSEOF 분석에서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쓰일 수 있다. 

          (1)

여기서, 

는 n번째 cyclostationary loading 벡터 (CSLV)이고, 


는 이에 상응하는 PC 시계열이고, r 은 

공간에 해당하는 변수이고, t 는 시간, D는 자료의 체 개수를 의미한다. CSLV는 물리  기작을 의미하는데, 주기성

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2)

여기서, d는 nested period 라고 불린다. CSEOF 분석은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물리  기작을 보여주며, 

한 물리  기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에 뛰어나다. 그러나 다양한 물리  기작으로 분해시킬 때, nested 

period를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요하다. 한 nested period를 사용할 경우, 자료 안에 담겨 있는 물리  기작들

을 잘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 시간 간격의 자료를 한 달 연속으로 연결시켰다. 따라서 30일 이내의 

nested period를 사용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nested period 로 7일을 사용하 다. 

3. 분석 결과

CSEOF 분석을 이용하여 동해안 랑 자료에서 울성 고 의 성분을 확인하는 분석을 수행하 다. 

자료를 99.9 % 까지 설명하도록 성분을 분해하 고, 고 자료는 57 개, 주기 자료는 63 개의 성분으로 분해되었다. 

그  약 20 개의 성분 만을 가지고도 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서 20 개의 자료를 비교하 다. 

Fig. 1은 성분 2에서부터 성분 20까지의 자료로 재구성한 것이다. 첫 번째 성분의 경우 각 자료의 평균에 해당하는 



Fig. 2 Comparison between the Origianl Data and the 9
th
 Reconstructed Data,

값으로 나머지 값들과의 차이가 커서 제외시켰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은 고와 주기의 재구성 성분의 한달 자료

이다. 한 시간 간격 자료로 세로축은 720 시간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성분을 나타낸다. 두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원 자

료  고 2 m 이상, 주기 8  이상을 나타내는 때의 한 달 자료다. 울성 고 를 고 3 m, 주기 9  이상으로 정

의하 으나, 성분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범 를 늘려서 살펴보았다. 울성 고 의 성분을 확인하기 하여 

고와 주기가 동시에 울성 고 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를 빨간색 상자로 표시하 고, 그 때 같은 부호로 움직이는 

성분을 찾았다. 고와 주기가 동시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모든 경우가 울성 고 는 아니었다. 갑작

스럽게 고가 커지는 지 을 찾아야하고 그 때에 해당하는 성분을 찾았다. 

Fig. 2는 Fig. 1에서와 같은 달의 결과로 울성 고 에 해당하는 성분 만을 그려놓은 것이다. 첫 번째, 세 번째 그림

은 울성 고 를 가리키는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조건을 주지 않은 원자료이다. 우연히 

고와 주기 둘 다 9 번째 성분이 울성 고 를 설명하는 성분이었다. 그림을 보면, 고와 주기가 빨간색으로 큰 값

이 나타날 때, 두 성분에서도 큰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  한 값만 큰 값을 가질 경우에는 울성 

고 가 나타나는 경우가 었으며, 고 성분의 경우, 0.2 이상, 주기 성분의 경우, 0.4 이상을 동시에 가질 때 울성 

고 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한 시간 간격 동해 랑 측 자료로부터 울성 고 의 성분을 확인하는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에는 

다양한 물리  기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에 뛰어난 CSEOF 분석을 사용하 다. 그 결과, 고가 3 m 이상

이면서 주기가 9  이상인 지 을 잘 설명하는 성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체가 아닌 동해 부이 한 지 의 자료만을 이용하 기 때문에 동해 지 의 울성 고 를 

이용하여 동해안 체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의 랑 자료 안에는 서로가 갖고 



있는 물리  기작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후에 동해안 체로 확장시킬 때 용이할 것으로 본다. CSEOF 분석 방

법은 비교  은 지 의 자료를 이용하여 넓은 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과정을 

토 로 추후에는 측 지 을 추가하여 동해안  역의 울성 고 의 성분을 발견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울성 고 의 발생 원인을 도출하는 작업에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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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입구 형상에 한 항주  연구

A Study on the Ship Wave about the Shape of the Harbor Entrance

서진성1, 김규한2 

본 연구의 상항인 포항은 강원도 속 시에 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항에서 규모 다목 어항

으로 증축하는 사업을 시행하 다. 증축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의 계속 인 어항 사용을 하여 방 호안 

 방 제 등 외곽시설부터 시공되었으나, 동방 제 건설  이상 랑의 향으로 인하여 입항하던 선박

이 항 입구부에서 좌 되는 사고가 발생하 다. 기존 설계안을 그 로 반 할 경우 발생되는 선박항행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항로의 입·출항 개선안과 그에 따른 항만구조물에서의 항내정온수역 확보를 

동시에 만족 할 수 있는 방 제의 평면배치에 한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하 으며, 상해역에서 발생하

는 항 입구부에서의 고증폭 상의 원인  범 를 명확히 하기 하여 MBES(Multi Beam Echo 

Sounding)와 Side Scan Sonar를 이용한 정 수심측량을 수행하여 항 입구부 남동측 일 에 암반으로 구

성된 규모 천퇴(Shoal)지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유형석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천퇴의 향으로 발생하는 고증폭 상을 확인하기 하여 천퇴를 고려하지 못한 항

로와 천퇴를 고려한 항로에서의 고분포를 다방향 불규칙  수치모형실험 사용하여 검토하 으며, 각각

의 항로로 입항하는 선박에 의한 형변화를 검토하기 하여 구조물 면에서의 항주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천퇴에 의한 고증폭 상은 내습하는 랑의 방향에 상 없이 발생하 으며, 항

내정온을 만족하기 하여 구조물(남방 제)을 추가로 배치하는 평면안과 구조물을 배치하지 않는 평면

안의 선박항행에 의한 형변형은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

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험성을 감시키고 항내정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항만구조물의 평면배치

와 그에 따른 항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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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제형상에 한 랑제어 효과검토

Study on Wave Control effect due to shapes of Artificial Reefs

이경 1, 이창호2, 이 호3, 김규한4

해안에 치한 백사장은 해수욕장으로 활용되는 요한 ·경제자원일 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 환

경 유지기능  높은 도로부터 해안주변을 보호해주는 방재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는 귀 한 재산이다. 

백사장을 포함한 해빈은 이처럼 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침식 는 퇴 이 발생

하여 극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연안환경 자원  하나이며, 이런한 침식을 막기 한 연구와 침식방지잠

제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잠제는 제체의 상단부 높이가 수면보다 낮은 방 제로서, 구조물이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주변 경

에 향을 미치지 않는 심미 인 우수성과 해수 교환 측면에서의 장  등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최근 설계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잠제는 마루 부근에서의 랑에 지 소산 작용  뿐만 아

니라 이로 인한 유사 이동 억제 효과가 있어서 해안 침식 방지를 한 구조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

다. 본 실험에서는 2차원 단면수조에 형상이 다른 잠제를 20m, 40m 폭의 변화를 주어 설치하고 천단수

심에 변화를 주었을 때, 잠제의 안정성과 달률을 검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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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수욕장 이안류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Rip Currents at Daechon beach

최 우1

해운  해수욕장에서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안류가 천해수욕장에서도 발생하여, 2010

년과 2012년에 천 해수욕장에서 발생된 4명의 익사사고 원인이 이안류라고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차가 커서 간조시와 만조시 해안선의 치가 완 히 다른 천 해수욕장의 연안흐름 특성

을 수치실험을 통해 연구하고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 다. 수치실험을 해 기존 해운  이안류 

수치모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FUNWAVE를 사용하 다. 이 Boussinesq 모형은 상을 포함한 랑과 

흐름을 동시에 계산하며 난류모형을 포함하는 회 유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된 방정식을 사용하므로 

다양한 이안류 발생을 메커니즘에 충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모형이다. 따라서 지형과 입사 조건에 따른 

천 해수욕장의 이안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수치모의 결과로 부터 조 의 변화에 따라 연안흐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

며, 기본 으로 조 가 낮아질수록 지형에 따른 랑변형이 심하고 쇄 가 넓게 형성되므로 연안흐름

이 강하고 복잡하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안선 근처의 경사가 비교  완만해 지기 시작하는 

조 시 에 하여 표  이안류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수치결과로 부터 지형 

 입사  조건에 따른 고의 불균등성과 벌집구조 상이 요한 이안류 발생원인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천 해수욕장의 이안류는 만곡해안 지형에 의한 연안류가 먼  발달하다가 

선과 선이 끊어져 있는 노드 역을 만나면 방향을 틀어 외해로 발달하는 특성을 보 다. 결론으로, 

조 는 해안 경사의 완 을 하루 동안 연속해서 변화시키므로 이안류 발생확률이 높은 랑조건과 조석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의 이안류 발생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단된다.

Fig. 1 조위 +5m(DL), 입사파고 0.8m, 주기 10초인 규칙파 직각입사조건으로 조파 후 (a) 7분, (b) 14분, 
그리고 (c) 21분후의 2주기 평균흐름 유속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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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 장유지역 토의 압 특성

A study on 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of clay in Noksan and Jangyu area

강성욱1, 장정욱2, 정진교3

부산  김해지역은 2000년 에 어들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따라 김해평야를 심으로 국제물

류  산업단지로 거  육성화되고 있으며, 한 부산신항을 심으로 한 경제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개

발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나, 용지난의 어려움으로 지질  는 토목공학 으로 불리한 연약한 토층

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약한 토지반에 도로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

우 과도한 침하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구조물의 안정  사용성에도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산  김해지역은 지리 으로 낙동강 하구지역에 치하고 있어, 연약 토층이 두껍게 구성되어 있

다는 을 감안할 때, 침하량산정  침하시간의 정확한 측의 명확한 규명이 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 녹산동에 치하는 미음지구, 국제물류단지, 가달지구와 김해 장유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연약한 토층에 하여 불교란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토질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물리  성질과 압

특성을 연구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부산 녹산지역  김해 장유지역 토의 토 물은 Kaolinite, Illite계열로 분류되었으며, 소성도표

에 의한 분류결과 부산 녹산지역의 부분은 CH로 분류되었으나, 김해 장유지역은 MH-OH로 분류되어 

다소 차이를 보 다.

2. 함수비(Wn)는 부산 녹산지역  김해 장유지역이 각각 50.4~92.8%, 46.6~99.0%의 범 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액성한계(LL)는 두지역 모두 함수비(Wn)보다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축지

수의 경우 부산 녹산지역이 0.44~1.57의 범 로 분포하고, 김해 장유지역은 0.67~1.94의 범 로 분포하고 

있어 부산 녹산지역보다 김해 장유지역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차압축지수 역시 김해 장유지역이 

0.027~0.092로 부산 녹산지역 0.024~0.0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산 녹산지역  김해 장유지역의 물리 특성에 따른 압축지수(Cc)를 회귀분석한 결과 함수비(Wn)

와 압축지수와의 계는 선형 이며 다소 높은 상 성을 보 으며, 한 기간극비(eo)의 경우 장정욱외 

2인(2001)의 연구 결과 Cc=0.7(eo-0.34)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c=0.80eo - 0.58

4. 이차압축지수(Cα)는 0.024~0.092의 값으로 두 지역 모두 비슷한 범 로 분포하고 있으며, Cα/Cc비

는 0.03~0.08의 범 로 유기질 토에 한 Mesri와 Castro(1987)가 제안한 Cα/Cc=0.05±0.01보다 다소 넓

은 범 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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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방법에 따른 테트라포드 피복층의 안정계수에 한 실험  연구

Experimental study of stability coefficient of Tetrapod armor layer 

depending on placement methods

민은종1, 천세 2, 서경덕3

Eun Jong Min1, Se-Hyeon Cheon2 and Kyung-Duck Suh3

1. 서 론

방 제는 외해로부터 들어오는 랑을 효과 으로 차단하여 항내의 정온도를 하게 유지함으로써 선박이 항

만으로 안 하게 출입과 정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한 연안에 치한 구조물들이 태풍과 같은 기상 변동에 의해 

생기는 고 랑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목 으로 개발된 여러 방 제  경

사식 방 제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 이상이 피복재로 테트라포드(Tetrapod)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테트라포드 설계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은 Hudson식으로, CEM (Coastal Engineering Manual, 

2002)에는 테트라포드를 난 으로 피복할 때 랑조건과 경사각에 따른 안정계수 KD 값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피복 방법은 정 이며, 한 이러한 방법에도 1층과 2층 정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이는 CEM에 반 되어 있지 않다. 

테트라포드의 피복 방법에 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Gürer 등(2005)은 정  방법으로 실험을 하 다고 하 으

나, 어떠한 모형으로 수행하 는지 나타내지 않아 비교를 할 수 없었으며, Fabião 등(2013)은 본 연구와는 다른 피복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0의 축척을 가진 테트라포드를 이용한 수리 모형실험을 통하여 

Fabião 등(2013)과는 다른, 그리고 CEM에서 고려하지 않은 피복 방법으로 안정계수 KD 값을 Hudson식을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조건 및 실험결과

2.1 실험기기 및 실험모형

본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길이 36 m, 폭 1.0 m, 그리고 높이 1.2 m의 크기이며 조 수조의 양 끝에는 반사  방지를 

한 소 제가 설치되어 있다. 조 장치로는 기모터를 이용한 Piston식 조 기가 한쪽 끝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

조는 조 지 으로부터 12 m 떨어진 구간부터 폭 0.6 m와 0.4 m의 두 구간으로 나 어져 있다. 실험모형은 0.6 m 구

간에 설치되며, 랑측성 시 방 제에 의해 생기는 반사 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반 쪽 폭 0.4 m 구간에는 방

제를 설치하지 않고 랑 측정만 수행하 다(Fig. 1). 실험에 사용된 고계는 세원기연의 모델(WHG40)로 성형성과 

응답성이 좋은 장 을 가지고 있으며, 고계의 검출선의 길이는 0.8 m이고, 고의 측정 가능한 범 는 0.4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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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ketch of Wave Flume and Experimental Setup

방 제의 경사는 1:1.5로, 높이는 70 cm로 고정하 다. 코어는 쇄석으로 공칭치수와 평균 량이 각각 




∼  cm,

 1.03 g 이며, 코어 에 간피복층으로 삼각블록을 설치하여 피복재의 설치를 용이하

게 하 다(Fig. 2).

(unit : mm)

Fig. 2. Sketch of Breakwater (cotθ = 1.5)

본 실험에 사용된 테트라포드는 32톤 (실 량 28.8톤)을 1:50의 축척으로 제작하 다. 테트라포드의 공칭 직경은 




 4.65 cm, 량은 

 223.5 g이며, 포화비 은 2.23이다(Fig. 3과 Table. 1).

Fig. 3. Size of Tetrapod



Table. 1. Size of Tetrapod

종 별 실 량 체 비 
규    격 (mm)

D1 D2 D3 H S B C E F

32.0 ton 223.5 g 100.24 ㎤ 2.23 33.8 21.2 15.6 71 84.8 34.4 2.8 46.4 76.3

2.2 실험방법 및 결과

실험은 Fig. 4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정  Case로 실험을 수행하 다. Case 1의 경우 공극률은 약 53.53% 

으며, Case 2의 경우, 약 53.81%로 비슷한 공극률을 가지고 있다.

Fig. 4. Experiment Case 1

Fig. 5. Experiment Case 2

방 제는 1:1.5의 경사로 코어 에 삼각블록(필터층)을 설치하 으며, 조 수조에 0.6 m 수 까지 물을 채운 뒤 

테트라포드를 설치하 다. 유의주기는 13 로 고정하 으며, 방 제와 피복재의 안정화를 해 다짐 를 약 500  

동안 조 하 다. 조 를 시작한 후 조 된 랑이 조 수조의 끝까지 달되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부터 

(약 60  후) 랑 데이터를 취득하기 시작하 다. 500 를 조 한 후 피해를 정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고를 0.2 m 증가시켜 조 를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될 때까지 고를 증가시켰다. 취득한 랑자료를 장하고 3  

분리법 (Suh et al., 2001)을 이용해 입사 와 반사 를 분리하 으며, Zero-upcrossing method를 이용해 유의 고와 

유의주기를 산정하 다. 이후 수조에 채워진 물을 비우고 테트라포드를 제거한 후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총 5회 반

복 수행하 으며, 피해가 처음 발생되는 유의 고와 식 (1)을 통해 각 실험마다 안정계수(KD)를 산정하여 이를 평균

하 다.



                                                                                 




cot









                                                                              (1)

여기서 

 = 소  블록의 단  량, 


 = 피해가 최 로 발생한 시 의 유의 고,  = 소  블록의 량,   = 소  

블록의 비 ,   = 방 제의 사면 경사각이다.

랑 스펙트럼으로는 modified Bretschneider-Mitsuyasu spectrum(Goda, 2010)을 사용하 다(Fig. 6).

                                                              








exp


                                                         (2)

여기서   = 랑스펙트럼 도함수,  = 주 수,

 = 유의 고, 


 = 유의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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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of Modified B-M Spectrum

테트라포드의 피해도를 산정할 때에는 연직방향의 경우 정수면을 기 으로 ±

의 구역을 피해 반  구역으로 설

정하 으며, 수평방향의 경우 양측 벽면에 한 맨 끝 열의 테트라포드를 제외한 나머지 내측 구역을 피해 구역으로 

설정하 다. 실험 결과는 Table. 2와 3에 제시하 다.

Table. 2. Test Result of Case 1

Trial Hs (m) KD

1st 6.41 7.32

2
nd 6.29 6.91

3rd 6.56 7.82

4
th 6.45 7.45

5
th 6.61 8.02

Average 6.46 7.50

Standard Dev. 0.13 0.43

Table. 3. Test Result of Case 2

Trial Hs (m) KD

1st 6.35 7.10

2
nd 6.35 7.09

3
rd 6.46 7.46

4th 6.43 7.37

5
th 6.37 7.16

Average 6.39 7.24

Standard Dev. 0.05 0.17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테트라포드를 1:1.5의 방 제 경사에 정 으로 피복 시 용할 수 있는 안정계수 KD 값을 제시하

다. 13 의 유의주기 조건에서 1:50의 축척을 가진 테트라포드를 이용하여 장에서 시공 가능한 정  방법 2가지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Case 1의 경우 평균 6.46 m의 고에서 피해가 생겼으며, 이 때 KD 값은 7.50 이었

다(Table 1). Case 2의 경우 평균 6.40 m의 고에서 첫 피해가 발생하 으며, KD 값은 Case 1보다 작은 7.24 이었다

(Table 2). 이에 안정성에서는 Case 1이 Case 2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공극률은 Case 1은 53.53%, Case 2는 53.81%로 

비슷하 으며, 표 편차는 Case 1은 0.43, Case 2는 0.17이다.

추후 각 Case에 한 추가 실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한 정  방법뿐만이 아니라 CEM과 같은 난

 조건에서 이번 연구와 유사한 실험과정을 통해 안정계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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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연안 요 지역의 재  미래 폭풍해일고의 극치 분포 추정

Estimation of Extreme Distributions of Storm Surge in the Present and 

Future Climates at Important Loc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오지희1, 김수열2, 서경덕3

 Jihee Oh1, Sooyoul Kim2 and Kyung-Duck Suh3

1. 서 론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패  (IPCC)는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이로 인한 태풍의 활동이  세계

으로 강화될 것으로 측하 다. 이로 인한 폭풍해일에 의한 피해 규모 역시 차 커질 것으로 상되며, 태풍 하

이 과 같은 슈퍼 태풍으로 인한 폭풍해일의 빈도에 하여 재추산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로 인한 연안지역의 범람 험이 높은 지역  하나다. 주요 기반 시설과 

인구의 집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 재해 발생 시 취약한 구조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 간 (2001-2010)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체의 60 %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매미

나 볼라벤  이상의 슈퍼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연안역에서의 기후변화에 응한 가장 기 인 작업이 미래 폭풍해일 측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 (uncertainty)이 매우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한 응 략을 수립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부족하

다 (Lempert and Schlesinger, 2000). 이는 기후변화의 비정상성 (non-stationarity)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재까지 상세화된 폭풍해일 모형의 구축을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환

경 변화인 기후변화에 극 으로 응할 수 있기 해서는 기후변화가 갖는 불확실성과 비정상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응 략이 시 하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갖는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을 고려하여 미래태풍을 반 한 폭풍

해일고의 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반 하기 하여 지구 기기상모델 (AGCM)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한반도 

연안 요 지역의 재  미래 폭풍해일고의 극치 분포를 추정하 다. 

2. 분 석

2.1 폭풍해일 자료

본 연구에서는 폭풍해일을 분석하기 해서 일본에서 개발된 지구 기기상모델 (AGCM) MRI-AGCM 버  3.2 

S의 계산 결과를 직 입력자료로 이용하여 폭풍해일을 모의하여 얻은 폭풍해일자료를 사용하 다. 폭풍해일 모델

은 SuWAT 모델 (Kim 등, 2008, 2010)을 사용하 다. 계산 역은 3 가지 수 의 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바깥 

역은 12 km 인 해상도로 한반도, 일본, 동 국해와 태평양의 동아시아 체를 포함하고 있다. 간 역은 4 km의 

격자를 가지고 있고, 가장 내부 역은 1.3 km의 해상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내부 역의 계산 결과 , 부

산, 목포, 태안, 여수 4 개 지 에서의 폭 해일고를 사용하 다. 시간 역은 1979-2008 ( 재 기후), 2075-2099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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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2 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 다. 재 기후에서는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의 수는  218 개이고, 미래 

기후에서는 127 개다.  

2.2 분포 추정 및 검증 방법

폭풍해일의 극치 분석을 하기 하여 연최  폭풍해일에 한 분포를 추정하기에는 표본의 개수가 30 개 이내이

기 때문에, POT (Peak-Over-Threshold) 방법을 이용하 다. POT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요한 것은 한계값을 정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 의 연최  폭풍해일값  가장 작은 값을 한계값으로 사용하 고, 각 태풍 이벤

트의 최 값  한계값보다 큰 값들을 표본으로 사용하 다. 

극치 분석에서 일반 으로 Generalized Extreme Value (GEV) 분포와 Generalized Pareto (GP) 분포의 사용

을 추천한다. 그러나 해안 공학  해양 공학에서는 주로 3 라미터 Weibull 분포를 주로 사용한다 (Goda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EV 분포, GP 분포와 3 라미터 Weibull 분포를 분포 추정에 사용하 다. 

GEV 분포의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location,  는 scale, k는 shape 라미터다. Hosking 등 (1985)이 L 모멘트 방법을 이용하여 제안한 

GEV 분포의 라미터 추정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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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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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GP 분포의  분포함수는 다음과 같다.

                                           

                                                           

      (5)

마찬가지로 L 모멘트 방법을 이용하여 제안한 GP 분포의 라미터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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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Present Future

shape scale location shape scale location

목

포

GEV -0.7465 0.0050 0.0070 -0.8914 0.0034 0.0055

GPD -0.7239 0.0057 0.0035 -0.8999 0.0031 0.0037

Weibull 0.3031 0.0020 0.0062 1.0000 0.0564 -0.0217

태

안

GEV -0.2658 0.0947 0.1346 -0.2969 0.0696 0.1961

GPD -0.0413 0.1688 0.0466 -0.0908 0.1202 0.1326

Weibull 0.9323 0.1659 0.0513 0.8256 0.1100 0.1429

부

산

GEV -0.3737 0.0837 0.1007 -0.5662 0.0582 0.1732

GPD -0.3737 0.0837 0.1007 -0.4872 0.0783 0.1277

Weibull 0.7891 0.1418 0.0351 0.4640 0.0561 0.1502

여

수

GEV -0.4962 0.0872 0.1009 -0.5188 0.0665 0.1571

GPD -0.3894 0.1249 0.0299 -0.4213 0.0933 0.1037

Weibull 0.6199 0.1306 0.0458 0.5490 0.0834 0.1225

( )Weibull :  1 exp ,  

s

x
F x x

µ
µ

σ

⎡ ⎤−⎧ ⎫
= − − ≤ < ∞⎢ ⎥⎨ ⎬

⎩ ⎭⎢ ⎥⎣ ⎦

  3 라미터 Weibull 분포의 분포함수는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  , s는 location, scale, shape 라미터다. 다음은 Greenwood 등 (1979)이 확률가 모멘트 방법을 이용

하여 제안한 Weibull 분포의 라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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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목포, 태안, 부산, 여수 4 지 의 재, 미래 기후에서 계산된 폭 해일고에 하여 GEV 분포, GP 분포, 3 라

미터 Weibull 분포를 추정하 다. Table 1은 각 분포에 하여 추정된 라미터 값을 나타낸다. 추정된 분포가 얼

마나 합한지를 단하기 하여 합도 검증(Goodness-of-fit test)를 수행하 다. 가장 합한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를 선택하기 하여 확률 도시 상 계수 검정(PPCC)을 시행하 다. Table 2.는 PPCC 검정의 결과인 상

계수를 보여주고 있고, 굵은 씨로 나타낸 숫자가 상 계수가 가장 큰 경우를 나타낸다. PPCC 검정 결과를 바

탕으로 태안의 재 기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가장 합한 분포는 Weibull 분포이고,  태안의 재 기후 경우

에는 GP 분포가 가장 합한 분포로 나타난다.  

Table 1. Parameter Estimation of Storm Surge at Important Locations 



Location
Present Future

GEV GPD Weibull GEV GPD Weibull

목포 0.3691 0.3761 0.8835 0.2013 0.1998 0.9418

태안 0.8406 0.9189 0.8630 0.7732 0.8489 0.9545

부산 0.7646 0.8324 0.8765 0.4985 0.5271 0.9408

여수 0.6629 0.7081 0.9112 0.6668 0.7078 0.9833

*Bold face means the maximum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PPCC Tes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AGCM의 계산 결과를 입력 자료로 이용하여 모의된 폭풍

해일고 결과에 하여 분포를 추정하 다. 한반도에 향을 미치는 태풍 기간에 하여 부산, 목포, 태안, 여수 4 

개 지 에서의 폭풍해일고를 사용하 다. 연최 해일고  가장 작은 값을 한계값으로 정하여 POT 방법을 수행

하 으며, 극치 분포의 후보로는 극치 분석에서 많이 이용되는 GEV 분포, GP 분포, Weibull 분포를 사용하 다. 

각각의 분포에 하여 라미터를 추정하 으며 확률 도시 상 계수 검정을 통하여 분포를 선택하 다. 태안의 

재기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모두 Weibull 분포가 가장 잘 맞았으며, 태안의 재 기후에는 GP 분포가 가

장 잘 맞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폭풍해일의 경우, 랑이나 조석의 향이 포함되지 않고 계산된 폭풍해일이다. 랑이나 

조석의 향을 포함시킨 경우, 분포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추후 연구를 통해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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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에서의 항주  특성

Characteristics of ship induced waves in narrow water channel

조용 1, 최한림2, 박수호3, 김희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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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증한 친수공간에 한 수요를 충족하기 해 여러 인공운하가 검토되고 있거나, 혹은 기 시공되어 운 되

고 있다. 재 검토단계에 있거나 운  인 운하의 부분은 수자원 확보가 비교  용이하다는 과, 수도권으로 부

터의 근성이 수월하다는 장 으로 인해 서해안과 연계되어 있다. 술한 운하들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집 호우로 인한 침수 감을 한 유수지와 교통량 분산을 목 으로 한 주운의 기능도 담

고 있으나, 경인 아라 뱃길처럼 산상의 제약으로 충분한 수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하천과 갑문에 기 한 구주의 운하와는  다른 수환경으로, 수로를 선박이 통과하는 경우 상당한 크기의 

고립  형태의 항주 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게 생성된 고립 는 상당한 처오름 높이와 호안 피복석의 유실로 이어

질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나, 재 우리나라는 상 으로 일천한 운하 시공  운  경험으로 인해 운

하를 주행하는 선박의 정 선속에 한 기 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한 연구가 시 해 보인다.  

    수로를 운행하는 선박에 의한 고립  생성은 Russel(1838)이 수행한 수리실험 과정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

낸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Boussinesq Eq.의 해석해에 기 한 고립  형이 Rayleigh에 제시된 바 있다. 술

한 고립  형은 지진으로 생성된 형을 가장 정교하게 모의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해 재 지진해일 해석에 

리 차용되고 있으나 tsunami 생성 기 발생하는 해수면의 강하를 담고 있지 않아 처오름 높이가 다소 과소하게 모

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eulegan (1948)은 고립  과정에서 성에 의한 감쇄가 미치는 향까지 연구범

를 확 하 다.  

 재 운하를 주행하는 선박의 정 선속 결정시 우리에게 가용한 기 으로는 네덜란드 수로국이 권하는 수치가 

유일하나, 술한 로 구주의 수환경과 우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인식에 기 하여 본고에서는 재 검토가 진행 인 송도 운하에 담겨있는 수로를 상으로 선박의 수

로 통과시 생성되는 고립  특성과, 고립  제어를 해 요구되는 선박의 정 선속을 결정하기 한 수치모의가 수

행된다. 수치모형은 가장 정교한 동수역학 모형인 삼차원 Navier Stokes 식과 VOF에 기 하여 구성된다.

2. 최적 선박 운항속도

  네덜란드 수로국이 권하는 정 선박 운항속도   산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경험식으로부터 Froude NO. 을 Newton Raphson 등의 수치기법을 활용하여 산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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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수단면 , =吃水×선폭. 

둘째, 이 게 산출된 Froude NO. 로부터 정 선박 운항속도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수로폭을 나타낸다.

셋째, 최  허용 선속 는 승선 혹은 재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여기서 는 만재시 0.75의 값을 지니는 계수를 의미한다.  

네덜란드 수로국이 권하는 정 선박 운항속도   는 Fig. 1에 도시하 다. 선박 단면 비  유수단면 이 차

지하는 비율에 해서는 정 선박 운항속도의 변화는 상 으로 미미하나 수심에 해서는 민감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심 1m 증가 시 얻을 수 있는 선속 증가분은 약 0.3m/s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1 Trajectory of suggested  by varying water depth and area ratio of ship over flow area[ 

 :h=8m,  :h=7m,∆=6m]

3. Case Study
3.1 송도운하 수리특성

인천 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조성되는 송도 워터 런트의 외연을 따라 물길이 조성된다(이하 송도운하라 칭

한다). 이 물길은 친수공간과 주운으로 기능하며 홍수  류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서해안의 수리특성인 조차를 

극복하기 해 직사각형 모양의 송도운하를 아우르는 각 꼭지 에는 총 사문의 갑문 혹은 수문이 건설된다 (북1, 2 

수문, 남1 갑문, 남 2수문).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창조시 남1갑문을 통해 송도운하로 유입된 물 기  일부는 남북수로를 통해 북진



Fig. 3 항주파 snap shots   Fig. 4 항주파 내습시 자유수면 시계열 자료 

하다 서진하며, 나머지는 남측수로를 통해 서진한다. 이 게 유입된 물 기는 송도운하 수질을 유지하기 한 하천

유지용수로 기능한다. 유지용수로서의 기능을 다한 물 기는 낙조시 북 2, 남 2수문을 통해 방류된다.

수치 모의는 장(長), 폭(幅), 만재흘수가 각각 66.0m☓13.8m☓3.18m인 유람선과 29.0m☓7.0m☓1.45m인 수상 

버스를 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유람선과 수상버스의 선속은 각각 9.5knots, 6.7knots로 선정하 다.

4. 수치모의
4.1 계산영역 및 수면변위 계측점 위치

 Fig. 2에는 본고에서 다루는 송도운하를 도시하 으며, 항주  수치모의에 활용된 계산 역도 Fig. 1에 함께 수록

하 다. 도시된 계산 역은 4,250,000만개의 을 활용하여 이산화 하 다. 

Fig. 2 계산영역 및 수위계측 지점

4.1 수치결과

4.2.1 남측수로[NO 1]
선수  0.3m, 선미  0.2m 내외로 주운에서의 허용범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5.2.2 연결수로 유입부[NO 2] 
선속이 4.8m/s인 경우 선수  1.1 m, 선미  1m 내외로 주운에서의 허용범 를 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은 양안에서 발생하는 선수 의 부분반사로 배의 면 수역에 형성되는 고립 의 향으로 보인다 [Fig. 5 참조].



Fig. 6 항주파 snap shots 

[선속 4.88m/s, Max=6.1m Min=4.1299m]
Fig. 7 항주파 내습시 자유수면 시계열 자료 

Fig. 5 Definition sketch of driving mechanism of intensified front waves

네덜랜드 수로국 기 에 하여 정 선속을 산출한 결과 최  허용선속은 3.6m/s로 보여 선속을 3.5m/s로 변경

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수 는 0.6m, 선미 는 0.6m 내외로 산출되어 주운에서의 

허용범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Fig. 8 연결수로 남단부  x=479, Y=76.7  선속 3.5m/s 

5.2.3 연결 수로 내 호수[NO 3] 
선수  0.3m, 선미  0.6m 내외로 주운에서의 허용범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Fig. 11 항주파 snap shots   Fig. 12 항주파 내습시 자유수면 시계열 자료 

              Fig. 9  항주파 snap shots   Fig. 10 항주파 내습시 자유수면 시계열 자료 

5.2.4 68공구 연결수로2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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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함수에 기 한 Boussinesq 계열 비선형 랑모형 - SHEAR_BOUS - 의 쇄 역 

용가능성에 한 비교연구 

Comparison study of the applicability of Boussinesq type wave driver based on 

stream function and surface roller - SHEAR_BOUS – into the surf zone 

조용 1, 김권수2, 장병상3, 조 진4

Cho Yong jun, Kim Kwon soo, Chang Pyong sang and Cho Young jin

최근 Boussinesq 식과 같은 근사 랑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SPH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등과 같은 정교한 수치기법을 활용하여 Navier-Stokes Eq.을 직 해석 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술한 랑모형은 근사 랑모형으로는 불가능하던 

surf-zone에서의 plunger 형상 등을 상세히 모의할 수 있으나 과도한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Boussinesq 계열 방정식은 은 계산량으로 쇄 역을 포함한 천해역에서 여 히 선호되나 이상유체에 기

한 정식화 과정으로 인해 논리 으로 상충하는 모순을 지닌다. 이러한 인식에 기 하여 본고에서는 기

존의 속도 포텐셜 신 유함수와 와도에 기 한 정식화 과정을 거쳐 유도되어 가장 수월성을 지닌 

SHEAR_BOUS의 쇄 역 용가능성을 규명하 다. SHEAR_BOUS의 검증을 해 경사가 각각 1/35, 

1/15, 1/8인 단조해안을 통한 고립  천수과정을 수치모의 하 다. 모의결과 Navier-Stokes Eq., LES 

(Large Eddy Simulation), 잔차 응력에 한 Smagorinsky 모형, SPH (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로 구성된 랑모형 - SF_NAVIER - 에 비해 풍성한 형과 상 으로 빠른 상속도를 보 다. 이에 

비해 SF_NAVIER는 쇄 역 측치에 상당히 근 하는 것으로 알려진 FNPF (fully non-linear potential 

flow)에 비해 다소 마르고 작은 고를 보여 지나치게 소산 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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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저감을 위한 수중구조물 설계방안 연구 

Design of a submerged structure for mitigating a tsunami disaster 

 

 

하태민1, 정진용2, 유제선3, 심재설4 

Taemin Ha1, Jin-Yong Jeong2, Jeseon Yoo3, Jae-Seol Shim4 

 

 

 

 

Abstract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지진해일로 인해 일본에서는 미화 30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지진해일 방재분야의 선진국으로서 3분이내에 발령되는 지진해일 예경보시 

시스템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진해일 방재 구조물을 다수 건설하는 등 

지진해일 방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본 지진해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막대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낳고 있다. 이러한 피해규모의 증폭은 발생가능한 지진해일을 초과한 대규모 

지진해일의 발생이 그 원인으로 지진해일 방재대책 수립시 지진해일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진해일 방파제 등의 해안구조물을 

설계하는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진해일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치모델링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ES 기반의 수치모형을 활용하여 

수중구조물을 지난 지진해일의 처오름높이를 예측하였으며, 수중구조물의 제원에 따라 지진해일이 저감 

또는 증폭되는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중구조물로 인해 변화하는 지진해일의 에너지를 수식화하고 

최대 처오름높이가 변화하는 양상을 수치실험을 통해 예측하였으며, 수중구조물의 처오름높이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을 나타내는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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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모형항타 실험을 통한 수 소음 감효율 평가

Estimation of Underwater Noise Reduction Efficiency
with Underwater Impact Hammer Model Experiment

김민균1, 박종헌2, 김병규3, 양성민4, 양기석5    

Minkyun Kim¹, Jongheon Park², Byeongkyu Kim³, Seongmin Yang⁴and Keesok Yang5 

Key words : Underwater noise(수 소음), Underwater acoustic model experiment(수 음향 모형실험), 

Underwater noise reduction system(수 소음 감장치), Impact hammer model(모형항타)

Abstract

해상풍력을 비록한 해안  해양구조물의 시공시에 발생되는 해양항타 수 소음을 감하려는 공법들

이 유럽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개발되어 장에 용되고 있으며, 해양환경 소음에 한 환경규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수 소음에 한 명확한 환경규정이 존재하지 않

으며, 수 소음 감공법에 한 기 연구  장 용이 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선진

사례를 Benchmark하여 자체 고안한 수 소음 감장치의 효율을 단하기 하여 수 소음 수리실험을 

수행하 다. 기존 실험에서 수 소음을 재생하기 하여 활용된 수 스피커  Transducer 등의 단 을 

보안하고, 실제 해양항타시의 수 환경과 최 한 유사할 수 있도록 자유낙하식 모형항타 시스템을 도입

하여 수 충격음을 재 하 다. 

수 소음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이미 입증된 Air bubble curtain의 효과를 확인하 고, 직물과 그

물, Incapsulated air balloon, Sponge, Styrofoam, Acrylic panel  Air bubble 등을 활용하여 고안한 단

독/결합 형태의 감장치의 성능을 단하 다. 그 결과, 술된 감장치 형태에 따라서 특정 주 수에

서의 감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실해역에 용할 수 소음 감장치 시작품을 설계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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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괴에 한 G.N.W 공법의 안 율 증 효과에 한 해석  연구

An Analytical Study on the Impact of G.N.W Method into enhancing

Safety Factor for Shallow Failure

장정욱1, 서정국2

 Jang Jeong Wook1, Seo Jong Gug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G.N.W공법(Grid Nail Wall Method, 네일표면보호

공법)은 얕은 괴가 상되는 사면 표면을 토목섬유와 

Nail을 이용하여 보강하고, 식생기반재와 함께 혼합종

자를 살포하여 주변 경 에 합한 생태계를 조기에 복

원시키는 공법이다. 

침출수가 발생되는 붕 층 사면이나 표토부가 강우

에 의해 유실 가능성이 있는 사면의 경우에는 얕은 

괴가 발생되며, 이러한 얕은 괴가 사면 체 괴로 

이어지는 경우 한 지 않다. 그러므로 사면 표면부

의 안정은 사면 체 안정과 불가분의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면 표면부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서 G.N.W공법

은 단히 효과 인 공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침출

수의 유출이 상되는 붕 층 사면이나 표토부가 강우 

는 하천수에 의해 유실 가능성이 있는 사면의 경우 

G.N.W공법은 우수한 용성을 가지고 있다.

G.N.W공법은 필터 Net와 지오그리드로 사면 표면

부를 피복한 후 이를 1.3×1.5 (m) 간격으로 설치되는 네

일의 압축력으로 고정시켜 지오그리드의 인장 항력

으로 얕은 괴 토괴의 활동력에 항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오그리드의 인장강도, 네일의 

간격 등에 따라서 사면 단 괴에 한 항력은 달라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ail과 geogrid의 사용 유·무

에 따른 얕은 괴가 발생하는 사면의 최소안 율에 

한 검토를 수행하 으며, 사면고, 사면구배, 강도정수, 

nail의 간격  길이, 괴활동심도를 변수로 하여 사면

안정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사면의 얕

은 괴에 한 G.N.W공법의 안 율증 효과에 하

여 검토하고자 한다.

2. 해석 변수 및 조건

2.1 해석 변수
해석에 사용된 변수에는 사면고, 사면구배, 강도정

수, nail의 간격 , nail의 길이, 괴 심도가 있다.

사면고는 5m, 7m, 10m의 세 종류로 달리하 으며, 

사면구배는  1:1.2와 1:1.5 두 종류로 달리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사면 구성물질의 강도정수에 따른 G.N.W

공법의 안 율 증 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착력 (C)

을 0.5 t/㎡에서 2 t/㎡까지 0.3 t/㎡씩 증가시켜 6종류, 

내부마찰각 (∅)을 10°에서 30°까지 4°씩 증가시켜 6종

류로 달리하 으며, Nail의 길이는 0.7m, 1.0m로 두 종

류, 설치간격은 1.0m×1.0m, 1.3m×1.5m, 1.5m×1.5m로 

세 종류로 달리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한 얕은 괴

의 활동면 심도를 0.1m씩 조 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

며, 모든 해석은 무보강시와 보강시에 하여 수행되었

으며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 다. 보강된 경우는 네일

만 보강했을 경우와 네일과 지오그리드를 동시에 보강

했을 경우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2.2 G.N.W 공법 보강효과의 모델링
사면 표면을 피복하고 있는 Nail로 고정된 지오그리

드는 얕은 괴 토체의 활동력에 항하는 효과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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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이를 모델링하기에는 상용되고 있는 사면안

정해석 로그램으로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해석

에서는 Nail의 인발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얕은 괴 토

체의 활동력에 항 가능한 힘을 역산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하 으로 작용시켜 보강효과를 모델링하 다.

Nail의 인발시험 결과 최  인발 항력은 250kg으

로 나타났다. 안 율 5를 고려하여 계산할 때 Nail 한 본

의 허용 인발 항력은 50kg 정도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Nail 4본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는 200kg 

정도의 인발 항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 값을 Nail 4본에 의해 지지되는 면 으로 나 면 

단 면 당 인발 항응력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게 산

정된 값을 등분포하 으로 작용시켜 보강효과를 모델

링하 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G.N.W공법의 보강효과를 등

분포하 으로 산정하면, Nail의 설치간격이 1.0m× 

1.0m인 경우에는 0.2 t/㎡, 1.3m×1.5m인 경우에는 0.1 

t/㎡, 1.5m×1.5m인 경우에는  0.0889 t/㎡가 된다.

3. 해석 결과 및 분석

3.1 사면고에 따른 해석결과 및 분석
Table 1과 Table 2는 건기시와 우기시 사면고의 변화

에 따른 사면안정해석결과 얻어진 최소안 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3은 건·우기시 사면고의 변화

에 따른 무보강시 최소안 율 비 안 율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사면고에 따른 안전율 비교(건기시)

사면고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 보강시

5m 1.332 1.354 1.786

7m 1.307 1.323 1.778

10m 1.286 1.302 1.732

Table 2. 사면고에 따른 안전율 비교(우기시)

사면고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5m 1.069 1.088 1.499

7m 1.047 1.061 1.480

10m 1.028 1.042 1.441

Table 3. 사면고 변화에 따른 안전율의 증가율 비교

사면

고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리드)

보강시

건기시 우기시 건기시 우기시

5m 1.637% 1.759% 34.129% 40.309%

7m 1.209% 1.318% 36.021% 41.333%

10m 1.229% 1.362% 34.728% 40.148%

3.2 사면구배에 따른 해석결과 및 분석
Table 4와 Table 5는 건기시와 우기시 사면구배의 변

화에 따른 사면안정해석결과 얻어진 최소안 율을 각

각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6은 건·우기시 사면구배 변

화에 따른 무보강시 최소안 율 비 안 율의 증가율

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4. 사면구배에 따른 안전율 비교(건기시)

사면

구배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1:1.2 1.148 1.163 1.558

1:1.5 1.332 1.354 1.786

Table 5. 사면구배에 따른 안전율 비교(우기시)

사면

구배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1:1.2 0.903 0.917 1.285

1:1.5 1.069 1.087 1.499

Table 6. 사면구배에 따른 안전율 증가율 비교

사면

구배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리드)

보강시

건기시 우기시 건기시 우기시

1:1.2 1.201% 1.289% 31.469% 36.444%

1:1.5 1.637% 1.759% 34.129% 40.309%

3.3 강도정수에 따른 해석결과 및 분석

1) 점착력(C)

Table 7. 점착력에 따른 안전율 비교(건기시)

착력 c

(t/m
2)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0.5 1.332 1.354 1.786

0.8 1.960 1.987 2.454

1.1 2.588 2.621 3.121

1.4 3.217 3.254 3.788

1.7 3.845 3.888 4.455

2.0 4.473 4.522 5.123

Table 8. 점착력에 따른 안전율 비교(우기시)

착력 c

(t/m
2)

무보강

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0.5 1.069 1.087 1.499

0.8 1.663 1.687 2.131

1.1 2.259 2.287 2.764

1.4 2.854 2.887 3.396

1.7 3.449 3.487 4.027

2.0 4.044 4.086 4.658



Table 7과 8은 건기시와 우기시 착력 변화에 따른 

사면안정해석결과 얻어진 최소안 율을 각각 나타내

고 있으며, Table 9는 건·우기시 착력 변화에 따른 무

보강시 최소안 율 비 안 율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

이다.

Table 9. 점착력 변화에 따른 안전율 증가율 비교

착력

c 

(t/m2)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리드)

보강시

건기시 우기시 건기시 우기시

0.5 1.637% 1.759% 34.129% 40.309%

0.8 1.367% 1.407% 25.173% 28.135%

1.1 1.248% 1.249% 20.561% 22.362%

1.4 1.166% 1.149% 17.757% 18.978%

1.7 1.111% 1.084% 15.872% 16.749%

2.0 1.071% 1.043% 14.519% 15.180%

2) 내부마찰각(Φ)

Table 10. 내부마찰각에 따른 안전율 비교(건기시)

내부마

찰각(Φ)

무보강

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10 1.332 1.354 1.786

14 1.449 1.476 2.066

18 1.571 1.603 2.355

22 1.697 1.736 2.658

26 1.831 1.876 2.978

30 1.974 2.026 3.321

Table 11. 내부마찰각에 따른 안전율 비교(우기시)

내부마

찰각(Φ)

무보강

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10 1.069 1.087 1.500

14 1.100 1.123 1.684

18 1.133 1.161 1.875

22 1.167 1.200 2.076

26 1.203 1.241 2.288

30 1.241 1.285 2.515

Table 12. 내부마찰각에 따른 안전율 증가율 비교

내부

마찰

각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리드) 

보강시

건기시 우기시 건기시 우기시

10 1.637% 1.759% 34.129% 40.309%

14 1.877% 2.137% 42.556% 53.096%

18 2.095% 2.490% 49.975% 65.575%

22 2.208% 2.854% 56.612% 77.919%

26 2.469% 3.210% 62.672% 90.245%

30 2.634% 3.586% 68.252% 102.676%

Table 10과 11은 건기시와 우기시 내부마찰각 변화

에 따른 사면안정해석결과 얻어진 최소안 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12는 건·우기시 내부마찰각 변

화에 따른 무보강시 최소안 율 비 안 율의 증가율

을 나타낸 것이다.

3.4 Nail 간격과 길이에 따른 해석결과 및 분석

1) Nail 간격

Table 13과 14는 건기시와 우기시 Nail 간격의 변화

에 따른 사면안정해석결과 얻어진 최소안 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15는 건·우기시 Nail 간격 변화

에 따른 무보강시 최소안 율 비 안 율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3. Nail 간격에 따른 안전율 비교(건기시)

Nail 간격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1.0mx1.0m 1.332 1.375 2.171

1.3mx1.5m 1.332 1.354 1.786

1.5mx1.5m 1.332 1.351 1.746

Table 14. Nail 간격에 따른 안전율 비교(우기시)

Nail 간격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1.0mx1.0m 1.069 1.106 1.867

1.3mx1.5m 1.069 1.087 1.499

1.5mx1.5m 1.069 1.085 1.455

Table 15. Nail 간격에 따른 안전율 증가율비교

Nail 

간격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 보강시

건기시 우기시 건기시 우기시

1.0mx1.0m 3.282% 3.547% 63.055% 74.759%

1.3mx1.5m 1.637% 1.759% 34.129% 40.309%

1.5mx1.5m 1.434% 1.544% 31.116% 36.178%

2) Nail 길이

Table 16과 17은 건기시와 우기시 Nail 길이의 변화

에 따른 사면안정해석결과 얻어진 최소안 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18은 건·우기시 Nail 길이 변화

에 따른 무보강시 최소안 율 비 안 율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6. Nail 길이에 따른 안전율 비교(건기시)

Nail 

길이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 보강시

0.7m 1.332 1.354 1.786

1.0m 1.332 1.382 1.804

Table 17. Nail 길이에 따른 안전율 비교(우기시)

Nail 

길이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0.7m 1.069 1.087 1.499

1.0m 1.069 1.112 1.516

Table 18. Nail 길이에 따른 안전율 증가율 비교

Nail 

길이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리드) 

보강시

건기시 우기시 건기시 우기시

0.7m 1.637% 1.759% 34.129% 40.309%

1.0m 3.747% 4.128% 35.454% 41.917%

3.5 파괴심도에 따른 해석결과 및 분석
Table 19와 Table 20은 건기시와 우기시 괴심도 변

화에 따른 사면안정해석결과 얻어진 최소안 율을 각

각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21은 건·우기시 괴심도 변

화에 따른 무보강시 최소안 율 비 안 율의 증가율

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9. 파괴심도에 따른 안전율 비교(건기시)

괴

심도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0.5m 1.721 1.764 2.365

0.6m 1.494 1.531 2.026

0.7m 1.332 1.354 1.786

Table 20. 파괴심도에 따른 안전율 비교(우기시)

괴

심도
무보강시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

리드)보강시

0.5m 1.439 1.477 2.053

0.6m 1.223 1.256 1.729

0.7m 1.069 1.087 1.499

Table 21. 파괴심도에 따른 안전율 증가율 비교

괴

심도

네일 보강시
(네일+지오그리드) 

보강시

건기시 우기시 건기시 우기시

0.5m 2.458% 2.626% 37.381% 42.663%

0.6m 2.497% 2.657% 35.618% 41.365%

0.7m 1.637% 1.759% 34.129% 40.30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계평형해석에 근거하여 얕은 괴

에 한 G.N.W공법의 안 율 증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nail과 geogrid의 사용 유·무 그리고 사면고, 사면

구배, 강도정수, nail의 간격  길이, 괴발생심도를 

변수로 하여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무보강시 최소안 율을 기 으로 nail 보강시와 

nail + geogrid 보강시의 안 율 증 효과를 비교해보

면, 네일만 보강했을 경우에는 2% 범 의 안 율 증

효과를 보여 보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G.N.W공법과 같이 네일과 지오그리드를 함께 보강

했을 경우에는 안 율 증가율이 최소 35~40%로 나타

나 보강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2. G.N.W공법의 안 율 증 효과는 건기시보다 우

기시에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침출

수의 유출이 상되는 붕 층 사면이나 표토부가 강우 

는 하천수에 의해 유실 가능성이 있는 사면의 경우에 

용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3. G.N.W공법의 안 율 증 효과는 사면구배가 완

만해짐에 따라 그리고  착력이 작을수록, 내부마찰각

이 클수록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착성 

흙에 비해 사질성 흙으로 구성된 사면의 경우에 보강효

과가 크게 발휘될 것으로 단된다.

4. 네일 간격이 1.5m × 1.5m인 경우와 1.3m × 1.5m인 

경우의 안 율 증 효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네일 간

격이 1.0m × 1.0m인 경우에는 안 율 증 효과가 커짐

을 알 수 있었다. 

5. 사면고의 변화에 따른 안 율 증 효과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네일 길이  원호활동면 

괴심도에 의한 안 율 증감효과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

았다.



연속 랑 측을 통한 실해역 에 지 도에 한 연구

Study on the Energy Density in the filed through Continuous Wave 

Observations

김규한1, 배형민2

해양  연안의 활용범 가 크게 증가되면서, 항만  해안개발 계획, 해안구조물의 설계 등에서 요

한 조건이 되는 랑의 특성에 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에 지에는 조력, 력, 해상풍력, 온도차 발  등 다양한 에 지원이 존재하며 이를 이용한 에

지 확보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해안구조물을 통한 력에 지연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력발 은 랑의 상하운동을 에 지 변환장치를 통하여 기계 인 회 운동 

는 축 방향 운동으로 변환시킨 후 기에 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이고 표 으로 가동물체형, 진동수주

형, 월 형이 있다. 

이러한 해양에 지  력발 의 경제성은 해역의 랑에 지 도에 좌우되며, 랑 특성인자들의 

분포에 히 연  되어있다. 에 지 도 분포에 한 연구는 수치시뮬 이션을 통하여 기존에 많이 이

루어져 왔으나, 실해역 랑 측을 통한 랑에 지 도에 한 연구는 재까지 사례가 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발 시설의 건설과 향후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 삼척시 면 

해역을 상지역으로 하여 음 식 고계(AWAC)를 이용한 연속 인 장 측을 실시하 다. 상지

역의 1년동안의 고, 주기, 향, 유속 등 랑분포 특성에 해 조사하 으며, 습득한 데이터 분석을 실

시하여 상해역의 랑에 지 도 분포에 하여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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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호안블록의 수리특성고찰

Stability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 New revetment block

이창호1,  신범식2, 김규한3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목 은 제방의 비탈면  수로 하안을 강수나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친수성, 경 , 생태계 보   재생 등과 같은 기능을 가진 다양한 호

안블록의 시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호안블록에 한 수리  연구와 안정성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재 국내에서는 호안의 설계  시공시에는 하천공사 표 시방서 등을 이용하고 호안블록 제작에

는 콘크리트 표  시방서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방서의 내용들은 호안블록 설치 후 호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호안블록의 재료  설치 기 에 한 지침서일 뿐이며, 

어느것도 호안블록 설치 이후에 호안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 국내 상황을 고려한 

호안블록 주변의 수리특성에 한 연구와 안정성 평가 기법의 개발은 매우 시 한 과제이다.

호안블록의 안정성에 가장 큰 향요소는 설치 상지역에 따라 각각 상이하며, 하천에서는 유속에 

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습 랑에 직  노출되어 있는 해안에서는 랑에 한 안정성 검토가 

필수 이다. 이러한 랑의 내습에 해 반사 가 발생할 경우, 해안지형변동에 향이 크므로, 계단식 

구조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단형 구조로 친수성과 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 쳐오름에 따른 지하수 상승

을 감시킬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된 도넛형상의 호안블록의 안정성과 수리특성을 검토하기 하여 2차

원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서는 연안에 내습하고 있는 다양한 랑( 고, 주기)조건에 해 완경사(1:3)과 경사(1:1.5)의 2

종류의 계단식 경사구조형식에 해 반사율과 랑에 한 안정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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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의한 Forerunner surge 발생 특성과 험성 분석

Analysis of Occurrence Characteristics and Hazards of Forerunner Surge by Typhoon

이화 1, 서승원2, 김 정3, 박진수4 

우리나라에 향을 미치는 태풍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크고 작은 폭풍해일을 발생시킨다. 폭풍해일

은 발생 시간에 따라 태풍 통과 후로 나타나는 폭풍해일(main surge)과 태풍이 상륙(Landfall)하기 수

일 부터 발생하는 구 (이하 forerunner)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forerunner 해일고는 1 m 

내의 크기로 태풍이 육상에 상륙하기 에 나타나며, 발생해역의 지형  특성과 Ekman setup, 태풍 바

람장(wind field)의 크기 등의 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nnedy et al., 2011; Hope et al., 

2013; Sebastian et al., 2014). Forerunner는 태풍으로 인한 폭풍해일 보다 험성이 작지만, 우리나라 서

해연안과 같은 조차 환경에서 발생시간이 사리 혹은 백 사리 기간의 고조와 겹칠 경우, 연안 지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8월 사리 기간에 발생한 태풍 

Prapiroon(0012)의 최 해일고는 인천에서 1.2 m로 조시 발생하여 해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

았지만, 태풍 통과 시 을 기 으로 12시간 후로 발생한 forerunner로 인해 연안 지 가 국부 으로 

침수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상 으로 간과된 forerunner의 발생 특성과 험성을 분석하기 해 우리나라 

서해를 통과한 태풍(Prapiroon(0012), Bolaven(1215))을 상으로 발생 기간 동안 측된 국립해양조사원

의 조 자료를 분석하고 유한요소모형인 ADCIRC 모형을 통해 서로 다른 태풍의 이동경로와 규모를 갖

는 태풍을 재 하여 그 향을 분석하 다.

측조  분석결과, 0.5 m 내외의 forerunner가 태풍 통과  12시간 후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ADCIRC 모형 수행 결과에 따르면, forerunner는 태풍의 바람장  풍속의 크기에 의한 향이 

forerunner 발달에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풍이 사리  백 사리 기간에 북상할 

경우,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최  폭풍해일뿐만 아니라 forerunner 발생에 따른 기치 못한 연안 지

의 침수피해에 한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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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황분석

Analysis of tsunami Emergency Action Plan(EAP)

in Gyeongsangbuk-do of Korea

박형성1, 김동석2, 홍성진3,조시범2

2011년 동일본 지진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해일 안 에 한 

심이 높아졌다.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에서는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가 상되는 지역

의 피해최소화를 한 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형 지진해일의 발생가능성이 낮고 도달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진해일 방 제와 같은 구조 인 책보다,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 한 피를 한 비구조

 책에 을 두고 있다. 

「지진 책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 시·도의 재난안 책본부장(지역 책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하여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앙 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주민 피계획에는 주민 피지구의 지정, 피소  피

로의 정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시 주민 피를 실시하고, 평시에는 "안 한국훈련“  

”민방  훈련“시 주민 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원할한 주민 피를 해서는 장상황  지역 특성

을 고려해야하며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가 생기면 이를 반 한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을 검하기 해 경북지역 4개 시·도 18개 시·군·구 40

개 주민 피계획지구를 상으로 장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지역별 피지구, 긴 피장소, 

피로 선정의 정성  피안내 과 표지 의 정보의 성에 한 검토를 수행하 으며,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착안사항  개선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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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해일 응정책 변화 연구

- 공공시설  복구지원체계 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of Japanese Tsunami Countermeasures policy

- Focused on Public Facilities and Relief Support System -

홍성진1, 문승록2, 박형성3, 김동석4(국립재난안 연구원)

2011년 3월 동일본 연안에서 규모 9.0의 거  지진  지진해일로 2만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이로 인한 

원 시설 괴  방사능 출로 인한 사회․경제  피해가 발생하 다. 지진 발생 후, 우리나라 동해

안에 상존하는 지진해일 피해에 응하고자 국립재난안 연구원은 지진해일 피해 측에 한 연구에 집

하여 해양 련 비 문가인 실무운 자를 한 직  가시성능과 알람기능을 탑재한 동해안 주요 43개

소에 한 시나리오 기반의 지진해일 응을 한 침수 상도 작성  지진해일 응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 다(국립재난안 연구원, 2012). 한, 소방방재청은 지진해일 응시스템을 업에 활용하고, 과

거 지진해일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한 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수립지침을 제·개정하 다(소방방재청, 2012).

지진 발생 이 의 일본의 지진해일에 한 책은 과거에 발생하 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가능성

이 높은 지진해일에 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다. 그러나 2011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기존의 

상정된 크기를 크게 상회하는 거 재난으로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2000년 이후 

세계 으로 발생하는 규모 지진해일의 향에 따라 새로운 응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동 등, 2013; 김용철 등, 2013; 윤성범 등, 2012).

특히, 발생빈도가 낮은 규모 지진해일은 해안구조물에만 비하는 것은 어려운 이 있다. 지진해일

의 수 감, 도착시간 지연, 해안선 유지 등에 한 효과를 통하여 구조물의 방재기능에만 의존하는 한

계에 한 개선이 필요하며 인식과 비구조  책의 강화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본 지진 이후, 재난 리  복구를 한 일본 각 분야별 황 분석(방재 련법

률, 공공시설 책, 재해복구지원, 방재기  해일고 재설정 등)을 토 로 국가  차원의 지진해일 응 

 정책방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지진해일 응 략 수립에 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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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수, 정연명, 이우동(경상대학교)

기획1-4 장기 지형변동 예측을 위한 등수심 모형의 적용성에 관하여
이우동, 허동수, 김한솔(경상대)

기획1-5 월파량을 고려한 폭풍해일에 의한 범람해석에 관한 연구
임해민, 김태우, 윤종성(인제대학교)

기획1-6 원평해변의 동적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김인호, 김진훈, 남정민, 김 식, 류희 (강원대학교)

기획1-7 연안물리조사의 기술적 및 행정적 기법에 관한 연구
김인호, 최재석, 변형각, 최재권, 진주호(강원대학교)

기획1-8 동해 연안표사계의 연안침식 취약성 분석
이정렬, 이주용(성균관대), 김인호(강원대학교), 
권혁민(경주대학교)

좌장 : 양 순(서울대)

기획2-1 Oil & Gas 기반 Floater 컨셉 기초설계
이종현(경상대학교)

기획2-2 해양플랜트 탑사이드 설계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임 섭(서울대학교)

기획2-3 해양플랜트 Topside-Subsea Interface 설계방안
장광필(현대중공업)

기획2-4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소개
유준(부경대학교)

기획2-5 패널 토의

좌장 : 김용환(서울대)

기획2-6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방안(사례중심)
황태근(KOSHIPA)

기획2-7 해양시스템 공학과의 해양플랜트 산학협력 연구 및 활동
장대준(KAIST)

기획2-8 해양플랜트 Topside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 방안
김동준(부경대학교)

기획2-9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을 위한 미래과제 : KRISO의 역할을
중심으로
성홍근(KRISO)

기획2-10 패널 토의

좌장 : 윤한기(동의대)

기획3-1 극한환경부품소재 연구기반구축 및 인증시스템구축
윤한기(동의대학교), 백운봉(KARRIS)

기획3-2 극한환경 플랜트 부품 소재 초고온 평가 기술
김선진(부경대학교), 김우곤(KAERI)

기획3-3 극지해양플랜트 구조용 소재기술 및 유빙충돌에 의한 안전성
평가기술
이상갑(한국해양대학교), 신수철(동아대학교)

기획3-4 심해저 극한환경 센서 소재 개발 및 평가 기술
이남권, 이승환, 강광용, 유윤식(동의대학교)

기획3-5 Cr-free 고내식 코팅액의 개발
이소 (부경대학교), 정희록((주)프리폴), 남기우(부경대학교)

좌장 : 이탁기(경상대학교)

A1-1 다물체동역학과 관성제거법을 이용한 레저보트 추진시스템의
구조성능 평가
송창용, 박우창 ,최보엽, 이병두(목포대학교)

A1-2 해저 단일형 석션 기초의 구조강도 평가
연동윤, 이창현, 장창환, 전석희, 오 태(대우조선해양)

A1-3 지반의 인장파괴를 고려한 석션 버켓기초의 지지력 평가
윤준웅, 이규열, 김동준, 지성현, 최재형(현대건설)

A1-4 해양 시추 라이저 초기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신동조, 강효동, 주 석 , 이광민, 류민철(대우조선해양)

A1-5 해양 시추 라이저 초기 배치 선정을 위한 방법론
강효동, 신동조, 주 석, 이광민, 류민철(대우조선해양)

A1-6 해빙과의 접촉면적을 고려한 국부 빙압력 추정 연구
김태욱, 이탁기(경상대학교)

A1: 구조
제1발표장 [2층 214호]  13:00-14:40

5월 22일(목) 

기획3: (해양구조물재료연구회) 극한환경플랜트 부품소재
제5발표장 [2층 218호]  09:00-12:10

5월 23일(금) 

기획2: 해양플랜트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현황(2) - 산학 협력
현황 (조선학회 공동)

제5발표장 [2층 218호]  14:50-16:50

기획2: 해양플랜트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현황(1) - 교육 연구
활동 (조선학회 공동)

제5발표장 [2층 218호]  13:00-14:40

기획1: 연안침식대응기술 개발
제4발표장 [2층 217호]  14:50:-16:50

5월 22일(목) 



좌장 : 최윤락(울산대학교)

A2-1 위상최적화를 이용한 해양로딩암 비상분리시스템 구조설계
송창용, 박우창, 김혜미(목포대학교)

A2-2 How to Establish Wake Regions of Artificial Reefs
김동하, 나원배, 윤한삼(부경대학교)

A2-3 정적 집중하중을 받는 불균일 탄성 케이블의 해석적 해
최윤락(울산대학교)

A2-4 파력에 대한 해양플랫폼의 신뢰성 평가
박민수, 정연주, 유 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A2-5 양광펌프 슈라우드 연결부 구조설계 및 해석
민천홍, 이민욱, 김형우, 여태경, 홍섭(KRISO)

A2-6 빙해지역 운항 및 쇄빙시 빙하중 비교 분석
이민우, 권용현, 강정구, 김태준(경상대학교), 
임채환(한국기계연구원), 이탁기(경상대학교)

좌장 : 이경호(인하대학교)

B1-1 아이스 클래스 루버의 해빙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정 준, 서 교, 이채은, 채아 (한국해양대학교)

B1-2 초기 설계단계에서의 해양구조물의 가용성 평가 사례
서성원, 김규태, 김기정, 박건일(삼성중공업)

B1-3 이기종 배관 설계 데이터 교환 및 Smart Marine 3D의 자동화
개발
이정민, 이경호, 김대석, 남병욱, 구본재, 이윤기(인하대학교)

B1-4 동절기 도장 공장 내 블록 도장 건조 최적화 연구
김성락, 오형순, 김상준(대우조선해양㈜)

B1-5 해상 LNG 발전과 재기화 시스템의 최적 운전조건
김주일(현대중공업), 장대준(KAIST), Mohd Shariq Khan, 
이문용( 남대학교)

좌장 : 구원철(울산대학교)

C1-1 10,000TEU 컨테이너선의 선수플레어 슬래밍 하중에 대한 실험적
연구
김경환, 김병완, 김 식, 홍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C1-2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위한 Jack-up Leg의 해양동역학적
수치해석
허상환, 구원철(울산대학교), 박민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C1-3 Motion and Mooring force analysis of OC3 Hywind FOWT
with numerical simulation tools
정광진, 김병철, 이성배, 김정태, 신현경(울산대학교)

C1-4 Free-fall lifeboat의 낙하후 거동에 관한 연구
안당, 송재원, 김경희(삼성중공업), 김수 (부산대학교)

C1-5 파랑 중 점성효과를 고려한 TLP 거동 수치 시뮬레이션 연구
조윤상, 홍사 , 남보우, 김진하 (KRISO), 김현조(삼성중공업)

C1-6 LS DYNA를 이용한 팩 아이스 상태에서의 아라온호 저항특성
연구
김범준, 김문찬, 신용진(부산대학교), 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김진경(한국해양수산연수원)

D1-1 용접재료 별 주강 및 단강 피스톤 크라운 용접부위의 부식 특성에
대한 전기화학적 평가
문경만, 원종필, 박동현, 김윤해, 이명훈(한국해양대학교), 
백태실(포항대학교), 구창대(한국폴리텍대학), 
김진경(한국해양수산연수원)

D1-2 Al2O3 스페이서 층의 두께에 대한 금 나노 입자에 의한 광발광
특성에 관한 연구
김윤해, 박창욱, 이진우(한국해양대학교)

D1-3 A performance study on Al based anode for lithium ion
batteries
Kelimu Tulugan(경상대학교), 윤한기(동의대학교), 
박원조(경상대학교)

D1-4 해양레저선박의 구조 강도 평가를 위한 실험 장비 구축에 관한
연구
정한구, 노재규(군산대학교)

D1-5 A7075-T651재의 VHCF의 피로특성에 미치는 피로시험기의
종류와 SP처리조건에 관한 연구
서창민(경북대학교), 윤한기(동의대학교), 서민수(한국에너지연구원)

좌장 : 김준 (한국해양대학교)

E1-1 효율적 수중 탐사를 위한 수중 라이더의 설계 연구
최형식, 하지훈, 전지혜, 김준 , 유삼상(한국해양대학교), 이용국,
이신제(한국해양연구원)

E1-2 광 확산 제어를 통한 수중 LED Lamp의 무선통신 시스템 연구
최형식, 손현중, 하지훈, 신희 (한국해양대학교)

E1-3 수중 원반형 로봇(UDR)의 호버링 제어에 대한 연구
최형식, 이상섭, Tran Ngoc Huy, 손현중, 김준 (한국해양대학교)

E1-4 임의의 운동을 고려한 능수동 소나용 수중 음파 전파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김시문, 변성훈, 최현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1-5 여유자유도를 갖는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의
슬라이딩모드 이론을 이용한 자세제어
김동희, 최형식, 김준 (한국해양대학교)

E1-6 무인수중 라이더“청새치”의 추진 효율에 대한 연구
고성협, 이신제, 박요섭, 이용국(한국해양과학기술원),
류정호(한국도키맥), 남건석, 김준 (한국해양대학교)

좌장 : 조원철(중앙대학교)

F1-1 3차원 몰수체를 이용한 바지형 부유구조물의 상하운동 저감에
대한 수치적 연구
김성재, 이건희, 구원철(울산대학교)

F1-2 병렬식 그룹 석션 앵커의 모래지반에서의 인발거동 연구
추연욱(공주대학교), 김수린(KAIST), 김재현, 김동수, 
권오순(KIOST)

F1-3 서남해안 연약지반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 스퍼
드캔 제팅 시스템의 수리모형 실험장비 구성
조철희, 구찬회, 배단한, 김도엽(인하대학교)

F1-4 Static Response Analysis of Mooring System in Spar Type
Offshore Wind Turbines
Asgar Ahadpour Dodaran, Kookhun Kim, Hong Sung Hoon , 
Park Sang Kil(부산대학교)

F1: 해안/해양
제4발표장 [2층 217호]  13:00-14:40

E1: 해양계측제어
제3발표장 [2층 216호]  14:50-16:50

D1: 재료
제3발표장 [2층 216호]  13:00-14:40

C1: 유체
제2발표장 [2층 215호]  14:50-16:50

B1: 설계/건조, 생산/가공, 기타
제2발표장 [2층 215호]  13:00-14:40

A2: 구조
제1발표장 [2층 214호]  14:50-16:50



좌장 :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B2-1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적합한 설치수단에 관한 연구
김경희, 안당, 고두 (삼성중공업), 김수 (부산대학교)

B2-2 LNG 화물창 방열재 균열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열확산 및 기화
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
이장현(인하대학교), Yoon Jo KIM(Washington State Univ.), 
황세윤(인하대학교)

B2-3 터렛 계류된 선박의 절단계류선 모델링을 위한 수치적 연구
김윤호, 조석규, 성홍근(KRISO), 서장훈, 서용석(SHI)

B2-4 바지를 이용한 크레인의 해상운송 해석기법 개발
김 복(경남대학교), 고굉욱, 김현수(에스엠에이치㈜)

B2-5 Back propagation과 SOM을 결합한 선박 연료 소모량 분석 모델
개발
박개명, 김종민, 김형수(한국선급), 이경호, 김대석(인하대학교)

좌장 : 성홍근(KRISO)

B3-1 30피트급 전기추진 알루미늄 레저보트 선형개발에 관한 연구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손준식(중소조선연구원), 
양향권(금하네이벌텍)

B3-2 CFRP 선체 레저선박의 상부구조물 바람면적 특성
김도윤, 이창우(목포해양대학교), 오정근(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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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동 모델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hydrodynamic and morphodynamic characteristics around coastal structure, the
hydro-morphodynamic model, which consists of existing 2-d numerical wave tank and developed 2-d morphodynamic model, is newly
suggested. Numerical test on morphological change around a submerged breakwater is performed in case that incident wave conditions
are changed. It is revealed from the numerical results that the more incident wave height and period are increased, the more
morphological change around a structure is increased. Also, the effect of partial standing waves on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front
of the submerged breakwater is discussed.

1. 서    론

해안역의 지형변동은 본질적으로 바다와 육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침식과 퇴적이 역동적

으로 전개되어 매우 복잡한 발생기구를 나타낸다. 따라서 자연

적, 인위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지형변동

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편 해안구조물이 건설되면 그 주변의 수리현상이 변화하

여 건설 이전의 물리적 평행상태가 붕괴되어 예상치 못한 지형

변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형변동은 구조물 주변의 세굴을 야

기 시켜 제체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구조물 주변의 국부세굴에 관한 국내의 수리모형연구로서 

박종환 등(2010)은 파랑과 흐름이 결합된 공존역에서 파일 주

변의 국부세굴에서 파랑과 흐름의 상호작용 방향(역방향, 순방

향)에 따른 세장형 파일 주변의 세굴심에 관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경호 등(2011)은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해

저파이프라인 저면의 세굴특성을 정상흐름, 파랑 그리고 파랑-

흐름의 상호작용 하에서 논의하였다. 한편 국외연구에서는 

Hajivalie et al. (2012), Lee et al. (2008), Morgan Young et al.

(2009), Sumer et al. (2000)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구조

물 주변의 세굴에 관한 수리모형실험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ㆍ외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구조물 주변의 세굴에 관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리모형실험의 경

우 시간적ㆍ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

래에는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수치모델들이 개

발되어 구조물 주변의 세굴현상을 예측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이에 양원준 등(2002)은 세굴공의 유·무에 교각주위 국부세굴

을 수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길성 등(2003)은 상용코드 

FLOW-3D를 이용하여 교각 주위의 국부세굴에 관한 수치실험

을 실시함과 더불어 수치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도 하

였다. 또한 허동수 등(2012)은 파랑-흐름 공존장에서 투과성 잠

제 개구부의 국부세굴에 관하여 수치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구조물 주변의 국부세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지만, 지형변동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아직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주변의 세굴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조건하에서 타당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기존의 단면 2차원 파동장 모델 LES-WASS-2D(허동수와 최동

석, 2008)을 토대로 새롭게 개발하는 단면 지형변동 모델과의 

양방향 연성해석방법을 제안한다. 이후 제안하는 연성수치모델

을 적용하여 입사파랑조건에 따른 구조물 주변의 지형변동 및 

국부세굴 특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치실험의 개요

2.1 파동장 모델(LES-WASS-2D)의 개요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본 연구에서는 단면 지형변동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의 2차원 파동장 모델 LES-WASS-2D(허동수와 최동석, 2008)을 

이용한다. LES-WASS-2D는 2차원 파동장 해석에서 다양한 검

증을 통하여 타당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파동장 모델의 세

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동수와 최동석(2008)을 참조하기 바

란다.

2.2 소류사 모델

소류사량의 산정은 van Rijn(2007a)이 제안한 식 (1)을 도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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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는 경험적인 계수(=0.5), 는 실트에 관한 인자

(   ;    for   ), 는 물의 밀도이다.

그리고 무차원 입자 파라미터()는 식 (2)와 같다.

  

    


 (2)

해저지반 및 해빈에 작용하는 전단응력() 및 한계전단응력

( )은 식 (3)과 식 (4)로 계산할 수 있다.

  



 (3)

     (4)

여기서 는 파랑-흐름의 공존장에서의 저면마찰계수, 는 

해저지반의 밀도, 그리고 는 한계 shields 수를 나타낸다. 또

한 식 (3)의 마찰계수( )는 Fredsøe(1999)가 제안한 식을 이용

하며, 흐름에 의한 기여분()과 파랑에 의한 기여분

(
)으로 구분된다.

2.3 부유사 모델

부유사에 관한 이류-확산방정식은 식 (5)와 같다.







 




 
 

 
  (5)

여기서  는 부유사의 침강속도, 는 부유사의 수평확산계수,

는 부유사의 연직확산계수 그리고 는 퇴적물의 부유와 

침강에 관한 소스항이다.

부유사의 침강속도()는 부유사농도를 고려한 Soulsby

(1997)의 식 (6)을 도입한다.

  

  


  (6)

여기서 는 식 (8)의 mobility 수()에 의해 결정되는 부유사

의 입경을 나타내며, van Rijn and Walstra(2003)이 제안한 식 

(7)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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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유사의 연직확산계수()는 식 (9)와 같이 산정되며, 는 

van Rijjn(2007b)에 의해 제안된 식 (10)을 이용한다. 또한 수평

확산계수( )는 LES기법에 의해 산정된 동점성계수()를 적용

한다.

      

   ≥ 
(9)

  

 


(10)

2.4 수치파동수조 및 입사조건의 개요

본 연구에서의 수치실험에서는 Fig. 1과 같은 수치파동수조

를 이용하며, 길이 600cm, 깊이 65cm이다. 무반사 조파를 위하

여 수치수조의 양쪽에는 부가감쇠영역, 그리고 외해에는 조파

소스를 고려한다. 수심() 30cm, 해석영역의 저면에는 두께 

20cm, 평균입경() 0.001cm의 모래지반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천단수심 3cm, 폭 40cm의 불투과성 잠제를 설치한

다.

본 수치실험에서는 수심() 30cm, 천단수심 3cm로 고정하고,

입사파랑조건의 변화에 따른 수치계산을 수행한다. 자세한 수

치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incident wave conditions for numerical simulation

CASE 
Depth Wave
h 

(cm)
Hi 

(cm)
Ti 

(sec)

01-05 30

6

1.5

7

8
9

10

06-09 30 8

1.2

1.5
1.8

3. 수치해석결과

3.1 입사파고( )에 따른 세굴특성

Fig. 2는 입사파고( )에 따른 잠제 전면의 시간파형의 포락

선 및 해저지반고를 나타내고 있다. (a)는 입사파고( ) 8cm,

입사주기( ) 1.5sec의 파동장에서 최대수면형(―)과 최소수면

형(―)으로 표현되는 시간파형의 포락선이다. 그리고 (b)는 입

사주기( ) 1.5sec일 때 입사파고( )의 변화에 따른 해저지반

고를 나타내며, ―는 =6cm, ―는 =7cm, ―는 =8cm,

―는 =9cm, ―는 =10cm의 경우이다.

Fig. 2 (a)로부터 불투과성 잠제 전면에서 진행파와 잠제에 

의한 반사파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분중복파동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포락선에서 마디(node), 배(loop)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b)로부터 모든 경우에서 잠제 저면의 해저지반고가 

부분중복파동장의 배(loop)에서 높고, 마디(node)에서 낮아지



Fig. 1 Definition sketch of 2-D numerical wave channel

Fig. 2 Comparison of seabed elevations in front of

structure according to variation of incident wave heights

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배(loop)에서는 퇴적이 발생하고, 마

디(node)에서는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Fig. 3 Comparison of seabed elevations in front of

structure according to variation of incident wave periods

것은 부분중복파동장의 마디에서 배(loop)로 향하는 수평유속

이 강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배(loop)부분으로 갈수록 수평

유속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마디(node)의 모래가 배(loop)

부분에 이동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입사파

고가 증가할수록 마디(node) 저면의 모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유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디(node)와 배(loop)의 침식량 

및 퇴적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입사주기( )에 따른 세굴특성

Fig. 3은 입사주기( )의 변화에 따른 해저지반고를 내타낸 

것이다. 여기서 입사파고( ) 8cm이며, ―는  =1.2sec, ―는 

 =1.5sec, ―는  =1.8sec의 경우이다.

Fig. 3으로부터 입사주기가 길어질수록 침식부분과 퇴적부

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파랑의 입사주기( )가 길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

에 부분중복파동장의 마디, 배의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분중복파의 마디에서는 침식, 배에서

는 퇴적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입사주기가 길

어질수록 침식 및 퇴적현상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파랑의 입사주기가 길어질수록 해저지반의 이동량

이 많아짐에 따라 침식량 및 퇴적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단면 지형변동 모델을 이용하여 입사파랑조건 

변화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에 관하여 고찰

하였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학술대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면 지형변동 모델을 이용하여 입사파랑조

건에 따른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주요한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전면의 해저지반에서는 부분중복파의 배(loop)에

서 퇴적, 마디(node)에서 침식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입사파고( )가 증가함에 따라 침식량과 퇴적량이 증가하

여 불투과성 잠제 전면의 지형변동이 더욱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입사주기( )가 변함에 따라 상이한 부분중복파동장이 형

성되어 구조물 전면의 지형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입사주기가 길어질수록 침식량과 퇴적량이 증가

하여 지형변동이 크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 지형변동 모델을 이용하여 구조물 주변

의 지형변동 및 국부세굴 특성에 관하여 수치적 논의하였다.

향후,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개발한 수치모델을 고정도화하고 

현장적용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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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 displacement during time in the wave-current field or wave field

개별요소법(DEM)을 이용한 파-흐름 공존장의 지형변동에 

관하여

허동수․정연명․이우동(국립경상대학교)

파-흐름이 공존하는 하구 및 공존역은 매우 역동적인 영역으로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 특히 공존역의 

수리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파-흐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형변동 영향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파-흐름의 동수역학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과거 이론적 해석해 및 실험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실험적 연구는 여건상 특정지점의 데이터만을 취득하기에 메커니즘을 분석하기에는 한계성이 있

다. 그리고 수치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파-흐름 공존장의 실험결과를 재현하고 있을 뿐, 지형변동을 고려한 메커

니즘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지형변동의 영향성도 고려한 연구에서 수치모형실험의 경우엔 지형

변동해석을 위하여 수리모형실험 경험에 의해 얻어진 표사량식을 이용한 한계전단유속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반

을 구성하고 있는 모래 알갱이의 동역학적 거동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수리모형실험의 경우엔 지형변

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 내·외부 유속장 및 주변파동장과의 상관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흐름 공존장에서 지반 내·외부 유속장 및 주변파동장과의 상관성을 해석할 수 있

는 파동장모델과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모래 알갱이를 요소로 재현하여 움직임을 고려할 수 있는 입자모델의 

연성해석을 적용한다. 즉, 연성해석에는 각 요소의 동역학적 거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별요소법

(DEM)과 파-흐름 공존장 계산이 가능한 2차원 파동장모델 LES-WASS-2D을 이용한 양방향 연성해석기법을 사용

하여 수치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파-흐름 상호작용이 초기지형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Fig. 1은 계산시간이 경과되면서 모래가 이동되는 변위의 평균값을 나타낸 수치계산결과이며, 파와 

흐름이 같은 방향(순류)으로 작용하는 경우보다 파와 흐름이 반대 방향(역류)으로 작용하는 경우에서 모래

의 초기이동이 먼저 나타났다. 또한 파와 흐름이 같은 방향(순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파만 작용하는 경

우보다 초기이동이 늦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지반내 입자의 초기이동은 파와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 파만 작용, 파와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순으로 파와 흐름이 반대 

방향(역류)으로 작용하는 영역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리모형실험결

과와의 비교·검증은 학술발표회에서 다루기로 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연성모델을 이용한 식생대의 파고감쇠에 관한 수치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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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n Wave Attenuation in Vegetation zon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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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iscrete element method 개별요소법, Coupled model 연성모델, Vegetation zone 식생대, Wave attenuation 파랑감쇠, 
Sway motion 운동특성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wave attenuation in vegetation zone using a coupled numerical 
model with LES-WASS-2D(Dong-Soo Hur and Dong-Seok Choi, 2008) and Discrete element method as a two-way method in 2-D 
wave field. Numerical simulation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wav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and sway 
motion of vegetation under wave action. From the numerical results it is revealed that the sway motion of vegetation increases 
as the wave steepness increases. It is also shown that wave transmission decreases increasing sway motion.

1. 서    론 

연안역의 식생대는 수질정화, 어류의 산란지 및 생식지 제공 

등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친자연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

며, 조간대 중·상부 사이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

해로부터 내습하는 풍파의 제어기능에 대하여 재평가 받고 있

다. 이에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주로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obayashi et al., 1993; Dubi and 

Toerum, 1994; Anderson et al., 2011; Huang et al., 2011).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식생의 분포밀도, 상대길이, 운동특성(sway 

motion) 등과 같은 식생항력의 영향에 따른 파고감쇠 특성을 주

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리모형실

험을 통한 식생대의 파고감쇠에 관한 이론식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체인 식생대의 수리특성을 이론식으로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많다.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함께 다양한 

수치모델이 개발되어 식생대를 고려한 수치모형실험이 이루어

지고 있다(이성대, 2006; 이성대, 2008; Asano et al., 2005; Li 

and Yan, 2007; Iimura and Tanaka, 2012). 하지만 이와 같은 연

구들은 식생의 운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시키거나 투과성구

조물로 처리하여 해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생대가 파랑제어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식생의 운동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입자모델과 파동장모델의 연성해석을 적용한다. 즉, 식생

의 운동에 대해서는 각 요소의 동역학적 거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별요소법(DEM)을 적용하고 식생의 분포밀

도, 상대길이, 운동특성과 같은 식생항력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려할 수 있는 2차원 파동장모델 LES-WASS-2D(허동수와 최

동석, 2008)을 적용하는 양방향 연성해석모델을 제안하여 식생

대가 파랑감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 연성해석방법

2.1 LES-WASS-2D의 개요

식생항력에 의한 파동장 계산은 허동수와 최동석(2008)이 개

발한 강비선형의 2차원 파동장 모델 LES-WASS-2D를 이용한다. 

LES-WASS-2D는 무반사조파 및 투과성 구조물을 고려하기 위

해 수정된 N-S Solver로서 식생대의 분포밀도, 상대길이, 운동특

성에 따른 파랑에너지의 소산을 추정할 수 있다.

2.2 개별요소법(DEM)의 개요

개별요소법은 Cundall and strack(1979)에 의하여 제안되었으

며, 각 요소가 운동방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

동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요소간의 힘의 전달은 작용·반

작용의 법칙에 따르며, 요소간의 접촉·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상호작용은 탄성스프링과 점성 Dashpot으로 탄성체 및 소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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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한다. 이러한 개별요소법은 입상체의 동역학적 거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Fig. 1. Coordinates of two dimensional elements 

Fig. 1은 개별요소법의 입자간 접촉판정 원리를 대략적인 2

차원 자표계로서 나타낸 것으로 요소인 (,)의 반경()

과 ( , )의 반경() 사이의 접촉판정은 식 (1)과 같다.

   ≥                               (1)

개개의 요소가 만족해야 하는 운동방정식은 식 (2)-(4)와 같

다.

′  


                                (2)

′  


                  (3)

 ′  


                                   (4)

여기서 은 요소의 질량을 와는 요소 의 수평 및 연직유

속성분을 는 요소 의 체적을 는 요소의 밀도를 ′ 및  ′
은 요소 의 부가질량 및 부가 관성 모멘트를 나타낸다. 또한 

 와  는 요소 에 작용하는 접촉력(탄성스프링

과 점성dashpot)의 총합으로써 수평 및 연직성분을 나타내며, 

는 각 요소 모멘트의 총합을 나타낸다.

2.3 연성해석

본 연구에서 식생의 식생대의 분포밀도, 상대길이, 운동특성

에 따른 파동장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파랑·식생대

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양방향 연성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파동장 모델에서 식생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에 

작용하는 수평 및 연직 성분의 유체력은 Morison식 (5), (6)에 대

입하여 유체력 , 로 산정한다.

  








                (5)

  








               (6)

여기서 는 항력계수,은 관성력 계수, 는 요소의 직경, 

는 물의 밀도, 와 는 각각 방향과 방향의 수립자속도를 

와는 수립자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나타낸다.

 계산된 유체력( , )은 개별요소법(DEM)의 운동방정식 (2)

와 (3)에 대입하여 각 요소의 이동변위를 구하고, 접촉력에 의한 

다음 시간스텝의 위치좌표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동한 각 요소

들의 위치좌표는 다시 N-S Solver에 반영된다. 이와 같은 일련

의 과정이 계산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식생의 운동

성에 의한 식생항력을 파동장 모델에서 고려할 수 있다.

3. 연성해석방법의 검증

3.1 수치파동수조 제원 및 계산조건

식생대의 분포밀도, 상대길이, 운동특성에 따른 파고감쇠 특

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안한 2차원 파동장 모델과 개별요소법

(DEM)의 양방향 연성해석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리

모형실험(김원길, 2008)에 근거한 Fig. 2와 같은 수치파동수조를 

구성한다. 파랑의 재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의 양쪽에는 

부가감쇠영역 그리고 외해에 조파소스를 설치한다. 그리고 해석

영역에는 개별요소법(DEM)의 요소를 이용하여 식생을 배열한

다. 계산조건 및 식생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낸다.

Fig. 2 Definition sketch of numerical wave tank based on the 

experiment by Won-Kil Kim(2008)

Table 1 Conditions of numerical simulation for verification 

LES-WASS-2D and DEM

 0.95

 
0.022, 0.029, 0.037,

0.045, 0.056

 4

 200

 25

3.2 수치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ㆍ적용하는 파동장 모델과 DEM의 양뱡향 

연성수치모델을 검정하기 위하여 김원길(2008)의 수리모형실험

결과(반사율, 투과율)를 비교ㆍ검토한다.

Fig. 3은 식생대의 식생항력에 의한 파랑의 반사ㆍ투과율을 

파형경사( )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는 투과율, (b)는 반

사율이다. 여기서 ●는 수리실험결과, ◆는 본 연구의 수치해

석결과를 의미한다.

Fig. 3 (a)로부터 반사율( )의 계산값이 실험값을 다소 과소



평가하고 있으나 (b)로부터 계산의 투과율( )은 실험값을 잘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생의 분

포밀도, 상대길이에 의한 식생항력은 잘 재현하는데 반해 개별

요소법에 의한 식생의 거동이 아직 고정도로 재현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생대의 운동은 식생의 물성치에 지

배를 받게 되는데, 김원길(2008)에서는 이와 같은 식생의 정보

를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에서 임의의 값을 적용하여 검토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식생

의 물성치를 DEM에 적용한다면, 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 Transmission coefficients

(b) Reflection coefficients
Fig. 3 Comparison between measured(Won-Kil Kim, 2008) and 

calculated results

4. 수치해석결과

3.1 식생대 주변의 수리특성

Fig. 4는 파동장에서 식생의 거동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a)는 

식생의 거동이 시작되는 시점(t=15sec), (b)는 t=20sec, (c)는 

t=29.8sec의 계산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다. 여기서 식생의 거동

이 시작되는 시점의 의미는 조파개시 후 파동장이 안정된 시

점(t=15sec)에서 식생의 운동이 시작되도록 수치모의를 수행하

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4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에 의해서 식생들이 점차 파랑의 

진행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정시간

이 경과할 경우 식생의 부력과 장력 그리고 파랑에 의한 유체

력의 평형상태가 이루어져 규칙파랑 작용하에서는 일정한 궤

적운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식생의 운동에 의한 식생항력

이 파랑에너지를 감소시켜 식생대를 통과하는 파랑의 파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식생대 주변의 파고분포를 입사파로 무차원 시킨 

것으로 ◆는  =0.056, ■는  =0.045, ●는  

=0.037, ▼은  =0.029, ◆는  =0.022의 계산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으로부터 식생대의 거동이 파고감쇠

효과를 나타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t=15.0sec

(b) t=20.0sec

(b) t=29.8sec

Fig. 4 Spatial distribution for sway motion of vegetations under 

wave action(=0.037)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s 

around vegetation zone

3.2 식생의 운동특성

Fig. 6은 식생대 정중앙의 식생 상단부의 운동궤적을 나타낸 

것으로 ◆는  =0.056, ■는  =0.045, ●는  

=0.037, ▼은  =0.029, ◆는  =0.022에 대한 계산결

과를 각각 나타낸다. 

.

Fig. 6 Behavior of the upper tail end of vegetation



Fig. 6으로부터 파형경사( )가 증가할수록(입사파고가 

증가할수록) 식생 상단부의 이동궤적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궤적의 중심이 저면으로 이동함으로써 식생 상단의 

상대수심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파형경사

( )가 증가할수록(입사파고가 증가할수록) 식생거동에 의

한 파랑에너지 감소의 영항으로 투과율( )은 감소하고, 식생

항력 증가로 인한 반사율( )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식생대에서 식생의 분포밀도, 상대길이, 운동

특성에 따른 파동장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파랑·식생

대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양방향 연성해석을 제안하여 

수치계산을 실시하였다. 먼저 식생대에 의한 파랑의 반사율 및 

투과율에 대해서 기존의 수리모형실험(김원길, 2008)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식생대의 운동특성에 따른

파랑의 반사, 투과 및 파고분포특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상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수리모형실험결과와 비교하면, 식생대에 의한 파랑

의 투과율( )은 과소평가하고 있으나 반사율( )은 실험결과

를 잘 재현하였다.

2. 파형경사( )가 커질수록(입사파고가 증가할수록) 식생

의 이동궤적이 증가하였다.

3. 식생의 이동궤적이 증가할수록 식생거동에 의한 파랑에너

지 감소의 영향으로 파랑의 투과율( )은 작아지고, 식생항력의 

증가로 인하여 반사율( )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수행된 결과

임을 밝히는 바이며, 식생대의 파랑감쇠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및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의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시행하는 2012년도 지역기술혁신사업(12 지역기술혁신 B0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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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지형변동 예측을 위한 등수심 모형의 적용성에 관하여

이우동․허동수․김한솔(경상대학교)

해안침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해안 육지부가 침식하는 현상이며 해안침식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파랑이나 흐름과 같은 연안 해역에서의 외력을 이해하여야 하고, 그 대상해역에서 물질수

송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형변동은 서서히 변화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지형의 변화를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장래의 지형변동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요구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으며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지형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장

기적인 해안침식 저감대책 개발에 상당한 공헌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지형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one-line 모델(Ozasa et al, 1980,

Dabees et al, 1998 등)이 제안되어 검토되었으나 one-line 모델은 해안선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

는 간단한 모델로서 연안근처 해저지형 변동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연

안의 해저지형 변동이 고려 가능한 등수심 모델(N-line 모델)을 도입하여 실해역에의 적용가능성

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한다면 해안침식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장기 지형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장기 등수심 변형에 관련한 

N-line 모델과 Boussinesq 방정식의 파랑모델간의 연성해석을 제안하여 수치모의를 실시한다. 시

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표사이동과 지형변동을 예측하고, 수집한 측량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장기 등수심 변형 특성에 대한 고찰과 등수심 모형의 적용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ig. 1은 제안한 연성해석을 통하여 해운대 해역의 하계 파랑조건을 적용하여 수치계산결과이

며, (a)는 파고분포, (b)는 해빈류 분포 그리고 (c)는 지형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로부터 하

계의 파랑작용에 의한 유동장에서 이안류를 비롯한 해빈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에서 하계

의 지형변동을 나타낸 것으로써 파랑작용에 의해 등수심선의 간격이 좁아져 해빈의 경사가 급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N-line 모델과 파랑모델간의 연성해석방법의 적용성을 일부분 확

인할 수 있다.

(a) Wave field (b) Flow field (c) Contour map

Fig. 1 Spatial distributions of wave heights, velocities and contour line under aestival wave

condition in Haeunda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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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파량을 고려한 폭풍해일에 의한 범람해석에 관한 연구

임해민*․김태우*․윤종성*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A study on the Overflow analysis by the storm surge
of considering the amount of overtopping

Hae-Min Lim*, Tae-Woo Kim* and Jong-Sung Yoon*

*civil Engineering, Inje University, Gimhae, Korea

KEY WORDS: 태풍, Storm surge 폭풍해일, Wave 파랑, Sewer 우수관망, Inundation 침수, overtopping 월파 

ABSTRACT: Due to a Thypoon and a localized torrential rainfall, every years occurred damage of human life and property in Busan
city. In sep. 2003 occurred Thypoon 'Maemi' is accompanied with lots of rain. The typhoon caused extensive damage which is happened
the high tide. For Prevent of this disaster, do a sea defence work, river dredge, dike improvement etc. and that is reduced exterior
waters inundation damage. But attendant of rain in urban area of low flatland, drainage and rain, interior waters inundation comes
from unbalance is discussed. Interior waters inundation is occurred do not drainage rain from inland to outland. Water level of sewer is
head for river or sea, but that is down to drainage capability due to increase of river or sea water level by localized torrential rainfall
and thypoon. Our country is doing 20th cycle of sewer repair plan. Recurrence interval of design storm water flow is doing 5th~10th.
However rainfall intensity is increased than past. Due to a localized torrential rainfall and thypoon, occurred damage of city inundation.
So, Interior waters inundation is occurred the whole country. To consider of how to cope with the interior waters inundation, We need
to make of hazard map and improve storm sewerage system. For achieve this, we make modelling process of storm sewerage drainage,
and be known for inundation water behave at localized torrential rainfall and thypoon. Busan is located in nearshore zone, so it is
likely to occurred inundation damage at thypoon by the surge. So we need to establishment measure of disaster.This study is more
detail reproduced process of running water from surge height and storm to storm sewer at In sep. 2003 occurred Thypoon 'Maemi', and
as a this resurt, compared with inundation area and numerical calculation.

1. 서    론

우리나라는 산지부가 많고 해안근처의 도시들이 많은 편이다.

산지부는 지형이 험난하고 지질도 취약하기 때문에 다우,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해 산지에서의 토사 생성이 큰 편이다. 산지부

에서 생성된 토사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퇴적, 침식, 이동을

반복하면서 하류로 옮겨져 선상지, 충적평야 등의 평야부를 형

성하고 최종적으로 바다에 이르러 하구, 해안이 형성되어 왔

다. 우리나라는 유역의 면적이 좁고 급류가 모이는 하천 상류

부에서는 강우의 유출이 빠르며 장마나 태풍과 같은 집중호우

가 내리면 유량이 커져 경사가 완만한 하천 하류부에는 범람

이 일어나기 쉽다. 이와 같은 지형적 특징이나 기상 등의 자연

적인 조건으로부터 우리나라는 태풍, 호우 및 고조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시화가 진

행됨에 따라 도로 등의 투과성이 작아지고 우수 유출량의 증

가 및 유량의 증가, 그 도달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호우시 침수

피해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증가와 태풍의 발생 빈

도 및 강도의 증가 및 해안지역의 개발 중요성 증대로, 연안재

해에 따른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태풍에 의한 

연안재해는 폭풍해일고의 상승으로 인한 범람과 태풍과 동반

되어 진행하는 풍파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가 대표적이다. 이러

한 폭풍해일과 풍파에 따른 태풍의 피해를 줄이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조석-해일 그리고 파랑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폭

풍해일고 산정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도시지역의 범람수 

거동을 정도 높게 재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치모델의 개발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태풍에 의해 발생된 해일고는 결국 연

안지역에 범람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주요인으로, 해일고의 상

승과 범람은 연속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파랑과의 비선형 작용

을 고려한 폭풍해일고 및 천해파랑 산정만을 위한 연구가 대

다수를 이루었으며, 해일과 침수문제를 하나로 취급한 연구의 

경우 해일과 파랑의 비선형성이 고려되지 않아 정확한 해일과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석-해일과 파랑의 비선형성을 고려

할 수 있는 수치모델을 활용하고, 계산된 해일고를 침수문제에 

적용하여 종합적인 수치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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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ble exchange about each numerical model

로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연안 침수 문제를 정도 높게 접근하

고자 한다. 해일-조석과 파랑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일-조석모델(POM)과 천해 풍파모델

(SWAN)의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결합된 모델을 이용하여 폭

풍해일고 및 천해파랑을 산정하여, 이 결과를 유한요소법을 기

반으로 한 비구조격자 침수모델에 적용하였다. 부산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 강우의 영향 및 우수관망을 고려할 수 있는 침수모델을 적

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연안지역의 침수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수치모델

2.1 조석, 해일 및 천해풍파모델의 결합

본 연구에서는 풍파모델로는 천해 풍파모델인 SWAN을 이용

하였으며, 해일, 조석모델은 POM을 이용하여 모델의 결합을 실

시하여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태풍을 재현할 수 있는 태풍모델을 결합하여 

해일고 및 풍파 재현에 필요한 해상풍을 계산하여 풍파모델 및 

해일, 조석모델의 작용하는 바람응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였다.

변수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변수들이 해일-조석 과 파랑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Xie et al.(2008)은 기존의 여러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해일-조석 그리고 파랑이 공존하는 해안 지역에서는 

서로간에 상호 작용하는 물리적 과정을 고려할 수 있는 변수를 

Fig. 2 Water cycle process in urban area

Fig. 3 Computational domain and position of tidal station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만 정확한 비선형성을 계산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일-조석모델과 천해 파랑모델을 

동적 결합시켜 변수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호작용에 의해 발

생하는 비선형성을 계산하고자 한다. 아래의 Fig. 1에서 볼 수 있

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교환을 나타내었다.

먼저, 태풍모델에서 계산된 해면기압과 해상풍은 해일-고조

모델과 파랑모델의 인풋(Input)으로 사용되어 진다. Mayer식

(1961)을 이용하여 해면기압 (1)을 산정하였고, 기압차에 따른

경도풍 (2)을 산정하였다.

 ∆
  (1)

 






 





∆





  (2)

여기서, 은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기압

이고, 는 태풍의 중심기압, 는 태풍반경, 은 등압선의 곡률반경

이고, ∆는 기압차(∞ ∞ =1013hPa)이다. 조석과 해일 결합

모델은 POM(Princeton Ocean Model)을 사용하였다. POM은 원

시방정식을 기본으로 하며, 난류모델  Meller-Ya mada의 2.5모델

을 사용한다. 연직방향으로는 시그마 좌표계를, 수평으로는 곡선 

및 직교좌표계를 사용하며, Arakawa C차분 스킴을 이용하여 각 

격자점의 물리량을 정의하고 있다(Mellor,2004). 천해풍파모델로는 

물리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네델란드의 Delft 공대에서 개발

한 SWAN (Simulating WAves Nearshore) 모델을 이용 하였다.

SWAN모델은 파랑작용 평형방정식을 기본으로 한 평면 2차원 모

델로, 바람에 의한 파랑의 발달, 백파, 사파공명, 삼파공명, 쇄파,

회절, 굴절, 천수등을 고려할 수 있는 천해역으로 진행되는 파랑

의 물리적 변화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 수치모델의 세부사항

은 김명규(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침수모델

직교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System)에서는 불규칙한 흐름

이 발생하면 그 흐름의 경계 및 형상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이

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유한요소법(Finite Volum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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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utation of tide+surge, tide+surge+wave and observed

data at Busan

같은 수치모의 기법들이 개발되어 비구조 격자체계를 구성하여 

더 정확하게 경계 및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도로와 건물등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흐름을 잘 재현할 수 있는 비구조격자 모

델을 사용한다.

도시지역의 강우에 의한 우수 배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된

다. Fig. 2와 같이 강우가 배수 능력보다 더 큰 강도를 가지거나,

하천이나 바다의 수위가 상승하게 된다면, 범람수 및 우수는 역

류하게 되어 다시 지상부로 유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하천이나 바다로부터 범람수가 월류되거나, 지상부의 범람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유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침수모델

은 이러한 침수과정을 잘 재현 할 수 있도록 모델화하여야한다.

2.2.1 지상부 해석

지상의 평면 2차원 해석에는 비구조격자모델을 사용한다

(Kawaike ea al. 2002). 모델의 연속신과 운동량 식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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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N : x, y 방향의 유량 플럭스,  : 유효강우량, h :

수심,  : 지상에서 우수관에 흐르는 우수 배수유량,  : 우

수관의 역류유량, H : 수위, u, v : x, y 방향의 유속, g : 중력가

속도, n : Manning 조도계수이다. 지상의 범람해석을 해석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식을 사용하지만 범람수가 불연속 일 

때에는 이웃하는 두 격자의 지반고와 수위와의 관계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

<완전월류>    (6)

<단락식>    (7)

여기서,  ,  : 유량계수이며 각각 0.35, 0.544로 한다.

2.2.2 우수관 해석 

우수관의 흐름은 1차원 해석을 실시하며, 연속식 (8)과 운동량식 

(9)을 이용하여 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우수관이 관거인 것을 고려

하여 Preissman의 슬롯모델을 도입한다. 이 모델은 관로의 정부

에 가상적인 슬롯을 성립시켜 관로 흐름에 개수로와 같은 기초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우수관의 단면적 계산을 편이하

게 하기위해서 직사각형 단면으로 가정하였다. 우수관의 해석의 

기초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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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A : 단면적, Q : 유량, q : 옆유입 유량,  : 하수관 

격자길이, u : 유속, R : 경심,  : 수위, h : 수심이지만 수심 h

는 식 (10)으로 구한다.

     ≤ 

 ′        

(10)

여기서, B : 하수도 단면을 직사각형으로 가정했을 때 관로의 

폭, B' : 관로의 천정고, Ap : 관로의 단면적, Bs : 슬롯폭이다. 그

리고, 우수관의 흐름을 계산할 때는 우수관의 관저고와 수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의 월류공식와 단락식으로 유량을 구한다.

먼저 하수관의 관전고가 수위보다 높은 경우 다음의 단락식으로 

유량을 구한다.

   (11)

다음으로 우수관의 관저고가 수위보다 낮은 경우 다음의 월류공

식 (12)으로 유량을 구한다.

   (12)

여기서 B : 수로폭,  ,  : 유량계수이며 각각 0.35, 0.544로 한다.

2.2.3 월파 해석 

월파는 Hedges & Reis의 반경험적인 모델로 해석을 실시하였

으며, A와 B의 계수는 (13)의 식으로 구하고, 최대여유고인 Rmax

는 (14)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a) Area of computation (b) Modeling of Busan

Fig. 5 Area of computation and modeling of Busan

Fig. 6 Maximum inundation depth (tide+surge+wave+rain)

Fig. 7 Maximum inundation depth (tide+surge+wave+rain+s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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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 방파제와 입사파의 각도,  : 파도의 유사성 매개변

수, max : 방파제의 최대 여유고 이다.

 max max


 for≤max


≺

 for max


≥ 

(15)

여기서 Q : 월파량,  : 방파제 여유고,  : 거칠기 계수 이

다.

3. 수치계산

3.1 해일고 산정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연안일대(수영만)를 대상으로 하며, 계산격자

의 구성은 제 1영역에서 1000m, 제 2영역에서는 500m, 제 3영역에

서는 200m, 제 4영역에서는 100m의 격자간격을 이용하였으며 대

상연구지역인 제 5영역에서는 50m의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Fig.3).

파랑의 영향이 고려된 항력계수를 이용하여 산정된 해일고

(Tide+Surge+ Wave)와 Mitsuyasa et al.(1984)의 식을 이용하여 

조석과 해일만을 고려한 해일고(Tide+Surge)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4). 계산 결과, 조석과 해일만을고려한 경우 (1.4m)는 해일

고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조석, 해일 그리

고 파랑을 고려한 경우 (1.5m)는 보다 정도 높은 해일고를 재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조석과 해일의 상호작용

에 의한 비선형 효과를 일반적인 해일고 산정에 이용하는

Mitsuyasa et al.(1984)으로는 재현이 어렵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해일, 조석 및 파랑간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는 파랑의 영향이 고려된 항력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정도 높은

해일고를 계산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2 강우에 따른 침수예측 

본 연구는 2003년 9월에 발생한 제 14호 태풍 ‘매미’에 의해 

침수피해를 입은 부산연안(수영만)일대를 대상영역으로 하였다

(Fig. 5(a)). 지상부는 비구조격자로 분할하여 구성하였다. 지반

고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1:5000)도를 토대로 각 격자

에 대한 지반고를 산정하였다. 총 9,057개의 격자와 2,826개의 

우수도망으로 구성되었으며 (Fig. 5(b)), 지상부의 해석격자를 

시가지 격자, 도로 격자, 경작지 격자의 3개 속성으로 분류하

고 각각의 격자에 있어서 조도계수는 시가지 격자는 0.067, 도

로 격자는 0.043, 경작지 격자는 0.040로 정의하였다. 또 우수

관내에서는 조도계수를 0.015로 동일하게 하였고, 우수관 단면

은 직사각형으로 가정하였다.(Kaw aike and Nakagawa, 2007).

본 연구에서 해일, 파랑, 강우 및 우수관망의 영향을 고려한 

경우의 계산된 결과를 Fig. 6과 Fig. 7에 비교하였다. 강우의 

영향만 고려한 경우, 수영구의 망미동 일대에서 침수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수관망이 고려되지 않아 침

수면적 및 침수심이 과대 추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된다.

우수관망을 고려한 경우, 강우의 영향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수영구의 망미동 일대에서 침수심이 약 1m가량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우 강도에 비해 배수시스템 능력

이 부족하여 내수범람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의 경우, 태풍 ‘매미’ 내습시 상승된 수위로 인해 강

우에 의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역류에 의한 약 1m

의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연안의 강우특성을 고려하여 태풍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침수피해를 수치모의 하였다. 조

석, 해일 및 파랑을 결합하여 외력을 산정하였으며 관측치와 

비교하였을 때 잘 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미동 일대에서는 낮은 지반고 및 강우의 영향으로 내수배

제불량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일대에서는 태풍 ‘매미’ 내습시 수위상승으로 강우

에 의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역류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침수모델에 사용된 수치지형도가 호안벽의 지반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반고 보간시 잘 재현하지 못하여

과대 추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도 높은 수치지

형도 취득 및 측량을 통한 지반고 보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복합적인 침수해석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과제번호 : 2012-0008677)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김명규(2013).“태풍 파랑 조석을 결합한 수치모델 개발

에 관한 연구”,한국해양공학회 투고예정.

소방방재청(2011). 재해연보
천제영, 이광호, 김지민, 김도삼(2008). “태풍매미(0314호)에 의  

한 마산만 주변 연안역에서의 범람해석”, 한국해안해양공학  

회지, 제20권, 제3호, pp8-17.

Honda T. and Mituyasu H.(1984), Experimental study

of wind stress in the sea surface, Coastal eng. of

Japan.

Kawaike K, Inoue K.,Hayashi H. and Toda K.(2002).

"Development of Inudation Flow Model in Uraban

Area",JSCE,,Vol.698Ⅱ-58,pp.1-10

Kenji Kawaike K. and Nakagawa H.(2007). "Flood

Disaster in July 2006 in the Matsue City Area and its

Numerical Modeling"Proc. of 32nd Congress of IAHR.

Maria Teresa Reis, Keming Hu, Terry. Hedges, and

Hajime Mase, "A Comparison of Empirical,

Semiempirical, and Numerical Wave Overtopping

Models", JCR,. 24-2B pp250-262.

Mayers, V.A. and Malkin, W.(1961), Some properties

of hurricane wind field as deduced from trajectors,

U.S. weather Bureau, National hurricane research

project, report 49

Mellor G.L(2004). User guide for a three-dimensi onal,

primitive equation, numerical ocean model.

Xie L.,Liu H. and Peng M.(2008)."The effect of

wave-current interactions on the storm surge and

inundation in Charlecston Harbor during Hurricane

Hugo 1989, Ocean Modellin, Vol 20, pp.252-269



원평해변의 동적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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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Littoral drift cell 단위표사계, Dynamic characteristics 동적특성, Erosion 침식

ABSTRACT: As a unit littoral drift from north Goongchon port to south Chogok port, Wonpyeong beach, located at Geunduk-myun,
samcheok-city, Gangwon province, is a place where there is a large sandy beach and backward seawind-proof pinetree flora. Serious
erosion of beach has appeared in wonpyeong beach due to construction of Goongchon port at August 18, 2006. The situation worsened
as time passed, while the beach erosion was discovered at September 2011. Thus, the objective of research is to grasp dynamic
characteristics of wonpyeong beach based on detailed investigation from 2013 to 2014, utilizing data from the Gangwon-Do Beach
Monitoring Survey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2009. As the result of trying to make the accurate diagnosis of the movement of
sand groin, the survey on morphological factors, including the seabed condition and beach profile, as well as oceanographic factors
such as waves and induced currents has been performed seasonally. Based on each investigation’s result, the research is to focus on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causes behind and category of beach erosion

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급변하는 해역환경의 변화로 고

파랑의 빈도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고파랑을 제어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의 확장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되면서 

해안침식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해안은 점

점 침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공구조물의 

확장 및 신설로 인하여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항

구 및 항내의 퇴적현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표사계 내의 

다른 지역에서 침식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에 의한 침·퇴적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 연구로는 Alsina 등(2009)이 

수치모형과 수리실험을 통하여 포말대에서의 부유사거동에 대

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Hartmann 등(2009)은 해안구조물 설치에 

따른 지형변동과 동역학적 거동 특성에 대하여 현장관측을 통하

여 해석하였다. 국내 연구자로서는 김인호(2004), 이종섭 등

(2007)과 김인호 등(2008)은 구조물설치에 따른 토사흐름 특성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

면에 위치한 원평해변은 넓은 백사장과 배후의 해송군락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2006년 08월 18일에 시작한 궁촌항

의 축조공사로 인하여 2011년 9월 원평해변은 침식이 심하여 해

송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침식현상이 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평해변의 인근 백사장에 대한 매몰 및 

침식 실태를 일정기간 현지 조사하여 수치모형실험의 입력 및 

검증자료를 제공하고, 매몰 원인분석 및 인근 백사장 모래유실

방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매몰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현지 및 해양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궁촌항의 완공으로 인한 원평해변의 침식 문제 

및 주변의 해안선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현장관측 및 연구방법

2.1 현장조사 

원평해변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원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궁촌항과 남으로는 초곡항이 위치한 단위 표사계로 해

안선의 길이는 궁촌항 ~ 초곡항까지 약 2.86km로 대형 바구니 

모양의 해변으로 궁촌, 원평, 문암 및 초곡해변으로 이루어져 있

다.  궁촌항은 1999년 1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2006 ~ 2012

년 32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방파제 370m, 서방파제는 275m가 

신축되었다. 2006년 8월 궁촌항 축조를 시공한지 5년 후 2011년 

9월 해안 침식이 진행되어 원평해변의 소나무 및 가로등이 넘어

가는 피해를 입었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a) Study area

(b) Wonpyung beach; decreased shoreline (c) Chogok beach; decreased shoreline (c) Goongchon beach; increased shoreline

Figure 1. Whole view of Gungchon Fishing Port

구 분 

 년 도

면적(m2)

A구간 B구간 C구간 합 계

2013년 3월 62,775 30,911 15,654 109,340

2013년 5월 63,809 29,407 14,629 107,845

2013년 6월 62,717 27,083 14,436 104,236

2013년 7월 63,156 26,895 14,424 104,475

2013년10월 57,383 27,601 15,361 100,345

2013년12월 66,204 31,816 15,709 113,728

그 후, 피해는 점점 가중되어 70~8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200그루 이상 없어졌으며, 해변 포락의 높이도 1~2m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어 응급복구를 시행하였지만, 별 효

과를 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려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침식이 심화되어 정부에서 침·퇴적 저감시설 공사를 진

행 중에 있다. 

2.2 해안선변화·수심·파랑·해저질 조사 분석

원평해변의 동적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안선·수심·해

빈·해저질 및 파랑을 조사·분석하였다. 해안선 조사는 조사해

역의 육지와 해빈의 경계선을 확정하여 항내 매몰 과 주변 해빈 

유실의 정량적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해안의 계절적 변화를 

파악하였고, 수심 변화 분석, 해저질 조사 분석, 파랑 및 연속조

류 분석을 통하여 대상 해안 전면 해역의 수심과 해저지형 변화 

파악 등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able1에 조사 

시기 및 조사 내용을 나타내었다. 

항목 내        용

해안선

및

해빈조사

◦2.86km × 5회
  1차 : 2013년 03월 28일 
  2차 : 2013년 05월 31일
  3차 : 2013년 06월 18일
  4차 : 2013년 07월 17일
  5차 : 2013년 10월 04일
  6차 : 2013년 12월 03일

수심조사
및

해저질조사

◦ 117km(50m Pitch×65line)×4회
  1차 : 2013년 03월 28일  
  2차 : 2013년 06월 18일
  3차 : 2013년 07월 17일
  4차 : 2013년 10월 04일

본 연구구간은 궁촌항 ~ 초곡항을 단위 표사계로 하고 있으

며 궁촌, 원평, 초곡 및 문암해변을 포함하고 있다. 해안선 변

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DGPS를 휴대하고 해안의 Swash Zone을 

이동하면서 1초 간격의 해안선 경·위도 좌표를 취득하였으며, 

각 조사 시기별로 분석한 해빈의 평면적 변화를 A, B, C 구간

으로 나누어 Table 2에 나타내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A구간은 차폐역이 존재하여 지속적으로 퇴적되는 추세이며, 

2013년 10월 추천의 갯터짐으로 인한 조사 구간 중 일부구간

이 결측되어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으나, 12월 조사 시 하구 폐

색으로 해안선 조사를 수행한 결과 퇴적이 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Table 2. changed status of beach plane area between A ~ C

원평해변 주변해역에 대한 수심 조사는 2013년 03월, 2013년 

06월, 2013년 07월, 2013년 10월에 실시하여 취득한 수심 원시 

자료는 위치자료 보정, 오측심 제거 등의 보정 과정을 거쳐 최

종 D.L하 수심으로 도출하였으며, 각 조사시기별 수심변화를 

분석 하였다. 원평해변의 수심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Figure 2에 표시하였다. 



2013년 03월

2013년 06월

2013년 07월

2013년 10월

Figure 2. Variations of water depth in wonpyung beach

해저질 조사는 1차 2013년 05월 30일, 2차조사 2013년 7월 

17일, 3차조사 2013년 10월 05일, 4차조사 2013년 12월 04일에 

실시하여 저질의 입경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각 

조사 시기별 입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표사계의 과거 해안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 항

공사진을 이용하였다. 과거 항공사진은 1971년, 1980년, 1988

년, 1996년, 2005년, 2010년, 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과

거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은 PG-Steamer 4.2를 활용하여 기하

보정 후 해안선 추출 및 구조물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항공사

진의 해안선 추출 후 평면적을 비교 분석하여 조사결과를 

Figure 3.에 표시하였다.

1971년

1980년

1988년

1996년

2005년

2010년

2011년

항공사진 평면적 결과

Figure 3. aerial photograph analysis



3. 동적거동특성 분석

춘·하계에는 NE ~ SE파향, 추·동계에는 NE~E파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사이동의 형태는 NE~ESE 파랑 내습시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이동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선 

조사 결과에서는 궁촌해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되는 경향

을 보이고 원평해변 ~ 초곡해변에서 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저질 조사 분석 결과 평균 중앙입경

이 0.7mm로 조립질을 보이고 있다. 기존 조사 자료를 통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봉포항 ~ 장사항) 구간은 평균 해저

질의 중앙입경이 0.3mm정도의 세립질을 보이는 것에 비해, 본 

구간의 해저질은 0.7mm이상의 조립질을 보이고 있어, 파랑의 

원인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편왜도 검토에서 대부분 음수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침식인자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조사 비교 분석 결과 모래의 이동이 북향을 보이고 있

으며, DL(-)5m구간에서 수심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궁촌항 남측 차폐역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퇴적되어 수심이 

얕아져 궁촌 항내매몰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후 남측구간에

서는 모래의 북향으로 인하여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07월 궁촌항 준설토를 남측 

원평 및 초곡해변에 양빈을 하였지만, 이후 모래가 북향을 하

며 궁촌항 차폐역내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2006년도 궁촌항 건설 후 궁촌항 남측 

해변에서는 지속적인 퇴적이 발생하였고, 원평해변 남측해변에

서는 지속적인 침식을 보이고 있어, 궁촌항의 건설이 표사계내

의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되며, 계절적 평형 상태도 잃어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 조사를 통하여 원평해변의 침식현상의 원인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원평해변의 침식 방지 대

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변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지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표사계 내 

원평해변 남측구간에서 궁촌한 남측으로 유입되는 연안표사를 

차단하여 침식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항 입구로 모래를 이동시키는 북향 순환류 저감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공법 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궁촌항 건설로 이

미 변화된 파랑 차폐역 내에 신규 구조물 설치나 퇴적토를 활

용한 준설 및 양빈 계획으로 주변 해안의 2차 침식을 방지하

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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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물리조사의 기술적 및 행정적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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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ach Erosion has appeared on a global scale, due to various reas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with reference to the beach erosion, scholars have undergone a number of trial and errors. In case of the South Korea, past methods
of analysis for finding causes of beach erosion were highly dependent upon numerical analysis and non-scientific investigations such as
individual’s experience, using aerial and satellite photographs. Numerical analysis, however, has limitation because the interpretation is
easily influenced by artificial factors. On the contrary, advanced countries have endeavored to analyze sand movement through long
term of monitoring of coastal zones. The Korean government had also tried to extract change in the shoreline by using real-time video
monitoring during the first costal maintenance project. This method enables researchers to check fluctuation and change of shoreline in
real time, but the method has limitations to interpret complicated coastal features and the amount of beach profile changes in
two-dimensional perspective. Thus, in order to comprehend the erosion generation factor and dynamic characteristic of beaches, it is
required to interpret the investigations from a three dimensional perspective, to comprehend change in depth of water, shoreline, beach
profiles and sand material with waves and currents. Especially, without understanding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oastal engineering,
investigations in surf zone and swash zone, where the movement of sand is most active, could lead researchers to get misinterpreted or
wrong data. Also, they cannot carry out accurate cause analysis. Hence, for performing accurate investigation,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and efforts based on years of experience is needed.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optimum solutions about technical method and
observation of littoral drift sand and administrative techniques like a law and regulation.

1. 서 론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안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업의 장과 해상운송이라는 경제적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으며, 최근에는 임해공업단지 및 국민여가생활공간으

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안역은 인구가 집중되고 지가상

승을 유발하였다. 하지만 해안 및 해양에 많은 인공구조물이 

입지하면서 지형변화를 야기 시켰다.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로 

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안이 계절적 평형체계를 유지한다

는 것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해안보로프로그램을 각자 

운영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등의 선진국은 100년 전부터 해

안침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안

침식에 대한 연구가 미국 및 유럽에 못지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9년 1차 연안정비사업을 시작으

로 현재에는 2차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

만 선진국에 비하여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어, 기술적 및 행

정적인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자연해

안의 경우에는 파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해안의 

경우 겨울철에는 남향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름철에는 다

시 북향류를 보이고 있어, 즉 계절적으로 평형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해안에 대한 난개발 및 기후변화 등

으로 과거의 계절적인 평형체계는 파괴되어 침식을 크게 발

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안선의 전·후퇴 및 해빈단

면의 변화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수행되었던 

사업들은 간단한 현장조사와 수치해석 및 경험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2차 침식을 유발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기

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행정적인 지원

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2. 기술적 기법

2.1 단위표사계와 모래수지

해빈지형변동을 가장 민감하게 작용시키는 구간은 쇄파대

(surf zone)와 포말대(swash zone)구역이며, 이 구간에서의 파

도는 다양한 형태의 흐름에너지로 변환되어 해안선을 변화시

키고 있다. 따라서 해안침식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모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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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표사량(종단적거동)의 이동한계구역을 설정 할 필요가 있으

며, 이것을 단위표사계(littoral drift cell)라 한다. 모래는 단위표

사계내에서 해안선과 나란하게 거동 하는 것을 연안표사

(Longshore drift)라 하며 해안선과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을 안충표사(Cross-shore drift)로 구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단위표사계내에서의 모래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위표사

계내의 모래총량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단위표

사계내에서는 계절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래의 총

량을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표사계내로의 모래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모래수지(sand budget)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2 해빈단면변화조사방법

해빈변화는 해안선의 전후퇴와 해빈단면적의 변화량을 동시

에 조사하여야 한다. Fig. 1은 해안선 조사방법이다. 해안선 조

사방법은 RTK GPS를 장착하여 도보 및 이동장비에 의한 방법

이 있으며, 주의할 사항은 해안선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파도가 크지 않는 날(파고, H = 0.7m 이하)을 선정하여

야 한다. 또한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위보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빈단면조사는 기준점을 설정한 후 

기준점으로부터 모래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포말대(swah 

zone)구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심 약 1.5m 이상까지 조사한다.

Fig. 1 Research system of shoreline change

2.3 포말대, 쇄파대조사 및 수심변화조사

Fig. 2는 해빈단면과 수심조사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포말대

와 쇄파대가 모래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구간으로서 사주(sand 

bar)와 호형사주(crescent bar)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하는 지역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지역은 음향측심기(echo sound)의 선정

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대수심일 경우에는 멀티 빔

(multi-beam)이나 싱글 빔(Single beam angle ≥ 5。)을 사용하

여도 문제가 없으나, 천해역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버블 

등)들로 인하여 간섭작용을 받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 따라서 이때의 수심조사는 가급적 각도가 작은(small 

angle ≤ 3。) 싱글 빔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선박의 

운행속도는 RTK GPS와 음향측심기 응답속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사주(sand bar) 및 호형사주(crescent bar)

의 크기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이

때의 조사간격은 빔의 각도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포말대

의 조사에서는 backwash zone 과  uprush zone을 정확히 구분

하며, step 지형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심변화조사는 모래이동한

계수심 및 해빈평형단면을 추출할 수 있는 EL(-)20m이상까지

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Fig. 2 Research system of beach profile and water depth

survey         

2.4 하천조사

우리나라의 표사공급원은 대부분 하천으로부터 모래가 공급

되기 때문에 하천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

다. 특히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안의 하천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천특성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하여야 한다. Fig. 3은 하천

수심조사방법에 대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동해안의 경우 태백

산맥과 동해안이 거의 맞닿아 있어 하천의 유로 경사가 매우 

급하여, 홍수 시에 많은 토사를 이동시키며, 평상시에는 거의 

건천상태이므로 유사량은 발생하지 않는 않으므로 조사 시기

는 홍수기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하천 상류지역에 저수지 및 수중보에 의하여 차단되기 

때문에 정확한 유사량을 산정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하구지역의 수심변화 및 모래톱(sand spit)의 형성과 소멸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남해안의 경우 비교적 완만

한 유로경사를 보이고 있어 하천조사의 경우 부유사(suspended 

solids)와 소류사(bed load)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홍수시의 Rating Curve를 이용하여 유사량 산정식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Fig. 3 Research system of water depth and sand material

in the river

2.5 해양조사 및 해저질 조사

Fig. 4는 파랑조사와 해빈류 조사방법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

다. 해빈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력은 파랑과 파랑작용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흐름인 해빈류(current)이다. 따라서 파

랑관측은 해빈변화조사 및 수심조사시기와 병행하여 실시해양 



하며, 파고, 파향, 연속조류와 잔차류등을 재현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측은 해빈류 관측 또한 파랑관측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흐름변화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파고와 

지속시간이 필요하다. 해빈류 조사장치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성부력에 가장 근접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쇄파 발생지

점에 투하하여야 한다. 해저질 조사는 포말대 및 쇄파대에서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져야하나, 이동한계수심(depth of 

closure)을 산정할 수 있는 수심 이상까지 채취하여야 한다.

또한 해저의 수심변화조사의 결과분석 시 급격하게 수심변

화가 발생하는 지역은 해저영상촬영을 통하여 암반 및 사질 등

의 지질상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g. 3 Research system of wave and current

 

3. 행정적 기법

3.1 모니터링 주체

  해안침식과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기술적인 노

력은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위

해서는 기술적인 기법과 함께 법 및 제도와 같은 행정적인 기

법도 필요하다. 해안침식관련 모니터링이란 해역환경의 물리적

인 변화량을 조사 및 관측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상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재산권을 행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용어

자체는 측량보다는 조사 및 관측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니터링이란 조사 및 관측결과를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안물리의 전 

과정(coastal process)을 이해할 수 있는 해안공학 전문가가 수

행해양 할 필요가 있다.

3.2 모니터링 시기

  자연해안의 경우 계절적으로 침·퇴적 양상을 보이지만 계

절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시설이나 기

후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따라

서 최근의 자연해안의 경우에도 동계와 하계를 구분하여 해안

선변화 및 해빈단면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조사 

외에 추가항목을 선정하여 년 4회 정도 실시하여, 침식방지 설

계 시 활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침식방지공사 중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침식을 방지하여야 하며, 불확

실성이 있는 침식방지설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제

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을 상대로 하는 토목건설사업

은 공사전, 공사중 및 사후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3 모니터링제원

  해안은 특정지역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사용

하는 것으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

다. 침식방지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열악한 지방재

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하지만 해안 및 해양을 

상대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는 전액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사업의 인허가시 해안선 변화에 대한 복

구비를 확보하여야만 허가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3.4 모니터링활용

  해안침식방지대책수립을 위한 공법 검토 시 대부분 수치해

석에 의존한다. 하지만 수치해석의 프로그램특성상 오류를 범

하기 쉽고, 기술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안의 물리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 프로그램을 최적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 시 해

안물리의 전 과정(coastal process)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병행 

되도록 해야만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안침식대책수립에 있어서 모니터링의 기술

적 기법 및 행정적 기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연안물리조

사의 기술적 기법으로서는 해빈지형변화 및 수심조사 등에 대

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기술적 기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및 제도를 포함한 행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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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ngwon Coast has been divided into 35 littoral cells and for several littoral cell the vulnerability analysis of beach erosion is
accomplished by using seasonal shoreline monitoring data. In addition, the methodology of vulnerability analysis for both directional change of
incident waves and sea level rise is also introduced as preliminary assessment for climate change.

1. 서    론

최근 동해안에서는 연안침식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한 위

험도도 가증되고 있다. 위험도는 피해강도(consequence)와 빈도

(frequency)의 곱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강도를 기준해안

선(평균해안선)으로부터의 침식폭으로 그리고 빈도는 해안선의 

확률적 변동특성으로부터 추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 강원도권의 표사계에 대한 해안선의 계절

별 변동성 분석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방법을 소개하며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풍향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방

법도 제시한다. 여기서 취약성 분석 결과는 위험도 평가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2. DPSIR 분석 체계

본 연구에서는 Fig.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안침식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DPSIR체

계를 도입하였다. Driving Force로 인한 Pressure가 위협 요인이 

되며 pressure 강도별 빈도를 해석하는 것이 위협요인분석

(hazard analysis)이며 pressure 강도별 State의 Impact 피해강도

(consequence)를 분석하는 것이 취약성 분석(vulnerability

analysis)이고 pressure 빈도(frequency)와 impact 피해강도

(consequence)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해안선 관측 자료로부터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다. 동해안으로부터 먼 바다는 거의 유사한 파랑 입력 조

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pressure 조건에서 state인 각 해안

은 주변 지형, 수심조건, 표사특성에 따라 impact가 달라지므로 

해안선의 계절별 변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엄밀하게 취약성 

분석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안선 변동의 확률적 특성을 이용하

여 빈도를 추산할 수 있으므로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한 해안선 

침식폭인 피해강도(consequence)와 빈도(frequency)가 동시에 

얻어지므로 위협요인분석의 과정을 생략하고도 위험도 평가에 

준한 결과를 얻는다.

Fig. 2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랑장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DPSIR 체계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파랑장의 변화는 파고

/주기의 변화와 파향의 변화로 구분된다.

Fig. 1. DPSIR process and Respo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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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SIR process for beach erosion due to climate

change

3. 표사계 수립

동해안 강원도권의 해안은 Fig.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천

유역을 양양 남대천 유역, 강릉 남대천 유역, 삼척 오십천 유

역 등 7개 유역으로 구분하였고 하천유역과 시군별 행정단위

를 고려하여 사질해안은 35개의 표사계로 구분하였다. Fig. 3에 

도시된 모든 표사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취약성 분

석 방법이 적용된다.

Fig. 3 Watershed and littoral cell divisions of Gangwon coast

4. 모니터링 자료 분석

침식 모니터링 자료 중 해안선 GPS관측 자료와 해수욕장 육

역은 물론 대략 수심 20m까지 관측된 해빈단면 자료를 분석하

였다. 해안선 자료로부터 Fig. 4와 같은 원주를 fitting하는 원을 

구한 후 사질 원의 중심으로부터 해안선의 중앙을 향하는 방향

을 주파향으로 추정하였다. Fig. 5는 동해안의 사질 해안에 대한 

주파향 해석 결과이다. 동해에서의  주 입사 파향이 **임을 알수 

있다. 해안 길이가 작을수록 주 파향선으로부터 좀 더 많이 분

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A GUI program for determining a main wave direction

from shoreline data

Fig. 5 Main incident wave angles for Donghae Coast

해빈단면 자료는 Fig. 5과 같이 내빈, 전빈, 외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빈은 쇄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단면 변동량이 작

은 곳으로 이 해역의 자료를 fitting 하여 해수면과 만나는 곳

(fig. 5의 So)은 파도의 영향이 없다면 형성될 해안선의 위치가 

될 것이다. 또한 해수면이 상승하여도 이런 fitting curve는 파랑 

조건의 변화가 크지 않는 한 해수면을 기준으로 유지된다고 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새로운 So는 상승된 

해수면을 기준으로 지금의 외빈과 fitting 하는 곡선과 만나는 

점 So‘이 될 것이다.

Fig. 6. Beach profile analysis



5. 취약성 분석

표사계의 침식 취약성 분석은 파랑과 같은 pressure 강도

(intensity)별 표사계의 침식 폭(consequence)을 분석하는 것이나 

파랑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외해 조건이 강원도권 동해에 동

일하게 pressure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지 해안선 모

니터링 결과로부터 침식 변동성이 크다면 취약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취약성을 평가한다.

Fig. 7과 같이 해안선의 변동 특성이 Gaussian 분포를 잘 따르

고 있으므로 그 분산 값을 산정하여 취약성 지표로 삼는다.

해안선의 계절별 자료가 Gaussian 분포를 따르다고 가정하여 

30년 빈도의 최대침식한계선을 Fig.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속초,

경포, 후정 해수욕장에 대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 선을 통하여 

현재의 해빈폭에 비하여 일정 값 이상의 큰 침식 결과를 낳는 

곳은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해안으로 결정될 수 있다.

Fig. 7. Comparison of seasonal beach variation with Gaussian

distribution

Fig. 8. Maximum beach erosion limit of 30 year frequency

(confidence level); a) Sokcho, b) Kyeongpo, and c) Hujeong

침식폭이 xc가 될 위험도는 식 (1)과 같으며 침식폭이 xc보다 클 

위험도를 평가하면 식 (2)와 같다. 여기서 xc는 사질해안의 육역 경

계로서 해안도로나 임해시설 등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의 

침식위험도를 식 (2)로부터 산정하며 xc가 현재의 해안선과 가까울

수록 위험도가 커지고 그 해안의 변동 분산성(variance)이 클수록 

커지게 된다. 만약 해안도로나 임해시설이 없고 사구가 넓게 발달

하였다면 그 위험도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Fig. 9. A concept diagram of risk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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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언급한 미래 파향변화와 해수면 변화에 따른 연안 

침식의 취약성 분석은 파향의 변화에 따른 각 표사계의 최대 

침식폭의 산정으로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각 표사계의 

외빈 해안선의 후퇴 폭으로 결정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해 강원도권의 해안에 대한 표사계 구분을 

실시하였고 각 표사계에 대한 계절별 해안선 변동 분석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풍

향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방법도 제시하였

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

발] 연구과제(KIMST Proj. NO: 201323)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

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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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양플란트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해양플란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과거 지난 10년간 

해양플란트에 대한 노력이 여러 결실로 모아져 학교에서는 이미 석사과정이 만들어져 운영도 되

고 있고, 연구과제도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기획

사업이 해양플란트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련된 많은 관심과 이슈를 한 자리에 모여 고민하며 논의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이번 해양과학기술협의회의 기획세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내용은 아래 

발표순서와 제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만, 주로 두 개의 세션에서, 첫 번

째는 교육 및 연구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산학 활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세션

마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함께 구성 하였사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참가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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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란트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현황 <기획 세션: 해양공학회> 

  

기획 세션 I:  해양플란트 교육 연구 활동: 좌장 양영순 교수 

1. Floater 이종현 교수 경상대학교 Oil & Gas 기반 Floater 컨셉 기초설계 

2 Topside 임영섭 교수 서울대학교 해양플랜트 탑사이드 설계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3. Subsea 장광필 수석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Topside-Subsea Interface 설계방안 

4. EDRC 유 준 교수 부경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소개 

5. 패널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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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2

Future Area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Ocean plant engineering 

Underwater technology 

Ocean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Port and coastal engineering 

Ocean systems modeling and simulation 

Ocean systems management

6 Areas of Focu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4

Faculty members in Tenure Track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Invited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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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fessor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KOTC (KAIST Ocean Technolog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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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able Nuclear Power Plant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 Turbine Height = 85.1 m  
- Max. Diameter = 76m  
- Wind Speed = 7.5 m/s  
- Straight or helical blades 
- COE = 0.069 USD/kWh Monopile Jacket ? Tripod 

   Wind Power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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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Fuelled Shipping: Prismatic LNG Storage Tank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LNG-Fuelled Shipping: Prismatic LNG Storage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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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E Engine

BOG Return Line

Vaporizer Fuel Gas Heater

BOG Bleeding Line
Generator Engine

BOG Heater

Mini-
Vaporizer 2

Booster 1 Booster 2Mini-
Vaporizer 1

Fuel LNG Storage Tank

Heater and Valves without pumps 
More Reliable, Economic, Simple 
Repairable onboard 

   LNG-Fuelled Shipping: Pump-free boosters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LNG Carrier                            LNG-BT                          LNG-BS 
                                          (Bunkering Terminal)   (Bunkering Shuttle) 

   LNG-Fuelled Shipping: LNG Bunkering Terminal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Large-scale seabed storage and subsea system 

Ocean Systems Engineering 
Prof. Daejun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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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션 II: 해양플란트 산학 협력 현황: 좌장 김용환 교수 

1. 조선협회 황태근 팀장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방안(사례중심) 

2. KAIST 장대준 교수 해양시스템 공학과의 해양플랜트 산학협력 연구 및 활동 

3. 부경대 김동준 교수 해양플랜트 Topside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 방안 

4. KRISO 성홍근 부장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을 위한 미래과제: KRISO 의 역할을 

중심으로 

5. 패널 참가자: 

 

 

 

 

 

 

 

 

 

 

 

 

 

 

 

 

 

 



Technology Developments in the Upstream 
Petroleum Sector

Session  - Introduction 

• Upstream development drivers
• Technology Drivers
• Innovation
• Subsurface and drilling innovations
• Subsea processing
• Floating Production and Liquefied Natural Gas systems



Upstream Development Drivers

• The majority of oil companies today are focusing on maximizing the 
recovery factor (RF) from their oilfields as well as maintaining an 
economic oil rate. This is becaus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discover new oilfields. 

• Most of the sedimentary basins that might contain oil have already been 
explored and new discoveries tend to be small. 

• Those basins that remain unexplored are in remote and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of the world (e.g. the Arctic and the Antarctic). 

• There are significant volumes to be exploited of unconventional 
hydrocarbons, heavy oils, oil shales, shale gas and gas hydrates, many 
of the technologies for exploiting these resources are either very energy 
intensive, politically or environmentally sensitive 

Technology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successful technology requires the 
confluence of three areas of expertise: 

•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likely to be 
solv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 Expertise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details behind the 
new technology, as well as the infrastructure for moving 
from scientific principles to practical application 

• The business acumen required to secure funding, develop 
products and services, and create markets.” 



Upstream Technology Development Drivers

• Access to new reserves and reservoirs
• Increase recoverable reserves
• Advanced technology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resources

in remote and environmentally sensitive locations such as the
Arctic

• Digital oilfields having better information real time and control 
over production and reservoir drainage

• Reduced drilling costs, improved efficiency of operations, 
minimising hole damage & better pressure management

• Develop deepwater fields more cost effectively especially in 
deep and Ultra-deep waters

• Higher equipment reliability.

Technology Innovation

What Drives Innovation?

•In general, innovation relates to the 
application of new ideas, products, or 
techniques. In oil fields, it pertains to 
anything that extends our ability to 
access resources that are harder to 
reach, or to do so more efficiently, 
effectively, cleanly, and safely. [INTEK]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the
hallmark of the petroleum industry from
its earliest days.



Investments in Technology, R & D

• “Investments in R&D can:             
(i) foment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technological industry;    
(ii) enable the increase of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in 
the global market;                      
(iii) indirectly or directly result in 
improved technical and upper-level 
education; and          
(iv) enable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entities and private investor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Petrobras]

Source image: Total’s Dalia field Angola

© JMCE

Advances in seismic methods

• North Sea exploration initially 

depended on 2D seismic 

• 3D seismic has revolutionized 

exploration

• 4D seismic is used for ongoing 

reservoir management

Other advances in:

Data Collection (onboard ship)

Data Processing 

Interpretation (workstation)



Well Control Innovations – 20,000 psi BOP, 15000 psi 
XMT and all-electric subsea XMT

© JMCE

© JMCE

Role of Technology is to …

• Allow industry to go forward
• Improve performance
• Overcome technical limits
• Be an accelerator
• Enable innovation.



© JMCE

Proven versus Novel Technology 
Proven Technology…

implies substantiation by test, trial, 
modelling, Field evaluation and work 

experience.

It also implies that TIME is 
needed, but for how long?

The trade-off is…
How to reduce time for introduc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while keeping 
risks low?

.

Technology stages

• Incremental performance improvements

• Step change  technologies

• Enabling Technologies

• Game changer technologies

© JMCE



© JMCE

Game Changers – 4D Seismic/Visualization Technology

© JMCE

Performance improvers & cost reducers

• Intelligent pipeline pigs
• Intelligent drill bits
• Intelligent completions
• Electric submersible pumps
• Improved hydrocyclones 
• Subsea pigging
• Downhole drilling motors



© JMCE

Underbalanced Drilling

Images: Leading Edge Advantage & Kip Pratt ,Shell

Innovative SPAR and TLP Designs

© JMCE
Source: Sea Star TLP© Atlantia Corp.



Longer subsea Tie backs- aiming for 200 kms

© JMCE

© JMCE

Enabling Technologies …

• Top Drive System
• Rotary Steerable Motors
• Pressure Measurements 
while Drilling (PWD)

• 3D & 4D seismic 
• Managed Pressure Drilling
• Casing while drilling (CWD) 
• 6th generation drilling rig 

Image: ConocoPhillips

The sixth-generation semi-submersible CNOOC 981 is seen in the South China Sea, 320 
kilometers southeast of Hong Kong. This is the first deep-water drilling rig developed in 
China. It will begin operations tomorrow in a sea area at a water depth of 1,500 meters,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CNOOC) said Monday. Photo: Xinhua



© JMCE

Riserless Drilling

Conventional riser drilling Subsea mudlift drilling

Images: SMD- Hydril

© JMCE

Subsea well fluid processing



© JMCE

Why consider subsea fluid processing?

Subsea separation and gas compression

© JMCESource: Aker Solutions



© JMCE

Game Changers – Continuous Circulation System

Image: Maris International

© JMCE

The Deepwater Future - Seabed Located Drilling?

Maris’ Seabed Drilling Rig (SDR)Saipem’s CTD Rig

Images: Saipem & Maris International



© JMCE

Game-Changers – multi-phase seabed located pumps 
and subsea separation

Multi-phase pump Subsea separation system

Images: Petrobras

Floating LNG production systems

© JMCE

• Floating Regas units [FSRU]

• Floating GTL vessels [FGTL]

• Floating CNG vessels [FCNG]

• Floating LNG vessels [FLNG]

Source: Shell Prelude FLNG



Offshore Oil&Gas Research Center

Projects Introduction

Model Test of Main Component of DPV 
Research of semi-physical simulation System 

Based On Deep water Emergency Maintenance 



Model Test of Main Component of DPV 



Model Test Program of J-lay SystemModel Test Program of J-lay System

Main programs:
1.Simulation of pipe-
laying procedure
2.Simulation of pipeline
A&R procedure
3.Simulation of PLET
installation procedure
4.Mechanical analysis of
pipe-laying process

Model Test Program of J-lay SystemModel Test Program of J-lay System

Simulation of pipe-laying procedures Simulation of PLET installation procedure

Simulation of pipeline A&R procedures Mechanical analysis of pipe-laying process



Research of semi-physical simulation 
System Based On Deep water 

Emergency Maintenance 

Deep water emergency maintenance 

method

Simulation of Marine structure motion 

based on the hydrodynamic 

Typical case rehearsal and training 

simulation

Training evaluation 



Contents
suction assisted installation (Figure1)
Bearing capacity of embedded suction 
anchors in clay and sand (figure2)
comparison of the penetration 
behaviour of spudcans and Suction 
Anchors (Figure3 Figure4)
Design procedures for installation of 
suction anchors in clay and other soils

Figure1

Figure4 Figure3 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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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Major Project
Major Equipment and Related Technology of Deepwater

Engineering
The Manufacturing & Test Equipment and Technology 

Research of Subsea Production Facilities 

1.1.3  

2.1.1  

2.2     



1. Production  fluid crude oil
2. Type horizontal tree
3. Guide way guidelineless
4. Oil extraction method electric
submersible pump
5. Design life 20 years
6. design water depth 1500m
7. Pressure rating 10000psi(69MPa)
8. Control pressure high pressure10000psi

control SCSSV ,
low pressure 5000psi

9. Production channel aperture 4-1/16“
10. Temperature rating U -18~121
11. Material rating HH

Design  reference standards API ISO and GB

Subsea Horizontal tree



Main structure parts tree
cap

plug

tubing

hanger

Isolation
sleeve

connector

SCM

tree framework

Control system of subsea tree 
Subsea tree control system is the core of the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 is
the core of subsea tree operation.

Subsea tree control installation part depends on the operating, function and underwate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s. Typical subsea tree equipment include: underwater control module
(SCM or control box), pressure and temperature sensors, nozzle position indicator, sand, erosion
tester, downhole measurement scale interface, connecting plate and stop position of hydraulic and
electric cross dock .



Due to the impurities of oil and gas(such as wax, sand, etc) after submarine pipelines 
are in operation for a period of time , the sediment caused by impurities will attach to the 
pipe wall. These deposits either increase  fluid resistance in the transmission process, or can 
reduce the effective area ,resulting in inefficient transportation. So it is important to clean 
the pipelines.

Pipeline cleaning technology consists of surface pig launching, round-trip pigging, 
subsea pig launching.

Surface pig launching Round-trip pigging Subsea pig launching



Subsea Manifolds Connector

important  connection  equipment for
subsea production facilities .
used for interconnection such as x-mas
tree and subsea manifolds Pipeline
End Terminal (PLET) and Pipeline 
End Manifold (PLEM) subsea
pipelines and PLET.
supported by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Major Project 
(2011ZX05026-003-02).
researched and developed by CNOOC 
Research institution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 (Beijing) and RG PETRO
-MACHINERY (GROUP) CO. LTD. 
used in 1500m water depth , working 
pressure Pout=15MPa Pin=34.5MPa.

6’’  Collet Vertical Connector(CVC) 



Pipeline Design

• Route Selection
• Hydraulic Analysis
• Pipeline Mechanical Design
• Pipeline Stability Design
• Pipeline Expansion Analysis

• Upheaval Buckling Analysis
• Pipeline Span Analysis
• Cathodic Protection Design
• Shore Approach Design
•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

Mechanical Analysis

A suitable mechanical model of subsea pipeline for theoretical analysis will be built. Then a 
set of algorithm will be compiled with the model for analyzing the stress of pipeline in the 
process of laying. 

Bottom-tow Installation Guide

Base on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the Abu Dhabi Crude Oil Pipeline installation, 
summarize and compile a set of gudie of bottom-tow installation method.



1.The theoretical analysis 1 The empirical formulation calculation and FEA for 
dropped ship anchor depth 2 The impact energy of dropped ship anchor and the 
energy absorptive capacity of soil protection layer . 3 The stress state and 
deformation of submarine cables under the residual energy.
2.The model test : 1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opped ship anchor
depth and parameters like the depth of water, soil conditions, anchor shape, anchor 
weight 2 The stress state and deformation of submarine cables under the action 
of impact energy  in different burial dep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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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 SITI NORFAIZAH RAZALI, MOHD ZAIDI JAAFAR 

Semester : 2 2012/2013 

Synopsis
The course presents fundamental principle of safety and risk assessment in petroleum engineering. In particular, 
it emphasizes on safety legislations, inherent safety design concept, methods of hazard identification, chemical 
health risk assessment and various methods of risk assessments. The course also covers health and 
environment issues related to petroleum engineering. At the end of this cours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appreciat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petroleum 
engineering. Students should also be able to use the techniques of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etroleum engineering projects.

This work, SKM 4353 SAFETY IN PETROLUEM ENGINEERING by SITI 
NORFAIZAH RAZALI and MOHD ZAIDI JAAFAR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3.0 Unported License. Based 
on a work at ocw.utm.my.

1 INTRODUCTION 
Introduction to Oil Field Safety  
Case Study of Piper Alpha Accident 
Safety and Human Error 
 
 

 Introduction to Oil Field Safety

 Safety and Human Error

 Piper Alpha Case Study

2 SAFETY LEGISLATION IN MALAYSIA 
OSHA 1994 and other relevant Acts 

 Chapter 2 - Safety Legislation in Malaysia

3 HAZARD IDENTIFICATION

Hazards in petroleum engineering activities using Job Safety Analysis (JSA) and HAZOP •
Site preparation, drilling, well completion•
Servicing, workover, maintenance, plug & abandonment•

 Chapter 3 - Hazard Identification

4 RISK ASSESSMENT

<!--[if !supportLists]-->Overview of Risk Assessment Methods•
Event Tree Analysis (ETA) <!--[if !supportLists]-->•
Fault Tree Analysis (FTA) •

HIRARC•
 Chapter 4 - Risk Assessment

5 HAZARD ABATEMENT 
 Chapter 5 - Hazard Abatement

6 OCCUPATIONAL HEALTH & DISEASES 

Effect of Chemical•
Radiation•
Noise•
Ergonomics (back and spinal, hand, wrist, shoulder) •

Global Search

Search Moodle

Go!

1 / 2Course: SKM4353 SAFETY IN PETROLEU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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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6 - Occupational Health and Diseases

7 ENVIRONMENT SUSTAINABILITY 
 

GreenHouse Gases•
Air Pollution•
Produced Water•
Wastewater Management •
Solid Management•
Oil spill •

 Chapter 7-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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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 NORZITA BINTI NGADI 
MOHAMMAD FADIL BIN ABDUL WAHAB 

Semester : Semester 1 2011/12 

Synopsis : 

This work, SKF4163 Safety in Process Plant Design by Norzita Binti Ngadi and Mohammad Fadil bin Abdul 
Wahab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3.0 Unported 
License 

1
INTRODUCTION TO SAFETY AND HEALTH AT WORKPLACE 

- Putting safety into perspective 

- Case History: Flixborough, Bhopal, Seveso, Chernobyl 

- Concept of Risk and Risk Ranking 

- Risk Acceptance and ALARP Concept 

- Safety and Human Factor 

- Inherent Safety

Layers of Protection in Process Plant•
Introduction to safety relief system •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demonstrate clear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t terms and the current issues on process safety.•

 INTRODUCTION TO SAFETY & HEALTH AT WORKPLACE

 INHERENT SAFETY

2
SAFETY LEGISTRATION IN MALAYSIA 

-Safety Legislation in Malaysia such as FMA, OSHA and all their regulations 

-OSH management system.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n safety legislations in Malaysia •

Develop understanding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crease awar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ssue in Malaysia•
Understand important item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INTRODUCTION TO SAFETY LEGISLATIONS IN MALAYSIA

3
HAZARD IDENTIFICATION 

- Overview of hazard Identification Methods 

-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HAZOP) 

- Fires, Explosion and Toxic Releas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Identify variety of hazard identification methods •

1 / 2Course: SKF4163 KESELAMATAN REKABENTUK LOJI (SAFETY IN PROCES...

2013-11-21http://ocw.utm.my/course/view.php?id=98



Apply these methods in identifying hazards such as fires, explosion and toxic release in chemical plant. •

 FIRE, EXPLOSION AND TOXIC RELEASE

 HAZARD IDENTIFICATION & HAZOP

4
INDUSTRIAL HYGIENE

- Toxicology 

- MSDS 

- Evaluation of Exposure (Dust, Noise, Toxic Vapours) 

- Chemical Health Risk Assessment (CHRA)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oxicology •

Understand the content of MSDS •

Evaluate exposure to hazards•
Perform CHRA for hazardous chemical•

 TOXICOLOGY

 INDUSTRIAL HYGIENE

 INTRODUCTION TO Chemical Health Risk Assessment

5 RISK ASSESSMENT 

- Overview of Risk Assessment Methods 

- Qualitative Risk Assessment 

- Frequency analysis: ETA and FTA 

- Consequence Analysis: Dispersion, Fire and Explosion 

- Individual and Societal Risk 

- Risk Tolerability

It is expected tha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sk assessment •

Identify methods available in conducting risk assessment •

Perform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Layers of protection analysis (L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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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환경부품소재 연구기반구축 및 인증시스템구축
윤한기*․백운봉**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표준연구원

Constr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and Extreme Environment 

Component Materials Research Center 

Han-Ki Yoon* Woon Bong Beak**

*Mechanical Engineering, Dong-eui Universuty, Busan, Korea.

** KRISS, Deajeoun ,Korea

KEY WORDS: Materials of extreme environment evaluation technology, Fusion Material, Nuclear materials,

ABSTRACT: We suggested painted coating characteristics of aluminum sheet by various sending condition. Painted coating is used to protect
the surface of the blocks from the interior and exterior. It is also used to enhance the value of automobiles and ship materials. This process
makes the materials surface for protection and elegance. Although analysis of roughness and critical scratch load of painted coating is important,
the effects of this material have not been much progresse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painted coating in the other conditions of the
polished aluminum sheet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both various conditions and initial roughness values were almost similar to final after
painted coating.

1. 서론 및 필요성

극한환경부품소재 연구개발의 필요성) 전세계 극한환경의 에

너지 부품소재의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궁

극적 해법, 핵융합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및 해양 플랜트 소

재의 개발 필요성 증대, 극한환경부품소재의 분류는 다음표와

같다.

부품소재기술은 모든 산업의 선행 기술로서, 한 국가의 연구

-산업-시장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정보ž통신, 에너지,

항공우주, 해양수산 등의 산업이 첨단화 될수록 고성능 및 신

기능을 갖춘 신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세계의 부품ž소재 산업은 국제 경쟁의 격화에 따라 과거

다수 기업에 의한 연구, 생산 및 경쟁하는 체제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소수 독점 기업간의 상호협력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 선도기업들은 연구 및 기술 개발, 제품 생산, 판

매 등 전 영역에 걸쳐 국제화(글로벌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교신저자 윤한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051-890-1642, hkyoon@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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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및 산업동향

2-1.극한환경 부품소재 평가기술 산업동향

국내 극저온 기자재(밸브류)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시장에서 10% 이하이며, 대부분의 시장을 유럽에 위치한 전문

생산업체들인 외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음. 국외시장은 이보다

더 열악함. 극저온 기자재(밸브류) 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미비 Ball 제작기술(열세), 극저온 Sealing(열세), 제어시스템(미

흡), 극저온 소재(열세), 표면처리 가공기술(대등)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소형시편에 의한 기계적 성질의 평

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 됨

대부분의 연구는 소형 펀치(SP) 실험에 의한 하중과 변위 데

이터를 해석하여 인장강도, 연성 혹은 파괴인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얻기 위한 시도로 수행됨

국내의 경우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한 “화력발전 소재의 재료

물성 정보은행구축” 사업과 재료연구소에서 개발중인 “금속소

재 정보은행 구축” 사업에서 상호 비교 숙련도 및 국제 비교

를 수행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실적이 있음

2-2.핵융합연구 및 산업 기술동향

1970~1980년대 :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소형 토카막

연구

서울대(SNUT-79), 원자력(연)(KT-1), KAIST(KAIST-T), 기초과

학지원연구원(한빛) 등 기초과학 수준의 연구수행

1990년대 : 선진국 기술 추격을 위한 대형 토카막 장치건설

추진

1995년 12월 초전도 토카막(KSTAR)의 건설을 목표로 국가

핵융합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3,090억원

을 투입하여 KSTAR 건설

2000년대 : ITER 프로젝트 참여 및 KSTAR 본격가동

2003년 ITER 사업 공식 참여 결정으로 국제 핵융합기술개발

주류에 진입

2005년 12월 국가 핵융합에너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8년 6월 KSTAR 최초 플라즈마에 성공하여 핵융합 과학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

2-3. 원자력산업 기술동향

국내 전력수급계획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는 2020년까지 11

기, 2021~2030년에 9기, 2031~2060년에 최대 27기가 추가적으

로 건설될 것으로 전망됨

2030년 이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한

해외수출은 이미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4기를 포

함하여 최대 29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60년까지는 추가

적으로 최대 15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해외에 건설하여 상업운

전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위와 같은 국제 원

자력 관련기구의 전망대로 전 세계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

진한다면 2060년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최대 47기, 해외 최대

184기를 합하여 최대 23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차세대 원전 구조재료에 대한 개발은 원자력연구원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온빔을 이용한 조사 손상

연구는 미약함

2-4. 해양플랜트산업 기술동향

2008년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총 66.5억 톤으

로 전년대비 0.9% 증가

석유와 가스를 합한 에너지 소비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에

너지 소비증가율은 크게 둔화됨

현재 석유는 약 41년치, 가스는 61년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각각 1.0%와 1.8%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음

IHS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석유의 잔존 매장량 중 해양

석유가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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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ill provide a content of high temperature evaluation technology of extreme environment plant component and
materials. Firstly, we will present the equipment construction of high and low temperature environmental systems and the technology
evaluation. The contents will lead to improve insights and understandings of the scopes. Finally, the role and importance of small
specimen test technology (SSTT) has been presented. SSTT will be an integral part of fusion materials development and other extreme
environment fields.

1. 서 론

극한환경 플랜트 부품 및 소재의 평가 기술은 전세계 극한

환경의 에너지 부품 소재의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궁극적 해법, 핵융합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및 해양

플랜트 소재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그들의 평가 기

술 또한 필요로 하게 된다. 극한환경이란 학자들마다 서로 다

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과학기술적인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널은 의미로 극한환경이라 함은 온

도, 열유동, 입자유동, 압력, 전자기장, 물리화학적 환경, 기계

적 하중 등이 극한적으로 가해지거나 변하는 환경조건을 말하

고 있다. 이러한 극한조건이 재료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며, 다

양한 극한환경에 노출될 경우 재료의 내구성 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극한환경부품소재는 Table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출처:극한환경소재 기획(KIMS)>.

극한환경부품소재는 군사용, 에너지용 및 우주용 등으로 개

발을 시작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의 국가연구소 및

연관 업체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비밀리에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이 어렵

고 선진국가의 기술격차도 크며, 특히 신뢰성 평가를 위한 기

교신저자 김선진: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051-629-6163, sjkim@pknu.ac.kr

반 시설이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극가적인 연구개발 프로젝

트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극한환경 부품소재 평가 기술을 요약하면 초고온, 극저온 환

경평가 장비구축 및 평가기술, 소형 시편 신뢰성평가 기술, 극

환환경부품소재 인증시스템 구축, 이온빔 In-Site 조사평가 설

비, 핵융합 중성자 조사시험 설비 등으로 나룰 수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extreme environme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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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섹션에서는 초고온/극저온 환경평가 장비구축 및 평

가기술 그리고 소형 시편 신뢰성평가 기술에 국한하여 보고하

고자 한다.

2. 초고온/극저온 환경평가 장비 구축 및 평가기술

2-1.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

초고온 환경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고온 크리프 시험장치, 응력이완 시험장치, 저주기 피

로시험장치, 고온 크리프 균열성장 시험 장치를 구축하여 국내

연구 기반 infra를 구축. 핵융합로용 TBM (Test Blanket Module)

구조재 및 초고온 원자력 구조재는 600℃ 이상의 초고온에서

변형률이 시간-의존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생산에 장시

간이 소요되고, 정확한 물성 측정 및 평가 방법에 있어서 난이

도가 높고, 평가 및 결과 해석에서의 많은 경험과 know-how가

요구된다. 핵융합로용 TBM 및 초고온 원자력 구조재의 고온

특성을 평가하고, 고온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데이터를

생산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극저온 기자재 성능평가 기술개발 및 장비를 구축하여 극저

온 재료의 강도 및 연성에 대한 온도 및 변형률 속도 의존 경

향성 파악, 변형률 경화 속도 및 변형률 속도 민감도를 통해

재료의 복잡한 비선형 거동을 분석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핵융합용 TBM 구조 재료 및 원자력 초고온 재료들을 평가

하기 위한 초고온 시험 장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 중공

업, 국내 일부 대학 (KAIST, 성균관대)에서 소규모로 있으나

전반적인 연구 infra는 매우 취약하므로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

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경우 원자력 (고속

로, 초고온가스로) 및 화력 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한 고온 설계

코드 가 만들어져 있으며 (미국의 ASME code, 프랑스의

RCC-MR code, 영국의 R5/R6, 일본 BDS, JMSE code), 이들 각

국은 부족한 재료 물성 데이터 생산 및 고온 평가 기술을 개

발하여 고온 설계코드를 계속 보완하고 있으며, 설계코드의 경

제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향후 개발될 핵융합 실증로 및 제4세대 원자력

실증로의 구조 해석 및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온 물성 데

이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

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고온 해석 및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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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로용 TBM 구조재는 저방사화 FM강이 유력하며,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된 저방사화 FM강으로는

일본의 F82H, 유럽의 Eurofer 및 미국의 ORNL 3971 등이며,

이외 ODS FM강, V-합금 (V-4Cr-4Ti)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초고온 소재는 Gr. 91 강, Alloy 617, Haynes 230,

Hastelloy-X 강이 유력한 후보소재이며, 이들 재료에 대하여 각

선진국은 고온 설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료 물성데이터를 생

산 구축하고 있으며, Alloy 617의 경우 ASME draft code를 만

들기 위하여 Gen-IV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국제 공동연구로 진

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원자력 발전용 재료는 원자력연구원, 화력 발전

용 재료는 두산 중공업에서 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

료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그러나 실제 실증로나 상

용로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코드에 사용하기 위한 재료 물성

데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신뢰성 공학에 근거한 데이터

처리 방법 및 해석 기술에 대한 연구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2-3. 기술개발의 도전 과제

장비구축측면에서의 초고온 시험 기술은 상온시험과 달리

매우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시험 장

비는 장시간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고온 전기로,

정밀 extensometer, data acquisition)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피로나 크리프 균열성장 시험은 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높고, 시험 데이터의 처리 및 해석에서도 여러 요인으로 오차

를 발생시킬 수 있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장비 구축에서부터

최종 결과 값을 도출하는데 까지 많은 시간과 극복해야할 일

들이 많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고 분야이다.

평가기술측면에서는 기존 고온 파괴역학의 결정론적인 방법

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확률론적인 신뢰성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크리프, 피로, 균열성장 수명을 평가 예측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R&D의 경우는 개발된 재료에 대하여 고온 특성을 단

순 비교 평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실제 고온 구조 해석

이나 설계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

온 특성 평가에서 신뢰성 개념을 도입하여 확률론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또한 향후 건설될 핵융합로 및

제4세대 원자로실증로 설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기

술 수준의 고온 물성 상수를 생산해야 될 것으로 본다.

극저온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극저온 환경평가 관련 규격

이 제한적이고, 선박 및 육상플랜트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지침은 한국선급과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장비 구축과 해외에서 인

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Fig. 1 및 Fig.

2에 고온 및 저온 실험 장치의 일례를 나타낸다.

Fig. 1 Experimental Equipments for high temperature



Fig. 2 Experimental Equipments for very low temperature

3. 소형 시편 신뢰성평가 기술

3-1.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

핵융합로(fusion reactor)는 1억℃ 이상의 고온 플라즈마가 영

하 270℃의 고자장 초전도 자석에 의해 가두어져 있는 매우

복잡한 장치이다. 사용 핵융합로를 위한 요소기술로는 설계 기

반기술, 소재 기반기술, 장치 및 계통공학 기반기술로 크게 대

별할 수 있고, 그 중 소재 기반기술을 핵융합 재료 기술과 초

전도 자석 기술로 나눌 수 있다. 핵융합 분야는 고에너지를 지

닌 중성자에 의한 영향, 초고온 플라즈마에 의한 영향 등으로

핵분열 에너지 시스템보다 더욱 가혹한 운전환경이 요구된다.

핵융합 반응로에 사용될 재료는 장시간 동안의 고온, 고에너지

중성자 조사, 부식성 환경 등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핵융합로를 구성하는 재료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플라즈마와 대면하게 될 대면 블랑켓 재료로 실제로

블랑켁 구조재 개발 여부가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속도를 결

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핵융합로는 필연적으로 운전 중 중성자

에 노출되어 radiation damage 받게 되므로 이들 구조재의 중성

자 조사특성평가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In-Site 조사시험

및 특성평가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재료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 등의 방사선에 조사되어 장시간

사용되므로 이들 조사 재료의 성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형

시편에 의한 신뢰성 평가가 중요하다.

3-2.국내외 R&D 연구 동향

중성자 조사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

형시편을 이용해야 하며, 소형 시편 시험 기술 및 평가는 극한

환경부품소재 평가기술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성자 조사손상을

실험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산모사에 의한 중성자

조사가 재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으나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IFMIF에서도 본 기술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현재 SSTT 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국

내에서는 실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축적이 전무하다. 까라서 소형시편과

표준 시험편간의 신뢰성 확보 및 SSTT 개발이 필요하다.

Fig. 3 Example of small specimen testing technology (SSTT)

Wakai 등(2011)은 IFMIF에서의 최근 소형시편 시험평가기술

(SSTT)에 대한 실험 아이템과 실험 기술에 관하여 보고하였으

며(Fig. 3), 그들에 의하면 인장, 파괴인성, 샬피 충격, 피로, 크

리프 및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ASTM, ISO 그리고 JIS 에 대한

안내와 실험 기술을 요약하고 있다. JAEA에서는 파괴인성과

피로/피로균열전파에 대한 SSTT를 연구하고 있으며 소형시편

실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차세대 원

자로 및 핵융합로 연구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SSTT 기술의 개발과 신뢰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축적이 요구된다.

3-3. 기술개발의 도전 과제

극한환경에서의 표준시편과 소형시편과의 재질의 상관관계

를 명확히 평가 시험편의 치수효과를 검증하고, 차후 중성자

조사 시험편에 대한 재료 물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이 필요함. 나아가 소형시편에 대한 물성치의 평균, 분산 뿐

아니라 확률분포를 고려한 신뢰성공학적 평가 기술 개발의 필

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Fig. 4에 SSTT 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일례로 IFMIF/EVEDA(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 (Engineering Validation and Engineering Design Activity)

에서의 SSTT 프로그램의 일례를 간단히 소개한다. 즉, 2007년

부터 시작된 SSTT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1) 소형 시험편

사이즈의 실험 데이터를 표준 사이즈 시험편에의 외삽과 피로,

파괴인성 및 균열전파에 대한 시험방법과 시험편 사이즈의 표

준화의 표준화 및 개정에 있다. Fig. 5에 각종 시험편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small specimen testing technology

(SSTT)



Fig. 5 The shape and size of specimens

[by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417 (2011) 1325-1330]

4. 맺음말   

핵융합, 원자력,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도화 실현을 주도하고 

신산업 출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

력을 확충하기 위해 극한환경용 고성능 첨단 부품 소재의 연

구 개발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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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itation of the giant natural gas and oil fields in the Western Arctic regions of Russia has precipitated the development of Arctic

offshore plant and shipping of LNG and oil. This has led to the demands for more superior Arctic offshore structural steel material

technology to low temperature toughness and highly sophisticated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under iceberg collision for the

safety security of low temperature environmental condition and iceberg collision of Arctic Offshore Plant. To ensure a reasonable and

reliable safety assessment of Arctic offshore structural steel, its fracture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with consideration of the impact

failure characteristics under iceberg impact loading, and reliable prediction of iceberg impact loading should be carried out using

full-scale iceberg-offshore plant with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1. 서론 및 필요성

오일 및 가스의 에너지는 전통적으로 육상이나 천해 해양에

서 생산되어 왔으나,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에너

지 소비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과 유용성 면에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오일과 가스와 같은 전통에너지의 선호는 계속될 것인 바, 고

유가 지속으로 인한 해저의 유전개발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해저의 자원 개발도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해저 약

3000깊이까지 유정을 개발이나 그릴고 극지 혹은 한냉지까지

도 유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서 극지해양플랜트

의 구조용 혹은 의장용 강재는 저온 고인성, 고강도 강재의 수

요가 생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극지 및 한냉지 환경에서 사용되는 해양플랜트

에 주목하여 필요한 강재의 특성과 유빙 충돌에 의한 구조물

의 파손과 파단의 거동해석을 통해 극지 해양플랜트의 시장

활성화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기반 능력을 갖추

고자 한다. 해양플랜트 구조용이나 의장용 강재에 대한 요구특

성 변화는 표 1과 같다.

<표1-1> 해양플랜트 강재의 요구특성 변화

항목 내용

해양플렌트의 환경변화 온대→한냉지→극지부근→극지

강재의
저온인성(CTOD) 요구

-10℃→ -20℃→ -40℃→ -60℃

구조안전성 평가
유체-구조-유빙의 연성해석
저온인성강의 소재 D/B 구축

저온 환경조건이외에 극지해양플랜트에 예상되는 충격조건으

로서의 유빙과의 충돌을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하고

신뢰성 높게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 정밀 유체-구조-유빙 연성해석 기법

을 이용하여 실선크기의 해양플랜트와 유빙을 충돌 시뮬레이

션을 구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게 충돌 상황을 구현

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파랑과 조류로 인한 유빙 충돌을 이 기

법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저온인성강재의 시편 개발시의 소재

D/B이외에 유빙 충돌에 의한 구조 안전성 평가 시의 소재 D/B

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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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극한환경 센서 소재 개발 및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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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ber optic sensors have several advantages such as small size, easy to multiplex, immunity to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resistance to harsh environments, etc. Although developed initially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fiber Bragg gratings(FBG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in sensing applications and are enjoying widespread acceptance and use. This paper will present an introduction of FBG
sensor technology and our research activities concerned with FBG sensor for offshore and extreme environments.

1. 서    론

광섬유 센서는 광섬유 내에서 진행하는 빛의 파장, 세기 및 

위상변화 등을 분석하여 변형률이나 온도 등과 같은 외부 물리

량을 계측하는 센서로서, 내구성이 우수하여 대상물의 장기 계

측이 가능하고, 전자기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계측결과

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우수하다. 또한, 복합재료에 내장 가능하

며, 방폭 및 내부식성이 뛰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중 광섬유 브래그 격자(FBG: Fiber Bragg Grating)

센서는 양산이 쉽고 파장 분할에 의한 센서 다중화가 용이하며,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여 교량, 터널, 철도 등 국가 인프라 구조

물들의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센서로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FBG 센서는 대형 선박의 선체응력감시시스템, 극지탐험선이나 

쇄빙유조선의 Ice load monitoring system 및 해상구조물의 구

조건전성 모니터링 등 조선해양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항

공우주, 에너지, 원자력 등 적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열악한 환경에서의 센서 소자로서 FBG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온, 고압, 부식 및 강한 EMI 등 열악한 환경에 노

출되는 발전시설, 가스터빈, 연소실, 금속 및 유리 제조 산업 등

과 같은 분야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온도 측정은 안전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용 및 제어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기식 온도계 및 acoustic pyrometer등과 같은 기

존방식의 고온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FBG 온도 센서는 이

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BG의 이론적 배경과 조선해양 및 원자력발전 

분야 응용 사례를 소개하고, FBG를 고온 열처리하여 제작한 재

생성(regenerated) FBG의 극한환경용 센서로의 응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광섬유 브래그 격자

2.1 FBG 센서의 동작원리

광섬유 코어에 광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르마늄(Ge), 보론

(B) 등과 같은 물질을 도핑하거나 수소로딩과 같은 공정 후 강

한 자외선을 조사하면, 광섬유의 굴절률이 변화된다. FBG는 이

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광섬유 코어의 굴절률을 주기적으로 변조

시켜 제작한다. 기본적으로 FBG는 협대역 파장반사 필터의 특

성을 나타내며, Fig. 1에 나타낸바와 같이 광대역 광원을 광섬유

에 입사시킬 경우, 아래에 주어진 식 (1)과 같은 위상정합조건을 

만족하는 파장 성분이 광섬유에 새겨진 격자에서 반사되고, 나

머지 파장 성분은 그대로 통과하게 된다. 이때 반사되는 파장을 

브래그 파장이라 한다.

   (1)

여기서, 는 브래그 파장이며, 는 광섬유의 유효 굴절

률, 는 제작된 격자 간격이다. 식(1)로부터 브래그 파장은 광

섬유의 유효 굴절률과 격자 간격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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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erating principle of fiber Bragg grating(FBG)

유효 굴절률과 격자 주기는 온도와 변형률의 함수이므로 FBG

에 온도나 변형을 가하면 브래그 파장이 달라진다. 이때 브래그 

파장의 변화량은 식(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광탄성 상수이며, 은 광섬유 격자에 가해진 

변형률 변화량, 는 광섬유의 온도에 따른 팽창계수이며, 는 

온도에 의한 광섬유의 굴절률 변화 그리고 는 광섬유 격자

에 가해진 온도의 변화량이다.

2.2 FBG의 제작방법

FBG의 제작에는 홀로그래픽, 점대점, 위상마스크 방법 등 다

양한 기법이 사용되며, 이들 중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광학계의 

정렬을 보다 간단히 할 수 있는 위상마스크 방법이 많이 사용된

다. 1993년 Hill 등이 고안한 위상마스크는 자외선 광이 통과할 

때 공간에 따른 위상차를 유도하여 주기적인 간섭무늬를 광섬유 

코어 내에 형성시켜주는 일종의 회절 광학 소자이다. 위상마스

크에 입사된 광은 0차, ±1차 그리고 고차 회절이 발생하는데, 이

때 0차 회절 효율이 아주 작도록 위상마스크를 제작한다. Fig. 2

와 같이, 위상마스크의 골의 깊이(DPM: Depth of Phase Mask)

를 조절함으로써 위상마스크에 수직으로 인가된 자외선 광의 0

차 회절을 수% 이내로 제어하고, ±1차 회절을 최대로 조절하여 

광섬유 코어에서 간섭을 일으켜 광섬유 격자가 생성되도록 하여 

FBG를 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KrF 엑시머 레이저와 위상마스

크 방법을 이용하여 FBG를 제작하였으며, Fig. 3은 FBG 제작시

스템을 보여준다.

Fig. 2. Manufacturing principles of FBGs using a            

phase mask method

Fig. 3. FBG manufacturing system

3. FBG 센서 응용

3.1 선체 응력 감지를 위한 FBG 센서 연구

선박은 중량 및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파랑외력과 같은 피

로하중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형을 받는 구조물로서, 사고가 발

생하게 되면 인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1994년 이후 

20,000 DWT 이상의 화물선에 선체응력감시시스템(Hull stress

monitoring system)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BG 센서를 HSMS에 응용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선박의 거동상태와 유사한 환경에서 센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선을 제작하고 센서를 부착한 후 수조 실

험을 통해 임의파에 대한 모형선의 응력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

형선은 벌크선을 실축하여 제작하였으며, 파랑에 의한 선체의 

인장·수축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총 4개의 블록으로 나

누어 제작한 후, 연결지그(jig)를 이용해 연결하는 형태로 제작되

었다. 모형선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는 연결지그에 부착

하였으며 수면파에 의한 선체응력을 원활히 전달받기 위하여 연

결지그의 재질을 아크릴로 선정하였다. FBG 센서의 특성 측정

과 동시에 센서의 특성 비교를 위하여 전기식 센서도 함께 부착

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4는 제작된 모형선과 실험에 사

용된 예인수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4. The photographs of the model ship and towing tank

        (a) FBG sensor               (b) strain gauge

Fig. 5. Experimental results of FBG sensors and strain       

         gauges which is imposed to water wave



        (a) FBG sensor               (b) strain gauge

Fig. 6. Strai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wave amplitude

모형선의 연결지그 양쪽 면에 FBG 센서와 전기식 센서를 각

각 부착하고 예인수조에서 수면파를 발생시킨 후 응력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센서1,

2, 3은 각각 선수부, 중앙부, 선미부의 연결지그에 부착된 센서

이다. 수면파가 모형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응력 변화가 거의 

없지만 수면파가 도달하면 서서히 압축, 인장이 계속 교대로 일

어나며 가해지는 응력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 다시 조금 감소하여 안정화된 응력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FBG 센서와 전기식 센서의 응력 특성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FBG

센서와 전기식 센서가 각각 연결지그의 반대면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6은 수면파의 파고에 따른 응력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센서 위치와 관계없이 파고의 증가에 따라 응력의 크기가 선형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부에 부착

한 2번 센서에서 응력의 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파고에 따

른 증가율도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원전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계측

원전의 격납건물은 원자로 내부의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기 위

한 중요 시설물 중의 하나로써 냉각재 유출사고 시 고압과 지진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콘크리트 건물과 

마찬가지로 격납건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동결 융해, 중성화,

강재부식, 마모, 누수, 누유 등의 환경요인에 의해 열화되므로 

합리적인 수명관리를 위해서는 변형 특성의 규명이 매우 중요하

다. 격납건물의 내부를 가압하면서 건물의 반경 및 수직 방향의 

구조적 변위와 건물 외부 콘크리트 벽의 균열 진행 상태를 측정

하고, 감압 후의 변형률 및 회복률을 측정하여 탄성적 거동을 

확인하여 시공 품질과 구조적 성능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

음을 검증하는 시험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구조적 건전성 시험

(SIT, Structural Integrity Test)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격납건물에 FBG센서 68개와 온도 보상용 

FBG 온도센서 17개를 격납 건물 외벽과 돔 상부에 설치한 후 

SIT 기간 중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7은 격납건물의 외벽 및 

돔 상부에 설치된 FBG 센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8은 

FBG 센서를 이용한 신호계측용 장비와 각 센서에서 신호가 발

생하여 계측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SIT는 7일간 진행되었

으며, Fig. 9와 Fig. 10은 각각 SIT기간 중에 격납건물에 부착된 

        (a) side wall                 (b) upper dome

Fig. 7. The photographs of the installed FBG sensors

Fig. 8. The measurement equipment and FBG sensor signals

     (a) The vertical strain      (b) The horizontal strain

Fig. 9. Strain measurements of the side wall of a nuclear    

       containment.

     (a) The vertical strain      (b) The horizontal strain

Fig. 10. Strain measurements of the upper dome of a        

         nuclear containment.

FBG 센서로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들을 분석하면 격납건물 외벽의 경우, 수평방향으로

는 내압에 대한 변형이 어느 정도 보였으나 수직 방향으로는 매

우 경미한 변형만이 발생하였다. 돔 상부의 경우, 센서의 설치 

방향과 무관하게 비슷한 특성을 보였으며, 외벽에 비해 격납건

물 내압에 대한 변형이 크게 나타났다. 변형이 가장 크게 발생

한 돔 상부의 최대 변형은 내압 18 psig에서 대략 200με정도 발

생하였다. 한편, FBG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FBG 센서 자체의 온

도 보상은 실시하였으나, 낮과 밤의 온도 차에 따른 콘크리트 

재질의 수축 팽창에 의한 추가 변형이 발생하였다.



3.3 고온 환경에 응용 가능한 regenerated FBG

자외선 조사 방식으로 제작된 일반적인 FBG의 경우, 고온 환

경에 노출되면 대역폭, 중심파장, 반사도 등의 물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최대 사용온도는 대략 45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FBG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조사방식으로 제작된 일반적인 FBG를 

고온 열처리하여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regenerated

FBG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자외선 조사방식으로 제작된 열처리 

전의 일반적인 FBG는 regenerated FBG의 종자(seed) 역할을 하

게 된다. Fig. 11과 같이, 광섬유 열처리에 적합한 튜브형 전기로

를 제작하여 regenerated FBG 제작을 위한 고온 열처리에 활용

하였다. 수소 처리한 게르마늄 첨가 광섬유에 seed FBG를 제작

한 후, 튜브형 전기로에서 980℃까지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여 

regenerated FBG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12는 수소 

처리한 게르마늄 첨가 광섬유에 형성된 FBG의 고온 열처리 시 

격자 재생성 과정을 보여준다. Fig. 12 (a)의 실선그래프는 열처

리 온도를 나타내며 점선그래프는 FBG 반사 피크값을 나타낸

다. 780℃ 부근에서부터 급격히 반사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

며, 800℃를 유지하는 구간에서 격자 소멸 및 재생성 현상이 발

생하였다. 재생된 광섬유 격자는 980℃까지 소멸되지 않았으며,

다시 온도를 상온까지 하강시켜 열처리를 종료하여도 격자가 잘 

유지되었다. Fig. 13은 제작된 regenerated FBG를 상온부터 98

0℃까지 재가열하여 온도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가 상승시키면 반사도 감소 없이 격자가 잘 유지될 뿐만 아

니라 반사파장이 장파장 쪽으로 선형이동을 보여주었다. 이때 

온도에 대한 감도는 대략 15pm/℃ 이었다.

 Fig. 11. Experimental setup for thermal annealing of FBG

  (a) Reflection peak values        (b) Reflection spectra 
Fig. 12. Grating regeneration of the FBG during the thermal  

  annealing processes

   (a) Reflection spectra     (b) Bragg wavelength vs. temp. 
Fig. 13. Experimental results of the regenerated FBG from   

   room temperature to 980℃

4. 맺음말

FBG 센서가 다양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적용분야도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시장에서 전기 전자식 및 기계식 센서의 대체 센서

로서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는 장벽 또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분야의 기존 기술과는 상이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 보수적 성

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기존 장비들과

의 호환성, 인증이나 표준화의 부재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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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free 고내식 코팅액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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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r-free high corrosion-resistant coating solution 무 크롬 고내식 코팅액, Salt spray test 염수분무시험, Acidic and
alkaline solution 산성 및 알칼리 용액, Adhesion 부착성

ABSTRACT: Galvanized steel has gone through a chemical process to keep it from corroding. The steel gets coated in layers of zinc
because rust won't attack this protective metal. For countless outdoor, marine, or industrial applications, galvanized steel is an essential
fabrication component. The reduction of the corrosion rate of zinc is an important topic. In the past a very popular way to reduce the
corrosion rate of zinc was the use of chemical conversion layers based on Cr+6. However, there is the important problem that the use of
chromium salts is now restricted becau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egisl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new zinc
surface treatments environmentally friendly to improve the corrosion resistance of zinc and the adhesion with the final organic protective
layer.

1. 서    론

아연도금 강판의 크로메이트 처리는 아연의 백청을 억제하

는 값싼 방청처리 방법으로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이석규 

등, 1995; The Japan Iron and Steel Federation, 2005). 아연도

금은 아연(Zn)과 철이 조합되어 아연은 부식되고, 희생 양극되

는 성질을 이용하여 철강의 부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달하였

다. 특히 선박을 포함한 해양 구조물은 염수 중에 노출되는 부

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연도금은 도금한 상태로는 

변색이 되기 쉽고 또한 지문이 묻기 쉬우며, 특히 습기가 있는 

공기 중에서는 백색반점이 생기기 쉽다. 이때 보조처리로써 크

로메이트 처리를 하면 내식성이 수배 증가하며, 광택 도금 표

면을 얻을 수 있다.

강판의 코팅 처리는 하층의 크로메이트 코팅과 상층의 수지 

코팅으로 나누며, 크롬은 내식성이 목적이고, 수지는 크롬의 

용출을 억제한다. 크로메이트 피막(Maeda and Yamamoto, 1998)

은 아연도금강판에 크롬산 이온을 함유한 부동태 피막을 만들

어 우수한 방청효과와 수지와의 접착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서 강판의 내식성과 도료와

의 밀착성을 향상시키는 크롬산은 환경 유해물질로 규제 대상

이다. 따라서 철강제조사는 Cr-free 코팅 처리(Buchheit et al,

2003)를 연구하여 가전용 박막 처리용으로 일부 제품에 적용하

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향후 모든 제품에 

Cr-free 코팅이 적용 될 것이다(JIS K 5674, 2008).. Cr-free 코

팅을 통하여 크로메이트 코팅과 동등한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무해한 무기물의 첨가가 필수적이며, 특히 나노 복합 

구조의 재료가 대체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Cr-free 코팅액

의 개발은 환경적인 관점에서 시급할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인 하이브리드 공정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저자 등은 유/무기하이브리드 코팅액을 사용

한 친환경 방청 기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김정량 등, 

2012; 남기우 등, 2011; 남기우 등, 2013; 서현수 등, 2011a; 서

현수 등, 2011b; 서현수 등, 2011c; Nam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지를 합성하여 전기아연도금강판

(EGI, electrolytic galvanized steel)과 용융아연도금강판(GI, hot 

dip galvanized steel)에 적합한 Cr-free 코팅액을 개발하는 연

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강판회사에서 생산한 두께 0.5 mm의 

EGI와 GI 강판을 사용하였다. 코팅액은 EGI 및 GI용으로 각각 

3종류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6종류의 코팅액의 조성을 Table 

1과 2에 나타낸다. 염수분무 시험편은 가장자리에 테이핑 처리

를 위하여 KS D 9502(150 x 70 x 1 mm)의 시험편 크기보다 

약간 크게 만들었다. 시험편은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한 후, 5

0℃의 액상 탈지제를 사용하여 탈지하고, 수세 후에 자국이 남

지 않도록 급속 건조하였다. 코팅은 바코터 4호(습도막 두께: 

9.14 ㎛)를 사용하였으며, 시험편을 200℃의 온도에서 80초 동

안 열처리 하였다. 이때 열처리된 코팅층의 두께 (습도막의 두

께 x 코팅액의 고형분)는 약 1.46 ㎛정도이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6종류의 용액으로 코팅한 시험편과 모재의 내식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2mL/h의 속도로 분사되는 염수분무시험기를 사용하

였다. 시험편은 연직선에 대하여 45°로 기울어지게 하였으며, 

분무실내의 온도는 35±2 ℃로 유지하면서 NaCl 5% 농도의 

중성 염수를 분무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편은 10시간 간

격으로 관찰하였으며, 140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시험편의 내식성 평가는 촬영한 사진으로 초기 백청의 발생

시간과 백청의 넓이로 판단하였다. 코팅층의 안정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산성 및 염기성 용액으로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용액 5% HCl 수용액과 5 % NaOH 수용액이다. 시험편은 

용액을 스포이드로 다섯 방울 떨어뜨린 후 1분 간격으로 용액

을 제거하여, 5분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코팅층의 부착성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부드러운 천에 적

셔 일정한 힘으로 50회 왕복운동하여 확인하였다.

Table 1 Type and ingredient of coating solution for EGI

Character

Resin

main ingredient (%) solid 

content

(wt.%)EGI-1 EGI-2 EGI-3

Distilled water
SiO2 colloid
Epoxy silane
PE (acrylic)
Wax(PE type)
Wetting(Silicon type)
Carbodiimide

36.8
 3.0
 0.5
56.5
3.0
0.2
3.0

31.8
 3.0
 0.5
60.5
 1.0
 0.2
 3.0

35.8
 3.0
 0.5
56.5
 1.0
 0.2
 3.0

16

EGI 1028-1, 2 : Wax(PE/PTFE copolymer type)

Table 2 Type and ingredient of coating solution for GI

Character

Resin

main ingredient (%) solid 

content

(wt.%)GI-1 GI-2 GI-3

Distilled water
SiO2 colloid
Organic titanium
Epoxy silane
PE (acrylic)
PUD
Wax(PE/PTFE type)
Wetting(Silicon type)
Carbodiimide

32.8
 1.0
 1.0
 0.5
60.5

1.0
0.2
3.0

44.7
 1.0
 1.0
 0.5
28.3
20.3
 1.0
 0.2
 3.0

36.3
 1.0
 1.0
 0.5
57.0

 1.0
 0.2
 3.0

16

GI 1028-2 : Wax(PE/PUD mixed type)

GI 1028-3 : PE change

3. 결과 및 고찰

6종류의 코팅액을 사용한 EGI 및 GI 강판의 염수분무 시험

의 결과를 Fig. 1에 나타낸다. EGI 및 GI 강판은 모두 백청이 

발생하고,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갈색의 녹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I강판보다 EGI강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차후 코팅액의 합성 및 실험을 통하여 개선

해야 할 점이다.

Fig. 1과 같은 염수분무 시험의 결과에서 각 코팅액에 따른 

시험편의 백청 백분율을 Fig. 2에 나타낸다. EGI가 GI보다 백

청 발생율이 많았다. 백청율은 각각 EGI-1 50.7, EGI-2 76.0, 

EGI-3 72.3%이며, GI-1 27.8, GI-2 3.24, GI-3 12.6이었다. 6종

류의 코팅액에서 GI-2가 가장 우수한 내식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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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I-3

(a)

GI-1

 

GI-2

 

GI-3

(b)

Fig. 1 Results from salt spray test. (a) EGI, (b)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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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centage of white rust depending on coating solution.

 내산성 및 내염기성에서 코팅층 안정성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낸다. EGI 및 GI 강판에서 변색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적



으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HCl 5%에서 EGI-1 용

액은 5분, EGI-2 용액은 2분에 변색이 발생하였다. 한편, GI-2 

용액은 5분에서 약간의 변색이 나타난 것 같았지만, 거의 구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NaOH 5%에서 EGI 및 GI 강판은 5분이 

지난 후에도 변색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양호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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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I-1

 

GI-2

 

GI-3

(b)
Fig. 3 Results from acidic and alkaline solution. (a) EGI, (b) GI

부드러운 천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적셔 50회 왕복하여 코

팅층의 부착성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낸다. EGI 

및 GI 강판의 코팅층은 벗겨지지 않는 양호한 부착성을 나타

내었다.

EGI-1 EGI-2 EGI-3

(a)

GI-1 GI-2 GI-3

(b)

Fig. 4 Results from adhesion test. (a) EGI, (b) GI

5. 결    론

6종류의 코팅액은 염수분무에서 모두 백청 및 적갈색의 나
타났으나, 산성 및 염기성에서는 양호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착성도 양호하였다. 그러나 염수분무에 의한 결과가 양
호하지 않으므로, 추후 코팅액의 제조 및 실험을 계속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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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동역학과 관성제거법을 이용한 레저보트 
추진시스템의 구조성능 평가

송창용⋅박우창⋅최보엽⋅이병두(목포대학교)

Structur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Propulsion System
of Leisure Boat using Multi-body Dynamics and Inertia

Relief Method

Chang Yong Song, Woo-Chang Park, Bo-Yeop Choi, 
Beong-Doo Lee(Mokpo National University)

본 논문에서는 다물체동역학(Mulit-body Dynamics, MBD) 해석과 관성제거법(Inertia Relief Method, IRM)을 기
반으로 한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30피트급 레저보트에 적용되는 추진시스템의 구성 부품에 대한 구조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레저보트의 추진시스템은 커플러, 드라이브 샤프트, 스케그 등과 같은 다수의 구성 부
품이 다양한 형태의 조인트로 연결되어 조립된다. 대부분의 선급규정에는 레저보트의 추진시스템에 대한 구조설
계 평가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시스템의 각 구성부품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진시
스템의 실제 작동상태에서 발생되는 조인트에서의 동적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시스템의 조인
트에서 발생되는 동적하중을 다물체동역학 해석으로부터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동적하중을 추진시스템의 구성부
품 별 하중조건으로 적용하였다. 각 구성부품의 구조성능 평가는 유한요소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조인트에서의 동적 하중조건과 구성부품의 중량을 이용한 관성제거법을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여 정적 구조해석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 보트 추진시스템과 같은 해양기자재의 구조성능 평가를 위하여 다물체
동역학과 관성제거법을 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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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단일형 석션 기초의 구조강도 평가

연동윤*․이창현*․장창환*․전석희*․오영태*

*대우조선해양(주) 중앙연구원 선박해양연구팀 구조연구그룹

An Assessment on the Structural Strength of
Mono Suction Pile for Subsea Structures

Dong-Yun Yeun*, Chang-Hyun Lee*, Chang-Hwan Jang*, Seock-Hee Jun* and Yeong-Tae Oh*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Seoul, Korea

KEY WORDS: Suction pile, Subsea structure, Strength analysis

ABSTRACT: 본 연구는 해저에 설치되는 장비 또는 구조물을 지반에 안전하게 고정하고, 자중 및 외부 하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지
해야 하는 단일형 석션 기초의 구조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상용 유한요소법 코드인 Abaqus의 SSI (Soil-Structure Interaction)
기법을 기반으로 지중응력 구현, 석션 기초의 설치, 수직 및 수평 하중 재하에 대한 단계별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설치부터 지반 최대 
지지력이 발현되는 조건까지 석션 기초의 응력을 계산하였다. 도출된 석션 기초의 응력은 프랑스선급 (Bureau Veritas, BV)의 허용응력 
규정을 적용하여 구조안전성을 판단하였고, 사질토와 점성토, 다양한 장경비 (L/D) 경우를 고려하여 응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
저 장비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외부 하중 (Operating load)을 적용하여 석션 기초에 발생한 응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1. 서    론

최근 심해 oil & gas 플랜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해저 장비들이 보다 고도화, 모듈화 되고 크기 및 중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 장비 또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의 설계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는 유럽, 미

국 및 호주 등의 선진 전문 업체와 기관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

는데,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건 미만의 특

허출원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해당 기술개발이 시작 단계라 

볼 수 있다.

기존의 수치해석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들이 

지반의 종류, 기초의 형상비, 하중 재하 방법 등을 달리하여 지

반-구조물 간의 연성해석을 수행한 뒤 지반의 지지력, 재하 하중

에 대한 지반의 수평 및 수직 변형 결과를 검토 하였는데, 김동

준 등은 수치해석을 통해 복합형 석션 버켓기초의 지지력을 산

출하였고, 이주형 등은 점성토와 사질토에 대해 하중 위치 별 

석션기초의 지지력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목적이 

기초 자체의 응력 분석을 통한 구조안전성 평가 보다는 지반의 

거동 분석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practical design

측면에서 지반 반력에 의한 기초의 항복, 소성 및 좌굴 등으로 

해저 장비 또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질토와 점성토에서 수평, 수직 

및 외부 하중 재하로부터 지반 지지력과 석션기초의 응력을 분석하

였고, 이를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 이하 BV)의 허용응력 기

준을 토대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였다.

2. 수치 해석

2.1 수치해석 프로그램

해저 지반과 석션 기초의 연성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용프로그램은 주로 Plaxis-3D와 Abaqus로, Plaxis-3D는 제공

하는 지반의 특성이 다양하여 토목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반 분석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반

의 안정성 검토에는 적합하지만, 기초의 강도 평가에는 적절하

지 못하다. 반면 Abaqus는 선형 및 비선형의 일반적인 유한요

소해석 기능뿐만이 아니라, Fig. 1과 같이 SSI (Soil-Structure

Interaction) 기법을 통해 지반의 소성 현상과 동시에 강구조물인 석

션 기초의 설치 및 하중 재하에 따른 단계 별 응력 검토가 가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거동 분석과 석션 기초의 구조

강도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Abaqus 6.12-2를 사용하였다.

(a) Dassault Systems (b) FUGRO

Fig. 1 Abaqus를 이용한 SSI (Soil-Structure Interaction) 해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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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해석 시나리오

다양한 조건에서의 지반 반력에 따른 석션 기초의 구조강도 

평가를 위해 Fig. 2의 네 가지 모델을 고려하였고, Table 1 및 

Table 2와 같이 수치해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지반 조건은 

사질토와 점성토가 고려되었으며 석션 기초의 장경비 (L/D)는 

1, 2, 3 및 5가 적용되었다.

Fig. 2 석션 기초 대상모델의 주요 치수 및 지반조건

Table 1 해석 시나리오

Scenario
No.

Soil Type
Suction Pile Dimension Force

DirectionL (m) D (m) Tk (m)

LC1 Sand 5 5 0.05 Horizontal

LC2 Sand 10 5 0.05 Horizontal

LC3 Sand 15 5 0.05 Horizontal

LC4 Sand 5 5 0.05 Vertical

LC5 Sand 10 5 0.05 Vertical

LC6 Sand 15 5 0.05 Vertical

LC7 Clay 5 5 0.05 Horizontal

LC8 Clay 10 5 0.05 Horizontal

LC9 Clay 15 5 0.05 Horizontal

LC10 Clay 5 5 0.05 Vertical

LC11 Clay 10 5 0.05 Vertical

LC12 Clay 15 5 0.05 Vertical

LC13 Clay 25 5 0.05 Operating

Table 2 외부 하중 

LC13 Description Loads

Fx

1000-year RP
Earthquake

Below -1000 kN

Fy Over 100 kN

Fz Over 2000 kN

Mx Below -500 kN·m

My Below -5000 kN·m

Mz Below -500 kN·m

2.3 수치해석 모델

Fig. 3에는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모델을 나타내었는데, 수평 

및 수직 하중에 대한 기초의 변형은 하중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

에 실제 3차원의 지반을 반단면만 모델링하였고, 외부 하중을 

받는 시나리오는 force와 moment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

에 전체 모델을 구성 하였다.

지반은 Mohr-Coulomb 소성 모델을 기반으로 저감적분의 3D

deformable solid 선형 연속체 요소가 사용 되었고, 특히 지반 

모델의 범위는 해석 시 측면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였다. 지반과 석션 기초가 연성되는 부분은 요소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하여, 응력 및 변형이 정도 높게 구현

이 되도록 하였다.

(a) 석션 기초 모델    (b) 지반 반단면 모델

Fig. 3 석션 기초 및 지반의 수치해석 모델

2.4 하중 및 경계 조건

해저 장비 또는 구조물은 석션 기초의 상부에 위치하게 되므

로 수평, 수직 및 외부 하중이 상판 중앙에 작용하도록 하였고,

지반 모델의 측면과 하단에는 병진 변위가 고정된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지반과 석션 기초가 접하는 부분은 surface-to-

surface contact 조건을 적용하였고, 내부 인터페이스 구역의 마

찰계수는 지반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다.

2.5 재료 물성

수치해석을 위해 사용한 지반과 석션 기초의 물성은 Table 3

과 같다. 석션 기초의 물성은 일반적인 강구조물로 그 특성이 

잘 알려져 있지만, 사질토를 비롯한 점성토의 경우는 특성이 매

우 다양하기에 지반 물성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였다.

Table 3 지반과 석션 기초의 물성

사질토

탄성계수 (E) 10 MPa

포아송 비 (v) 0.3

수중단위중량 (γsub) 8 kN/m3

내부 마찰각 30°

점성토

탄성계수 (E) 500Su kPa

포아송 비 (v) 0.49

수중단위중량 (γsub) 6 kN/m3

비배수 전단강도 (Su) 12.5 kPa

석션 기초

탄성계수 (E) 2.0E+05 MPa

포아송 비 (v) 0.3

수중단위중량 (γsub) 68 kN/m3

2.6 수치해석 절차

지반과 석션 기초의 연성해석은 다음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Fig. 4에 2단계와 4단계의 과정을 도시하였다.



✔ 1단계, 초기 응력 상태 설정: 지반 깊이별 흙의 자중에 비

례하는 수직 및 수평 응력을 초기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 2단계, 지중 응력의 평형 상태 구현: 초기 상태에서 석션 

기초가 설치될 지반을 제거하고 평형 상태를 구현하는 단계로,

접촉 경계면에 변위 구속 조건을 적용한다.

✔ 3단계, 석션 기초 설치: 석션 기초를 설치하고 주변 지반과

의 접촉 현상을 발현하는 단계로, 지반과 석션 기초의 미끄러짐 

현상이 구현된다.

✔ 4단계, 하중 재하: 석션 기초에 수직, 수평 및 외부 하중을 

재하 하는 단계로, 하중에 대한 지반 변형 거동을 구현하고 석

션 기초의 응력을 산정한다.

(a) 지중 응력의 평형 상태         (b) 하중 재하

Fig. 4 지반-구조 연성해석

3. 평가 기준

지반은 하중 재하에 대한 최대 지지력을 Fig. 5와 같이 Butler

& Hoy의 Tangent법, Davisson의 Limit Value법 및 Hansen의 

Percent법으로 산정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Tangent법을 적

용하였다.

(a) Tangent (Butler/Hoy) (b) Limit Value (Davisson)

(a) 80 Percent (Hansen) (b) 90 Percent (Hansen)

Fig. 5 지반의 최대 지지력 산정 방법

한편 석션 기초는 강구조물로 선급에서 제공하는 강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BV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응

력 규정을 구조 안전성 검토의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BV-NR-445-R02, Part B의 식 (1)과 같이 수치해석을 통해 산출

된 등가응력은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용 응력

은 식 (2)의 하중조건에 대한 허용응력 계수와 재료의 항복 또는 

인장응력으로 결정된다.

σ C ≤ σ A (1)

σ A = 1.1×α×R f (2)

여기서 σ C는 등가응력, σ A는 허용응력, α는 허용응력 계

수이고, R f는 재료의 인장강도를 1.2로 나눈 값과 항복응력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Table 4에는 하중조건에 대한 허용응력 계

수와 허용응력을 나타내었는데, 해석의 범위를 석션 기초가 지

반에 설치된 후에 하중을 받는 in-place operating, static 조건으

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허용응력 계수는 0.6으로 가정하였다.

Table 4 하중조건에 따른 허용응력

하중조건 허용응력 계수, α 허용응력, σ A

Static 0.6 0.66⨯R f

Design 0.8 0.88⨯R f

Accidental 1.0 1.10⨯R f

4. 해석 결과

각 시나리오에 대해 단계 별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지반의 최

대 지지력과 석션 기초의 등가응력을 산출하였다. 대표적으로 

Fig. 6부터 Fig. 10에 점성토에서 수평, 수직 및 외부하중에 대한 

해석결과를 도시하였다.

Fig. 6 Displacement-Reaction Force Curve (LC9)

(a) Displacement (b) Equivalent Stress

Fig. 7 수치해석 결과 (LC9)



Fig. 8 Displacement-Reaction Force Curve (LC12)

(a) Displacement (b) Equivalent Stress

Fig. 9 수치해석 결과 (LC12)

(a) Displacement (b) Equivalent Stress

Fig. 10 수치해석 결과 (LC13)

BV의 허용응력 기준에 따라 각 시나리오에 대한 석션 기초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Table 5에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5 지반 최대 지지력과 석션 기초의 구조강도 평가

Scenario
No.

Soil
capacity

(kN)

Strength evaluation
of suction pile (MPa)

Allowable Calculated Result

LC1 Below 1500 221 Below 50 Satisfied

LC2 Below 2000 221 Below 200 Satisfied

LC3 Below 3000 221 Over 250 Dissatisfied

LC4 · 221 Over 250 Dissatisfied

LC5 · 221 Over 250 Dissatisfied

LC6 · 221 Over 250 Dissatisfied

LC7 Below 1500 221 Below 50 Satisfied

LC8 Below 2500 221 Below 200 Satisfied

LC9 Below 5500 221 Over 250 Dissatisfied

LC10 Below 2000 221 Below 200 Satisfied

LC11 Below 5000 221 Below 200 Satisfied

LC12 Below 9000 221 Over 250 Dissatisfied

LC13 · 221 Below 50 Satisfie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저에 설치되는 장비 또는 구조물을 지반에 

안전하게 고정하고 자중 및 외부 하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지

해야 하는 단일형 석션 기초의 구조강도를 평가하였고, 이로부

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점성토 및 사질토에서 공히 석션 기초의 길이가 길어질수

록 지반 최대 지지력이 증가하고 기초의 응력도 증가한다.

(2) 점성토에서는 수평 및 수직 하중에 대해 일정 변위에 도달

하면 지반 지지력에 변곡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질토에서

는 수평 하중은 점성토와 유사하나,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이러

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아 최대 지지력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3) 석션 기초의 강도 평가 결과로 일부 시나리오에서 계산된 

응력이 선급 설계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기초

의 상부를 girder나 stiffener로 보강되지 않은 순수 평판구조를 

적용했고 하중의 작용점이 상부 중심의 한 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석션 기초의 강도평가 외에 피로수명

은 DNV-RP-C203, 좌굴은 DNV-RP-C201/202 등의 규정으로 추

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 Abaqus의 Lagrangian 요소를 이용한 지반-구조 연성해석

은 기초의 관입영향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거동과는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CEL (Coupled Eulerian-Lagrangian)

기법 등으로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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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인장파괴를 고려한 석션 버켓기초의 지지력 평가

윤준웅․이규열․김동준․지성현․최재형
현대건설(주) 연구개발본부 

Influence of tension cut-off on the undrained capacity of suction
bucket foundations

Youn, Jun-Ung, Lee, Kyu-Yeol, Kim, Dong-Joon, Jee, Sung-Hyun, Choi, Jaehyung

R&D Division,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Seoul, Korea

KEY WORDS: Suction bucket foundation 석션 버켓기초, Hybrid foundation 복합 기초, Resistance capacity 지지력, Numerical
modelling 수치해석

ABSTRACT: Suction bucket foundations have been widely adopted to support various offshore structures, and the response of the bucket
foundations is important for the design of offshore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tensile failure of soils on vertical and horizontal
bearing capacities was investigated using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bucket foundations in uniform clay under undrained
conditions. The interface characteristics such as slip and reduced shear strength at the interface were considered.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paper show that the reduced strength at the interfac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capacities of bucket foundations
and assuming zero tension soil strength can lead to significantly less resistance capacities than the case where tensile stresses are allowed. The
influence of the tension cut-off strength is much more significant under the horizontal loading and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the undrained
shear strength of soils.

1. 서    론

석션 버켓기초는 버켓기초를 해저면에 안착시킨 후 내부의 물

을 펌핑 배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버켓기초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

를 이용하여 지반에 관입시키는 기초 형식으로 관입을 위해 대

형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해저지반에 근입시킴으로써 수직지지

력의 증가 및 해양, 지진하중 등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

평 및 모멘트 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여 해양구조물의 기

초로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버켓기초는 심해저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해 심해저 연약지반에 설치되는 다양한 

해양플랜트 생산설비의 기초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상풍력터빈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점토지반에 설치된 버켓기초 또는 스커트가 달린 기초의 지지

력 평가는 주로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

다(Bransby and Yun, 2009, Bienen et al., 2012, Le and Kim,

2012). 기존의 연구들은 버켓기초의 상판 바닥면 및 스커트 측면

부와 인접한 지반의 분리 및 미끄러짐을 방지한 조건

(full-bonding)에서 수행되었으며, 지반의 인장파괴를 무시하고 

전단파괴만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지지력

은 상한값을 갖게 된다. 버켓기초의 내부에서는 비배수조건에서 

하중작용시 공동현상(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석션압이 

작용하게 되므로 버켓과 지반의 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나 스커트 외측면부와 지반 사이에는 큰 변위가 발생할 경우 분

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장력을 받는 점토지반은 전단파괴가 

발생하기 전에 인장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매우 연약한 점토지

반에 대한 재하실험 결과에서는 인장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나(Gourvenec, 2008), 단단한 점토지반의 경우 분

리 및 인장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미끄

러짐을 방지한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설치에 따른 스커

트부와 지반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에서의 전단강도 저하

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토지반에 설치된 버켓기초에 대하여 수치 모

델링을 통하여 지반의 인장파괴, 기초와 지반사이의 인터페이스

에서의 분리 및 강도 저하가 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

다. 하중 조건은 수직 압축하중과 수평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였

으며, 상기 영향요소들을 달리하여 평가된 지지력을 상호 비교

함으로써 영향 정도를 검토하였다.

2. 수치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지반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LAXIS 3D

2013(Brinkgrev et al, 2013)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1 버켓, 지반 및 인터페이스 조건

외경(D)과 스커트 길이(L)가 각각 5m인 버켓기초를 대상으로 

하였다. 스커트의 두께는 0.1m로 설정하였으며, 버켓기초의 탄

성계수는 2×1012kPa을 적용하여 강체로 거동하게 하였고, 단위

중량은 아주 작은 값을 입력하여 기초의 순지지력을 평가하였

다.

지반 조건은 비배수 전단강도(su)가 일정한 균질한 점토지반

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배수 전단강도의 크기에 따른 지반의 인

장파괴 고려여부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su = 3kPa, 12.5kPa

의 2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점토지반의 단위중량은 6kN/m3,

탄성계수(E)는 500·su, 포아송비는 0.495를 적용하였고, 정지상태

에서 지반의 수평 대 수직응력비(K0)는 1로 설정하였다. 버켓기

초와 지반 인터페이스에서의 분리를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허용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

스에서의 강도저하에 따른 지지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

반 전단강도 대비 인터페이스에서의 전단강도를 나타내는 인터

페이스계수 α값을 0.5, 06, 0.8, 1(rough 조건)로 다르게 적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지반 및 인터페이스 조건을 변경한 

해석케이스는 Table 1과 같다.

2.2 Mesh 및 하중 재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모델의 요소망을 Fig. 1에 나타내었

다. 구조물 형상 및 하중조건의 대칭성을 감안하여 반단면 모델

을 사용하였으며, 기초 표면의 중심으로부터 모델 경계부까지의 

수평 및 수직 거리는 각각 5.0D로 설정하여 해석시 경계조건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지반은 Mohr Column 모델을 사

용하였으며 마찰각 및 팽창각을 0으로 하여 비배수 조건에서의 

Tresca 파괴기준을 적용하였고, 지반요소는 10-node tetrahedron

Table 1 Soil and interface properties investigated

su

[kPa]

Tensile cut-off
strength of
soil [kPa]

Separation
at interface

Wall interface
factor, α

3/12.5

0 not allowed -

not applied not allowed -

0 allowed 0.5/0.6/0.8/1.0

not applied allowed 0.5/1.0

Fig. 1 Finite element mesh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24,962개(36,565개 노드)의 요소가 사용되

었다. 버켓기초는 plate 요소를 사용하였고, 버켓과 지반사이에

는 인터페이스 요소를 적용하여 버켓과 지반의 분리 및 지반의 

강도저하를 고려하였다. 지반과 기초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석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버켓기초와 인접

한 지반의 요소를 보다 세분화하였고, 약 50,000개의 요소가 사

용되었다.

버켓기초의 관입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가정하였으며, 재하는 버켓기초 상판의 중심점에 대하여 수평 

및 수직 변위를 가하고 반력값을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인터페이스에서의 분리 및 강도 저하 영향

비배수 전단강도 3kPa 조건에서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에 대

한 하중-변위 곡선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변위는 버켓기초의 

직경에 대한 비로 정규화하여 표시하였고, 모두 지반의 인장파

괴를 고려한 경우의 결과이다. 수평하중과 수직하중 모두 인터

페이스에서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동일변위에서 가

장 큰 지지력을 나타내었으며, 인터페이스에서의 분리 및 강도

저하를 고려함에 따라 지지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Vertical Loading

(b) Horizontal Loading

Fig. 2 Load-displacement curves (su=3kPa, Tensile cut-off

strength on)



3.2 지반의 인장파괴 영향

지반의 인장파괴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하

중-변위곡선을 비교하여 Fig. 3과 4에 도시하였다. Fig. 3(a)는 

비배수 전단강도 3kPa을 적용한 경우 수직하중 재하시의 결과

를 비교한 것으로 지반의 인장파괴를 고려할 경우 미고려시와 

비교하여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지지력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평하중 재하시에도 지반의 인장파괴를 고려할 

경우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지지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3(b)), 수직하중 재하시와 비교하여 더 큰 차이

를 보였다. 이러한 인장파괴 적용유무에 따른 차이는 인터페이

스에서 지반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인터페이스에서 지반의 강도저하를 고려할 경우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Fig. 4(a)와 4(b)는 각각 비배수 전단강도 12.5kPa을 적용한 

경우의 수직 및 수평하중 재하시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3kPa을 적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인장파괴를 고려할 경우 미고

려시와 비교하여 지지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직

하중 재하 경우에 비하여 수평하중 재하시에 지지력이 더 크

게 감소하였다. Fig. 3(b)와 Fig. 4(b)를 비교하면 비배수 전단

강도 12.5kPa을 적용한 경우가 3kPa을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평하중 재하시에 지반의 인장파괴 적용 유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a) Vertical Loading

(b) Horizontal Loading

Fig. 3 Influence of tension cut-off strength (su=3kPa)

Fig. 5와 6은 지반의 인장파괴 적용 유무에 따른 파괴시의 변

형컨투어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인터페이스에서의 강도저

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이다. 지반의 인장파괴를 미고

려할 경우 파괴시에 지반이 영향을 받는 범위가 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분석

검토한 해석케이스에 대한 수평 및 수직지지력 평가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때, 수평 및 수직극한하중은 하중-변

위 곡선으로부터 tangent intersection method(Mansur and

Kaufman, 1956)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비배수 전단강도와 

버켓기초의 단면적으로 정규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NcV와 NcH

는 각각 수평 및 수직 지지력계수에 해당된다. 기초-지반 인터

페이스에서의 분리 허용 및 강도저하를 고려함에 따라 수평 

및 수직지지력이 감소하였으며, 각 조건에서 지반의 인장파괴

를 고려할 경우 지지력계수는 보다 감소하였다. 비배수 전단강

도값을 작게 적용한 경우(su=3kPa), 해석 조건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인터페이스에서의 분리 및 미끄러

짐을 방지한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하여 점토의 지지력계수를 

평가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의 전

단강도를 크게 적용할 경우 인장파괴 적용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반의 인장파괴를 미고려할 경우 전단

(a) Vertical Loading

(b) Horizontal Loading

Fig. 4 Influence of tension cut-off strength (su=12.5kPa)



(a) Tensile cut-off strength on (b) Tesile cut-off strength off

Fig. 5 Displacement contours at failure (su=12.5kPa, α=1,

horizontal loading)

(a) Tensile cut-off strength on (b) Tesile cut-off strength off

Fig. 6 Displacement contours at failure (su=12.5kPa, α=1, vertical

loading)

Table 2 Comparison of Bearing capacity factors

su

[kPa]
Separation α T.C.O.

NcV NcH

Value Ratio* Value Ratio*

3

off - off 18.50 1.19 7.61 1.19

off - on 16.30 1.05 6.64 1.04

on 1.0 off 15.53 1.00 6.38 1.00

on 1.0 on 14.91 0.96 6.03 0.94

on 0.5 off 13.24 0.85 5.50 0.86

on 0.5 on 12.82 0.83 5.23 0.82

12.5

off - off 18.54 1.25 8.35 1.25

off - on 14.83 1.00 4.89 0.73

on 1.0 off 14.81 1.00 6.68 1.00

on 1.0 on 13.65 0.92 4.69 0.70

on 0.5 off 13.40 0.90 5.48 0.82

on 0.5 on 11.65 0.79 4.08 0.61

*The ratio indicates the ratio of bearing capacity factor at

each case to that at the case of separation=on, α=1, and

tensile cut-off strength=off.

파괴에 의해 제한되는 지반의 허용 인장응력의 범위가 비배수 

전단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규화

하여 평가한 지지력계수의 절대값은 사용한 요소망의 조밀도,

특히 기초-지반 경계부에서의 지반 요소망을 조밀하게 할 수록 

감소하여 정해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인터페

이스를 설치하여 분리를 허용한 경우에는 평가한 지지력이 요

소망의 조밀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분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요소망의 조밀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

타났고, 지지력계수의 절대값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

한 요소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버켓기초의 지반 인장강도 

및 인터페이스 특성이 수평 및 수직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버켓기초와 지반의 인터페이스에서의 분리를 허용할 경우,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평 및 수직지지력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인터페이스에서의 강도저하를 고려

할 경우 수평 및 수직지지력이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반의 인장파괴를 고려시 수직 및 수평 지지력이 모두 감

소하였으며, 수평지지력에 대한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영향은 지반의 비배수 전단강도가 커짐에 따라 증가

하였으며 이는 전단파괴에 의해 제한되는 인장응력의 크기가 비

배수전단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지반의 인장파괴 가능성이 높은 단단한 점토지반에 대한 수

평 지지력 평가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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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시추 라이저 초기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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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creening Analysis for Marine Drilling Ri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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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arine dilling riser 해양 시추 라이저, Initial screening analysis 초기 적합성 평가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monstrate that the drillship and its equipment meet the guidelines for operations at deep
water in the offshore field. The scope of work is the following types of initial screening analysis: Review of static Von Mises Equivalent (VME)
stresses; Evaluate riser collapse resistance of various wall thicknesses based on API bulletin 5C3, as well as the other codes; and Assess
space-out requirements of Telescopic Joint and riser tensioner. API RP 16Q guidelines require that VME stresses at all locations along the
drilling riser remain less than two-thirds of the material's specified minimum yield strength (SMYS) during connected operations. A static
collapse analysis is performed of the drilling riser. The analysis is to determine if the present wall thickness is sufficient to prevent riser
collapse based on the maximum mud weight of 18.0 ppg at the depth experiencing the maximum differential pressure. The evaluation of the
space-out requirements is important to determine an acceptable range of mean positions of Telescopic Joint and riser tensioners. That result is
used to establish procedures for pup joint selection when the vessel is on location.
Wall thickness of 0.875 inches is expected to produce acceptable VME stresses during connected operations and sufficient collapse

resistance following an emergency disconnect for the maximum mud weight of 18.0 ppg at water depth of 7,500 feet in the Santos
Basin region offshore Brazil. On both the Telescopic joint and tensioners calculated several feet of downstroke is available for vessel
offset and upstroke is suitable for stopping recoil. Future work should include various types of dynamic analyses to verify the evaluation
criteria assumed as part of these calculations.

1. 서    론

해양 시추 작업시 시추 선박과 해저지반을 연결하는 통로로써 

머드 순환과 해저 장비 설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 시추 

라이저(이하 라이저)는 극심해진 설치 해역의 환경 하중을 견디

면서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

록 설계 되어야 한다. 라이저를 설계 할 때에는 작업 수심, 운용 

머드의 밀도, 재료의 물성치, Top tension 등의 설계 변수를 고

려하여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 기준들이 제시

되어 있다. 그리고 시추 라이저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설계 기준들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라이저 해석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 적

합성을 평가하고 동적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해

석들이 수행되었다: (1) 정적 Von Mises Equivalent (이하 VME)

응력 평가; (2) 라이저 붕괴 저항(Collapse resistance) 평가; (3)

Telescopic joint 와 라이저 Tensioner의 스트로크 길이 평가. 이

와 같은 라이저 해석 과정을 초기 적합성 평가 (Initial screening

analysis 또는 Tasks to assess suitability)라고 한다.

2. 해석 조건 및 가정

2.1 해상 환경 조건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해역의 최대 수심 7,500ft에서 운용 될 해

양 시추 라이저를 대상으로 초기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해상 환경 조건 및 시추 운용 조건을 고려하였다.

2.2 라이저 시스템 및 구성

해양 시추 작업시, 시추 선박과 해저지반을 연결하는 라이저 

시스템의 일반적인 배치 형태를 Fig. 1에 도식화 하여 나타내었

다. 라이저 시스템의 사양은 설치 수심 및 파고 등의 해상 환경 

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Table

1과 같은 해상환경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기본적인 

라이저 시스템의 사양을 가정하였다.(Table 2 참조)

Table 1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Initial screening analysis

Item description Quantity Unit

Field Brazil Santos Basin

Water depth 7500 [ft]

Return period 1-yr 10-yr

Significant wave height (Hs) 22.28 29.89 [ft]

Peak period (Tp) 12.5 14.0 [sec]

Wave spectrum JONSWAP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1 Typical drilling riser configuration

Table 2 Properties of marine drilling riser system

Item Specification Unit

Mud density 16.0/17.0/18.0 [ppg]

Riser

tensioner

System
Wire rope

tensioner

No. of wire 16 [ea]

Total capacity 3200 [kip]

Max. stroke 50 [ft]

Telescopic

joint

Outer barrel length 70 [ft]

Inner barrel max. stroke 60 [ft]

Inner barrel min. stroke 6 [ft]

Pup joint

Length
50.0/37.5/25.0

12.5/6.5
[ft]

Out diameter 21 [in]

Wall thickness 0.875 [in]

Riser

buoyancy

Module type

Standard

Low density

Ultra-light

Form outer diameter 54 [in]

Riser

joint

Length 75 [ft]

Out diameter 21 [in]

Wall thickness 0.875 [in]

Material API X-80

Fig. 2 MCS/DeepRiser (Version 2.9.)

2.3 해석 프로그램 

라이저 전체에 걸리는 VME 응력 계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MCS Kenny사에서 개발한 라이저 해석 범용 프로그램인 

DeepRiser를 사용하였다. DeepRiser 는 3 차원 비선형 시간영역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생산 및 시추용 해양구조물의 시스템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DeepRiser에서는 보-컬럼 

요소들로 조합한 유한 요소 법을 사용하여 축력, 굽힘 및 비틀

림 하중을 연성한 3차원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3. 초기 적합성 평가 (Initial screening analysis)

초기 적합성 평가(Initial screening analysis) 단계는 라이저를 

해석 하는  Screening task와 Dynamic analysis 이전에 수행되

는 기초 해석으로써, 라이저 설계 기준을 검증하여 운용 적합성

을 평가하고 동적해석 기준치를 제시한다. 초기 적합성 평가 

단계에서는 정적 VME 응력 평가, 라이저 붕괴 저항(Collapse

resistance) 평가, Telescopic joint 와 라이저 Tensioner의 스트로

크 길이 평가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3.1 정적 Von Mises Equivalent(VME) 응력 평가

라이저는 라이저 내부의 머드와 외부의 해수에 의한 정수압이 

작용하고, 상부의 텐셔너에서의 인장력으로 인하여 단면에 원주

응력(Circumferential 또는 Hoop stress, ), 축방향 응력(Axial

stress, ), 반경응력(Radial stress,  )이 작용하게 된다. API

RP 16Q(1993)에서는 각 방향에 따라 작용하는 응력들의 조합을 

VME 응력이라고 정의하고, 라이저 전체 길이에서의 VME 응력

이 재료의 최소항복강도(SMYS, Specified minimum yield

strength)의 2/3보다 작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동적 영

향에 대한 여유치가 고려된 것으로써, X-80의 재질의 경우 

53.6ksi에 해당된다. VME 응력 평가에서는 라이저 전체 길이에 

대하여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계산된 라이

저의 VME 응력은 허용치 53.6ksi보다 작아야 한다. VME 계산

을 위해 사용되는 DeepRiser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 VME 응력 

조합은 다음의 관계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1)

각 방향의 응력들(, ,  )은 다시 라이저의 특성치인 외경 

 , 내경  , 단면적  , 반경  그리고 외력으로 작용하는 외부

압력  , 내부압력  , 인장력 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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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1)에 각 방향의 응력을 나타내는 식 (2), (3), (4)를 대입하

면, 특정 라이저의 VME 응력은 내부압력과 인장력에 대한 함수

로 표현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변수인 내부 압력과 인장력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라이저 부력재 타입, 상부 텐셔너의 인장

력, 머드 밀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하중 조건을 선정하였고 개

별 해석을 수행하였다.

3.2 라이저 붕괴 저항 평가 

라이저 붕괴 저항 평가란, 라이저 내부의 머드가 부분적으로 

손실 될 경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라이저 내,외부 압력 차이에 

의해 라이저 튜브가 붕괴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한 충분한 두께

를 가지는지 평가하는 단계를 말한다. 라이저 내부의 머드 손실

은 드릴링 작업 중 계획되지 않은 비상 상황에서 라이저를 BOP

스택으로부터 분리 하는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다. 라이저 내부 

머드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빈 공간은 Auto fill-up valve에 의

해 해수로 채워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위

하여, Auto fill-up valve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아서 라이저 내부 빈 공간이 외부 공

기로 채워져 14.7psi의 대기압이 작용 한다고 가정하였다. 예기

치 않은 비상 상황에서 라이저와 BOP 스택이 분리 되고 나면,

라이저 내부의 머드 기둥에 의한 유체정역학적 압력과 라이저 

외부의 해수에 의한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 까지 머드가 

라이저 하부로 빠져 나오게 된다. 이때 빠져나가는 라이저 내부 

머드 기둥의 높이를 “Static U-tube depth (   )”라고 하며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

  (5)

여기서 는 수면에서부터 라이저가 분리되는 BOP 스

택 상부까지의 거리, 는 머드의 밀도, 는 해수의 밀도

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해수의 밀도는 8.56ppg라고 가정하였

으며, 가장 큰 Static U-tube depth가 계산 될 수 있도록 최대 머

드 밀도 18.0ppg를 적용하였다. 해석에서는 식 (5)에서 계산된 

Static U-tube depth에 동적 효과 및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15% 마진을 추가하여 보수적인 접근을 하였다. 그리고 해당 위

치에서 머드 손실에 인한 가장 큰 내,외부 압력 차이가 발생하

게 되므로 라이저 붕괴 저항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위치가 된다.

라이저 붕괴의 경우 라이저의 물성치에 따라 붕괴 압력

(Collapse pressure)이 결정되며, 취약 부분에서 작용하는 압력

이 그 붕괴 압력을 초과 하면 라이저가 붕괴 된다고 판단한다.

라이저 붕괴 압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서는 API

bulletin 5C3, API RP 1111, API RP 2RD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모두 평가 하였다.

1) API bulletin 5C3

라이저에 발생하는 붕괴 모드는 직경-두께비()에 따라 서

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API Bulletin 5C3에서는 붕괴 압

력계산 시 이를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Fig. 3 에 도식

화된 그래프의 경향과 같이 직경-두께비()에 따라 강관의 붕

괴 모드는 Yield strength collapse, Plastic collapse, Transition

collapse, Elastic collapse의 총 4개의 영역으로 정의 되며, 각각

의 모드에 상응하는 붕괴 압력식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사용되는 라이저의 직경-두께비()를 고려하면 라이

저의 붕괴 모드는 Plastic collapse 또는 Transition collapse 영역

에 해당된다.

2) API RP 1111

API RP 1111에서는 직경-두께비()와 항복 응력을 통해 계

산되는 소성 붕괴 압력 ( )과 탄성 붕괴 압력()을 각각 계산

하여 계산된 값을 식 (6)과 같이 조합 시켜서 최종 라이저 붕괴 

압력()을 계산한다.

  


(6)

Fig. 3 Calculation of collapse pressure for each collapse mode

(API bulletin 5C3)



3) API RP 2RD

RP 2RD에서는 RP1111과 동일한 붕괴 압력 식을 제시하고 있

으나, 탄성 붕괴 압력을 계산할 때 라이저 단면에 작용하는 축

방향 응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항복응력( )을 계산함으로

써 보수적인 접근의 붕괴 강도 평가가 가능하다.

  








 









 (7)

식 (7)에서 는 항복응력, 는 평균 축 응력을 나타내는데,

작용하는 평균 축 응력()이 증가하면 수정된 항복응력(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3 Telescopic joint와 라이저 Tensioner의 스트로크 길이 평가

라이저 Tensioner의 실린더 스트로크와 Telescopic joint의 

Inner barrel 스트로크는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작

하므로 두 장비의 상대적인 스트로크 길이에 대한 평가가 중

요하다. 라이저 Tensioner의 스트로크가 Telescopic joint의 스

트로크 보다 클 경우, 라이저 Tensioner 실린더의 하중이 그대

로 Telescopic joint에 전달되어 심각한 압축력이 발생할 수 있

고, 이 압축력은 Telescopic joint 상부의 다른 장비로 전달되어 

심각한 구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Telescopic joint는 

Mid-stroke에서 상부쪽으로 일정 변동 가능 폭만을 가지도록 

배치시켜야 하며, 라이저 시스템에서의 Pup joint의 길이를 조

정함으로써 해당 배치를 결정 할 수 있다.

그리고 Telescopic joint와 라이저 Tensioner의 스트로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조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추 선박 

위치의 오차, 라이저 내부의 유체가 해수에서 머드로 변화함에 

따른 추가적인 인장에 의한 라이저 길이 확장, 극심한 해상환

경에서의 시추 선박의 Heave 운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Telescopic joint의 전체 스트로크에서 외부 요소들로 인하여 

Space-out 되는 길이를 제외하면 상하부 여분의 스트로크 길이

를 계산 할 수 있다. 시추 선박이 작업 중 원래의 위치를 벗어

나게 되면 시추 선박과 연결된 Telescopic joint의 Inner barrel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데, 계산된 상부 여분의 스트로크 길이는 

시추 선박의 Offset 허용 가능 범위 기준으로써 Dynamic

analysis에서 사용된다. 반면, 작업 중 계획되지 않은 비상 상

황에서 라이저를 분리하는 경우에 라이저는 Recoil 현상이 발

생하면서 라이저와 연결된 Telescopic joint의  Inner barrel 길

이는 줄어들게 되는데, 계산된 하부 여분의 스트로크 길이는 

이 현상에 대한 수용 범위로써 고려된다.

4. 해석 결과 및 고찰

4.1 정적 Von Mises Equivalent(VME) 응력 평가 결과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중 조건별로 모델링

하여 DeepRiser에서 계산된 최대 VME 응력 계산 결과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항복강도의 2/3보다 작은 응력이 발생하므로 설

계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라이저 전체 길이의 대한 VME 응력 

분포를 통하여 불연속 구간에 해당되는 Buoyed joint와 Slick

joint의 경계와 LMRP Stack의 끝단에서 최대 VME 응력값이 나

타남을 알 수 있다.(Fig. 4 참조)

Table 3 Result of maximum static VME stress

Buoyancy

type

Top

tension

Von Mises Equivalent stress

[ksi]
Criteria

[ksi]
16.0ppg 17.0ppg 18.0ppg

Standard
Min. 33.2 37.6 41.8 53.6

Max. 44.4 45.7 47.4 53.6

Low

density

Min. 33.6 38.0 42.2 53.6

Max. 45.6 46.8 48.4 53.6

Ultra-

light

Min. 34.1 38.5 42.6 53.6

Max. 46.8 47.9 49.4 53.6

Fig. 4 Static VME stress distribution (Mud weight of 18.0ppg

, Ultra-light)

Fig. 5 Pressure collapse calculations for partial mud loss

scenario



4.2 라이저 붕괴 저항 평가 결과

7,500ft의 수심과 18.0ppg 머드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Static u-tube depth는 3,913ft이며, 여기에서 15% 마진을 고려

한 Dynamic u-tube depth는 4,500ft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라이저 붕괴 저항을 평가할 대상 위치는 수선 면으로 부터 

4,500ft 하부 지점이다. 해당 위치에 작용하는 압력과 3.2절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에 따른 붕괴 압력에 대한 안전율 계산결

과를 Fig. 5에 나타내었고, 이 값들은 모두 허용치를 만족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4.3 Telescopic joint와 라이저 tensioner 스트로크 길이 평가 

결과

Telescopic joint와 라이저 Tensioner 스트로크의 길이 평가는 

1-yr extreme seastate와 10-yr extreme seastate를 고려하여 평

가하였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1-yr extreme seastate에서

는 Recoil 현상에 대한 마진 값으로 7.38ft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 값은 Recoil analysis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해상상태에서는 시추선박의 Offset에 의한 

스트로크 변화로 12.77ft까지 허용 가능하다. 시추 작업이 중단

되는 10-yr extreme seastate에서는 4.38ft의 Recoil 현상에 대

한 마진 값과 Offset에 의한 스트로크 변화 허용 값으로 7.34ft

를 구할 수 있었다. 각각의 계산에 대한 평가 세부 내용은 Fig.

6 과 Fig. 7 에 도식화 하였다.

Fig. 6 Space-out of telescopic joint and riser tensioner for 1-yr

extreme seastates

Fig. 7 Space-out of telescopic joint and riser tensioner for 10-yr

extreme seastate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 시추 라이저 초기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

였고, 세 가지의 평가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Static VME 응력 계산 결과(Table 3 참조) API RP 16Q에

서 제시 하고 있는 평가 기준(SMYS의 2/3)을 모든 조건에서 만

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라이저 붕괴 저항 평가에서는 적용된 시추 라이저가 머드

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를 가지는지 API bulletin 5C3, API RP1111, API RP

2RD의 세 가지 설계기준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모든 조

건에서 안전계수 1 이상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5 참조)

(3) 시추 라이저의 운용 중에 Telescopic joint와 

Tensioner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

하여 Recoil 현상을 수용하기 위한 스트로크 길이 및 시추 

선박 Offset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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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arine dilling riser 해양 시추 라이저, Marine drilling system 해양 시추 시스템, Drilling riser configuration 시추 라
이저 배치, Drilling fluid 시추 이수, Drill pipe 시추 파이프, Riser tensioner 라이저 인장장치, Blowout preventer(BOP) 분출 방지기,
Minimum tension 최소 장력, Submerged-weight-to-mass(SWTM) ratio 수중 무게 대 질량 비, Hookload 후크로드, Drilling riser
screening task 시추 라이저 스크리닝 작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ost feasible configuration(s) of marine drilling riser for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s for offshore oil and gas development. In order to optimize th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the following analyses are performed:
Minimum tension calculations, Assessment of submerged weight during hang-off with LMRP, and Evaluation of static hook load during
running of BOP.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to meet all criteria among the results is/are recommended before dynamic analyses for the
marine drilling riser. According to API RP 16Q, the most basic criterion is that the vessel has to have sufficient tensioner capacity to support
the weight of the drilling riser with the maximum mud weight during connected operations. For this reason, the minimum tensioner settings
for the Heavy extreme of a riser configuration filled with maximum mud weight must be less than the maximum allowable tensioner setting.
The second criterion is the Submerged-weight-to-mass (SWTM) ratio of th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 during "hard” storm hang-off operations.
This value has the same units as acceleration and is high when the non-connected riser can "sink” quickly. The concern is that the SWTM
ratio will be too low, meaning it sinks at a slower rate than the downward motions of the vessel. This could cause the riser to experience a
significant amount of dynamic compression during storm hang-off operations. The third criterion used to screen various drilling riser stack-ups
is the static load applied to the vessel's drawworks/hoisting equipment. It should always be significantly less than the given crown block rating
for the vessel. Finally, to determine the optimized configuration of drilling riser, all three of the acceptance criteria mentioned above should be
satisfied and the general selection methods of the optimal riser configuration are discussed in this study.

1. 서    론

오늘날 석유 자원의 개발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

상 광구에서뿐만 아니라 해상 광구에 이르기 까지 그 개발 범위

를 넓혀 가고 있으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천수에서 심

해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해양 석유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시추 선박뿐만 아니라 시추 선박과 해저 지반

을 연결시켜 주는 해양 시추 라이저(이하 라이저)가 필수적이며,

이 라이저는 시추 이수(Mud) 및 드릴 파이프(Drill pipe)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저의 설계(Design)

및 배치(Configuration)에 대해서 프로젝트 초기에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동적 해석이 수행된다. 여기서 

라이저 배치(또는 라이저 Stack-up)란, 라이저 조인트(Riser

joint)의 개수, 형태 그리고 그것들의 위치들에 대한 고유한 조합

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해석의 이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라이저 

배치 선정에 필요한 해석 및 그 방법론을 정립하였고, 사례 연

구를 통하여 특정 해역에 대한 최적의 라이저 배치를 도출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시추 라이저 Screening task라고 한다.

2. Input parameters and assumptions

본 연구에서는 Brasil의 Santos Basin에서 최대 수심 7,500ft를 

기준으로 시추 라이저 배치 선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

추 이수의 최대 밀도는 18.0ppg로 고정하였으며, 해수의 밀도는 

8.56ppg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시추 라이저 조인트는 0.875in의 

외경을 가지는 Cameron 사의 LoadKingTM 3.5를 적용하였으며,

세 가지 형태의 54in Cuming buoyancy module(Standard, Low

density, Ultra-light)에 대해 모두 평가하였다. 또한 라이저 및 

그 구성품의  중량 및 부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Steel weight tolerance factor(fwt)와 Buoyancy loss tolerance

factor(fbt)를 사용하여 라이저 시스템 전체 무게를 추정하였다 

(API RP 16Q). 시추 라이저 시스템의 구성과 각각의 라이저 조

인트에 대한 간략한 제원 및 특성은 Table 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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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ain properties of marine drilling riser system

Component
Description

Length Dry weight
Submerged

weight

[ft] [kip] [kip]

Telescopic joint 76.0* 116.0 101.0

50ft Pup joint 6.50 26.0 22.0

37.5ft Pup joint 37.5 20.0 18.0

25ft Pup joint 6.50 15.0 13.0

12.5ft Pup joint 6.50 9.0 8.0

6.5ft Pup joint 6.50 7.0 6.0

Slick riser joint 75.0 32.0 28.0

Fill-up valve 15.0 12.0 10.0

Joint w/ 2,000ft
buoyancy (2-k)

75.0 51.0 -1.0

Joint w/ 4,000ft
buoyancy (4-k)

75.0 52.0 0.4

Joint w/ 6,000ft
buoyancy (6-k)

75.0 55.0 3.0

Joint w/ 8,000ft
buoyancy (8-k)

75.0 58.0 6.0

Joint w/ 10,000ft
buoyancy (10-k)

75.0 60.0 8.0

* Fully-collapsed telescopic joint length

다섯 개의 보조 라인(Auxiliary line: 1 Choke line, 1 Kill line,

1 Mud boost line, 2 Hydraulic lines)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였고 

이 각각의 보조 라인은 Termination spool의 끝단에서부터 

Telescopic joint의 Tension ring이 부착되어 있는 높이 까지 연

결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보조 라인들을 메인 튜브와 고

정하기 위하여 라이저 조인트 하나에 여섯 개의 클램프가 부착

되며 이 클램프의 전체 건중량(Dry weight)은 약 470lb, 수중무

게(Submerged weight)는 약 11.0lb이다. 또한 Mux line과 Hot

line, Mux/hot line 클램프도 함께 고려하였다.

BOP(Blowout preventer)와 LMRP(Low marine riser package)

의 전체 건중량은 각각 600kip, 260kip이며, 수중 무게는 각각 

530kip, 230kip이라고 가정하였다. Telescopic joint의 최소 길이

(Fully collapsed length)는 76.0ft이며, 최대 스트로크의 길이는 

60.0ft이다. 그리고 텐셔너(Tensioner)의 최대 스트로크 길이는 

50ft이다.

3. Criteria considered

특정 해역에서 가장 적합한 라이저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라이저 배치에 대해 다음의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

을 만족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첫째, 최대 시추 이수(18.0ppg)

를 적용하기 위하여 텐셔너가 충분한 사양을 가지는지, 그리고 

라이저의 수직 운동이 시추 선박의 수직 운동과 비교해 충분한 

속도로 가라앉을 수 있는 무게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드로워

크(Drawwork)와 호이스팅(Hoisting) 장비들이 라이저를 설치하

는 동안에 발생하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 하여

야 한다.

3.1 API RP 16Q: Minimum tension

드릴링 라이저 배치 선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최대 시추 이수를 적용 하였을 때 텐셔너가 라이저 시스

템 전체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즉, API RP 16Q(1993)에 따라 최소 텐셔너 세팅(Tensioner

setting) 값이 Tensioner DTL(Dynamic Tension Limit)의 90%를 

초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텐셔너의 DTL

은 3,200kip이며, 최소 텐셔너 세팅이 값이 DTL의 90%인 

2,880kip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API RP 16Q(1993)에서는 라이저의 좌굴(Buckling)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의 슬립링 텐션(Slip ring tension)에 대한 조건을 식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여기서 Ws는 라이저의 수중 무게, Bn은 부력재의 부력, Ai는 

라이저 내부 단면적, dm은 시추 이수의 밀도, Hm은 시추 이수의 

컬럼 높이, dw는 해수의 밀도, Hw는 고려되는 해수 컬럼의 높이

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슬립링 텐션을 그에 상응하는 최소 

텐셔너 세팅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식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min   (1)

여기서 N은 라이저 시스템을 지지하는 전체 텐셔너 라인의 

수를 말하며, 갑작스러운 n개의 텐셔너 라인의 손실(초기에 가

정되는 값으로 동시에 손실 가능성한 텐셔너 라인의 개수)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텐션너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슬립링 

텐션의 여러 가지 감소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Efficiency

factor(Rf)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f 값은 0.945로 가정하

였다. 본 해석에서는 총 16개의 텐셔너 라인이 사용되었으며

(N=16), 예측하지 못한 텐셔너 라인의 손실 개수는 2개(n=2)라

고 가정하였다.

3.2 Submerged-weight-to-mass ratio during storm hang-off

라이저 배치의 적합성을 평가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Storm” hang-off operation 중에 라이저 시스템의 

Submerged-weight-to-mass(SWTM) ratio이다. 이 값은 중력 가

속도와 동일한 단위(ft/s2)를 가지며, 이 값이 시추 선박의 

Downward heave 가속도 보다 크다는 것은 LMRP에서 비상 분

리된 라이저가 시추 선박 보다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SWTM ratio가 시추 선박의 Downward heave

가속도 보다 작다면 시추 선박의 Heave motion 보다 라이저의 

가라앉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Hang-off operation에서 라

이저에 심각한 Dynamic compression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라이저 시스템의 가장 작은 SWTM ratio는 

시추 선박의 최대 Downward Heave 가속도 보다 큰 값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ang-off operation은 10-yr extreme seastate

이상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고, 시추 선박의 



Heading은 Main sea와 30deg 내에서 유지 된다고 가정 하였다.

그리고 SWTM ratio는 시추선박의 Heave 가속도에 10% margin

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3 Static hookload during BOP running

마지막으로 라이저 배치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시추 선박의 드로워크와 호이스팅 장비에 작용하는 후크

로드(Hookload)가 크라운 블록(Crown block)의 Capacity

(2,000kip) 보다 일정 값 이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시추 선박의 Heave 모션에 의해 발생

하는 동하중 성분에 대해 Margin 값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크 로드라고 함은 라이저의 최하 단에서부터 크라운블록까

지의 모든 라이저 컴포넌트(BOP stack, 시추 라이저, BOP 설치 

장비 등)의 하중을 포함하는 값을 말한다. 그리고 후크 로드 계

산 시 수면 밖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수중 무게 대신 건중량

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라이저의 설치 시에는 호이스팅 장비

가 Tensioner ring과 SALT(Split auxiliary line termination) ring

의 무게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크로드 계산에 반영

되어야 한다. 그리고 BOP 설치 시에 필요한 추가적인 장비

(Additional BOP running equipment)의 건중량은 약 225kip으

로 후크 로드 계산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후크 로드를 평가할 때에는 동적 성분에 대해

서 최소 250kip의 Margin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이렇게 가정

된 동적 성분에 대한 Margin 값은 향후 동적 해석에서 검증되

어야 한다.

3.4 Methodology of determination of drilling riser configuration

일반적으로 설계 초기, 시추 라이저의 Screening task라고 함

은 적용 가능한 모든 Buoyancy module type, Tolerance factor,

시추 이수 밀도 등을 고려하여,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추 라이저 배치를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하

지만 위의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라이저 배치들 가운

데 최적의 배치를 찾기 위해서는 시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라이저 배치일 경우 라이

저 최하단에 위치하는 Slick 라이저 조인트(이하 Bottom slick

라이저 조인트)의 수를 증가시켜 라이저 시스템 전체의 중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Non-connected operation 상황

에서 시추 선박의 운용성(Operability) 및 Emergency disconnect

operation 상황에서 라이저 Recoil response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실제 라이저 설치 과정 중, BOP가 Wellhead에 

안착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후크로드가 Heavy extreme condition

(최대 fwt와 최소 fbt를 적용)을 적용한 최소 텐셔너 세팅 값과 비

슷할 경우 Bottom 라이저 조인트의 수를 줄여 라이저 시스템 

전체 중량을 줄여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BOP가 Wellhead에 

안착되기 직전의 후크로드가 Light extreme condition(최소 fwt

와 최대 fbt를 적용)을 적용한 최소 텐셔너 세팅 값과 비슷할 경

우 Bottom slick 라이저 조인트 수를 늘려 라이저 시스템 전체 

중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실제 라이저 설치 작업 현장에서는 

후크로드의 목표치(Target value)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시추 작

업자들은 Bottom slick 라이저 조인트와 Buoyed 라이저 조인트

를 서로 교체하는데, 이때 발생 하는 수중 무게의 오차는 후크

로드의 목표치 설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이저 설치 수

심이 예상 했던 수심 보다 얕을 경우, 수면 근처의 라이저 조인

트는 Pup-joint로 교체되며, 이때 발생하는 수중 무게의 오차 범

위도 후크로드 목표치 설정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이저 배치의 최상단부에는 Hydrodynamic drag

force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길이 이상의 Slick 라이저 조인트 

또는 Pup-joint의 설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수심 7,500ft

에서 적용 가능한 시추 라이저 배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1) BOP가 Wellhead에 설치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후크로드가 

목표치를 만족하는 Bottom slick 라이저 조인트의 개수 결정.

(2). (1)에서 결정된 Bottom slick 라이저 조인트 개수를 사용

하여, 최대 시추 이수 밀도, 18.0ppg에 대한 최소 텐셔너 세팅값

이 API RP 16Q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평가.

(3). (1)에서 결정한 Bottom slick 라이저 조인트의 수 보다 적

은 Bottom slick 라이저를 적용하여, “Hard” storm hang-off 상

황에서의 SWTM ratio 평가.

3.5 Results from screening of possibl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Table 5.1에서 부터 Table 5.6에는 7,500ft에서 운용될 다양한 

드릴링 라이저 배치에 대한 Screening 계산의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 주고 있으며 그 계산 내용과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시추 이수 18.0ppg에서의 최소 텐셔너 세팅 값.

선택 기준: API RP 16Q에서 제시한 DTL의 90% 이하.

(2) Storm hang-off operation에서 최상단 Buoyed 라이저 조

인트에서의 SWTM ratios.

선택 기준: 10-year seastate에서 발생하는 시추선박의  

Heave 가속도 이상. (Margin 포함)

(3) 라이저 설치 작업 중 BOP Stack이 Wellhead에 안착되기 

직전의 발생하는 후크로드.

선택 기준: 크라운 블록의 Capacity 이하. (Margin 포함)

그리고 Screening 계산에서는 Bottom slick 라이저 조인트와 

8-k buoyed 라이저 조인트, 그리고 6-k buoyed 라이저 조인트

의 수를 변수로 지정하여 평가되었다.

아래의 Table은 세 가지의 Buoyancy module type(Standard,

Low density, Ultra-light)과 Tolerance factor(Light extreme

condition, Heavy extreme condition)의 조합에 대한 계산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의 라이

저 배치들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배

치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저 배치들이 향후 동적 해석을 위

한 기본 값으로 사용될 것 이다.



Table 5.1 Results from screening of possibl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using 54” standard buoyancy

(Tolerance factors for the Heavy extreme condition)

No. of

bottom

slick

joints

No. of

8-k

buoyed

joints

No. of

6-k

buoyed

joints

Min.

tensioner

setting

SWTM Hookload

[kips] [% of g] [kips]

1 18 26 2,115 8.81% 1,498

3 16 26 2,167 9.35% 1,541

5 14 26 2,219 10.06% 1,584

7 12 26 2,271 10.78% 1,627

9 10 26 2,323 11.51% 1,670

11 8 26 2,375 12.26% 1,713

12 7 26 2,401 12.63% 1,734

13 6 26 2,427 13.01% 1,756

15 4 26 2,479 13.78% 1,799

18 1 26 2,557 14.95% 1,863

Table 5.2 Results from screening of possibl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using 54” standard buoyancy

(Tolerance factors for the Light extreme condition)

No. of

bottom

slick

joints

No. of

8-k

buoyed

joints

No. of

6-k

buoyed

joints

Min.

tensioner

setting

SWTM Hookload

[kips] [% of g] [kips]

1 18 26 1,825 5.26% 1,229

3 16 26 1,881 5.84% 1,274

5 14 26 1,936 6.56% 1,320

10 9 26 2,074 8.42% 1,434

13 6 26 2,157 9.56% 1,503

17 2 26 2,267 11.49% 1,594

20 0 25 2,353 12.38% 1,665

22 0 23 2,414 13.27% 1,715

23 0 22 2,444 13.72% 1,740

24 0 21 2,474 14.17% 1,765

Table 5.3 Results from screening of possibl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using 54” low density buoyancy

(Tolerance factors for the Heavy extreme condition)

No. of

bottom

slick

joints

No. of

8-k

buoyed

joints

No. of

6-k

buoyed

joints

Min.

tensioner

setting

SWTM Hookload

[kips] [% of g] [kips]

1 18 26 1,955 7.02% 1,366

3 16 26 2,011 7.60% 1,412

5 14 26 2,066 8.35% 1,457

7 12 26 2,121 9.11% 1,503

9 10 26 2,177 9.88% 1,549

16 3 26 2,370 12.67% 1,709

17 2 26 2,398 13.08% 1,732

18 1 26 2,425 13.49% 1,755

21 0 24 2,514 14.82% 1,828

Table 5.4 Results from screening of possibl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using 54” low density buoyancy

(Tolerance factors for the Light extreme condition)

No. of

bottom

slick

joints

No. of

8-k

buoyed

joints

No. of

6-k

buoyed

joints

Min.

tensioner

setting

SWTM Hookload

[kips] [% of g] [kips]

1 18 26 1,656 3.14% 1,089

3 16 26 1,715 3.89% 1,137

5 14 26 1,774 4.66% 1,186

7 12 26 1,832 5.44% 1,235

9 10 26 1,891 6.22% 1,283

15 3 26 2,067 8.65% 1,429

20 2 26 2,217 10.81% 1,553

26 1 26 2,413 13.68% 1,715

27 0 24 2,446 14.17% 1,742

28 0 22 2,478 14.66% 1,769

Table 5.5 Results from screening of possibl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using 54” ultra-light buoyancy

(Tolerance factors for the Heavy extreme condition)

No. of

bottom

slick

joints

No. of

8-k

buoyed

joints

No. of

6-k

buoyed

joints

Min.

tensioner

setting

SWTM Hookload

[kips] [% of g] [kips]

1 18 26 1,848 5.78% 1,277

3 16 26 1,907 6.40% 1,326

5 14 26 1,965 7.18% 1,374

7 12 26 2,024 7.98% 1,423

9 10 26 2,083 8.79% 1,471

15 4 26 2,258 11.29% 1,616

19 0 26 2,375 13.02% 1,713

20 0 25 2,407 13.49% 1,739

21 0 24 2,439 13.96% 1,766

23 0 22 2,502 14.91% 1,818

Table 5.6 Results from screening of possible drilling riser

configurations using 54” ultra-light buoyancy

(Tolerance factors for the Light extreme condition)

No. of

bottom

slick

joints

No. of

8-k

buoyed

joints

No. of

6-k

buoyed

joints

Min.

tensioner

setting

SWTM Hookload

[kips] [% of g] [kips]

1 18 26 1,542 1.76% 995

3 16 26 1,604 2.56% 1,046

5 14 26 1,667 3.36% 1,098

7 12 26 1,729 4.18% 1,149

9 10 26 1,791 5.01% 1,201

20 0 25 2,136 9.83% 1,486

28 0 17 2,406 13.81% 1,709

29 0 16 2,439 14.32% 1,736

30 0 15 2,473 14.83% 1,764



Fig. 1 Drilling riser configuration proposed for use in the

Santos Basin region at max. water depth of 7,500ft

using 54” standard buoyancy applied Heavy extreme

condition (Not to scal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 시추 드릴링 라이저 배치 선정에 대한 방

법론을 정립하였고, Brasil의 Santos basin에서 운용될 시추 선박

에 대해 그 내용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Buoyancy

module에 대한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고, 발생 가능한 모

든 오차를 고려하고자 Weight tolerance factor와 Buoyancy loss

tolerance factor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평가 하였다. 또한 

실제 시추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라이저 배치 변경에 의해 발

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초기에서부터 시추 

라이저 배치의 최적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추 라이저 동적해석에 필요한 라이저 배치를 

선정하였다. Fig. 1은 7,500ft 수심에서 18.0ppg의 최대 시추 이

수 밀도가 고려되었을 때의 Standard buoyancy module을 적용

한 시추 라이저 배치 선정의 결과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결과적

으로 12개의 Bottom slick 라이저 조인트, 7개의 8-k buoyed 라

이저 조인트, 26개의 6-k buoyed 라이저 조인트, 27개의 4-k

buoyed 라이저 조인트 및 26개의 2-k buoyed 라이저 조인트가 

배치되었다. 이는 프로젝트 초기에 제시되는 라이저 배치이며,

라이저 Inventory가 변경되거나 시추 선박이 운용될 해역의 정

확한 환경 데이터가 주어진 다면 이러한 배치는 재평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6개의 라이저 배치들 중에서 최종적으

로 하나의 시추 라이저 배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동적 해석뿐

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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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빙하중은 편의상 국부 빙하중과 전체 빙하중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중 국부 빙하중은 일반적으로 판재와 보강재 상의 
일부 면적에 작용하는 빙압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모든 빙해 선박 관련 규칙에는 국부 빙압력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선박을 
이용한 빙하중 계측시험에서 빙압력을 직접 계측하는 것은 적절한 계측기를 선체 외부 일정 구역에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작
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북극해에서 쇄빙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국부 빙압력 
추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때, 계측방법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선체 외판 내부에 부착하고 해빙과 선체가 접촉할 때 선체 외판
의 변형을 계측하였다. 이러한 북극해 계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빙이 선체 깊이방향으로 어느 정도 면적에 접촉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면적에 따른 압력 부가 범위를 지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빙압력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빙압력과 접촉 면적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1. 서    론

북극해 항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해상 운송에 있어

서의 경제성에 기인한다. 부산-로테르담 기준으로 북동항로 이

용 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전통항로 대비 거리는 7,000km,

시간상으로는 10일의 단축효과가 발생하며, 부산-뉴욕의 경우 

파나마 운하 경로 대비 거리는 5,000km. 시간상으로는 6일의 

단축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북극항로의 경제성으로 인해 북

극해와 인접한 일본,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이 북극항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강원수 등, 2013). 이에 따라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빙과의 접촉이나 충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때, 선박이 받게 되는 

빙하중은 얼음의 재료강도, 선체의 형상, 속도 등에 따라 달라

진다. 그러나 얼음의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선체와 빙판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빙하중을 엄밀히 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빙하중은 편의상 국부 빙하중과 전체 빙하중으로 분류될 수 

있다 (ABS, 2011). 국부 빙하중은 일반적으로 판재와 보강재 

상의 일부 면적에 작용하는 빙압력으로 정의되며, 전체 빙하중

은 선체 거더에 대한 굽힘 모멘트로 다룬다. 모든 빙해 선박 

규칙에는 국부 빙압력이 정의되어 있는데, 설계 빙하중은 현장 

계측과 모형 시험을 근거로 정해지는 것이다. 평균 빙압력은 

접촉 면적으로 n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고려되고 DNV 규칙에

서는 -0.5, 국제선급연합회의 극지 선박 규칙(Polar Class

Rules)에서는 -0.3이다 (ISSC, 2012).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북극해에서 수행한 세 차례의 쇄빙시

험 시 계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빙이 선체의 어느 정도 면적

에 접촉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접촉 면적에 따른 단

위 압력 부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행한 구조해석 결과를 이

용하여 빙압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Lee 등 (2013)이 수행한 가

장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위 면적에 대한 계측자료만을 

직접 이용하여  추정된 빙압력과의 비교도 수행하였다. 최종적

으로는 추정된 빙압력을 기존의 빙압력 - 접촉 면적 곡선에 표

시하고 그 관계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2. 쇄빙시 해빙과의 접촉 면적

빙해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해빙과 접촉 또는 충돌할 때 

선체가 받는 하중인 빙하중을 빙압력으로 환산하는 작업은 그

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의 작용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얼마만한 힘이 어느 정도의 면적에 작용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선박이 해빙과 접촉 또는 충돌할 

경우 작용력은 스트레인 게이지 등을 통해 쉽게 계측할 수 있

지만 그 힘이 어느 정도의 면적에 작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판

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물론 선체 외판에 직접 압력센서를 도포한다면 그 작용면적

과 압력 값이 센서로부터 곧바로 계측가능하다. 그러나 해빙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압력센서를 도포할 경우 센서의 파손 

가능성 등의 고려할 때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다. 그래서 일

반적으로는 선체 내부에 적절한 센서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빙

하중을 계측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anderson

1995).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2010년 북극해 빙하중 계측

자료도 선체 내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계

측된 것이다 (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계측된 신호를 분석하여 동시에 계측된 값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게이지 영역까지를 접촉 면적으로 

취는 방안을 적용하고자 한다. Fig. 1은 2010년 우리나라 쇄빙

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수행된 세 차례의 쇄빙시험 시 

선수 thruster실의 좌현 외판 내부에 설치된 스트레인 게이지

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해빙이 주

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선수미 방향으로 1열, 그리

고 기준 위치로 삼은 선수 어깨부 근처에 선체 깊이 방향으로 

1열의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아라온호의 설계 흘수는 6.8 m이

고, 여름철 최대 흘수는 7.6 m이며, 제2갑판은 7.1 m A/B 위

치에 설치되어 있다 (Kim et al. 2011).

Fig. 1 Location of strain gauge during the Arctic

measurement in 2010

Fig 2에서는 쇄빙시험 시 계측된 응력값에 대한 선수미 방

향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R8

게이지는 가장 선수 쪽에 배치된 것이며, 그림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선수에서 선미 쪽으로 부착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해빙과의 접촉에 의해 나타나는 응력 파형이 선수 쪽에서부터 

선미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박

이 전진함에 따라 선수 정면에서 깨진 빙편들이 게이지 부착

된 부분을 접촉하면서 선미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

기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체 깊이 방향으로 부착된 5개의 

게이지에 의한 계측 값을 살펴보면 Fig 3과 같이 하나의 채널

에서 피크값일 때 다른 채널에서도 어느 수준 이상의 데이터

가 계측된 것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빙편의 두께

가 두꺼울 경우 선체 깊이 방향으로 접촉하는 영역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2~R6의 다섯 개 게이지가 수직방향

으로 부착된 부분에서 계측된 값들을 중점으로 고찰하고 이 

값들을 기준으로 해빙의 접촉 면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빙압력을 추정하기로 한다.

Fig. 2 Movement of peak stress along the longitudinal

direction

Fig. 3 Movement of equivalent stress along the vertical

direction

3. 접촉 면적을 고려한 구조해석

앞서 기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선체 길이방향의 영향은 

제외하고 선체 깊이방향으로만 어느 정도 면적에 접촉할 때 

응력과 압력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접

촉 면적에 따른 단위압력 부가 범위를 Fig. 1의 R2~R6 영역으

로 설정하고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Fig. 1에 표시

된 부분(R2~R6)에 대해 개별적 또는 조합하여 단위압력을 부

가한다. 작은 사각형 하나의 크기는 프레임을 포함한 보강재 

간격과 게이지 설치 간격의 반을 취하여 400mm × 500mm

(가로 × 세로)이다. 이때, 5개의 사각형을 대상으로 단위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개별 및 연속된 조합을 고려하면, 총 15 케이스

가 된다. 이때, R2와 R4 위치에서 동시에 응력이 나타나는 경

우와 같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는 서로 다른 빙편이 접촉하는 

것으로 보아 빙압력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응력은 사각형 각각

의 중심 위치에서의 응력값이 필요하다. 또한, 구조해석 시에

는 하나의 사각형 범위를 16개로 요소 분할한 모델을 이용하

였다. Fig. 4는 아라온호 좌현의 구조 해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

다 (Lee et al. 2013).



Fig. 4 Structural analysis model of port side of the Araon

4. 압력계산 및 고찰

2010년 북극해에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계측한 변형률 

데이터를 등가응력(Equivalent stress)기준으로 20MPa 이상인 

데이터를 정리하였고, 피크값 이외의 영역에서 일정 응력값 이

상인 경우에 동시에 접촉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동시 접촉 

여부를 판별하는 이 일정 응력값은 각각 피크값 이외의 영역

에서 10MPa이상인 경우와 피크값 이외의 영역에서 3MPa 이

상인 2가지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Fig. 1의 R3에서 피크값이 계측되었다고 한다면 

R2에서는 일정 응력값 이상의 데이터가 계측되었고 R4에서는 

일정 응력값 이상의 데이터가 계측되지 않았을 경우에 R2와 

R3 영역을 접촉 면적으로 보아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구해진 응력-압력 관계를 이용하여 압력을 계산하였다. 이때,

두 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을 빙압력의 최댓값이라 

하고, 두 값에 대해 계산한 개별적인 빙압력의 평균을 취하여 

빙압력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약 R2에서 피크값이 계측되었을 

때 R3에서는 일정 응력값 이상의 데이터가 계측되지 않고, R4

에서는 일정 응력값 이상의 데이터가 계측되었다면 그 데이터

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총 38개 데이터 중 위의 계산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 인접한 영역이 아닌 떨어진 영

역에서의 응력이 일정 값 이상인 3개 데이터는 제외하고 35개 

데이터를 계산에 이용하였다.

Figs. 5~8에는 10MPa과 3MPa인 두 응력을 기준으로 한 경

우에 대하여 각각 빙압력 최댓값과 평균값을 이용한 접촉면적-

빙압력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또한 그래프에 envelop 개념의 

추세선인 빨간 점선과 각 면적별로 최댓값에 대한 추세선인 

검은 실선을 각각 나타내었다. Fig 5~Fig 8에서 3MPa 이상인 

경우의 최댓값을 나타낸 그래프를 제외하면 접촉 면적이 증가

할수록 빙압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DNV에서 제시한 

-0.5 승 가까운 값으로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 10에 10MPa와 3MPa이상인 경우에서 하나의 단위면

적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법으로 계산한 빙압

력(P_unit area)과 단위압력 부가를 이용하여 접촉 면적을 고

려하여 계산한 빙압력(P_contact area)을 비교하였다. 10MPa

이상인 경우에 P_contact area와 P_unit area의 비는 0.879이고,

3MPa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P_contact area와 P_unit area

의 비는 0.675이다. 따라서 10MPa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

한 빙압력이 직접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더 밀접하다.

Fig. 5 Maximum pressures in case of more than 10MPa

Fig. 6 Maximum pressures in case of more than 3MPa

Fig. 7 Average pressures in case of more than 10MPa



Fig. 8 Average pressures in case of more than 3MPa

Fig. 9 Comparison of pressures between unit area and

contact area in case of more than 10MPa

Fig. 10 Comparison of pressures between unit area and

contact area in case of more than 3MPa

Table 1에 10MPa 이상인 경우 접촉 면적에 따른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나타내었고, 빙해역에서의 쇄빙선을 이용한 

빙압력 실측 데이터와 충격햄머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그려진 빙압력-면적 곡선(Sanderson, 1995)에 본 연구에서 

계산된 Table 1의 10MPa 이상인 경우의 빙압력 중 접촉 면적

을 기준으로 0.2, 0.4, 0.6, 0.8, 1.0에서의 최대 

빙압력, 평균 빙압력, 최소 빙압력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각

각 가장 높은 점이 최댓값, 가장 낮은 점이 최솟값, 표식이 있

는 점이 평균값을 나타낸다. 접촉 면적이 0.6, 1.0인 경

우에는 데이터가 하나이므로 최댓값과 최솟값은 동일하다.

Design envelope와 접촉 면적당 최대, 평균, 최소 빙압력을 

비교한 그래프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계산 결과 

중 접촉 면적이 0.4을 넘는 경우 대부분이 그 양은 얼마되

지 않으나 Design envelope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에서 알 수 있듯이 Kujala & Arughadhoss (2011)에 의

해 구해진 이 envelop에 대해 접촉 면적이 다소 큰 일반 화물

선의 경우도 대부분 그 envelope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보다  

주의 깊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Table 1. Estimated maximum, mean and minimum

pressures considering contact area in case of more than 10MPa

Area []
Maximum

[MPa]
Mean
[MPa]

Minimum
[MPa]

0.2 0.95 0.58 0.41

0.4 1.29 0.63 0.30

0.6 0.72 0.72 0.72

0.8 0.68 0.67 0.66

1.0 0.53 0.53 0.53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북극해에서 수행한 2, 3, 4차 쇄빙시

험의 계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빙이 선체 깊이방향으로 어느 

정도 면적에 접촉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접촉 면적

에 따른 빙압력 추정을 시도하였으며, 추정된 빙압력에 대해 

접촉 면적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북극해에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계측한 변형률 

데이터를 등가응력(Equivalent stress)기준으로 20MPa 이상인 

데이터를 정리하였고, 각각 피크값 이외의 영역에서 10MPa이

상 및 3MPa 이상인 2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접촉 면적을 고려

하였다. 계산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준응력 3MPa 이상이고 최댓값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

하면 기존의 계측결과와 같이 접촉 면적이 증가할수록 빙압력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장 작은 단위면적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법으로 계산한 빙압력(P_unit area)과 접촉 면적을 고려하

여 계산한 빙압력(P_contact area)을 비교한 결과, 10MPa 이상

인 경우에 P_contact area와 P_unit area의 비는 0.879이고,

3MPa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P_contact area와 P_unit area

의 비는 0.675이다. 따라서 10MPa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

한 빙압력이 직접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더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Ice pressure - contact area curve including the present results

(3) 빙해역에서의 쇄빙선을 이용한 빙압력 실측 데이터를 포

함하고 있는 기존의 빙압력-면적 곡선에 본 연구에서 계산된 

접촉 면적과 빙압력을 표시한 결과, 다년생 빙에 대한 쇄빙 자

료보다 낮은 영역에 위치하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범위이며,

접촉 면적과는 약 -0.5 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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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between design envelope and

pressures accounting for contact area

Fig. 13 Ice pressure vs. contact area curve included design

envelop graph (Kujala & Arughadho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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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최적화를 이용한 해양로딩암 비상분리시스템 구조설계

송창용․박우창․김혜미(목포대학교)

Structural Design for Emergency Release System of Marine Loading
Arm using Topology Optimization

Chang Yong Song, Woo-Chang Park, Hea-Mi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본 논문에서는 위상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16인치 해양로딩암에 적용되는 비상분리시스템(Emergency Release System, ERS)의 초기 구
조설계에 대한 최적 형상결정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위상최적화 이론인 균질화법(Homogenization Design Method, HDM)과 밀도법
(Density Method, DM or Simple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 SIMP)을 단순화된 구조설계 예제에 적용하여 정적 구조해석 응
용에 적절한 위상최적화 이론을 선정하였다. 비상분리시스템의 초기 구조설계에 대해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해양로딩암의 설
계 코드인 OCIMF(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에 규정된 하중조건을 적용하여 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OCIMF에
서 규정하고 있는 16인치 해양로딩암의 비상분리 자세에서 유발되는 비상분리시스템의 연결부에서의 반력조건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양
로딩암 전체 구조의 유한요소모델을 기반으로 중력장 해석(Gravitation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비상분리시스템의 정적 구조해석을 위
한 하중조건은 중력장 해석으로부터 산출된 반력결과와 비상분리시스템의 중량을 고려하였고, 선박과의 연결부를 고정 경계조건으로 고
려하였다. 단순화된 예제로부터 선정된 위상최적화 이론을 적용하여 비상분리시스템의 정적 구조해석과 연계된 위상최적화를 수행하고 
비상분리시스템의 초기 구조설계 형상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상분리시스템과 같은 해양기자재의 초기 구조형상설계를 위하여 
위상최적화 기법을 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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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Establish Wake Regions of Artificial Re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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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action of an artificial reef with a prevailing water flow usually results in the formation of a wake region with eddies
downstream of the reef. Wake regions of artificial reefs (ARs) should be secured to attract more marine bio-species. This paper represents the
concept of wake volume to represent the size of wake regions. For the purpose, first, a finite volume-based numerical method was used. Second,
flow analyses were carried out by constructing a flow space surrounding ARs and applying boundary conditions such as an inlet, outlet,
smooth wall, and symmetry. Finally, 6 Korean general ARs are investigated to verify their wake volumes.

1. Introduction

Probably, one of the first literatures mentioned about the

wake region of artificial reef (AR) was done by Sawaragi

(1995) by denoting “the area and length of the wake region

have been considered as the indices that quantitatively

evaluate the wake.” The schematic flow pattern behind ARs

show how to quantitatively define the wake region, as shown

in Fig. 1. The wake region can be represented by the wake

area or the wake length. However, the best way to describe a

wake region is the wake volume, if possible, because there

infinite ways of defining the wake area and length. No one

has investigated the wake volume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measuring the volume through experiment or numerical

analysis. In addition,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 wake

region of a certain AR has not been studied in engineering

point of view. That is because most ARs are installed in

groups; hence, their arrangement can be adjusted to fulfill the

requirement of the wake region.

Fig. 1 Definition of wake length and wake area in flow

behind AR

Currently, larger and more complex ARs have been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smaller and simpler

ARs, these complex ARs are installed as a unit. Thus,

their own wake regions become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wake regions using a robust

scientific tool such as a scaled-down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In the scaled-down experiment,

video recording is the representative method to

visualize the wake reg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quantitatively capture the characteristics such as wake

length, area, and volume. In the numerical analysis,

thanks to modern development i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X) and computer hardware, it is possible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However, there have been

limited research works on the topics. Relatively close

works have been done by Liu and Su (2013), Liu et al.

(2013), Al-Bourae et al. (2013), and Woo et al. (2014).

Liu and Su (2013) carried out numerical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ef arrangements on

artificial reef flow fields. This work targeted relatively

simpler and smaller ARs; hence, the reef arrangement

was considered to be a major parameter on the AR

flow fields. They simulated the non-dimensional velocity

fields of vertically stacked, transversely or longitudinally

arranged reefs. Woo et al. (2014) characterized 24

representatives of the Koran general artificial reefs by

drag coefficients using an element-based finite volume

method. This works did not consider reef arrangement

but investigated 24 representative ARs and characterized

them in terms of drag coefficient.

This study presents how to carry out numerical

analysis for quantitative estimation of AR wak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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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urpose, element-based finite volume method

was adopted, and associated CFD package, ANSYS-CFX

was us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 four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were used such as inlet, outlet,

symmetry, and smooth wall. The target structur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inventory of the Korean

general artificial reefs, which were approved by the

Central Artificial Reef Committee, a government power

for artificial reef approval in South Korea.

2. Materials and Methods

Six AR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structures. This

selection was made by their different shapes from the

inventory of the general ARs such as box, tunnel, arch,

dome, leg, and complex as shown in Fig. 2 (not in

scale). The geometric and material information is given

in Table 1. As shown, five ARs (from AR1 to AR5) are

made from concrete while AR6 is made of concrete and

steel; hence its size is the largest among the six. The six

units are normally constructed from prefabricated

sections which are either produced individually in shore

staging areas or mass-produced at a central location and

transported to the staging area. These ARs have been

installed in Korea’s waters to increase bio-resources such

as fish (main target), shellfish, and seaweeds. The

typical water depth for installation is about 30 m;

hence, water flow velocity of 2 m/s is regarded as a

Korean practice for AR design. Among the 6 ARs, the

first five ARs are usually installed as group (staking or

arranging) but AR6 is installed as a unit.

In the study,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made for

flow analyses using ANSYS-CFX: (1) the water is an

incompressive, viscous, and Newtonian fluid; (2)

isothermal flows exist in the water, regardless of the

heat exchange; (3) the flow is in a steady state. Upon

the hypotheses, the Navier-Stokes equations are

embedded with the k-ε turbulence model, which is a

two-equation model, a subset of the eddy viscosity

model. The two extra transport equations represent the

turbulence properties of the flow.

The analysis process of the ARs is explained as

follows. First, the ARs were modeled using finite

volumes and a flow field was constructed as a

hexahedron with 20 m × 20 m × 20m, as shown in Fig.

3. Second, in the hexahedron, the front and rear faces

were assigned to fluid inlet and outlet, respectively. At

the inlet, the initial flow velocity (2 m/s, a general

practice in South Korea) was assumed to facilitate the

water flows in through the inlet. At the outlet,

zero-pressure was applied to facilitate the inflow water

flows out through the outlet (Woo et al., 2014). The

bottom face was assumed to be a smooth wall. The left,

right, and top surfaces were assumed to be symmetric

planes, which impose constraints that mirror the flow

on either side of each. The interface between the ARs

and fluid field was modeled as a smooth wall. Finally,

to precise the analysis results, the element size was

limited up to 50 mm; and the fluid was assumed water

(water density, = 997 kg/m3; dynamic viscosity, =

8.99×10-4 kg/ms)as a continuum medium.

Once established the velocity field, the finite volumes

having recirculating flows were identified, and summed

together to calculate the total wake volumes. This

method has not been used in any literature; hence, we

propose this concept as ‘wake volume.’

Table 1 Geometric and material information of target ARs

Type ID
Size

L × W × H [m3]
Material

Box AR1 2.00 × 2.00 × 2.00 Concrete

Tunnel AR2 2.50 × 2.10 × 2.28 Concrete

Arch AR3 2.40 × 2.90 × 1.37 Concrete

Dome AR4 4.14 × 4.14 × 2.07 Concrete

Leg AR5 2.40 × 2.40 × 1.20 Concrete

Complex AR6 6.85 × 3.66 × 1.81 Concrete & Steel

Fig. 2 Shapes of target ARs

Fig. 3 Boundaries in the flow field (not in scale): (a) the

inlet, (b) outlet, (c) bottom, and (d) symmetry



3. Results

Figure 4 shows the recirculating flow regions. The white

color indicates the circulating regions, which are the

wake volumes of the six ARs. Among them, AR6 have

the largest wake volume (23.2 m3), followed by AR4.

The others have smaller wake volumes than 1m3.

Fig. 4 Wake volumes, denoted by white color

4. Conclusions

The concept of wake volume can provide a more

quantified description of wake region than the

conventional concept of wake length and wake area.

Because of this new concept for wake region estimation,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associated guideline in AR

design practice. Because of the shortage of reports for

the design practices of ARs, it is not possible to check

if the wake region guideline already exists in some

countries. However, the guideline does not likely exist

because of the lack of interest. Accordingly, based on

the research works,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wake

region guideline in the near future. To do so, more

works have to be carried out for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wave, reef orientation, geometry (size, void,

etc.), and water depth on wake region. It should be

emphasized here that the concept of wake volume and

its associated method provide a powerful tool to

quantitatively estimate the wak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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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집중하중을 받는 불균일 탄성 케이블의 해석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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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Analytic Solutions for Non-Uniform Elastic Cables
under the Concentrated Static Loads

Yoon-Rak Choi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KEY WORDS: Analytic solution 해석적 해, Static analysis 정적해석, Non-uniform elastic cable 불균일 탄성 케이블, Concentrated
load 집중하중, Three-dimensional shape 3차원 형상

ABSTRACT: An elastic cable with piecewise constant properties under the action of concentrated static loads is studied analytically. 
Analytic solutions for catenary cables are combined at the discontinuous points caused by the discontinuous elastic properties or 
concentrated loads. Application of the boundary conditions at both ends of the cable results in three algebraic non-linear equations for 
three unknown parameters, which are determined numerically. The solutions for the shape, tension, elongation and cross-sectional 
contraction of the cable are expressed in closed form. Some examples are given for the cases of the two- and three-dimensional 
loads.

1. 서    론

케이블 구조물은 장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케이블을 이용

한 구조물로 건축, 토목, 조선해양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구조물 

형식 중 하나이다 (Irvine, 1981; Samset, 1985; Berteaux, 1976).

케이블 구조물은 설치 및 제거가 쉽고 강체구조물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케이블의 유연성으로 인해 

하중에 대한 변위가 상대적으로 크고, 압축력에 저항 할 수 없

으며, 허용 하중이 일반적인 강체구조물 보다 작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케이블 구조물의 해석을 위해서는 케이블 자중을 포함

한 하중에 따른 형상해석이 필요하며, 케이블의 장력과 형상은 

이 두 물리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비선형성이 강한 구

조물이다. 케이블 자중에 의한 장력 및 형상은 현수선방정식으

로 표현되며 Irvine(1981)과 Berteaux(1976) 등의 서적에 상세히 

설명되어있다.

자중 뿐 만 아니라 집중하중이 부과된 케이블 문제의 경우,

Irvine and Sinclair(1976)는 2차원 균일 탄성 케이블에 수직집중

하중이 가해진 문제에 대하여 해석하였고, Sinclair and

Hodder(1981)은 앞의 해석법을 케이블 네트워크의 해석에 적용

하였다. Simith and MacFarlane(2001)은 수중에서 터치다운 포

인트를 가지며 두 개의 상이한 케이블들로 구성된 복합 계류케

이블에 하나의 부이 또는 싱커가 부착된 경우에 대하여 해를 다

항식으로 변환하여 해석하였다. 수직 집중하중 뿐 만 아니라 수

평 집중하중도 고려하게 되면 케이블 형상은 3차원 공간에서 해

석하여야 하는데 균일 탄성 케이블에 대해서는 Peyrot and

Goulois(1979), Such et al.(2009), Impollonia et al.(2011) 등의 

연구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물성을 갖는 요소 케이블들로 구성된 

하나의 양단 고정 복합 케이블(Multi-component cable)에 3차원 

정적 집중하중들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케이블

의 형상, 장력, 인장변형 그리고 단면의 수축변형에 대한 해들을 

해석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몇 가지의 경우에 대한 적용 예

를 수록하였다.

2. 문제의 가정 및 요소 케이블의 해

하나의 복합 케이블은 물성이 다른 n+1개의 요소 케이블들로 

연결 구성되었으며 각 요소 케이블들 간의 접합점인 n개의 절점

에 3차원 집중하중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절점 i=0과 

i=n+1은 복합 케이블의 양 끝단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먼저 Fig. 1과 같이 절점 i-1과 절점 i사이의 요소 케이블 i에 

대해 살펴보면, 힘의 평형 방정식은 식 (1)이며 인장변형 방정식

은 식 (2)로 표현된다.




cos   


sin  for    ≤≤ , (1)

 

  for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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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비인장 상태의 요소 케이블 원호길이이고, 는 케이

블 장력, 는 케이블 접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  ,  그리

고 는 각각 비인장 상태 요소 케이블 i의 단위 길이 당 질량,

영률(Young's modulus) 그리고 단면적이다. 는 인장 변형이 

일어난 상태에서의 케이블 원호길이이다. 그리고 그림에서 양의 

축 방향은 연직상방이고,   는 케이블 형상을 수평면인 

평면에 투영한 직선과 양의 축과의 사이 각이다.

Fig. 1 Catenary cable element

한편 장력에 의한 케이블 i의 수축된 단면적 는 식 (3)과 같다.









  

  for    ≤≤ . (3)

여기서 는 포와송비(Poisson's ratio)이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무차원화 된 값들을 도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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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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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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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비인장 상태 케이블의 총 길이 이고 는 총 자중이

며 는 요소 케이블 i의 길이이다.


  

  

 , 
  

  

 . (5)

이러한 무차원화 된 값들을 사용하여 식 (1)과 (2)를 다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cos  , 


sin   for    ≤≤ , (6)

   for    ≤≤ . (7)

기하학적 적합조건은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





 cos, 




 sin. (8)

식 (6)-(8)의 해는 잘 알려진 탄성 요소 케이블 i에 대한 현수

선 방정식으로 다음 식들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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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들에서 밑 첨자와 윗 첨자가 함께 사용된   
 와   

 는 

각각 요소 케이블 i의 시작점인 절점     에서의 와  값이

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의 해들은 요소 케이블 i에 대해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의 범위는    ≤≤이고 i=1~n+1 이

다.

식 (3)의 단면적비 는 다음 식과 같다.

 





  (13)

식 (9)-(13)로 표현된 해들에서 Flexibility factor인 가 0인 경

우는 비인장성 케이블(Inextensible cable)에 대한 해이다.

3. 절점에서의 접합조건

절점 i에 복합 케이블 총 자중 로 무차원화 된 3차원 정적 

하중  ,   , 가 작용하면, 요소 케이블 i와 i+1의 장력들과

의 힘의 평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게 된다.


coscos  

coscos    , (14)


cossin  

cossin    , (15)


sin  

sin  . (16)

여기서 i=1~n 이며, 좌변의 첨자 항들은 요소 케이블 i+1의 시

작점에서의 값들이고 우변 첨자 항들은 요소 케이블 i의 끝점에

서의 값들이다. 식 (14)-(16)은 집중하중에 의한 절점에서의 장

력, , 그리고 의 불연속성을 나타낸다. 식 (6)의 해인


cos    

 cos  
 for  ∼, (17)


sin    

 sin  
  for  ∼. (18)

의 관계식들과 식 (14)-(16)을 결합하면 임의 절점과 복합 케이

블의 끝점에서의 장력, ,  값을 시작점에서의 값들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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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들에서 i=1~n 이고, 특히   
 ,   

 , 은 복합 케이블 

끝점에서의 값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작점으로 부터 첫 번째 

요소 케이블에서는 다음의 관계식을 가진다.


coscossin

 
coscossin

, (23)


sin  

sin   . (24)

식 (19)-(24)를 사용하여 절점 i에서의 
± , 

±, 의 값들과 복

합 케이블 끝점인 i=n+1의   
 ,   

 , 의 값들을 시작점에서

의 값들인 
 , 

 , 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절점에서 형상의 연속성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들을 

얻을 수 있다.

  
  



 cos  , (25)

  
  



 sin  , (26)

  
  



  . (27)

여기서 i=1~n+1 이며,  
  과    은 식 (9)와 (10)으

로 부터 구할 수 있고 이 역시 
 , 

 , 로 표현된다.

4. 형상 및 물리량들의 결정

복합 케이블의 양 끝단의 위치가 주어져 있으므로     ,

    ,    는 기지의 값들이며, 이 값들을 식 (25)-(27)에 

대입하면 
 , 

 , 로 표현되는 세 개의 식을 얻게 된다. 따라

서 3개의 연립 비선형 대수방정식의 해로서 
 , 

 , 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립 비선형 대수방정식의 수치해법 중 

하나인 Broyden 방법을 사용하였다 (Press et al., 1992).

세 개의 미지 값(
 , 

 , )이 결정되면 식 (19)-(24)에 의해 

모든 절점에서의 
±, 

±, 이 결정되며, 요소 케이블 형상의 해

석적 해인 식 (9)와 (10)을 사용하면 복합 케이블 전체에 대한 

형상이 의 함수로 표현된다.

     cos        , (28)

    sin        , (29)

           . (30)

여기서 i=1~n+1 이며, 식들의 우변 마지막 항 값들은 식 (25)-(27)

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인장된 케이블의 길이 또한 절점에서

의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장력 는 식 (11)로 표현되며, 이로 부터 단면적비 도 식 (13)

으로 결정된다.

5. 적용 예

먼저 Table 1의 제원을 가지는 복합 케이블에 집중하중이 작

용하지 않을 때의 2차원 문제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에서 보듯이 4가지 경우 모두 3개의 요소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

는데, 각 요소 케이블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1/3로 모두 동일하

다. CASE 1의 중앙부분 요소 케이블(i=2)은 양쪽 끝단 요소 케

이블(i=1,3)에 비해 중량이 절반이고 값은 두 배이다. CASE 2

는 실질적으로 균일한 케이블로서 Flexiblity factor 는 CASE 1

재질의 등가 균일 값인 0.06으로 가정하였다. 인장성 케이블에 

대한 본 연구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값들은 통상

적인 값보다 상당히 큰 값이다. CASE 3와 4는 각각 CASE 1과 

2를 비인장성 재질로 가정한 것이다. CASE 1~4 모두 

   ,    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CASE 1

1 0.3333 0.4 0.05 0.3

2 0.3334 0.2 0.10 0.3

3 0.3333 0.4 0.05 0.3

CASE 2

1 0.3333 0.3333 0.06 0.3

2 0.3334 0.3334 0.06 0.3

3 0.3333 0.3333 0.06 0.3

CASE 3

1 0.3333 0.4 0.0 0.0

2 0.3334 0.2 0.0 0.0

3 0.3333 0.4 0.0 0.0

CASE 4

1 0.3333 0.3333 0.0 0.0

2 0.3334 0.3334 0.0 0.0

3 0.3333 0.3333 0.0 0.0

Table 1 Specific values of multi-component cable cases 1~4

Fig. 2에 복합 케이블들의 형상을 도시하였다. 불균일한 케이

블인 CASE 1 및 3과 균일한 케이블인 CASE 2 및 4를 비교해보

면 무거운 요소 케이블 부분이 더 처지고 가벼운 부분은 덜 처

짐을 알 수 있다. 주어진 값들에 대해 CASE 1과 2 모두 전체

길이의 약 4.18%가 인장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Fig. 2 Shapes of multi-component cables w/o

concentrated forces.

집중하중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CASE 1~4의 절점들

에 복합 케이블 자중의 20%에 해당하는 수직 상방 하중 

   를 부과하여 CASE 5~8로 설정하였다. Fig. 3의 결

과를 보면 절점에서 집중하중에 의해 형상이 꺾임을 확인 할 수 

있다. CASE 5와 6에서 인장률은 각각 2.35%와 2.40%이다. Fig.

4에 장력의 분포를 도시하였는데 집중 하중에 의한 장력의 불연

속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비인장 경우인 CASE 7과 8에 비해 

인장변형을 고려한  CASE 5와 6의 장력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단면적비 의 결과는 Fig. 5에 수록하였다.

Fig. 3 Shapes of multi-component cables under the

concentrated vertical forces

Fig. 4 Tensions of multi-component cables under the

concentrated vertical forces



Fig. 5 Cross-sectional area ratios under the concentrated

vertical forces

3차원 집중하중에 대한 해석 예로써 Table 1의 CASE 1에 
   와      이 작용하였을 때의 

3차원 형상을 Fig. 6에 도시하였다. 이때 양 끝단 조건은 

   ,    ,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3

차원 공간의 두 절점에서 꺾인 형상을 볼 수 있으며, 인장률은 

4.97% 이다.

Fig. 6 Shape of multi-component cable under the 3D

concentrated forces

6. 결  론

물성이 다른 요소 케이블들로 구성된 복합 케이블에 3차원 정

적 집중하중이 작용하였을 때의 해석법을 개발하였다. 인장변형

을 고려한 요소 케이블에 대한 해석적 해 들을 바탕으로 절점 

작용하중과 장력과의 힘의 평형조건을 사용하여 복합 케이블의 

해석적 해를 케이블 시작점에서의 세 개의 미지 값으로 표현하

였다. 이러한 미지 값들은 경계조건인 복합 케이블 양 끝단 위

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값들을 사용하면 복합 케이블의 형

상, 장력 분포, 인장 변형, 케이블 단면적 변형비 등을 해석적으

로 구할 수 있다.

해석 예로써 2차원 평면에서 수직방향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석 하였고 균일 케이블에 대한 결과와 비교하

였다. 그리고 3차원 집중하중에 대한 해석 예도 제시하였다.

만약 본 연구결과를 수중 복합 케이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들의 자중을 수중에서의 자중으로 대치하면 되며, 이 때 

구해지는 장력은 유효 장력(Effective tension)으로 해석하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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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에 대한 해양플랫폼의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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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Evaluations of an Offshore Platform due to Wav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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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Partial porous cylinder 부분투과성 실린더, 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 고유함수 전개법, Monte carlo simulation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Reliability evaluation 신뢰성 평가.

ABSTRACT: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ty of an offshore platform,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the wave forces acting on the offshore
platform. In the present study, the partial porous cylinder, which is composed of a permeable part near free surface and an impermeable part at
the bottom of the permeable part, is suggested to reduce the effect of wave forces. In order to calculate the wave forces acting on the partial
porous cylinder, the fluid domain is divided into three regions and the scattering wave in each fluid region is expressed by the 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 Applying Darcy's law to the permeable boundary condition, the effect of porosity can be simplified. Using the wave force the
dynamic response evaluations of the offshore platform with partial porous cylinder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modal analysis. In order to
consider the soil-pile interaction, the substructure method based on the effect of soil-pile interaction is thus applied. The displacement and
bending stress at critical structure members, which contained uncertainties caused by dynamic forces and structural properties, is computed
using the Monte Carlo Simulation (MCS). Using the reliability index based on the results from MCS, the reliability evaluations of the offshore
platform are examined.

1. 서    론

최근 육상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에 대형 해

양구조물을 설치하여 해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증가하

고 있다. 이런 대형 해양구조물을 설계하기위해서는 해양구조물

에 작용하는 파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저감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투과성 원형 실린더를 이용하여 파력을 저감하고, 투과성 원형 

실린더에 작용하는 파력을 계산하기 위해 고유함수 전개법을 이

용한 연구는 많이 존재한다(Williams and Li, 2000; Cho and

Kim, 2010; Park et al., 2010). 하지만 이런 투과성 원형실린더를 

이용한 해양구조물은 매우 불확실한 환경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뢰성 평가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줄이기 위해 투과성 원형

실린더와 불투과성 원형실린더를 결합한 부분투과성 원형실린

더를 제안하였고, 제안된 부분투과성 원형실린더와 트러스 구조

를 결합하여 대형 해양플랫폼을 설계하였다(그림 1참조). 이 대

형 해양플랫폼은 부분 투과성 원형 실린더를 통해 파력을 저감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력을 갖고 있어 하부 트러스 구조

물에 작용하는 수직응력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분

투과성 원형 실린더에 작용하는 파력을 계산하기위해 기존 연구

에서 사용되었던 고유함수전개법을 사용하였고, 투과성 영역에

서의 경계조건을 간단히 하기위해 Darcy‘s law 또한 사용되었

다. 구해진 파력을 해양구조물의 운동 지배방정식의 외력으로 

대입하고, 지반-구조물간의 상호작용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Substructure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동적응답 해석을 수행하였

다(park et al., 2012). 또한 Monte Carlo Simulation(MCS) 방법

을 이용하여 흙의 전단속도, 투과성 실린더의 공극률, 파주기 등

의 불확실한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해양구조물의 동적응답 특성 

비교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1 A three dimensional offshore platform with partial

porous cylind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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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정식화

파력이 시간영역에서 주어진다면, 모달 해석을 통해 해양구조

물의 동적 응답평가는 수행될 수 있고, 이런 구조물의 운동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는 각각 질량행렬, 감쇄행렬, 강성행렬을 나타낸

다. 그리고 는 구조물의 변위벡터를 나타내며 밑첨자 a는 

상부구조물을 b는 지반의 파일과 트러스구조물의 연결부위를 

의미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은 항력과 관성력으로 구성된 Morison 

equation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 

          ⋱⋱                         (3)

         



⋱


⋱





은 관성계수, ρ는 해수의 밀도, 는 실린더의 부피, 는 

유체입자의 가속도, 는 구조물의 가속도, 은 항력계수, 

는 실린더의 투영면적, 는 유체입자의 속도, 그리고 는 구

조물의 속도를 나타낸다. 고유함수법을 이용하여 부분투과성 원

형실린더에 작용하는 파력을 구하고, 구해진 파력을 구조물의 

운동지배방정식에 대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자세한 

설명은 Park et al., 2011을 참고).

   (4)

일반적으로 파일-지반의 상호작용은 Impedance function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함수는 실질적인 진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파수 범위내에서 계산될 수 있다(Yamada et

al., 1988).

        (5)

아래첨자 p는 파일-지반 시스템을 의미하고, 메트릭트  는 

상부구조물과 지반 파일연결부에서의 구조물 변위에 대한 전치 

변환 메트릭스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변위는 지반과 구조물이 

완전 구속된 경우 관성력에 의해 발생되는 동적변위와 지반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준정적 변위의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구조물의 변위 메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7)


는 관성력에 의해 발생되는 지반의 파일과 트러스구조가 연

결된 부분의 변위를 나타내고,   는 단위 메트릭스를 의미한다.

식 (2), (5) 그리고 (6)을 식 (1)에 대입하여 전체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8)

여기서,           
       
              
          
             

              
            

(9)

시간 영역에서 파력이 주어지면 식(8)은 고유값과 고유벡터을 

기초로 하여 모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식(8)은 다음과 같

이 일반화된 좌표 시스템{y}을 이용하여 변환될 수 있다.

   ⋱ ⋱  ⋱
 ⋱    (10)

여기서, 


 

 



 


  

           



(11)

는 모달 메트릭스이고, 는 j번째 모드에서의 고유주파수를 

나타낸다. 는 감쇄비이고, 는 파력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해양구조물의 신뢰성 평가는 

MCS 방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할 수 있다.

  


 (12)

여기서,   ×



은 부재 고유의 응력 변수 및 평균값이고,  는 외부 하

중에 의한 부재 응력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3. 계산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 영역과 불투과성 영역의 비(h/D)가 

0.5인 부분투과성 원형실린더를 이용하여 그림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대형 해양플랫폼을 설계하였고 모달 해석을 통해 

동적응답을 수행하였다. 해양플랫폼의 높이는 95m이고 넓이가 

120×120m의 덱크를 가지고 있으며 설계수심은 85m이다. 해양

플랫폼에 사용된 재료는 단위 중량 , 영모듈 

×, 전단강도 ×인 강재가 사용되

었으며 각 부분투과성 원형실린더 중심에 의 집중 하중

을 가하였다. 표 1은 흙의 전단파 속도 변화에 따른 대형 해양

플랫폼의 고유주기를 나타낸다. 흙의 전단파 속도가 증가할수

록 파일의 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양플랫폼의 고유주기는 

감소하는데 이는 해양플랫폼의 고유주기가 지반의 상태에 매

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Natural period of offshore platform (sec)

mode Fixed   
foundation

Pile-soil foundation (soil condition)
Vs=100m/s Vs=300m/s Vs=500m/s

1st 2.2807 2.7235 2.4618 2.3632
2nd 2.2559 2.7001 2.3870 2.2862

3rd 2.1604 2.6322 2.3557 2.2558
4th 1.3817 1.5139 1.4376 1.4065

5th 0.8463 0.8500 0.8492 0.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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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histories of displacement at nodal point 1 with

H=7m and T=8sec: (a) Vs=200m/s, (b) G=5.0.

그림 2에 노달 포인트 1번에서의 시간 변동에 따른 해양플

랫폼의 운동 변위를 파고 7m, 주기 8sec에 대해 나타내었다.

투과율비(G)가 5인 경우 운동변위는 불투과성인 경우(G=0)에 

비해 변위가 약 46% 감소하였다. 흙의 전단파 속도가 400m/s

인 경우에는 200m/s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지만, 고정된 경우 

보다는 약 11%감소하였다. 즉, 해양플랫폼의 윗부분에 있는 노

달 포인트인 경우에는 지반상태에는 민감하지 않지만 파력변

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분 투과성 원형실린더는 해양

플랫폼의 동적변위 저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투과성 원형실린더는 극한 환경외력

의 영향을 받는 해양플랫폼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재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림 3은 투과율비 및 흙의 전단파 속도 변화에 따른 각 노

달 포인트에서의 최대 벤딩응력을 나타낸다. 투과율비가 증가

할수록 벤딩응력은 감소하지만, 흙의 전단파 속도가 증가할 경

우에는 반대로 벤딩응력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

른 구조물이 결합되는 부위에는 벤딩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반과 구조물이 결합된 위치와 부분 투과성 원형 

실린더와 트러스구조물이 결합된 위치에서 큰 벤딩응력이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양플랫폼의 설계

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구조 결합부위에 대한 정밀한 수치해

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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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ximum bending stress for all nodal points with H=7m

and T=8sec: (a) Vs=200m/s, (b) G=5.0.

신뢰성 높은 해양플랫폼을 설계하기위해서는 불확실한 환경

변수에 대한 해양플랫폼의 최대 등적응답특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림 4에 ±20%의 변화량을 갖는 각 

변수에 대한 최대 벤딩응력의 수렴성을 나타내었다. 비록 각 

변수의 수렴성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200번 이상 시뮬레이션

을 수행할 경우 각 변수가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MCS방법을 통해 동적응답 특성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변수의 영향이 효율적으로 평가되었음을 나타낸다.

해양플랫폼의 신뢰성 평가는 MCS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

한 신뢰성지표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재의 허용 

벤딩응력은 240MPa이고 ±10% 변화량을 주었다. 그림 5은 지

반-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한 불확실한 환경변수에 대한 해양플

랫폼의 신뢰성지표를 나타낸다. 불투과성 원형실린더인 경우 

투과성 원형실린더 보다 상당히 낮은 신뢰성 지표를 나타내는

데 이는 상대적으로 해양플랫폼의 안전성이 감소됨을 나타낸

다. 신뢰성 지표가 3이상이면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데 

제안된 부분 투과성 원형실린더로 구성된 해양플랫폼인 경우 

주어진 전 영역에 대해 매우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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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iability index at node 8 for pile-soil foundation

system: (a) Wave period, (b) wave heigh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분투과성 원형실린더로 구성된 해양플랫폼에 

대한 동적응답 특성 비교 및 불확실한 환경변수에 대한 해양플랫

폼의 신뢰성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 영향은 지반상태에 따라 해양 구

조물의 고유주기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2) 부분투과성 원형실린더로 구성된 해양플랫폼은 불투과성 

원형실린더로 구성된 해양플랫폼에 비해 파력 저감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해양플랫폼의 동적변위 저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따라서 부분투과성 원형 실린더로 구성된 해양플랫폼은 극

한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 구조물로 이용될 수 있다.

(3) MCS방법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환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양플랫폼의 신뢰성 평가가 수행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지반-구조물의 상호 작용 영향을 받는 해양플랫폼에 대한 안전

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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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펌프 슈라우드 연결부 구조설계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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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design and analysis of shroud connecting part of lifting
pump

Cheon-Hong Min*, Min-Uk Lee*, Hyung-Woo Kim*, Tae-Kyeong Yeu* and Sup Hong*

*Koe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Daejeon, Korea

KEY WORDS: Lifting pump 양광펌프, Shroud 슈라우드

ABSTRACT: Structure design and analysis of shroud connecting part of lifting pump is very important for lifting system in deep-seabed
mining. In this study, structrue analysis is carried out to design of connecting part of lifting pump shroud. API 6A 10000 psi flange is
considered as the shorud connecting part.

1. 서    론

2011년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기술 상용화 확보를 위해 

5,000m급 파일럿 채광로봇(미내로, MineRo)이 설계되었으며,

2012년 제작이 완료되었다. 제작된 파일럿 채광로봇의 성능검증

을 위해 2012년과 2013년에 실해역 성능검증 시험이 수행되었다

(홍섭 외, 2013).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을 위해서는 채광로봇에서 채집된 망간

단괴를 해수면으로 이동시키는 양광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양

광시스템은 유연관, 버퍼, 양광관, 양광펌프로 구성된다. 특히,

양광펌프는 양광관과 양광관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결부 구

조설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광펌프 연결부 구조설계를 

위해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설계안을 검토하여 최적

의 연결부 구조설계를 수행하였다.

2. 양광펌프 슈라우드 플랜지 설계

양광펌프를 이송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슈라우드 양끝단에 

연결장치가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광펌프 슈라우드 연결부 

설계를 위해 초기 2가지 형태가 검토 되었다. 방안 1은 슈라우

드 연결부가 양광관 안쪽으로 삽입되어 용접을 통해 연결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방안 1의 경우 슈라우드 연결부가 양광관 

안쪽으로 삽이되어야 함으로 삽입되는 부분의 두께가 다른 부분

에 비해 매우 얇아지며, 이러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안 2의 경우 슈라우

드 연결부 끝쪽에 탭을 내어 양광관과 볼트로 연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우 탭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유지 및 보수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기 2가지 방안의 검토를 통해 플랜지를 이용한 연결부 설계

를 수행하였으며, 내경 200 mm API 6A 5000 psi급 플랜지를 

초기 모델로 선정하였다. 내경 200 mm API 6A 5000 psi급 플

랜지 사양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API 6A, 2004).

- 플랜지 외경(OD) : 485 mm

- 홀간 직경(BC) : 393.7 mm

- 플랜지 두께(T) : 103.2 mm

- 볼트 사양(H) 및 개수(N) : M42 볼트, 12개 

- 플랜지 무게 : 140 kg

플랜지 검토를 위해 정적하중을 적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

다. 양광펌프 상단(토출구) 플랜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다음

과 같다.

a) 내경 200 mm 양광관 하중(API specification 5L, 2004)

- 외경 219 mm, 두께 8 mm

- 양광관의 단위 길이당 무게 : 41.3 kg/m

- 양광펌프 아래쪽 양광관(1750 m)의 총 무게 : 1750 × 41.3

= 72275 kg

b) API 6A 5000 psi 플랜지 하중

- 플랜지 무게 : 140 kg/ea

- 플랜지 개수 : 양광관 모듈당 길이 약 24 m 선정시 146개 

소요

- 양광펌프 아래쪽 플랜지의 총 무게 : 146 × 140 = 20440

kg

c) 버퍼 및 양광펌프 하중

- 버퍼 무게 (10200 kg) + 유연관 인장하중 (약 1000 kg) =

11200 kg

- 양광펌프 무게 : 15000 kg

d) 양광펌프 상단 플랜지에 작용하는 인장하중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 양광관 + 플랜지 + 버퍼 + 유연관 인장하중 + 양광펌프 

= 119 ton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플랜지 구조

검토를 수행하였다. 특히, 단면적이 급격히 변화는 플랜지와 슈

라우드 연결부분의 국부해석을 주요하게 검토하였다. 볼트-플랜

지 결합구조를 선형 해석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를 해석하여 응력값의 범위를 

예측하였다.

⦁ Case 1 :　순수 인장에 따른 플랜지　목부분 단면적에 걸리

는 인장응력, 이상적인 경우의 응력계산으로 수계산이 가

능함, 응력집중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실제 응력의 하한선

으로 볼 수 있음

⦁ Case 2 :　모델링 편의를 위해 상부플랜지만 모델링하고,

플랜지 하부에 인장력을 가하는 경우, 하부 플랜지를 모델

링에서 생략했기 때문에 실제 응력보다 큰 값이 계산될 것

으로 예상됨

⦁ Case 3 :　하부플랜지와 상부플랜지가 볼트로 결합된 부위

로부터 먼 곳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가정한 모델

링으로, 실제 응력보다 큰 값이 계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Case 4 : 하부플랜지와 상부 플랜지가 단단히 붙어 있다고 

가정한 모델링으로 실제 응력보다 작은 값이 계산될 것으

로 예상됨

플랜지 재료는 SSC 13이며, 항복 응력과 인장 응력은 각각 

185 MPa, 440 MPa로 고려되었다. 구조해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슈라우드와 플랜지가 연결되는 목부분에서 응력집중이 발

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Case 1의 경우 40.9 MPa의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 Case 2의 경우 61.5 MPa의 응력이 목부분에 발생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Fig. 1)

⦁ Case 1과 Case 2의 안정률은 항복응력 기준으로 3.01 ~

4.52 범위로 예상되며, 인장응력 기준으로 7.15 ~ 10.75로 

예측되었다.

⦁ 구조해석 결과 API 6A 5000 psi 플랜지 연결부분에서 응

력집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율이 다소 낮

은 범위로 예측되었다.

이상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API 6A 5000 psi 플랜지를 보

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플랜지 보강을 위해 2가지 보강방법을 

선정하였으며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보강방법의 적절성을 검토

하였다. 보강 1은 Fig. 2와 같이 API 6A 5000 psi 플랜지 연결부

에 리브를 이용하여 구조를 보강하는 방법이며, 보강 2는 Fig. 3

과 같이 상위 규격(10000 psi) 플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Fig. 1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API 6A 5000 psi flange

Fig. 2 Modified desgine of shroude flange with ribs

Fig. 3 Modified desgine of shroude flange with API 6A 10000

psi

보강 1의 구조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Case 1의 경우 26.8 MPa의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Case 2의 경우 Fig. 4와 같이 134.1 MPa의 응력이 플랜지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보강 1의 경우 Case 2에

서 응력집중이 더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Case 1



과 Case 2의 안정률은 항복응력 기준으로 1.38 ~ 6.90 범위로 예

상되며, 인장응력 기준으로 3.28 ~ 16.42로 예측되었다.

Fig. 4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API 6A 5000 psi flange with

ribs

보강 2의 구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se 1의 경우 22.3

MPa의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Case 2의 경우 Fig.

5와 같이 54.1 MPa의 응력이 플랜지 연결부분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 Case 3의 경우 49.1 MPa의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Case 4의 경우 40.1 MPa의 응력이 계산

되었다. 보강 2의 경우 다른 모델에 비해 집중응력이 작아졌으

며, 응력이 집중되는 영역도 플랜지 표면으로 한정되어 계산되

었다. Case 1 ~ Case 4의 안정률은 항복응력 기준으로 3.42 ~

8.30 범위로 예상되며, 인장응력 기준으로 8.13 ~ 19.73으로 예측

되었다.

Fig. 5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API 6A 10000 psi flange

3. 결론

양광펌프 슈라우드 연결부 설계를 위하여 구조해석이 수행되

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API 6A 5000 psi 플랜지 구조해석 결과 연결부에서 응력집

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율이 다소 낮은 범위로 

예측되었다.

2) API 6A 5000 psi 플랜지 연결부에 리브를 이용하여 구조를 

보강한 경우 Case 2에서 응력집중이 더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API 6A 10000 psi 플랜지 구조해석 결과 높은 안정률과 낮

은 응력집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광펌프 슈라우드 연결부

를 API 6A 10000 psi 플랜지를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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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쇄빙선 아라온호가 2010년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빙해지역에서 일반 운항 및 쇄빙 운항하면서 
계측된 빙하중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해빙이 분포해 있는 해역을 운항할 때 뿐만 아니라 선정된 빙판을 쇄빙 운항할 
때 계측된 빙하중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 운항과 쇄빙 운항 시 선속과 빙하중의 관계를 비교하였으며 계측위치와 빙하중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고 운항에 따른 빙하중의 차이와 선박 운항 및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빙하중의 발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쇄빙 운항 시 계측된 자료를 분석하고 일반 운항 시 계측된 자료와 비교하였다. 20MPa이상의 피크값을 정리하였으며, 선수미 및 선체
깊이 방향으로 계측 위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피크응력의 발현확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빙하중이 선박에 
작용할 확률은 거듭제곱 형태의 분포함수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운항 및 쇄빙 운항 시 계측된 빙하중을 비교하였을 때 최대응
력이 나타나는 방향은 다른 방향에서도 높은 응력을 보이고 있어 두 데이터 비교는 설계 및 안전성을 고려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1. 서    론

최근 전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얼음이 녹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북극해

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북극 항로 (NSR: Northern Sea

Route) 상에 해빙이 거의 없는 상태도 생기고 있다. 자원개발

을 포함한 북극 항로 개발 등은 해빙이 분포한 해역을 운항하

는 쇄빙선이나 내빙선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선박들은 해빙과의 접촉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해빙과 접촉할 때 선체가 받게 되는 빙하중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저자 등 (Lee, et al., 2013a)은 일반 운항 시 계측된 빙하중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아라온호의 2010년 북극

해 항해에서 국부 빙하중을 계측한 자료 중에서 쇄빙 성능시

험이 아닌 다양한 조건을 가진 빙해역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계측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빙판에 대한 쇄빙시험을 

수행하면서 계측된 빙하중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2010년 8월초  

북위 73도부터 78도 사이 알래스카의 북극해 안쪽의 Chukchi

해와 Beaufort해 일대에서 4회의 빙판 쇄빙 운항을 통하여 해

빙의 재료특성과 선수선측부의 국부빙하중 계측 실선시험이 

이루어졌다.

쇄빙 성능 시험을 위해서는 길이가 본선의 최소 2-3배 정도

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빙판을 쇄빙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빙판 쇄빙 운항이라 부르고 (Fig.1 참조), 이에 비해 해빙

의 밀집도가 다양한 빙해역을 운항하는 것을 빙해역 일반 운

항 (Fig. 2 참조)으로 분류하였다.

빙해역 일반 운항 시와 쇄빙 운항 시 비교를 위해 빙하중 

계측 자료와 본선 운항 자료를 바탕으로 20MPa 이상의 피크

값을 추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선속 데이터도 수집하였다. 추출

된 피크값을 중심으로 계측된 응력과 선속과의 관련성을 조사

하였고, 선수미 방향과 선체 깊이 방향으로 부착된 변형률 게

이지의 위치에 따른 응력의 상관성도 확인하였으며, 응력 수준

을 범주화하여 그 발현 확률 특성도 살펴보았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1 ARAON in Chukchi Sea (Kim et al., 2011b)

Fig. 2 Typical Arctic sea ice condition (Choi et al., 2011)

2. 빙해지역 쇄빙 시 계측자료 

2010년 북극해 항해 시에 선수선측에 작용하는 국부 빙하중

을 계측할 목적으로 선수 thruster room의 좌현 선체외판 내부

에 Fig. 3과 같은 위치를 정하여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는 6개의 

1축 게이지와 8개의 로제트 게이지로 총 30개 채널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계측 시에는 이용 가능한 앰프 채널의 

제약으로 선수미 방향으로 설치된 R1, R7, R8의 경우 수평방

향 채널만 계측하였다.

R8이 선수에 가장 가까우며, 제2갑판의 수직 위치는 7,100

mm A/B (Above Baseline)이다. 참고로 아라온호의 설계흘수

는 6,820 mm A/B이고, 최대흘수는 7,620 mm A/B이다. 그리

고 게이지 부착 위치에 사용된 재료는 EH36 (항복강도 355

MPa)으로 그 두께는 34.5 mm이다.

빙해역 쇄빙 시에 계측한 자료 데이터들을 일자별로 Table 1

에 정리하였다. 계측 시간은 매 시험에서 약 15분 정도로 계측

시간을 고정시켰으며, 계측자료를 통한 확인 결과 총 2711초였

다. 표에는 쇄빙 운항 시의 평균 흘수와 빙판상에서 직접 계측

한 값으로부터 구한 평균 빙두께도 함께 정리하였다. 그리고 

빙의 밀집도를 9~10으로 표기한 이유는 쇄빙 시험 대상 빙판

과 인접한 다른 빙판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2,

3차 시험 빙판은 주변과 거의 분리되어 있었고, 4차 시험 빙판

은 한 쪽면이 주변과 연결되어 있었다.

Fig. 3 Location of strain gauges in bow thruster room

Fig. 4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ocation of strain

gauges in longitudinal direction(6th Aug., 4st test)

3. 쇄빙 운항 시 계측된 빙하중 분석

앞 장에서 보고한 빙해역 쇄빙 시 계측된 자료들을 분석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라온호의 최초 항해인 남극항해 시

에 쇄빙 성능 및 빙하중 분석을 수행한 러시아 AARI 보고서

(Likhomanov, 2010)의 자료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이 절차에 의하면, 우선 게이지 위치에 따른 계측값의 변화

로부터 위치-계측값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특별한 상관관계

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체 계측값을 이용하여 발현 확률을 표

현할 수 있는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계측된 스

트레인으로부터 변환한 응력과 선박의 운항 속도와의 관계를 

추정하여 아라온호의 최대 운항 속도까지 외삽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Table 1 데이터 중 가장 높은 빙하중이 계측된 

8월 6일에 수행한 4차 쇄빙 운항 시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계

측자료 분석 절차를 자세히 기술한다. Fig. 4, 5는 쇄빙 운항 

시 각각 선수미 및 선체 깊이 방향으로 설치된 게이지 위치에 

따른 계측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두 방

향의 교차점인 R3 위치를 기준 (즉, 0.0 위치)으로 하였고, 선

수 방향 및 상 방향을 양(+)의 값으로 취하였다.

Fig. 4에서 longi. stress는 선수미 방향의 응력상태를 보여주

며 equivalent stress는 로제트 게이지인 R3에서 계측된 3개 채

널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등가응력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우선 S4 위치 (1,200 mm 지점)에서는 20MPa을 넘는 피크 응

력이 전혀 계측되지 않았으며, R1 위치(-1,200 mm 지점)에서



Date
Test

No.

Measuring

time(sec)

No. of peak

over 20MPa

Mean draft

(m)

Mean ice

thickness (m)

Estimated ice

concentration
Remark

08-04 2 903 8 7.20 2.22 9~10 2nd year ice

08-05 3 905 12 7.18 1.88 9~10 2nd year ice

08-06 4 903 71 7.16 2.46 9~10 2nd year ice

sum 2711 91

Table 1 summary of measurements and ice conditions in ice-breaking performance tests

부터 S8 위치(2,400 mm 지점)까지 선수 쪽으로 갈수록 대체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1

위치에서부터 R8 위치 구간의 데이터 전체에 대한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면 0.272 정도의 값이 구해지

는데, 이는 상관성이 약함을 의미하는 수준이다. 상관계수 값

이 1 또는 -1이 되면 완전한 양 또는 음의 상관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4 이상이어야 상당한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Yang, 2012).

선체 깊이 방향의 게이지 위치에 따른 피크 응력을 나타낸

Fig. 5에서는 5개 게이지 위치 모두에서 피크값이 계측되었는

데, R4 위치 (-500 mm 지점)에서 튀는 값을 고려하면 R6

(-1,500 mm 지점)와 R4 (-500 mm 지점)까지 양의 상관성이 

있고 R4(-500mm) 부터 R2 (500 mm 지점)까지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향들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각각 

0.629과 -0.479 정도로 상당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비교적 일정한 빙두께를 가진 빙판과 계속해서 접촉할 경

우 특정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빙하중이 계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값도 매우 높은 상관

성이라고 볼 수 있는 ±0.8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측된 피크 응력들을 개별적인 자료

로 취급하여 응력 수준을 10MPa씩 범주를 나누어 그 발현 확

률을 구하였으며 Fig. 6에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으로

부터 피크 응력의 발현 확률은 지수 함수보다는 음의 거듭 제

곱 함수에 의해 더욱 잘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측 시각에 대한 동기화 과정을 거쳐 위에서 정리된 

계측 자료에서 각각의 피크 응력이 계측되었을 때의 선속을 

본선 자료로부터 추출한 후 선속에 따른 피크 응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8월 6일 계측자료에 대해서는 Fig. 7과 같

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때 AARI에서 거의 동일한 계측 위치에

서 수행한 남극 계측자료를 함께 나타내었다.

AARI 보고서 (Likhomanov, 2010)에 의하면, 선체와 해빙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 중에서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

나가 비교적 빠른 속도에서 빙판의 모서리 (ice edge)와 접촉

하거나 빙맥 (ice ridge)을 뚫고 지나가는 빙-선체 충돌 상황이

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Fig. 7에 나타낸 것과 같은 외삽 

곡선을 유도하였다. 여기서 AARI는 7.8 knot에서 97.87 MPa로 

계측된 값 (그림에서 사각형 ■으로 표시)은 본선이 곡선운동

을 할 때 얻어진 것이라 하여 배제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이용

하여 극대값을 외삽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ig. 5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ocation of strain

gauges in vertical direction(6th Aug., 4st test)

Fig. 6 Histogram and probability density approximation of stress

(6th Aug., 4st test)

Fig. 7 Maximum stresses - ship speed curve(6th Aug., 4st

test) including AARI data and extrapolation



Fig. 7를 고찰하면, 8월 6일 4차 계측자료의 피크 응력 - 속

도 관계는 AARI의 남극 계측자료보다 대체적으로 운항 속도

가 낮지만 상당히 큰 응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4.96knot

근처에서 계측된 피크 응력 (106 MPa)은 외삽곡선에 비해 약 

1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빙해역 일반 운항과 쇄빙 운항 시 

계측자료를 모두 이용한 전체적 비교는 다음 장에 정리하였다.

4. 쇄빙 및 일반 운항 시 빙하중 비교

앞서 3장에서 기술한 자료 분석 절차에 의거 정리된 내용을 

일반 운항 시 전체 자료 (Lee, et al., 2013a)와 비교하였다.

우선 Fig. 8과 9는 각각 일반 항해 시 선수미 방향과 쇄빙 

항해 시 선수미 방향, Fig. 10과 11은 각각 일반 항해 시 선체 

깊이 방향과 쇄빙 항해 시 선체 깊이 방향으로 설치된 각 변

형률 게이지 위치에서 계측된 피크 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각 

게이지 위치에서 가장 높은 응력에만 주목하면 경향성을 갖는 

것 같지만 같은 시기에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상관계수를 조사해 보면 위치별 응력 그래프에서는 상관계수

가 쇄빙 시에는 선수미 방향이 -0.15 ~ 0.232, 선체 깊이 방향

이 -0.335 ~ 0.272이며, 일반 운항 시에는 선수미 방향이 -0.591

~ 0.420, 선체 깊이 방향이 -0.439~0.420으로 개별 계측데이터

의 상관계수에 비해 상당히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8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ocation of strain

gauges in longi. direction (Normal operation)

Fig. 9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ocation of strain

gauges in longi. direction (Ice-breaking operation)

Fig. 10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ocation of strain

gauges in vertical direction (Normal operation)

Fig. 11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ocation of strain

gauges in vertical direction (Ice-breaking operation)

각 운항 시 상관계수의 변화는 특정 운항 조건 및 해빙의 

상태로 인해 개별 계측 데이터에서 게이지 위치와 계측된 응

력값에 대한 상관계수가 높은 경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

측위치와 피크 응력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위치에 빙하중이 항상 높게 작용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계측된 피크 응력들의 상관

관계가 약하게 나오면 각 케이스가 아닌 그 전체를 개별적인 

자료로 취급할 수 있다.

다음으로 Fig. 12과 13은 일반 항해 시와 쇄빙 운항 시 선속

에 따른 최대응력을 정리한 그래프이다. 선속-응력 그래프를

보면 일반 항해 시 계측된 응력의 최댓값은 선속 6.59 knot일

때 155.52 MPa이며 쇄빙 운항 시 응력의 최댓값은 선속 4.96

knot일 때 106.35 MPa으로 계측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선속

의 변화 범위는 일반 운항 시 1.46 ~ 10.34 knot인데 반해 쇄빙

운항 시에는 2.26 ~ 6.87 knot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아라온호

의 최대 선속은 약 16.7 knot 수준이다.

한편, 계측된 응력의 선속에 따른 변화의 경향은 최대 응력

이 계측된 지점을 중심으로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운항 모드에 상관없이 유사하다. 즉, 쇄빙 운항 시에도

선속이 4.96 knot에 도달하기까지는 선속에 따라 응력이 증가

하다가 이 속도를 지나면 감소하고 있다.



Fig. 12 Stress-speed curve including AARI extrapolation of

maximum stress (Normal operation)

Fig. 13 Stress-speed curve including AARI extrapolation of

maximum stress (Ice-breaking operation)

Fig. 14와 15는 일반 운항 시 및 쇄빙 운항 시 피크응력의

발현빈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각 운항 시 최대응

력은 일반 운항 시 155 MPa, 쇄빙 운항 시 106 MPa로 계측되

었다. 두 운항 모드에서 최대응력이 발생할 확률을 비교해 보

면 일반 운항 시에는 지수 함수의 경우 그 확률 값은 136.139×

10-30, 거듭제곱 함수의 경우 287.97×10-5이었다. 한편, 쇄빙 운

항 시에는 그 확률 값이 지수 함수의 경우  111.069×10-22, 거

듭제곱 함수의 경우 149.99×10-4 정도로 계산 가능하다. 또한,

총 계측시간과 100 Hz인 계측 주파수를 고려한 발생확률은 일

반운항 시 427.4×10-9, 쇄빙운항 시 368.9×10-6 정도이다.

이로부터 일반 운항 시보다 쇄빙 운항 시 최대응력이 발현

될 확률이 높으며, 운항 모드에 상관없이 거듭제곱 함수의 경

우가 높은 확률을 주고 있다. 또한, 거듭제곱 함수에 의한 값

은 계측 데이터를 고려한 것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하중을 다소 높게 책정하

는 것을 감안하면 거듭제곱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지수 함

수에 의한 것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 운항 

시의 빙 밀집도가 4에서 9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크응력 발현빈도가 빙의 밀집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관

련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14 Histogram and probability density approximation of

stress (Normal operation)

Fig. 15 Histogram and probability density approximation of

stress (Ice-breaking operation)

5. 결    론

본 연구는 2010년 아라온호의 북극항해 시 국부 빙하중을 계

측한 자료 중에서 쇄빙 성능 시험과 빙해역을 일반 운항하는 과

정에서 계측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게이지 위치에 따른 피크 응력을 조사한 결과, 수직 방향

으로는 다소 높은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매우 높

은 상관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선수미 방향으로는 일반 운항 

시와 같이 쇄빙 운항 시 게이지 위치와 계측된 응력 사이의 상

관관계가 약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반 운항 및 쇄빙 

운항 시 특정 위치에 항상 높은 응력값이 계측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선속에 따른 빙하중을 분석한 결과, 쇄빙 시 최대 빙하중

이 계측되는 선속은 일반 운항 시에 비해 다소 낮아졌고 전체적

으로는 선속의 변화 범위도 많이 좁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쇄

빙 운항 시에 일반 운항 시보다 엔진 출력을 다소 높였을 가능

성을 고려하면 빙판 쇄빙 시 상당한 저항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선속을 저하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3) 빙하중의 최대 피크응력 발현 확률이 일반 운항 시보다 쇄

빙 운항 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빙의 밀집도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반 운항 시와 마찬가지로 쇄빙 운항 시 빙하중의 발생 

확률은 거듭제곱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보다 합

리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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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클래스 루버의 해빙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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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Icing Performance Evaluation for Ice-Class L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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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de-ic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a vessel operating in cold region, numerical out to evaluate the ice class
louver which installed the heating cables by using ANSYS 13.0 CFX. The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considering
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 This study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ryogenic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Excellent De-icing Ice Class Louver’ in KRISO. For validation of the numerical anarysis result,
the cold chamber experimental data measured by the heat sensors in certain location of the ice class louver was used. The
external environmental temperature which varies from 0℃ to –30℃ was considered in numerical analysis. Also three different

heating cables which have the heat capacity of 33 , 45 , 66 were adapted for the design parameters to be the
most efficient for de-icing design of the ice class louver.

1. 서    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해의 해빙감소로 인해 북극항로가 개

방이 되고, 육상 및 해상의 경제성이 있는 유전들의 자원이 고

갈되어 감에 따라 상선 및 유전 개발을 위해 극지방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빙해역을 항행하는 빙해선박

의 경우 극저온의 대기온도, 선박에 대한 상대풍속 및 물보라

(sea spray)에 의한 착빙(icing)으로 인해 선박의 안정성 저해 및 

선박 외부의 기자재 작동에 영향을 주어 선원들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극지역을 운항하는 빙해선박에 대해 

미국선급(ABS), 노르웨이선급(DNV), 영국선급(Lloyd`s Register),

러시아선급(RMRS) 등에서는 방한기술 표기법(winterization)을 

정의하고 있는 사항이다(Jeong, et al., 2011).

본 논문에서는 KRISO에서 선행 연구된 ‘극저온 설계 및 동결

방지처리 평가 기술 개발’(산업통산자원부, 2013)의 일환으로 진

행된 아이스 클래스 루버(ice class louver)의 해빙을 위한 성능

평가 실내실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열선을 이용한 

공법의 실행기준은 저온챔버(cold-chamber)를 이용한 온도분포

를 측정하는 제한적인 실험에 의존되어 왔다. 하지만 실내 실험

은 극한 환경의 제한적 구현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극한 환경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열전달 해석을 통한 다양한 설계변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Lee, et al., 2012).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된 실내

실험에서 확보한 실험데이터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

성을 확보한 후, 효율적인 열선시공을 위해 열선의 전력용량을 

변경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 실 내 실 험

본 실내실험은 KRISO에서 선행 연구된 ‘극저온 설계 및 동결

방지처리 평가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3)의 일환으로 

진행된 ice class louver의 해빙성능평가 실내실험으로 실험방법

은 아래와 같다.

저온챔버(4,700×2,500×3,300)에 루버를 설치하여 

–15℃의 온도조건과 4의 상대풍속을 적용하여 해빙 기술

을 평가하였다. 루버의 blade 끝단에 33의 열선을 설치한 

후, 가열하여 blade에서의 온도를 계측하였다.

Location of sensors

Ch1 on the blade

Ch2 on the blade

Ch3 on the blade

Ch4 on the blade

Ch5 on the blade

Ch6 on the blade

Ch7 on the heating cable of blade

Fig. 1 Sensor location on the blade of ice class l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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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해 설치된 루버에 Fig. 1과 같이 온도센서(7개소)를 

부착하여 blade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해빙 기술을 평가하

기 위해 저온챔버의 온도가 대상온도(-15℃)에 도달한 후, 열선

에 전원을 공급하여 착빙에 대한 변화과정을 확인한다(KRISO,

2012).

3. 수치해석방법 및 경계조건

3.1 지배방정식

본 수치해석 연구는 아래와 같이 RANS 방정식(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을 지배방정식으

로 적용하였다.

연속방정식




∇·   (1)

운동량방정식




∇·⊗ ∇∇· (2)

여기서, 는 분자응력텐서이고 은 운동량 항(Momentum

Source)이다. 연속방정식은 변환되지 않지만 운동량방정식과 

스칼라 수송방정식은 분자확산유동에 추가되는 난류 유동항을 

포함한다.

추가된 난류 유동항 S.S.T(Shear Stress Transport)모델은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ANSYS 13 MANUAL).







  









































(3)

레이놀즈 평균에너지 방정식(The Reynolds Average Energy

Equation)은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4)

여기서, 는 열전도계수, 는 에너지 항을 나타낸다. 또한 

평균 총 엔탈피(Enthalpy,  )는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6)

따라서, 변수들이 추가된 방정식은 식 (7)과 같다.




∇· ∇·∇ (7)

3.2 해석방법

수치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각 도메인은 해석결과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실제 실내모형실험의 환경과 같은 규격으로 모

델링하였으며 해석의 정확성과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경계면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격자의 크기를 0.0001를 기

준으로 체적증가율(Growth ratio: 1.2)을 적용하였다. Fig. 2는 

전체모델의 형성된 격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격자개수는 약 43

만개이다.

Fig. 2 Grid generation for analysis

수치해석에 적용된 열선은 33 ,  , 로서 

총 3가지의 Case로 열 유량(heat flux)으로 환산하여 1,650

, 2,250, 3,300을 적용하였다. 열선에 의하

여 강제시편에 전열된 열량은 경계면에 바람 발생장치에 의해 

형성된 유동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전열현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시간 이후 정상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저온

챔버의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각의 경우에 대해 수렴되는 

온도를 도출하였다.

3.3 타당성 검토

제안된 수치해석의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KRISO에서 

선행된 ‘Ice Class Louver의 De-Icing 저온 성능 시험 보고서’

의 실내모형실험 결과를 참고하였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실

험환경은 환경온도 –15℃, 상대풍속 4 , 열선용량 33

인 경우이다.



Numerical analysis data Experimental data

Ch1 -14.08 -13.77

Ch2 -12.75 -13.14

Ch3 -12.75 -12.76

Ch4 -13.52 -12.43

Ch5 -13.52 -12.84

Ch6 -11.81 -11.52

Ch7 2.11 12.10

Aver. -13.07 -12.74

Table 1 Numerical analysis data and experimental data of the

sensor temperature

Table 1은 실내모형실험에서 얻은 결과 값과 수치해석을 통

해 얻은 각 온도센서에서의 얻은 수렴온도이다. Ch7을 제외한 

나머지 온도센서에서의 결과 값은 오차 값이 거의 없으나 

Ch7(on the heating cable of blade)에서의 결과 값의 차이가 

약 10℃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내모형실험에서 

사용된 열선은 열선의 온도손실을 줄이기 위해 열선의 겉에 

프레임을 덧대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수치해석에서는 모델링 

프로그램과 수치해석 프로그램과 연결 시 프레임을 모델링하

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mesh 과정 중 격자 깨짐 현상이 

발생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없어 본 수치해석 수행에는 프레

임을 모델링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하여 이와 같은 오차가 생

긴 것으로 분석하였다.

Fig. 3 The graph of experimental result

Fig. 4 The graph of numerical anarysis result

Fig. 3과 4는 time step별 해석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로 여기

서 blade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Ch1~6까지는 거의 유사

한 결과 값을 보이나, 열선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Ch7

은 fan off를 한 상태에서 수렴온도가 약 30℃정도 차이가 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도 앞에서 언급했던 프레임의 유무로 

인한 차이로 실내모형실험 결과 값 중 바람 발생장치를 작동

한 상태에서 차가워진 프레임으로 인해 열선의 온도가 더 낮

게 측정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4. 수치해석 수행결과 및 분석

빙해선박의 작업환경에 따라 루버의 해빙 기준을 만족하는 최

적의 열선 전력 용량을 도출하기 위해 온도센서의 위치, 재료의 

재원 및 물성치 등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환경온도(0℃,

-15℃, -30℃), 열선 전력 용량(33 , 45 , 66 ), 상

대풍속(1 , 4 , 7)을 변경하며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고 그 결과는 Table 2에 표로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Aver. 항은 Ch1~6의 온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

으로 본 온도가 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 값은 해빙조

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Table 2에서 음영처리한 부분이다.

Room

Temp.

(℃)

Wind

speed

( )

Ch1 Ch2 Ch3 Ch4 Ch5 Ch6 Ch7 Aver.

33

0

1 2.50 7.26 7.26 4.67 4.67 11.40 58.16 6.29

4 0.92 2.26 2.26 1.49 1.49 3.20 17.10 1.94

7 0.56 1.55 1.55 0.99 0.99 1.90 9.38 1.26

-15

1 -12.50 -7.74 -7.74 -10.33 -10.33 -3.60 43.15 -8.71

4 -14.08 -12.75 -12.75 -13.52 -13.52 -11.81 2.11 -13.07

7 -14.44 -13.45 -13.45 -14.01 -14.01 -13.11 -5.63 -13.75

-30

1 -27.50 -22.74 -22.74 -25.33 -25.33 -18.60 28.16 -23.71

4 -29.08 -27.74 -27.74 -28.51 -28.51 -26.80 -12.90 -28.06

7 -29.44 -28.45 -28.45 -29.01 -29.01 -28.10 -20.62 -28.74

45

0

1 3.18 9.68 9.68 6.15 6.15 14.89 75.63 8.29

4 1.19 2.99 2.99 1.95 1.95 4.25 23.12 2.55

7 0.71 2.06 2.06 1.29 1.29 2.52 12.70 1.66

-15

1 -11.82 -5.32 -5.32 -8.85 -8.85 -0.11 60.63 -6.71

4 -13.81 -12.01 -12.01 -13.05 -13.05 -10.75 8.12 -12.45

7 -14.29 -12.94 -12.94 -13.71 -13.71 -12.48 -2.3 -13.35

-30

1 -26.82 -20.32 -20.32 -23.85 -23.85 -15.11 45.63 -21.71

4 -28.81 -27.01 -27.01 -28.05 -28.05 -25.75 -6.88 -27.45

7 -29.29 -27.94 -27.94 -28.71 -28.71 -27.48 -17.3 -28.35

66

0

1 4.52 13.52 13.52 8.51 8.51 20.13 101.92 11.45

4 1.64 4.21 4.21 2.73 2.73 6.02 33.49 3.59

7 0.98 2.95 2.95 1.82 1.82 3.61 18.47 2.36

-15

1 -10.47 -1.48 -1.48 -6.49 -6.49 5.13 86.92 3.55

4 -13.36 -10.79 -10.79 -12.27 -12.27 -8.98 18.49 -11.41

7 -14.02 -12.05 -12.05 -13.18 -13.18 -11.39 3.47 -12.65

-30

1 -25.47 -16.48 -16.48 -21.49 -21.49 -9.87 71.92 -18.55

4 -28.36 -25.79 -25.79 -27.27 -27.27 -23.98 3.49 -26.41

7 -29.02 -27.05 -27.05 -28.18 -28.18 -26.39 -11.53 -27.65

Table 2 Numerical analysis data of the sensor temperature

Table 2를 분석한 결과 환경온도가 15℃ 낮아질 때마다 

blade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데이터 값은 약 14℃정도 감소하

고, 풍속이 3 빨라질 때마다 최저 4.2℃에서 최고 9℃까지 



감소하며, 열선 전력 용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약 2℃정

도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빙해선박의 작업환경에 따라 루버

의 열선 전력 용량을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NSYS CFX를 이용하여 ice class louver의 해

빙성능에 효과적인 열선용량을 도출하기 위해 수치적으로 모사

하였고, 이를 KRISO에서 수행한 실내모형실험과 비교, 분석하

였다. 논 논문의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본 연구는 빙해선박에 사용되는 ice class louver를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blade에 열선을 시공하여 해빙성

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열선시공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인 설

계가 가능하게 하고자 수행되었다.

(2)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ice class louver는 KRISO에서 

수행한 실내모형실험에 사용된 장비의 재원을 토대로 모델링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내모형실험 결과 값과 수치해석 결과 

값을 비교한 결과, 강제시편의 온도는 발산하지 않고 특정온도

로 수렴함.

(3) 외부환경온도가 15℃ 감소할 때, 센서의 온도는 약 14℃

정도 감소하고, 상대풍속이 3 빨라질 때마다 최저 4.2℃에

서 최대 9℃까지 감소하며, 열선용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약 2℃ 정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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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해양 구조물의 가용성 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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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well-known fact that availability is very important for offshore platform. Offshore platform is fixed on deep sea 
during whole life cycle, while merchant ship sail on the regular route. Therefore, offshore structure is hard to repaired and damage is 
huge than merchant ship when accident is occurred. That is the reason why availability is important for offshore platform. Normally 
availability analysis is conducted 3 times for each offshore structure project, concept design phase, FEED phase and detailed design 
phas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case study of availability analysis of offshore platform in concept design phase.

1. 서    론

해양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수 백 km 떨어져서 전체 

수명주기 동안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생산한다. 따라서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상선에 비해 한 번 고장 시 수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고장에 의한 경제적, 환경적, 인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

라서 해양 구조물의 가용성 평가가 설계 단계에 따라 여러 차례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구조물 중에서도 TLP (Tension Leg 

Platform)의 경우에 대해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가용성 평가 

사례를 소개하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가용성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2. 대상 시스템 특징

본 연구의 대상인 TLP는 반 잠수식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구조

물로서, 해저에 설치된 고 장력의 tension leg로 파랑에 의한 운

동을 상쇄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물이 고 장력의 tension 

leg에 의해 살짝 가라앉혀져 있고, 그에 따라 부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통해 파도나 조류에 의한 운동이 제어된다. 경우에 따라 

시추설비가 장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hull은 공기가 차 있는 네 개의 column으로 이루

어져 있다. 그 위에 데크가 올라가 있으며, 데크 위에 많은 설비

들이 설치된다. 시추설비가 정착된 TLP의 경우, 일반적으로 

TLP가 설계되고 제조되는 동안에 pre-drilling이 먼저 이루어지

고, 추가적인 well drilling이 TLP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Fig. 1 Typical Structure of TLP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Contents Initial Design FEED

Target Availability Not given Given

Level of Detail Given Given

Unit of Measurement Given Given

Life Given Given

Design Throughput Given Given

Production Profile Not given Given

Table 1 Input data comparison between initial design        

          availability analysis and FEED availability analysis

Fig. 2 Work process of availability analysis

3. 가용성 평가

3.1 가용성 평가란?

가용성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되는 기간 동안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에 있을 능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가용

성 평가를 위해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평

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RAM 평가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구성품들의 신뢰성과 대상 시스템에 관한 유지 보수 계획을 통

해서 대상 시스템의 수명 주기 전체에 걸친 가용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해양 구조물을 발주한 발주처에서 가용성 평가를 

하는 단체에 평가를 의뢰하면서 분석의 범위를 정해놓은 SOW 

(Scope of Work)와 P&ID (Piping and Instrument Diagram) 등의 

도면과 유지 보수 계획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받은 

정보들을 통해 가용성 평가 업체는 주어진 정보에 맞는 수준의 

가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가용성 평가는 서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해양 구조물 설계 

단계에서 여러 차례 수행된다. 한 번 고장이 날 경우에 유지보

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하루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의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해양 구조물의 특성 때문에 일반

적으로 해양 구조물 설계 단계에 따라 3 번의 가용성 평가를 수

행하게 된다.

가장 먼저 초기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가용성 평가를 

coarse RAM study라 한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배치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개략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단계에서 수행하는 

가용성 평가를 high level RAM study라 한다. 이 단계에서는 

FEED 설계 가용성 평가와 검증을 하기 위함이며, 목표 가용성

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상세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가용성 평가는 detailed RAM study라고 

한다. 이 단계는 최종 설계 가용성 평가 및 검증이 목적이며, 목

표 가용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구

하며, 이것이 불가피할 경우 운영전략의 변경도 고려하게 된다. 

각 단계별 수행되는 가용성 평가는 각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

의 양과 수준에 따라서 그 분석 수준과 특성이 달라진다. 본 연

구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coarse RAM study 단계

에서의 특성을 설명하고, 사례를 소개한다.

3.2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가용성 평가 특징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가용성 평가는 부족한 정보를 활용해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EED 단계에서의 일반적인 가용성 

평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초기 설계 단계의 가용성 평가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FEED 단계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초기 설계 단계

에서 발주처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가용성 평가에서 목표 가용성 수준은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

서 수행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발주처의 특별한 주문이 없을 

경우,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Production profile 정보

가 주어질 경우 좀 더 신뢰성 있는 해양 구조물의 가용성 평

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

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는 production profile 정보를 제외하고 가용성 평가를 수행하

였다.

발주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가용성 평가 

모델을 구성하기에 앞서 가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일반적으

로 초기 설계 단계와 FEED 단계에서 가정되는 사항들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Logistical delay는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이동시간

들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이 필요하지만 

초기 설계 단계의 가용성 평가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제공되

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FEED 단계에서는 주어진 정

보를 통해 적절하게 판단되어진다. 정기적인 정비들을 말하는 

planned event는 유지 보수 계획이 있어야만 한다. 이 부분 또

한 초기 설계 단계의 가용성 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Unplanned event는 생산 설비 외부에서 일어나지만 생산에 영

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말한다. ESD (Emergency Shutdown)와 

같은 사건의 빈도수와 기간을 FEED 단계에서 주어진 정보들

을 토대로 적절하게 결정한다.

3.3 가용성 평가 사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가용성 평

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필수 시스템들의 uptime 분석

- 생산 효율, 시스템 가용성, 시스템 및 부품의 criticality 평가



Contents Initial Design FEED

Logistical Delay
No logistical 

delay assumed

Appropriately 

determined

Ramp Up Time Assumed Assumed

Failure Mode
Critical/degraded 

failure mode

Critical/degraded 

failure mode

Planned Event
No planned 

event assumed

Appropriately 

determined

Unplanned Event
No unplanned 

event assumed

Appropriately 

determined

Catastrophic Event
No catastrophic 

event assumed

No catastrophic 

event assumed

Table 2 Assumptions comparison between initial design       

          availability analysis and FEED availability analysis

업무의 범위는 전체 수명 주기 25년 동안의 drilling system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가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다.

Cause & effect 분석을 통해 해당 시스템 혹은 부품의 고장이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별한다. 이를 통해 기본 모

델을 구성하였다.

분석 대상인 시스템이 어떤 설계 요소들이 가용성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지의 민감성을 파악하기 위해 sensitivity 모델을 구성

하였다. 구성된 sensitivity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Degraded failure mode일 때, 30% 생산 손실

2. Ramp up time 8시간 가정

3. Ramp up time 18시간 가정

4. 기본 모델에서 가장 critical한 장비의 configuration 변경

기본 모델에서는 degraded failure mode일 때 생산 손실이 없

다고 가정하였고, ramp up time이 12시간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델을 구성

하였고, 추가적으로 기본 모델에서 가장 critical한 장비의 

configuration을 변경하여 모델을 구성함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용성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가용성 평가

를 위한 시뮬레이션은 DNV의 MAROS를 활용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 모델의 평균 가용성은 97.15%이며, 가장 높은 가용성을 

갖는 모델은 4번째 sensitivity 모델로, 99.24%의 가용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Availability analysis result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가용성 평가의 특징을 

FEED단계에서의 가용성 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였고, 그 

사례를 간략히 요약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다음의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1)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원활하

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2) 기본 모델의 가용성 평가를 통해 설비의 가용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sensitivity 모델 구성 및 평가 수행을 통해 설

비의 설계 요소를 일부 수정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의 가용성이 

향상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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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배관 설계 데이터 교환 및 Smart Marine 3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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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데이터 간의 교환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 왔으며 IGES, STEP 등 표준 포맷이 
정의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다. 조선 및 플랜트와 같은 3차원 설계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준 포맷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3차원 모델의 교환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Intergraph의 
Smart Marine 3D는 그 시스템의 특성상 Export는 가능하나 Import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한, AVEVA와 Intergraph와 같은 플랜트 및 조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대 시스템에서는 
내부에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지보수 및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은 Autodesk의 
AutoCAD, P&ID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하도급을 위하여 제공되는 데이
터를 수작업으로 변환하거나 일부 변환된 모델에 대하여 다시 리터치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및 변환 시간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CAD에서 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델 데이터를 교환을 하기 위한 내용을 일부 연구
하고 Smart Marine 3D로 Import를 수행하기 위하여 Automation을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였다. 배관 데이터는 ISOGEN에서 입출력이 가능한 형태의 PCF (Piping Component File)가 거
의 표준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PCF를 활용한 데이터 교환에 대하여 AVEVA의 
PDMS와 Autodesk의 Plant 3D, Intergraph의 Smart Marine 3D를 대상으로 배관 데이터의 교
환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형상 정보에 대한 교환을 우선 수행
하였으나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Pipe Spec.에 대한 변환 및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의 결과의 조선 및 플랜트의 3차원 설계 시스템을 위한 
이기종 간의 배관 모델에 대한 데이터 교환에 대한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
로서 하도급 업체 및 협력사에서의 데이터 교환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나아가 제품의 품
질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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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배관 모델의 변환 목적 및 PCF를 활용한 배관 정보 교환: 배관 모델의 증강현실 기술 적용

을 위하여 PCF를 활용하고 모델 변환이 까다로운 Smart Marine 3D로의 변환 및 모델링을 

위하여 PCF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PCF를 활용하였으며 

Tribon 및 PDMS와 Plant 3D에서도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함.



동절기 도장 공장 내 블록 도장 건조 최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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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Optimization of Paint Drying time of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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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Winter season 동절기, Painting shop 도장 공장, Painting process 도장 공정, Paint drying time 도장 건조 시간,
Humidity control 습도 제어, Heat transfer efficiency 열전달 효율

ABSTRACT: In painting of blocks which is parts of ship and marine construction, drying time accounts for 70~80% of the whole
painting process. Since longer drying time than other seasons is required during the winter season, it causes significant delays in
constructions. In recent studies,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in order to reduce drying time in low temperatur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umidity condition is considerably related to the reduction in coating drying time using a block of 1:10
scale and a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unit.

1. 서    론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대형화와 제작 기간과 단축으로 인하

여 블록 도장 작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조선 

도장공정은 크게 선행(탑재 전 블록 도장) 작업과 후행(블록 탑

재 후 선체 도장 작업)으로 나누어지며, 선행 작업이 전체 도장 

작업의 약 85~90%, 그리고 후행 작업이 약 15~20%를 차치하고 

있다. (이기동, 2013) 도장 작업에 있어서, 도장 건조 시간이 차

지하는 비중이 전체 도장 공정의 70~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

에 기존의 도장 건조 방식에 비해 선행 도장 단계에서 건조 시

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유석, 2011)

특히 동절기와 같이 외기의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도장 건

조 시간을 단축을 위하여 블록 도장 전용 공장 내에서 가스히터

와 환기시설과 같은 설비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공장 내부 

체적이 크고 높은 도장 공장 특성과 밀폐된 구조를 가지는 블록 

형상으로 인해서 블록 내부까지 열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에 전체 도장 건조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후의 작업 

공정 전체가 지연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절기 기간에 발생하는 블록의 도장 건조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장 공장 내의 밀폐 블록에 대한 도장 

건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열전달 매개체 중

의 하나인 습도 조건 제어를 통하여 실제 블록에 전달되는 열전

달 효율과의 상관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을 통하여 동절기 

도장 건조를 위한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2. 블록 도장 건조 방해 요인

동절기 기간에는 선행 단계의 블록 도장 건조 작업을 위해서 

가스히터에서 연소된 고온의 열원을 도장 공장 내부에 공급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요인들과 습도 0%의 열기는 열전달 효율이 

낮기 때문에 도장 건조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동절기 이상 저온 현상 (열 손실이 큼)

(2) 도장 공장의 외벽의 단열 성능 저하 (큰 열용량이 필요함)

(3) 블록 높이 대비 공장 높이가 높고 큼 (Stack Effect 발생)

(4) 도장 공장 기밀 유지 어려움 (Door 개방 시 열기 유출 )

(5) 밀폐 블록(W.B.T) 내부 도장 건조 지연 (열전달 효율 저하)

(W.B.T : Water Ballast Tank)

3. 현상 분석

동절기 기간의 도장 공장 내 건조 현상 분석을 위하여 3군데의 

공장에 대한 2013년 2월의 온습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도장 공

장 내에는 가스히터를 통한 고온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2월 한 달간 건조 조건 유지를 위한 도장 공장 내 

형성되는 평균 온도는 10~12°C, 습도는 20~50%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저 기온이 -9.2°C(일평균 기온 -3.7°C)를 기록한 

2월 8일의 경우에는 도장 공장 내 평균 온도는 6.2°C를 겨우 유

지하는 수준이었다. (일자별 온도 정보 근거는 DSME 현장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도장 공장 내 온습도 근거는 

DSME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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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축소 비율

도장 공장 30 * 50 * 15 m
10 : 1 비율

항온항습챔버 3.2 * 3.3 * 2.2 m

W.B.T 블록 18 * 23 * 3 m (20t)
10 : 1 비율

제작블록 1.9 * 1.5 * 0.44 m(1.6t)

습도 조건 17% 30% 55% 68% 80%

블록내부 12.5°C
도달시간

47분 37분 33분 28분 23분

동절기 습도 
30% 대비 효율

79% 100% 112% 132% 161%

4. 실험대상 선정 및 1/10 축소 모델 제작

본 연구에서는 동절기 기간의 도장 건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기존의 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열전달 매개체 변화를 

통한 열전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열전달 

매개체 중에서도 손쉽게 제어가 가능하며 휘발성물질이 취급되는 

도장 공장의 특성상 안전 확보가 가능한 공기 중의 습도 인자를 

선정, 습도 조건 변화에 따른 열전달 효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선정된 도장 공장 및 온습도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서 공장 

1/10 크기의 항온항습챔버를 이용하였으며, 블록 내부의 온도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1/10 크기의 밀폐 형상을 가지는 블록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선정된 대상과 실험

에 사용, 제작된 모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Table 1 실험대상 선정 및 제작된 1/10 축소 모델 

5. 실험 구성 및 실험 측정 방법

실험 구성은 습도 조건 변화에 따른 열전달 효율을 확인하기 

위한 항온항습챔버와 챔버 내부에 1/10 크기의 블록을 제작하였

다. 그리고 밀폐된 격벽 내부 벽면에 온도 센서와 항온항습챔버 

내부의 온습도 측정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였다. (Fig. 1 참고)

Fig. 1 실험 구성 (항온항습챔버 내 1/10 크기 블록)

신뢰성 있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하여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1) 동절기 온도 재현을 위해 -5°C로 챔버를 냉각

(2) 블록 내부의 온도 값이 0°C 달성 시 챔버 가동 중지

(3) 온도 20°C, 습도 설정 값으로 챔버 가동 시작

(습도 설정 값 : 17%, 30%, 55%, 68%, 80%)

(4) 블록 내부 온도 값이 15°C 달성 시 챔버 가동 중지

6. 실험 결과 및 결론

(1) ①번 지점의 온도 변화       (2) ④번 지점의 온도 변화

Fig. 2 습도 변화에 따른 밀폐 블록 내부 온도 변화

실험을 통하여 설정된 실내 습도 값이 높아질수록 큰 기울기 

값을 가져서 블록 상승 온도가 빨라짐을 확인하였다. 동절기 공

장 내부 습도 조건(30%)에서 블록 온도 12.5°C로 도달하는 시간

을 기준으로 Table 2와 같은 열전달 효율에 대한 결론을 얻었다.

Table 2 블록 내부 12.5°C 도달 시간과 열전달 효율

습도 조건 제어를 통하여서 도장 공장 내부의 열전달 효율이 

증가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습도 조건을 30% → 68%

(하절기 도장 공장 습도 수준)로 올릴 경우 블록 내부로의 열전

달 효율이 132%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동절기 기간의 블록 도

장 건조 시간 단축을 위한 최적화 방안으로 공장 내 습도를 높일

수록 열전달 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공장 내 습도 조건 

상승은 폭발 사고의 원인인 정전기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기 때

문에 실제 환경에서의 효과 파악을 위한 실험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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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해상 LNG 발전 시스템에서 LNG를 재기화 할 때 버려지는 냉열을 회수하여 가스터빈 연소 
공기의 냉각과 스팀터빈의 증기 응축에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공기 냉각이 
없는 종래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프로세스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다. 부산 앞바다의 환경 조건을 바탕으로 Case 
study를 수행하였고, 발전 시스템의 Net output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스템 설계 사양과 환경 조건에 대해 시
스템의 운전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회수된 LNG의 냉열을 가스터빈 공기 냉각에 이용하는 것이 스팀터빈의 증기 응축에 
이용하는 것보다 횽ㄹ적임을 확인하였다. 공기 냉각과 증기 응축에 대한 냉열 이용의 최적 분배 비율은 공기 온도에 따
라 변함을 알 수 있었다. 공기의 온도가 낮을 때에는 냉열을 증기 응축에 사용하고, 공기 온도가 높을 때에는 공기 냉
각에 사용함으로써 냉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교된 시스템보다 최적화된 시스템의 효율이 공기의 온도에 따
라 최대 10% 이상 증가 하였다.

1. Introduction 

매년 세계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전망이다. 천연가스(NG)는 화석연료, 원유, 석탄 등

을 대체 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

기적으로 대체 가능한 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2009

년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3.1조 입방미터 였고, 이 중 60% 

이상이 발전과 난방에 이용되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확실한 대체 발전 원료로써 

천연가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LNG 발전소

의 증가가 예상된다.

LNG 발전소의 육상 건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건설과 설치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Lead-time이 길며, 

LNG carrier를 접안 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 설치에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NIMBY 

현상도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FSRU와 같이 해상 

부유식으로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LNG 발전소는 크게 재기화 시스템과 발전 시스템을 포함

하고 있다. Cargo 탱크의 LNG가 재기화 시스템에서 먼저 

기화된다. 기화된 NG는 발전 연료로서 가스터빈에 공급되

거나 난방용으로 소비처에 공급된다. LNG 기화를 위해 해

수가 사용되는데, 열교환을 거친 해수는 LNG의 냉열을 가

지고 방출된다. 반면, 가스터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소

용 공기의 온도를 낮추어 준다. 스팀터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팀 응축기의 Cooling source 온도를 낮추어 준다. 요

약하자면, LNG 재기화 시스템에서는 냉열이 버려지고, 발

전 시스템에서는 효율 증가를 위해 냉열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LNG의 냉열을 연소용 공기 냉각과 스팀 

응축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LNG 재기화 시스템과 가스

터빈, 스팀 터빈을 포함하는 병합 발전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2. System Description 

2.1 Conventional system

일반적으로 LNG 발전 시스템은 재기화 시스템과 발전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기화 시스템은 LNG를 기화시켜 소요

처에 공급하거나, 발전을 위한 연료로 공급한다. 발전 시스템은 

재기화 시스템으로 공급받은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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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ntional combined cycle power plant system

발전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가스터빈 시스템과 스팀터빈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터빈 시스템은 압축기, 연소기, 가

스터빈을 포함한다. 연소용 공기가 먼저 압축기에서 압축된 후 

연소기로 공급되고, 공급된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기에서 연소된

다. 연소가스가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스팀터

빈 시스템은 폐열회수장치(HRSG)와 스팀터빈, 응축기를 포함한

다. 폐열회수장치는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고온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이다. 이 장치에서 물을 가열하여 스팀을 생

산한다. 스팀은 스팀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응축기에

서 다시 물로 응축되어 폐열회수장치로 순환된다.

2.2 Proposed system

Fig. 2와 같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가열매체 탱크와 냉각매

체 탱크를 설치하여 LNG 냉열의 활용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가

열매체 탱크의 열전달 매체는 재기화 시스템에서 LNG와 열교

환 후 냉열을 가지고 냉각매체 탱크에 저장된다. 그 다음 공기 

냉각 또는 스팀 응축에 사용된다. 공기 냉각 또는 스팀 응축 후 

다시 가열된 열전달 매체는 가열매체 탱크로 저장되어 사이클을 

구성한다.

이 시스템은 외기 온도와 해수 온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상대

적으로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구성은 single

failure에 의한 시스템의 shutdown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냉각매체 탱크에서 공기 냉각기로 가는 line이 고장이 나면 

연소용 공기를 냉각할 수 없어 시스템 효율이 낮아질 수 있지

만, 가열매체 탱크에서 재기화 시스템으로 가는 흐름은 여전히 

작동하여 가스터빈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Table 1 Conditions of environment of Busan open sea

Temperature Unit Min. Max. Design

Air ℃ -11.3 31.4 14

Seawater ℃ 8.9 24.2 16

Fig. 2 New combined cycle power plant system with cold 

energy recovery system

3. Modeling and Simulation

Conventional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하여 환경조건을

부산 앞바다를 대상으로 concept design을 하였다. 약 백만명

인구 도시에 필요한 발전량과 NG의 양을 기준으로 하였다.

Design 온도는 부산 앞바다의 연간 평균 대기온도와 해수의 온

도로 하였다. 열전달 매체는 Ethylene Glycol Water(EGW)를 사

용하였다. 고온의 EGW는 28℃, 저온의 EGW는 –5℃로 가정

하였고, 이는 운전 최적화를 통해 최적의 값이 결정된다.

가열매체의 탱크 사이즈는 작고 열용량은 무시한다고 가정

한다. 이 가정은 탱크의 온도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 사실, 탱

크 사이즈의 증가는 고장으로 인한 repair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고 약 10~30분 정도의 repair 시간이 적당하다.

Intermediate fluid vaporizer(IFV)가 재기화 시스템 modeling을

위해 사용되었다. Intermediate fluid는 propane으로 고온의 EGW

와 LNG에 의해 증발, 응축을 반복한다. LNG는 먼저 증발된

propane에 의해 증발되어 NG가 되고 vaporizer를 나가기 전에

고온의 EGW에 의해 한번 더 가열된다. 증발된 propane은 LNG

에 의해 응축되고, 고온의 EGW에 의해 다시 증발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시스템들을 공정 모사 하였

다. LNG의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Air cooler는 부산 앞

바다의 연 평균 대기온도, 해수온도를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Freezing을 방지하기 위한 온도 5℃를 고려하였다. 폐열회수장

치(HRSG)는 최적 설계된 reference를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of LNG

Components Mole Fractions

Methane 0.940

Ethane 0.047

Propane 0.008

i-butane 0.001

n-butane 0.001

Nitrogen 0.003



4. Process Optimization

최적화는 상용 툴을 이용하여 공정 모사 소프트웨어와 연동

해서 이루어졌다. 목적함수는 Total output power, 의 최

대화이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은 출력, 은 소요 동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중요 설계변수와 관련하여 정의 될 

수 있다.

                                 (2)

는 중요 변수 벡터이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3)

는 냉각매체의 온도, 는 가열매체의 온도, 

은 냉각매체의 공기 냉각 또는 스팀 응축으로의 분배 비

율을 나타낸다. 

5. Results

최적화는 다양한 초기 값에 대해 수해하였고, 여러 개의 local

maximum이 존재 하였으나, 그 중 최대값을 선정하였다. 외부 

공기 온도에 대한 최적 운전 조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4.에 conventional 시스템, design case 그리고 최적화된 

시스템에 대한 출력의 비교를 나타내었다. 공기 냉각이 없는 

conventional 시스템에 비해 공기 냉각이 추가된 design case에

서 효율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최적화된 시스템의 경우 외부 

공기 온도가 높을 때 효율이 design case보다 조금 더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Fig. 3 Optimization results with air temperature 

Fig. 4 Optimized net output power of system with air 

temperature 

6.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가열 매체와 냉각 매체에 대한 탱크 설치를 통

하여 LNG의 냉열을 활용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

스템을 제안하였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 하였다.

LNG로부터 회수한 냉열은 일반적으로 스팀 응축보다는 공기 

냉각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공기 냉각과 스팀 응축

으로의 분배 비율은 외기 온도에 의해 결정되고 해수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Conventional system의 경우 외기의 온도 상승에 

따라 출력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경우 외기의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출력을 보였다. 최적 운전조건에

서 새로운 시스템은 Conventional system보다 최대 10% 이상의 

효율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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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적합한 설치수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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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실증단지 100MW, 시범단지 400MW)에 대해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에 적합한 설치
수단과 설치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치 수단으로는 WTIV, Jack-up Barge, Floating Crane 등을 활용하였으며, 3가지의 상이한 
해상풍력발전기를 운송 및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설치비용과 일수 그리고 기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로 부터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시공에 가장 적절한 설치수단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화석연료 고갈에 의한 

에너지 부족은 환경문제의 우려가 대두되는 셰일가스 개발 및 

고유가로 인한 심해 유전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

의 원전사고 등으로 핵에너지에 대한 불안도 증폭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려는 전략과 미래주도형 신재

생에너지 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중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풍력에너

지 산업이 해마다 30%이상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풍력발

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단지개발 속도가 완만한 증가 추

세이며, 이에 대안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조성에 많은 관심

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 및 발전 6개사는 ‘14년 3월 24일(월)에 신재생

에너지 국가목표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

지 약 42.5원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11.5GW(국가 전체 신규개발 

신재생에너지의 72%)를 개발하여 현재 19% 수준인 한전 및 발

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비중을 61.2%까지 높이는 중

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 2.5GW 개발을 위해 2017

년까지 실증 및 시범단지 건설로 해상풍력발전기의 해외시장 진

출을 위한 track-record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터빈 제조사는 두산중공업(3MW), 현대중공업(5.5MW)

그리고 삼성중공업(7MW) 등 3개 회사이다.

Table 1 2.5GW West-south wind farm project

구분
실증

(1단계)
시범

(2단계)
확산

(3단계)

규모 100MW 400MW 2,000MW

기간 '12~'15년 ‘15~’17년 ‘18~’20년

사업비 0.5조원 2.1조원 10조원

Fig. 1 2.5 GW West-south wind farm layout

해상풍력발전은 대규모 단지 조성이 용이하고, 대용량의 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며, 개발비용은 육상설비에 비해 저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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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으나 해상풍력발전 단지 구성설비의 운

송 및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해상풍력단지 건설비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3개사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실증단지와 시

범단지에 설치할 때 설치비용과 기간 및 일수를 비교 검토하고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적절한 설치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source : navigant 2013

Fig. 2 Offshore wind farm plant capital cost breakdown

2.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수단 및 방법

2.1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박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선

박은 Fig.3 및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들 선박의 특징을 

살펴보면 Table.2와 같으며, Table.3에서는 유럽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투입된 설치 선박을 나타내었다.

Fig. 3 Offshore wind farm plant capital cost breakdown

Table 2 Offshore Wind Farm Installation Vessel

Type Specification 특징

WTIV

․잭업시스템
․대용량 크레인
․DP 시스템
․적재중량 : 1500~8000 톤

1일 용선료 
15~25만 $

Jack-up
barge

․자항능력이 없음
․잭업시스템(유압식)
․중/대용량 크레인
․DP 시스템 또는 계류

Tug와 cargo
바아지와 
선단 구성

Crane barge
․크레인을 장착하고 있는 
대형 바아지
․Whole in one 방식의 설치

cargo barge
․화물 적재 전용(Tug 예인)
․비교적 넓은 갑판 면적

Tug boat

․잭업바아지, 크레인 바아지 
예인
․선단의 구성에서 가장 낮은 
유의 파고의 특성

Table 3 Vessels used in offshore wind farm construction in

Europe

2.2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방법   

해상풍력 발전기의 설치방법에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과거에는 해상풍력발전기의 발전 용량이 작아서 육상에서 

대부분을 조립하여 해상에서의 설치작업공정을 줄이기 위한 설

치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즉 Fig.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번과 

4번 방법을 많이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기

의 발전 용량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육상에서 미리 조립하여 

운송하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 그것은 육상에

서 미리 조립하는 경우에는 넓은 작업장이 필요하며, 운송용 선

박 역시 넓은 갑판면적이 필요하고, 대용량 크레인의 요구된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풍력발전기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운

송하고 해상에서 일일히 설치하여 조립하는 과정이 주력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용량 크레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부분

적으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공법에 따른 터빈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운송해석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물론 설치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치하는 발전기 

부품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Fig. 4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 method

Table 3 Offshore wind farm installation requirements(Europe)

Table 4 rate of turbine installation by number of turbines

Installation

method

Number of

observations

Installation rate

(days/turbine)

1

2

3

4

5

6

1

1

7

6

2

0

1.9

1.8

7.1

5.1

6.2

-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방법과 설치 소요시간관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설치방법 1, 2에 의한 방법 즉 one by one에 의한 방법은 

대략 2일 이하로 설치소요시간을 가지며, 설치방법 3,4,5는 설치 

평균시간아 5일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4).

2.3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지연 인자   

해상풍력 단지의 상부구조물인 터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

연인자는 Table 5.와 같다. 여기서 제시한 지연 인자는 순수하게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설치작업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

거나 설치작업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작업여건을 의미한

다. 특히 선박의 운용제한 조건은 터빈 설치와 같은 고정도의 

작업을 위한 설치선단의 운용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설치선단에서는 유의 파고의 높이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풍속

은 크레인 작업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일반

적으로 크레인 작업은 해표면에서 10m 지점의 풍속이 10m/sec

을 초과하거나 Hub의 높이에서 12m/se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 작업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제한한다.

Table 5 Delay factors affecting duration of construction

구분 지연인자 설명

지연 
인자

강수 
강수량이 일 10mm 이상 또는 시간당 

1mm 이상

결빙 문제 기온이 -10℃ 이하인 경우

조명 또는 

시정문제

비, 안개, 눈으로 인한 시정이 100 야드 이

내인 경우

야간 작업 

문제

야간의 조명시설 고장이나 부족에 의한 작

업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선박 
운용 
제한 
조건

Wave

limitations

해상의 유의파고가 운송, 작업 가능조건을 

초과하는 경우(1.5m 이상)

Wind

limitations

해상의 풍속이 해표면에서 10m 지점에서 

10m/sec을 초과하거나 WTG의 Hub지점에

서 12m/sec을 초과하는 경우

Water

current

limitation

DP 시스템을 구동하거나 Preloading 단계

에서 해상의 current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져 제어가 힘든 경우에 적용됨(해상조

건에 따라 다르지만 1.25 m/sec를 초과하

는 경우에 적용됨)

Tidal

range
Tidal range가 설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3.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환경

3.1 기상조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가까운 부안관측소와 군산 기상대의 

현상일수 자료는 Table 6,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설치작업이 가능한 일수는 대략 232~237일 정도 된다.

Table 6 General weather days(Buan Automatic Weather Station).



Table 7 General weather days(Kunsan KMA)

3.2 해역환경 조건   

해상 풍력단지의 환경조건은 Table.8과 같다. 본 해역의 특징

으로서는 Tital이 매우 크고 조류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다. 즉 이것은 설치작업에 있어서 물살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높이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앵커 계류에 의한 위치 고정은 

일정한 위치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

Table 8 Environmental condition(wave, wind, current)

Environmental condition data

Maximum wave height(50 year) 13.76 m

Significant wave height(50 year) 7.40 m

Wave period 9.64~12.4 sec

Maximum wind speed (50 year) 41.0 m/sec

Maximum current speed(surface) 1.025 m/sec

Maximum current speed(bottom) 0.85 m/sec

Tital 6.63 m

Airgap 9.0 m

Storm surge(Kunsan port) 1.9 m

3.3 수심 및 해저지질조건

Fig.5에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개략적인 수심 분포를 나타

낸다. 그림에서 보면 연안에 가까울 수록 수심 10m 부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Fig.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선박의 

운용가능한 파고(Hs=2.5~3.0m)를 고려하면 9m 이상의 수심에서 

설치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Fig. 5 Distribution of water depth

Fig. 6 Limitation of water depth

Fig. 7 Distribution of seabed with soft soil.

4. 설치 수단의 평가

4.1 설치선단의 구성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선단을 구

성하였다. 우선 선단 구성에 필요한 각 선박의 운송 및 해역 

작업 조건은 Table.9와 같다.

Table 9 Transit and operating condition for construction vessels

Vessel type Operation Capacity
Transit condition Operating condition

Speed (knots) Wave condition
Hs(m) Wave Hs(m) Wind

(m/s)

Crane Vessel Crane 2,500ton
5,000ton 12 3.5 1.5 10

Crane Barge Shear Crane 3,000ton 4 2.5 1.0 10

Cargo Barge Stacking
(without Crane)

2,000p
5,000p 4 2.0 1.5 14

WTIV Jack up/down + Crane 800~
1,500ton 12 3.0 2.5 16 

Jack-Up Barge Jack up/down + Crane 2,000p
800ton 4 2.5 1.65 16

Tugboat Towing 750HP
1,000HP 13 2.5 1.0 14 

그리고 이러한 사양을 가진 선박은 Table.10과 같이 선단을 구

성하여 설치를 위한 경제성 및 설치기간 평가를 수행하였다. 설치

를 위한 해상 풍력발전기는 15MW 단위로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조립 시간은 3MW(0.67~1.42 day), 5~5.5 MW(1.08~1.83

day), 7MW(1.42~2.42 day)로 설정하였다.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 

해상풍력발전기의 설치경험이 제주도에 설치된 5MW가 전부이므

로 적절한 설치시간을 가정하기가 쉽지 않다.



Table 10 Case study of vessel fleet for wind turbine installation

4.2 경제성 평가

실증단지(100MW) 및 시범단지(400MW)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Fig.8~9와 같다.

100MW 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option 4에 의한 방법이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풍력발전기의 발전 용량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MW 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Option 4에 의한 방법이 

확연하게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Option 4의 1

일 용선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Fig. 8 Installation cost of 100MW wind farm

 

Fig. 9 Installation cost of 400MW wind farm

4.3 작업일수 및 기간평가

Fig. 10과 11에서는 100MW와 400MW의 단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때 소요되는 설치일수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Option 4에 의한 방법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해상조건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해 Fig.12와 13에서 나타낸 

설치기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100MW 단지를 건설하는데 

Option 4에 의한 방법은 약 1~2년 정도 소요되고 400MW 단지

를 건설하는데는 4~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10 Working days of 100MW wind farm

 

Fig. 11 Working days of 400MW wind farm

  

Fig. 12 Installating duration of 100MW wind farm

   

Fig. 13 Installating duration of 400MW wind far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실증단지와 시범 

단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설치수단에 대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1)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의 설치를 위한 환경조사 결과를 제

시하였다.

(2) 설치수단을 활용한 설치가능 수심은 최소한 9m 이상이며,

조석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계류를 활용한 설치수단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WTIV 또는 잭업 바아지를 활용한 설치수단은 비용은 다

른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되나 설치일수 및 설치기간의 단

축을 기대할 수 있어서 결국은 설치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4)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이 클수록 비용이나 기간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WTIV나 잭업바아지를 활용한 설치작업은 확정된 설치일

정에 숙련된 경험을 가진 설치전문기관이 수행한다면 상대적으

로 동등한 비용에서 설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약 설치일정이 불확실하거나 터빈 제조사의 터빈 공급이 지연

되는 등 공기지연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설치비용

의 증가가 예상된다.

- 후 기 -
본 연구는 2012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No.

20123010020090) 및 에너지관리공단(KEMCO)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2012T100100720) 결과의 일부입니다.

참 고 문 헌  

Mark J.Kaiser, Brain F.Snyder (2012). “Offshore Wind Energy

Cost Modeling - Installation and Decommissioning”,

Springer

Kurt E.Thomsen (2012). “OFFSHORE WIND : A

Comprehensive Guide to Successful Offshore Wind Farm

Installation”, Elesvier

한국전력연구원 (2012).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실증단지 예

비 설계 근거 보고서”

한국전력연구원 (2012), “한반도 남서해안 중형해상풍력 기본설

계 지질조사보고서”

Bent Jensen (2012). “Experiences from offshore Wind farm

installation”

Ivan Ostvik (2011). “Offshore Wind Installation Vessels State

of the Art & Future Needs”

S.A.Herman (2002), “Offshore Wind Farms : Analysis of

Transport and Installation Costs”

Alexander Karyotakis (2011). “On the Optimisation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Strategies for Offshore Wind

Farms”, 박사학위논문, University College London



LNG 화물창 방열재 균열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열확산 및 기화 
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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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diffusion and evaporation by LNG leakage at a membrane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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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wo-phase/Multiphase flow 다상유동, Porous media 기공 재료, LNG leakage LNG 유출, BOR (boil-off-ratio) 증발율,
LNG cargo containment (LNG 화물창)

ABSTRACT: The thermal insulation layers in a LNG carrier is designed to maintain the LNG cargo at cryogenic temperature.
The seepage of the cryogenic LNG through the cracks on the insulation membrane makes the hull structures experience the
cold spot caused by the heat transfer from the LNG. The hull structure will become brittle at the cold spot. Also, the
evaporated Natural gas may lead to a potentially hazard because of the flammable gases in it.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insulation panel and the speed of gas diffusion through the insulation panels have been expected to assess the safety
of LNG carrier subject to leakage. The assessment of the behaviors of the leaked LNG requires a numerical calculation that
can consider the multiphase flow in various flow regimes. This paper presents the numerical simulation of LNG flow and
heat conduction in the LNG insulation panel subject to leakage. The simulation model considers the phase change of LNG,
gas-liquid multiphase interactions in the porous media and the accompanied rates of heat transfer. It also applies the
numerical simulation to the NO96-GW membrane storage assembled by glass wool and plywood. In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seepage, the heat diffusion, and the evaporation of LNG are investigated.

1. 서    론

LNG (Liquefied natural gas) 화물창의 단열 시스템은 –16

3℃ 이하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

하도록 설계되었다. 화물창 단열 시스템은 LNG 선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재로서 슬로싱(Sloshing) 충격하중에 견뎌야 할 뿐

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단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다. 단열 시스템은 열전도도가 낮은 재료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높은 열저항 값을 갖지만, 선체 및 해수

로 부터 열에너지의 유입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화물창의 온

도 상승에 의하여 증발 가스 (BOG: Boil-Off Gas)의 발생과 액

화 화물의 손실 및 재액화 비용 소모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Zakaria et al., 2012).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증발가스

비율 (BOR: Boil-Off Gas Rate) 은 매일 전체 화물량의 0.15%에 

달하며 2007년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LNG 운반선 기준으로 

약 3.3 MTPA(Million metric Tons Per Annum)의 양이 증발로 

인하여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비용으로 환산할 

때 약 12.7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Hasan et al.,

2009).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연구들(Caps and Friche,

2000; Choi et al., 2013; Demharter, 1998; Presley and

Christensen, 1997)이 BOR을 낮출 수 있는 단열 구조를 제안하

거나, BOR 값을 만족하기 위한 재액화(Chu et al., 2012; Li et

al., 2012; Shin and Lee, 2009)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화

물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는 여러 

문헌과 기술 자료로부터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Hwang et al.,

2012; Ito et al., 2008; Lee et al., 2011(b); Nho et al., 2012). 그럼

에도 불구하고 멤브레인형 화물창에서 슬로싱 하중 또는 선체 

굽힘 하중 등으로 인하여 단열 시스템에 균열이 발생하고 LNG

유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Erik et al., 2008; Kim and Lee,

2008). 유출된 LNG는 –163℃ 이하의 극저온 상태이다. 따라서 

유출될 경우 일반적으로 –23℃ ~ -73℃에서 취성파괴가 일어나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는 탄소강으로 이루어진 선체 내측판 (Inner Plate) 및 주변의 

선체 부재를 냉각시킴으로써 취성파괴의 우려가 있다. 또한, 유

출된 LNG는 급속한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빠르게 기체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고, 매우 강한 열유속(Heat flux)를 발생시키므

로 수초 이내에 선체로 확산될 수 있고, 화재 폭발의 위험을 가

져올 수 있다(Livingston and Gustafson, 2009).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LNG 유출에 의한 가스 증발량과 선체 내측판까지 열확

산 속도 및 열유속 양은 LNG 단열 시스템 설계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Choi et al. (2013)

과 Lee et al. (2011)(a)은 균열이 발생한 LNG 단열 구조를 대상

으로 유출된 LNG에 의한 물질 확산 속도와 열전달에 의한 온

도 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해석과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Mark III

형 단열구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O96형 

단열 구조의 LNG 유출에 따른 열확산 속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LNG 유출 현상의 정식화

2.1 적용 대상 단열 구조 

NO96과 Mark III 단열구조는 2중 멤브레인(Membrane)형 단열

구조의 대표적인예이다. Fig. 1은 Mark III와 NO96의 단열층 구

조를 보인 것이다. 최근에는 NO96 화물창의 단열재를 변경함으

로써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NO96-GW또는 NO96-L03

와 같은 변형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NO96-GW는 기존의 펄라

이트(Perlite) 재료를 유리섬유(Glass wool)로 대체함으로써 열저

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NO96-L03은 단열층의 3개로 구성

하며 유리섬유와 R-PUF(Reinforced Poly Urethane Foam)을 이용

한 모델이다(Colson, et al., 2012; GTT, 2014). Fig. 2의 (a), (b), (c)

는 각각 NO96 화물창의형상, 단열층구조및 단열상자를보인

것이다.

Primary barrier
(SUS304)

Secondary barrier
(triplex)

PUF
panel

Inner
hull

Primary barrier
(invar)

Secondary barrier
(invar)Pl

yw
oo

d Plyw
ood

(a) Mark III (b) NO 96

Perlite

Fig. 2 Insulation layers of Mark III and NO96

2.2 LNG 유출의 정식화    

단열재의 균열에 의한 LNG 유출은 액체 및 기체의 혼합 유동

과 열전달, 그리고 LNG 기화에 의한 상변환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는 다상 유동(Multi-phase) 문제로 정식화 할 수 있다. 또한 

단열재인 glass wool은 기공을 가진 물질이므로 기공률

(Porosity) 또는 투과율(Permeability)이 열확산 및 물질 확산의 

속도와 압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상 열유동 현상의 해석을 위해

서는 Lagrangian-Eulerian 기법 또는 Eulerian-Eulerian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전자는 스프레이 현상과 같이 기체 내에 액체 

입자가 이동하면서 대류열전달․운동량전달․상변태가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에 적합하고, 후자는 액체와 기체 상태가 동시에 

사용하였다. Eulerian-Eulerian 기법은 모든 상태의 유체를 대상

으로 앙상블 평균 질량 및 운동량 방정식 (Ensemble-averaged

mass & momentum transport equations)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상유동에 있어서 질량과 운동량의 연동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할 방정식이다. 본 연구는 해석을 위하여 ANSYS-CFX 코

드를 이용하였으며, CFX는 압력기반의 유한체적법

(Pressure-based finite volume method) 을 이산화하여 얻어지

는 방정식을 Algebraic Multi-grid Coupled Solver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Fig. 3 (a) Inside view of NO96, (b) the configuration of flat

NO96 insulation and (c) the modified NO96 insulation system

(GTT, 2014)

각각 상태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며 질량 및 에너지 보전 방

정식도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가정하지만, 액체와 

기체의 연성 효과는 공유 압력(Shared pressure)과 상태 간 교환 

상수 (Interphase exchange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얻어진다. 액

체와 기체 상태의 각각 체적률(Volume fraction)의 합은 1을 만

족하여야 한다. 는 상태 의 체적률을 의미하며 미소 체적

내에서 가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로 정의된다.

  


(1)

따라서 혼합 유체의 밀도는  ∑ 로 정의되며 상태 

에 대한 의 계면 면적 밀도 (Interfacial area density)  는 

식(2)와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는 계면 길이 비 (Interfacial length scale)을 의미한

다. 체적률을 고려하면 상태 에 대한 다상 유동의 질량 보존 



및 운동량 보전 방정식은 각각 식(3)과 식(4)로 표현할 수 있

다.




∇ ․
∑ (3)


 

∇ ․

∇ ․∇ ∇


  ∇

∑
 

 


(4)

여기서  , 는 각각 속도 벡터 및 동점성 계수를 의미한다.  ,
 , , 는 압력, 외력(Momentum source), 계면 항력

(Interface drag force),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다. 는 상태 

로부터 상태 로 변화하는 단위 부피당 질량 흐름율 (Mass

flow rate per unit volume)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5)


 는 상태 로부터 상태 로 변환하는 단위 부피당 질량비 

양의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상태 로부터 

상태 로 가 전달하는 운동량 (Momentum transfer)을 의미

한다.

한편, glass wool은 기공을 가지고 있는 다공성 재료이므로 기

공에 의한 유동의 압력 및 운동량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손실은 식(4)의  항에 반영되는 값이다. 다공성 재료를 통과

하는 저속 유동은 점성저항(Viscous resistance)에 의한 압력 손

실만이 발행하여 Darcy's law를 적용할 수 있으나, 속도가 증가

하면 관성저항(Inertia resistance)에 의한 손실이 더해져 압력강

하가 속도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 Non-Darcy 유동을 적

용하였다. 식(6)의 각 상태 와 의 관성저항을 고려한 

Forchheimer-Darcy 유동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6)

식(6)에서  ,  , 는 속도, 다공율, 점성 계수를 의미한다.

는  을 의미한다. 식 우측의 속도 선형 항목과 비선형 항목

은 각각 점성저항과 관성저항에 의한 유동 압력 손실을 의미한

다.

식(4)의 는 비계면항력 (Interfacial drag force per unit

volume)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항력계수(Drag coefficient)와 

속도 등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유체 항력 계수를 뜻한다. 또한 체적분율(Volume

fraction)은 질량 보전 법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합이 1이 되

어야한다.

∑   (8)

또한 에너지 보전은 아래와 같이 내부 에너지(Internal energy),

열유속(Heat flux) 등의 관계식으로 정의된다.




∇ ․
∇ ․   ∇

  ∑

 




(9)

식(9)에서 , 과 는 내부 에너지, 열전도 (heat

conduction)계수, 그리고 상태의 온도를 의미한다.



  


값은 상태 로부터 상태 의 계면물질 전달

(Interphase mass transfer)이 일으키는 열전달 량을 의미한다.

 는 타 상태로부터 전달된 열에너지가 상태 의 단위체적에 

축적되는 양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대류(Convection) 열전달

로 표현된다.

 ∑ ≠ ∑ ≠  (10)

식(10)의 대류 계수 는 다음과 같이 Nusselt 수( )와 열전

도 계수( ) 및 계면 길이비( )로 정해진다.

 


(11)

식(11)에서 상태 와 의 혼합 열전도계수는     

로 계산된다. 는 Ranz & Marshall(1952)이 제안한 기체 중

에 놓인 액체 입자(Particle)의 열전달 계수를 이용하며, 다음 식

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12)

여기서 는 상태 인 입자(Droplet)의 직경과 상대속도로 결

정되는 Reynold 수이며 는 상태 의 Prandtl 수를 의미한다.

한편 식(10)의 비계면열전달(Volumetric Interphase heat

transfer) 값는 아래와 같이 두 상태 및 계면(Interface)에서 

일어나는 현열(Sensible heat)과 잠열(Latent heat)에 의하여 계

산된다.

      (13)

        (14)

여기서, 와 는 상태 와 의 대류 열전달 계수(Phase heat

transfer coefficient)이다.  와  는 각각 계면온도 (Interface

temperature) 및 포화온도(Saturation temperature)이다. 와 

는 아래의 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면 엔탈피 (Interfacial

enthalpy) 값이다.



  ≻     and    (15)

  ≺     and    (16)

계면의 에너지 보존을 고려하면    의 관계식이 성립

하므로, 질량흐름(Mass flux)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7)

따라서, 식(5)의 비계면질량전달(Volumetric interphase mass

transfer)  값은 식(18)에 보인 바와 같다.

   (18)

의 질량 분율(Mass fraction)을 위한 이송 방정식 (Transport

equation)은 식(19)와 같이 정리된다. 식(19)는 식(3), 식(4), 식(9)

에 보인 방정식과 함께 지배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다.




∇ ․
∇ ․∇  (19)

식(19)에서 는 동적 확산율(Kinematic diffusivity)를 의미한

다. 유체 영역을 제외한 방열 구조 재료의 열전달은 아래와 같

은 열확산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 ․∇ (20)

식(20)에서  ,  , 는 각각 방열 구조 재료 영역의 밀도, 정압

비열(Specific heat capacity), 그리고 열전도 계수를 의미한다.

3. LNG 유출의 수치모델 

3.1 유출 시나리오

LNG 화물창의 균열은 피로파괴 또는 슬로싱 총격하중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Fig. 3는 NO96-GW 화물창의 가정된 균열 위

치 (Leakage spot)를 보인 것이다. Fig. 4는 균열 부위의 Plywood 

상자로서 크기는 113×21×10cm이며, glass wool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균열에 의한 확산 현상을 파악하기 위

하여 Fig. 5와 같이 확산 부위만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균열위치

는 상면에 위치하며 5mm 직경을 가진 입력(inlet)으로 LNG가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양 측면에 30mm의 직경을 가진 

두 개의 출력(outlet)을 고려하였다. 

Glass wool은 다공물질(Porous media)로 열전도 매질로 모델

링하였다. Inlet으로 유입된 LNG는 메탄 (CH4) 액체와 질소(N2)

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Outlet로 유출하는 과정에 열확산 및 

기화(Evaporation)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였다. 모든 유체는 연

속체(Continuos fluid)로 모델링하였으며, 계면 운동량, 열 및 질

량 전달을 고려하였다.

h
Leakage	spot

Area	(AC)

Area	(A)
HD

Fig. 4 LNG leakage spot on the insulation wall

 
Fig. 5 Detail view of leakage spot on the primary

insulation

Inlet (Leakage spot) 

Outlet

Outlet

Fig. 6 Selected part of insulation panel subject to

leakage

3.2 영역 및 경계조건

Inlet으로 유입된 LNG는 메탄 (CH4) 액체와 질소(N2) 혼합 가

스로 모델링하였으며, 각 구성 요소는 Table 1과 같이 영역을 구

별하여 모델링하였다. 메탄 액체와 메탄 기체 사이의 계면 전달

(Interphase transfer) 은 Table 2와 같이 정하였다. 각 영역의 요

소는 hexahedral grid를 이용하였으며 75,788개의 node와  

35,043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Component
Morphology in   

Domain
Material

LNG Continuous   Fluid CH4 Liquid

Gases in Glass Wool Continuous Fluid N2 & CH4 Gas

Glass Wool Porous   Solid Glass Wool

Plywood Continuous Solid Plywood

Table 1 Morphology of domain

Interactions
CH4 Liquid & 

CH4Gas
CH4 Liquid & 

Nitrogen
CH4 Gas &
Nitrogen

Interphase 
transfer

Mixture 
Model

Mixture Model
Mixture 
Model

Momentum 
Transfer

Drag 
Coefficient

Drag 
Coefficient

Drag 
Coefficient

Mass 
Transfer

Thermal Phase 
Change

None None

Heat   
Transfer

Two Resistance
Heat 

Convection
Heat 

Convection

Table 2 Interaction between liquid droplet (CH4 Liquid) and Gas

mixture (Nitrogen)

유체-구조간의 복합열전달(Conjugated heat transfer)을 고려하

여 유체 영역의 에너지 보전 방정식과 비유체 영역의 열확산 

방정식을 동시에 해석하도록 하였다. 난류 거동을 모사하기 이

하여 이산화된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을 선택하였고, 특히 벽함수 (Scalable wall function)

을 가진 k-Epsilon 난류 모델로 가정하였다. 유체영역과 고체

영역의 계면에는 non-slip 조건을 부여하였다.

LNG가 유입되는 Glass wool 지역은 inlet 조건으로, 유출되는 

plywood의 양축 구멍은 outlet 조건을 부여하였다.

Ÿ Inlet: LNG 화물 높이와 leakage 지점의 높이차에 따른 압

력을 경계조건으로 부여함.

Ÿ Outlet: Opening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outlet을 통과하면서 

사라지도록 함.

Inlet 의 직경은 5mm 내외로 가정하였고, 정적압력은 화물창의 

filling ratio 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약 30m 높이의 화물창에서 

filling ratio 가 98.5% 이면 화물창 바닥에서 정적 압력은 약 

1.0 기압 정도가 된다(Bae et al., 2007). 따라서 inlet의 유입 압

력은 약 1.0 기압으로 가정하였다. Inlet 경계에서 turbulence 

intensity는  약 5% 이며, free stream velocity를 가정하였다. 

Outlet 에는 zero gauge 압력 조건을 부여하였다. 

LNG는 주로 Methane과 소량의 Ethane, Propane 및 탄소화합

물로 이루어져 있으나, 낮은 기화 온도로 인하여 Methane이 

가장 먼저 기화한다. 따라서 LNG는 대체로 Methane의 재료 

특성을 따르므로 다른 구성요소는 배제하였다(Qi, 2010).

또한 Methane과 Nitrogen의 상태 방정식은 Aungier Redlich

Kwong equation (Aungier, 1995)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액체 

및 기체의 재료 특성은 증기 압력과 포화 온도를 고려한 비선

형 특징을 반영하였다.

Glass wool,의 다공율, 기공율 등 재료 특성은 기존 연구( Lee

et al., 2011(a); Bae et al., 2007; Choi et al., 2012)에서 제시

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Table 3에 속성 값을 정리하였다.

Leakage가 일어날 시점에서 초기 온도 분포를 고려하기 위하

여 화물과 접촉하는 단열층 상부는 –163℃의 경계조건을 부

여하였으며, 2차 방벽과 접하는 하부는 –50℃의 온도 경계조

건을 부여하였다.

Attribute Value 

Material
property 

Density () 50 [kg/m3]

Specific heat capacity () 670 [J/kgK]

Thermal conductivity () 0.04 [W/mK]

Porosity

Volume porosity 0.3 

Permeability () 3.75×10-11 [m2]

Resistance loss coeff. ( ) 1242 [m-1]

Interfacial Area Density() 560 [m-1]

Heat convective coefficient( ) 10 [W/m2K]

Table 3 Material properties and attributes of glass wool

4. 수치 해석 결과  

4.1 초기 온도 분포

Fig. 6과 Fig. 7은 유출이 일어나기 직전에 plywood 상자와 

glass wool의 온도 분포이다. LNG 와 접촉하는 Plywood 상단

은 –163℃, 2차 방벽(Secondary insulation panel)과 접하는 

부위는 –50℃의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림에 보인 선형적

인 온도 분포는 Choi et al. (2012)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lywood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of glass wool

4.2 LNG 유출 시뮬레이션 결과

Inlet의 LNG 유입 속도와 유입 압력은 filling ratio에 의하여 

결정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입 압력을 1.0 기압

으로 가정하고, LNG의 확산 속도 및 기화된 CH4 가스의 

volume fraction 등을 계산하였다. Table 3에 보인바와 같이 

Porosity=0.3, Permeability=3.75e-11, Loss Coefficient=1,242의 



특성을 가진 glass wool 내부의 확산 속도 파악하였다. Fig. 8

에 각 시간별로 예측된 CH4 액체의 확산 결과이다. 수초 내에 

glass wool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9와 

Fig. 10은 1.22초에서 예측된 stream line과 glass wool의 온도

분포이다.

 

(a) Time=0.0217sec (b) Time=0.0517sec

(c) Time=0.4217sec (d) Time=4.7217sec

Fig. 8 History of volume fraction and dispersion of CH4 liquid

Fig. 10 Stream line of CH4

liquid (t=1.22sec)

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

of glass wool(t=1.22sec)

Outlet에서 CH4 액체 및 기체, 질소의 시간별 Volume

fraction, 온도, 속도, mass flow rate의 예측 결과를 Fig. 11에 

보였다. 이를 살펴보면 약 20초 후에 정상 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수치해석에서 가정한 조건의 보수성을 감안하더라도

LNG 유출에 따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균열의 크기가 

작다고 할지라도 수분 이내에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

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LNG의 고속 확산은 CH4 액체가 

기체로 상변화하는 속도 보다 빠름을 예상하게 한다. 특히 상

변화에 필요한 잠열(latent heat)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CH4 액

체의 volume fraction이 커지며, 포화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짧음을 추론하게 한다. 이러한 확산 속도의 수준은 Bae et al.

(2007)가 제시한 Mark III 화물창의 확산 속도와 유사한 수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let과 outlet의 거리는 약 1.5m 정도

이며, glass wool 내부에서 LNG 평균 유속은 약 3.75m/s로 

예측되었다. Inlet에서 유입 속도는 최고 80 m/s 정도로 예측

되었으나, 이는 유입 압력이 크고 유입부에 존재하는 CH4 입

자가 작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속도가 상승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운동량의 대부분이 inlet에서 손실되므로 outlet에서 속

도는 약 3m/s 이내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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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Volume fractions, (b) temperature, (c) velocity, and (d)

mass flow rates of the fluids at the outlet

4.3 유출 조건에 따른 특성 변화

앞 절에서 가정한 Inlet의 유입 압력 1 atm은 LNG 자유수면

과 유출지점까지 24m 깊이일 때 작용하는 값이다. 유출 지점

까지 깊이가 12m인 점의 유입 압력인 0.5 atm을 조건으로 예

측한 CH4 액체의 volume fraction을 계산한 결과 Fig. 12과 

같이 예측되었다.

(a)	Inlet	pressure	1.0	atm,	time=1.22	sec

(c)	Inlet	pressure	1.0	atm,	time=4.72	sec

(b)	Inlet	pressure	0.5	atm,	time=1.22	sec

(d)	Inlet	pressure	0.5	atm,	time=4.72	sec
Fig. 13 Parametric study : Effect of inlet pressure on the volume

fraction of leaked LNG flow



(a)	Volume	fraction	of	CH4	vapor,	time=4.72sec (b)	Volume	fraction	of	N2,	time=4.72	sec
Fig. 15 Parametric Study: Effect of inlet size on the volume

fraction of CH4 vapor and N2 gas (with inlet

diameter=5mm)

(a)	Volume	fraction	of	CH4	liquid,	time=1.22sec (b)	Volume	fraction	of	CH4	liquid,	time=4.72sec
Fig. 14 Parametric Study: Effect of inlet size on the volume fraction

of CH4 liquid (with inlet diameter=5mm)

유출 부위의 직경을 5mm인 경우에 예측되는 확산 특징은 Fig.

13와 Fig. 14에 각각 보이고 있다. Fig. 13과 Fig. 8(d)와 비교

하면 직경이 5mm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CH4 기체 및 질

소의 volume fraction은 Fig. 14에 보였다.

5. 결론  

NO96-GW 형 LNG 단열구조를 대상으로 LNG 유출이 일어날 

경우의 열확산, 확산 속도, 액체-기체 사이의 상변화 양을 예측

하기 수치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치 해석에 의하면 확산은 수

초 이내에 일어나며, LNG가 기화되는 상변화 양은 소량 일어

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기화가 일어나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LNG 유동이 발생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 에너지

가 크기 않아서 액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Inlet의 유입 압력이 1기압일 경우 수초 내에 단열 상자 전역

에 LNG가 확산됨을 파악하였다. 약 10여 초 후에 약 8g/s의 

LNG가 유출됨을 수치적으로 예측하였다. Glass wool이 충분

한 수준으로 LNG 확산을 지연시키지는 못함을 확인하였으나,

porosity의 영향에 의한 확산 지연효과는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porosity에 따른 BOR 변화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OMENCLATURE

 interfacial area density (  )

 drag coefficient ( - )

 kinetic diffusivity (  )

 interfacial drag force ( )

 interfacial length scale ( )

 specific energy ( )

 mass flux (  )

 heat transfer coefficient ( )

 specific enthalpy ( )

 thermal conductivity ()

 loss coefficient (
)

 permeability ( )

 Nusselt number ( - )

 pressure ()

 total heat per unit volume ( )
 momentum source vector ( )

 temperature ()
 velocity vector ( )

 volume ( )

 mass fraction ( )

 mass flow rate per unit volume (  )

 phase volume fraction ( - )

 density ( )

Subscript

 interface

 solid

 saturation

 phase ( - )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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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10045212,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 시스템 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Aungier, R.H. (1995). “A Fast, Accurate Real Gas Equation

of State for Fluid Dynamic Analysis Applications,”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 Vol 117, pp 277-281.

Bae, J., Joh, K., Yoon, H., Lee, H., and Ha, M. (2007).

“Safety Evaluation of Mark III Type LNG Carriers

under Barrier Leakages”, Proc. of 15th Int. Conf.

Liquefied Natural Gas, PS6-2.1.

Caps, R. and Fricke, J. (2000). “Thermal Conductivity of

Opacified Powder Filler Materials for Vacuum

Insulations 1”, Int. J. Thermophysics, Vol 21, No 2, pp

445-452.



Choi, I., Yu, Y.H., and Lee, D.G. (2013). “Cryogenic

Sandwich-Type Insulation Board Composed of

E-Glass/Epoxy Composite and Polymeric Foams”,

Composite Structures, Vol 102, pp 61-71.

Choi, S.W., Roh, J.U., Kim, M.S., and Lee, W.I. (2012).

“Analysis of Two Main LNG CCS (Cargo Containment

System) Insulation Boxes for Leakage Safety using

Experimentally Defined Thermal Properties”, Applied

Ocean Research, Vol 37, pp 72-89.

Chu, B., Chang, D., and Chung, H. (2012). “Optimum

Liquefaction Fraction for Boil-off Gas Reliquefaction

System of Semi-Pressurized Liquid CO2 Carriers Based

on Economic Evaluation”, Int. J. Greenhouse Gas

Control, Vol 10, pp 46-55.

Colson, D. Haquin, N., and Malochet, M. (2012).

“Reduction Of Boil-Off Generation In Cargo Tanks Of

Liquid Natural Gas Carriers - Recent Developments Of

Gaztransport & Technigaz (GTT) Cargo Containment

Systems”, World Gas Conference.

Demharter, A. (1998). “Polyurethane Rigid Foam, a Proven

Thermal Insulating Material for Applications between

+130°C and -196°C”, Cryogenics, Vol 38, No 1, pp

113-117.

Erik Vanem, Pedro Antão, Ivan Østvikc and Francisco Del

Castillo de Comas (2008). “Analysing the risk of LNG

carrier operations”,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Vol 93, No 9, pp 1328-1344.

Hasan, M.M.F., Zheng, A.M., and Karimi, I.A. (2009).

“Minimizing Boil-off Losses in Liquefied Natural Gas

Transportation”, Ind. Eng. Chem. Res., Vol 48, pp

9571-9580.

Hwang, S.Y., Lee, J.H., and Kim, S.C. (2012). “Simplified

Impinging Jet Model for Practical Sloshing Assessment

of LNG Cargo Containment”, Proceedings of the

Twenty-second International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Conference, ISOPE, Rhodes, Greece, pp

495-501.

Qi, R., Ng, D., Cormier, B.R. and Mannan, M.S. (2010),

“Numerical simulations of LNG vapor dispersion in

Brayton Fire Training Field tests with ANSYS CFX,”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l 183, pp 51–61.

Ito, H., Suh, Y.S., Chun, S.E., Satish Kumar, Y.V., Ha, M.K.,

Park, J.J., Yu, H.C., and Wang, B. (2008). “A Direct

Assessment Approach for Structural Strength Evaluation

of Cargo Containment System under Sloshing Inside

LNGC Tans based on Fluid Structure Interaction”,

Proceeding of 27th Int Conf on Offshore Mech and

Arctic Eng, Estoril, Portugal, Vol 5, pp 835-845.

Kim, B.G. and Lee, D.G. (2008). “Leakage Characteristics of

the Glass Fabric Composite Barriers of LNG Ships”,

Composite Structures, Vol 86, pp 27-36.

Lee, H.B., Park, H.J., Rhee, S.H., Bae, J.H., Lee, K.W., and

Jeong, W.J. (2011). “Liquefied Natural Gas flow in the

Insulation Wall of a Cargo Containment System and its

Evaporation”, Applied Thermal Engineering, Vol 31, pp

2605-2615.

Lee, S.J., Yang, Y.S., Kim S.C. and Lee, J.H. (2011). “Strength

Assessment Procedure of LNG CCS under Sloshing

Load Based on the Direct Approach”,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Conference, ISOPE, Hawaii, USA, pp 183-190.

Li, Y., Jin, G., and Zhong, Z. (2012). “Thermodynamic

Analysis-Based Improvement for the Boil-off Gas

Reliquefaction Process of Liquefied Ethylene Vessels”,

Chemical Engineering & Technology, Vol 35, No 10, pp

1759-1764.

Livingston, M. and Gustafson, R. (2009). “Minimize Risks

from Cryogenic Exposure on LNG Facilities”,

Hydrocarbon Processing, Vol 88, No 7, pp 51–58.

Nho, I.S., Kim, S.C., Jang, B.S., and Lee, J.H. (2012).

“Parametric investigation on the simplified triangular

impulse of sloshing pressure and categorization of the

structural response on the Mark III LNG CCS”,

Proceedings of the Twenty-second International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Conference, ISOPE, Rhodes,

Greece, pp 495-501.

Presley, M.A. and Christensen, P.R. (1997).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s of Particulate Materials 1. A

Review”, J. Geophysical Research, Vol 102, No E3, pp

6535-6549.

Ranz, W.E. and Marshall, W.R. (1952). “Evaporation from

drops”, Chem. Eng. Prog., Vol 48, No 3, pp 141-146.

Retrieved on Januart 6 (2014).

“http://www.gtt.fr/product/no-96-evolution/”.

Shin, Y. and Lee, Y.P. (2009). “Design of a Boil-off Natural

Gas Reliquefaction Control System for LNG Carriers”,

Applied Energy, Vol 86, No 1, pp 37-44.

Zakaria, M.S., Osman, K., Saadun, M.N.A., Manaf, M.Z.A.,

and Hanafi, M.H.M. (2013). “Computational Simulation

of Boil-off Gas Formation inside Liquefied Natural Gas

Tank using Evaporation Model in ANSYS Fluent”,

Applied Mechanics and Materials, Vol 393, pp 839-844.



터렛 계류된 선박의 절단계류선 모델링을 위한 수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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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Analysis for Designing Truncated Mooring Lines of
Turret Moored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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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runcated mooring lines 절단계류선, Turret 터렛, Static load optimization 정적 힘 최적화, Dynamic line response
optimization 동적 라인 응답 최적화, Coupled analysis 연성해석 

ABSTRACT: In this paper, a numerical analysis for the internal turret moored vessel is conducted. The target vessel has an internal turret
which is located at 0.2Lpp position from the fore-side. It has 12 mooring lines which are composed of chain-wire-chain. To investigate the
motion response of the vessel and structural reliability of lines, model tests should be conducted. The KRISO ocean basin has 3.2 water depth
which is 192m in prototype with scaling of 1:60. In order to represent the real scale condition precisely, mooring lines need to be modified.
Truncated mooring lines are designed to supplement the restriction of the flume's water depth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model testing. The
truncated mooring lines are composed of two different chains in order to match pre-tension, restoring curve and variation of effective line
tension. Then, regular wave tests are conducted for this designed system. As comparing results of proto-type system and truncated system, it is
confirmed that two systems have the static and dynamic similarities in aspect to vessel's motion and mooring lines' tensions.

1. 서    론

최근 에너지 수요 증대와 더불어 육상 및 수심 400m 이하의 천

해역으로부터의 에너지원 수급 정체에 따라 점점 심해역에서의 

Oil, Gas field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실험

수조에서의 심해역에 대한 엄밀한 모사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험수조의 수심 제한으로 인해서 심해에 투입되는 

해양구조물의 운동성능 평가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

완하는 방안으로는 1/200이상의 ‘ultra small scale'에 대한 모형

시험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절단 계류선 설계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Stansberg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터렛 계류된 선박의 운동성능 시험을 위하여 절

단 계류선을 설계하였다. 절단 계류선 모델링의 기본 공정은 네덜

란드 MARIN에서 개발된 Waals and Dijk(2004)의 그것을 채택했

다. 다음으로 KRISO 해양공학수조 제약조건을 고려하고, 비교 항

목 결과에 중점을 두어서 절단계류선을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초기 설계된 100만 배럴급 FPSO의 운동 및 계류 수치 해석된 결

과(조석규 등, 2013)와 정적 및 동적 응답을 비교하였다.

김윤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042-866-3959 yunhokim@kriso.re.kr

2. 터렛 계류된 선박

대상 해양구조물의 설치 개념도는 Fig. 1에 나타나 있고, 주

요제원은 각각 Table 1,2에 정리되어 있다.

Fig. 1 Schematic view of vessel with mooring lines

계류선은 chain-wire-chain의 복합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Chain은 R4s, R4K4 급이 사용되었으며, Wire는 sprial strand

가 사용되었다. 계류선 설치 반경은 터렛 중심으로부터 

2290.0m 이며, 3X4 배치로써 한 cluster 내에서의 계류선은 5

도씩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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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vessel

Item Value Unit
Lpp 270.0 m

B 50.0 m
T at midship 12.627 m

Displacement 1.32e05 

Troll 20.5 sec

Table 2 Prototype mooring line properties

Type
Diameter Length W in air EA

[mm] [m] [kg/m] [kN]

Top
Chain

R4s
studless

127.0 50.0 283.223 1.06e06

Middle
Wire

Spiral
Strand Wire

127.0 300.0 66.916 1.96e06

Bottom
Chain

R4K4
Studless

127.0 2050.0 283.223 1.06e06

3. 절단계류선 모델링

모형시험을 실시하는 수심이 1:60 비율로는 192m까지 모

사할 수 있으나, 대상 해양구조물의 투입수심은 400m이다.

수심의 제약으로 인해 계류선의 역학이 크게 차이가 되므로 

원 수심을 재현하기 위하여 절단계류선을 모델링하였다. 기

본 공정은 Fig. 2와 같다.

Fig. 2 Truncation strategy

먼저, 복합재로 구성된 계류선에 대응되는 단일 제원의 등

가 모델을 찾는다. 다음으로 깊이 차이에 의한 절단 변수(ϒ)
를 이용해 절단계류선 제원들의 초기 추정치를 결정한다. 이

후에는 반복 계산을 정적 변위 테스트, 강제 동요 테스트,

규칙파 및 불규칙파 테스트 각각에 수행하여 원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절단계류선을 결정한다.

본 절차를 따를 시, 단일 제원으로만 구성된 절단계류선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KRISO 수조 제원에 따라 계류선 반경

에도 제약 조건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결정된

절단 계류선은 두 개의 chain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Table

3과 같다. 수조시험의 구현 용이성을 고려하여 축 강성은 두

chain이 동일한 조건에 절단계류선을 결정하였다.

Table 3 Truncated mooring line properties

Diameter Length W in air EA

[mm] [m] [kg/m] [kN]

Top
Chain

180.0 375.0 560.0 2.20e05

Bottom
Chain

70.0 625.0 85.0 2.20e05

해양구조물에 걸리는 동유체력 계수들은 고차경계요소법

(HOBEM)을 이용하였다. 계산된 계수들과 결정된 절단계류선 

제원으로 OrcaFlex를 이용한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

적 응답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적 변위 시험(static

offset test), 종방향 자유 감쇠 시험(free decay test in surge

direction)이 수치적으로 수행되었다. 동적 응답은 2가지 방향

각에 대한 규칙파 해석을 수행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4.1 정적 응답 비교

원형 시스템과 절단 계류된 시스템에 대하여 정적 변위 시

험이 계산되었다. Fig. 3은 부유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이고,

Fig.4는 1,4,5,7번 계류선의 장력 변화이다.

정적 변위 시험의 최대값은 원형 시스템에 대한 복합환경 

계산 시 나타난 최대 변위를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40m 내

에서 전체 복원력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절단 계류선에 대한 그것이 상대적으로 선형적으로 계산되었

다. 이는 절단 계류선의 bottom chain이 중량이 상당히 작고,

축 강성에 의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사료된다.

계류선의 장력 역시 끝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

적으로 일치한다. 초기장력과 전체 시스템의 복원력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기에 발생한 오차로써, 계류선 장력의 입장에서

는 ±20m까지 절단계류선 시스템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Fig. 3 Restoring curve in surge direction

Fig. 4 Effective tension at line 1,4,5,7 in static offset test

다음으로 종 방향 자유 감쇠 시험을 수행하였다. 초기 변위

는 +30.0m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종방향 운동 변위는 

Fig. 5와 같다.

Fig. 5 Surge free decay test with +30.0 initial offset

자유 감쇠 시험으로부터 추정한 종방향 고유주기는 두 시

스템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Fig. 3에서 

+30.0m 일 때 나타난 차이가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처음 

세 개의 운동주기로부터 계산한 고유주기는 원형 시스템은 

189.7초, 절단계류 시스템은 175.3초로 약 8.2%의 오차를 보이

고 있다.

4.2 동적 응답 비교

다음으로 규칙파 조건에서 두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였다. 파 주기를 6 ~ 22초까지 변화시켜가며 부유체의 운동 

응답과 계류선 장력을 계산하였다. 운동 변위는 zero-up

crossing을 통하여 일차 운동 변위를 추출하였고 이를 RAO로

써 Fig. 6(surge), Fig. 7(heave), Fig. 8(pitch)에 나타내었다.

Fig. 6 Surge motion RAO in head sea

Fig. 7 Heave motion RAO in head sea

Fig. 8 Pitch motion RAO in head sea



T=13초에서 종방향 운동변위가 절단계류선 시스템에서 조

금 작게 계산되었으나, 해양구조물의 운동 응답은 원형 시스

템을 거의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

향은 210도 입사파 해석 결과에서도 동일하다.

다음으로 210도 입사파에 대한 규칙파 조건에서 두 시스템

을 비교하였다. 계산된 부유체에 작용하는 계류복원력과 계류

복원모멘트, 2,5,10번 계류선 장력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통

계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9는 T=10.0sec에서의 결과, Fig. 10

은 T=18.0sec에서의 결과이다. 힘은 kN, 모멘트는 kN·m, 장

력은 kN의 단위로 표현되었다.

Fig. 9 Stochastic analysis on mooring system(T=10.0sec, θ=210.0deg)

Fig. 10 Stochastic analysis on mooring system(T=18.0sec, θ=210.0deg)

좌측의 그래프가 각 계산값의 평균값이고, 우측이 최대값이

다. 해양구조물에 걸리는 복원력의 경우 heave, pitch의 값이 

지배적이며, T=10, 18초 두 경우 모두 절단계류선 시스템이 

약간 더 크게 계산되었다. 10번 계류선의 경우는 절단계류선 

값이 두 주기 모두 작게 계산되었으나, 2,5번 계류선은 주기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류선의 장력, 계류력이 원

형 시스템과 절단계류계 시스템이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차이는 Fig. 6~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구조물 

전체 운동응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깊이의 실험수조에서 수행되는 심해 

해양구조물의 운동성능 및 구조적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절

단계류선을 설계하였다. 정적 변위 시험, 종방향 자유 감쇠 

시험, 규칙파 조건 시험을 통해 정적 및 동적 유사성을 가진 

계류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부유체, 계류계 역학적 상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제원의 재료를 이용하여 절단

계류계를 설계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계류선 끝단에 걸리는 

장력과 전체 계류복원력은 차이를 보이나, 해양구조물의 운동

응답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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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이용한 크레인의 해상운송 해석기법 개발 

김영복*․고굉욱**․김현수**

*경남대학교 조선해양IT공학과
**에스엠에이치(주) 기술연구소

Development of the Analysis Technique for the Transportation of the
Continuous Ship Unloading Crane Using Barge

Young-Bok Kim*, Keong-Wook Kho** and Hyun-Soo Kim**

*Naval Architecture, Ocean & IT Department, Kyungnam Univetsity, Changwon, Kyungsangnam-Do, Korea
**SMH Co. Ltd., Changwon, Kyungsangnam-Do, Korea

KEY WORDS: CSU crane CSU 크레인, Sea-going transportation 해상운송, Hydrostatic table 유체정역학적 계산표, Intact/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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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development of the analysis techique and the reporting tool for the transportation of the CSU crane using a

kind of barge.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hydrostatic particulars are to be completed. After that, the jobs such as preparation of the

tank capacity plan considering the neccerray tank filling for transpotation and the intact stability calculation are performed. Finally, the

report format are made for Owner’s approval.

1. 서    론

바지선을 이용하여 CSU(Continuous Ship Unloading) 크레인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에 크레인을 육상에서 옮겨 싣

는 중에 전복안전성과 바지선의 탱크 발라스팅에 관한 균형해

석인 Load-out 해석이 필요하며, load-out 시 운송바지선의 계

류와 바지선에 CSU 선적이 완료된 후 예인선에 의한 부두작업

장 밖으로 운송해 가기 위해서는 계류 및 예인선 배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CSU를 선적한 상태에서의 바지선의 운송은 

가장 안전한 해상상태를 택하여 운송하게 되지만, 혹시 바지선

이 전복이 되면 인명과 운송제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로서 복원성(stability) 해석과 운동응답

해석을 해야 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CSU를 바지선에 싣고 해상운송하기 위해 필

요한 MS Office 사에서 제공하는 Excel의 VBA(Visual Basic 

Applic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유체역학적인 기본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툴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을 수행한 

후에는 결과를 정리하여 선급이나 선주사에 승인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위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툴

도 동시에 개발되었다.

2. 해석 대상

2.1 바지선

2,000ton CSU를 운반하기 위한 바지선은 DWT 12,000 ton의 

바지선으로 Fig. 1에는 동방 20003호 바지선의 일반배치도를, 

Table 1에는 주요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General Arrangement drawing of Dong Bang B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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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st L.C.G L-Moment T.C.G T-Moment V.C.G V-Moment Free S. Moment

(TON) (m) (Ton-m) (m) (Ton-m) (m) (Ton-m) (m4)

101 No.1 W.B.T (C) 2383.5 32.258 76888.1 0 0 3.072 7322.2 48599.5

201 No.2 W.B.T (C) 2796.5 13.750 32773.6 0 0 2.900 6912.3 14745.0

301 No.3 W.B.T (C) 2516.9 -22.500 -53629.5 0 0 2.728 6502.3 13271.0

401 No.4 W.B.T (C) 2130.2 -39.224 -93491.8 0 0 2.556 6092.3 48273.1

501 Heeling T.K.(P) 1139.8 1.447 3449.0 0 0 2.384 5682.3 1061.9

502 Heeling T.K.(S) 1152.1 1.447 3449.0 0 0 2.212 5272.4 1061.9

601 F.O.T (P) 8.067 0.750 1787.7 0 0 2.04 4862.4 18.0

602 F.W.T (S) 7.350 0.750 1787.7 0 0 1.868 4452.4 2.3

701 Lub. Oil Serv. T.K 0.308 0.750 1787.7 0 0 1.696 4042.5 0.0

702 Bilge T.K (S) 1.047 -0.750 -1787.7 0 0 1.524 3632.5 0.1

703 Drain T.K (P) 1.047 -0.750 -1787.7 0 0 1.352 3222.5 0.1

- Lightship weight 2,200 0 0 0 0 5.800 13824.5 -

Tank No. Loading item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the Dong Bang 
12,000DWT Barge (No. 20003)

Items Dimentions

 Length of All 92.50 m

 Length B. P. 92.50 m

 Breadth (mld) 36.00 m

 Depth (mld) 5.80 m

 Draft (Design) 4.50 m

 Lightship weight 2,200 Ton

 Dead weight 12,000 Ton

또한 바지선의 탱크명칭과 화물적재(Load-out)와 해상운송을 

위한 발라스트용 탱크 및 기름을 채우는 기타 탱크의 적재 최

대 용량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ank capacity table

2.2 CSU의 제원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CSU 크레인은 2,000ton 용량의 크

레인이며, 형상은 다음 Fig. 2와 같고, Load-out 해석시 바지선 

위에 미끄러뜨리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Table 3에서와 같은 

크레인의 중량분포가 필요하게 된다.

Fig. 2 Configuration of the 2,000 ton CSU crane

Table 3 Weight distribution of 2,000 ton CSU crane

X Y Z

1 WHEEL DEVICE(4 CORNER) 143.2 1 -21.4 0

2 SEA SIDE LEG 34.2 1 -18.49 10

3 LAND SIDE LEG 38 0.77 -18.5 -9.91

4 PORTAL 119.2 0.99 -13.8 0.37

5 CENTER POST 29.1 1.14 -9.2 -0.2

6 DISCHARGE B.C 42.3 0.85 -12.45 -12.9

7 B.C SUPPORT FRAME 24.4 1.69 -13.32 -15

8 TR ROOM 12.5 -3.4 -14.27 -6.1

9 SLEWING FRAME 114.8 0.5 -4.9 -0.1

10 UPPER POST 4.5 -2.21 2.4 0

11 STAY FOR SLEWING 2 -3.65 -0.38 0

11 BOOM CYLINDER 16.2 9.5 -2.18 0

12 BOOM(INCL. B.C) 131.6 18.6 5 0.1

13 PARALLEL RINK 8.4 19.07 12.3 0

13 FRONT TENSI0N BAR 16.5 24 16.3 0

14 REAR TENSION BAR 17.6 -13.7 8.6 0

15 MAST (MAST FRAME+ 30.5 2.2 12.4 0

16 BALLAST FRAME 33 -14.2 -2 0

17 BALLAST TANK 29.2 -30 -4.2 0

18 BALLAST WEIGHT 555 -30 -4.2 0

19 L-FRAME(INCL. CABIN) 77.6 47 15.3 0

20 BE 236.5 49.7 5.6 0

1716.3 0.48 -3.72 -0.57

Weight

(ton)
No. Items

Center of gravity(COG)

TOTAL WEIGHT

2.4 조수간만의 차이 점검

대상 CSU의 선적항은 마산항으로 정하였으며 마산항 선적 

부두의 적재 항구에서의 물때를 보고 적재 작업일을 결정해야 

하며, 조수계산을 통해 Load-out 작업할 때의 바지선의 흘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검토한 예를 Fig. 3에 보이고 있다.

 
(at Masan port on Mar. 26, 2012)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

143.40 107.06 65.98 32.80 17.00 22.56 44.80 76.77 112.91 142.10 156.00 149.15 125.86 92.98 58.73 32.70 19.00 23.44 45.64 78.20 113.72 144.80 164.04 167.00 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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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ed the CSU Load-out time at 08:00 ~ 10:20 (about 1.5 hours)

<TIDE CALCULATION>

<TID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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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al G.L M.S.L L.L

HOUR MIN. HEIGHT(cm)
4 11 17.0
10 8 156.0
16 21 19.0
22 40 167.0

TIDE    TABLE

Fig. 3 Tidal level of Masan port on the date of the load-out

3. 유체역학적 특성치 계산과 Load-out 과정 계산

3.1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계산

상기의 자료를 이용한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계산 시트는 Fig. 4

에 보인다.



***********************************************************************************

*                       HYDROSTATIC PARTICULARS - 1                              *                        

***********************************************************************************

DRAFT

B.O.K

DISPT

VOLUME

MOLDED

VOLUME
T.P.C M.T.C L.C.B L.C.F K.B K.M.T

M TON M**3 TON/CM M*TON M M M M

0.50 1472.69 1432.75 30.443 193.47 -1.225 -0.100 0.253 217.163

0.52 1533.58 1491.99 30.482 194.24 -0.576 -0.146 0.263 208.931

0.54 1594.54 1551.30 30.521 195.02 -0.556 -0.192 0.273 201.332

0.56 1655.58 1610.69 30.560 195.79 -0.538 -0.238 0.283 194.302

0.58 1716.70 1670.15 30.599 196.56 -0.522 -0.284 0.294 187.783

0.60 1777.90 1729.69 30.637 197.32 -0.509 -0.329 0.304 181.729

0.62 1839.17 1789.30 30.676 198.08 -0.497 -0.375 0.314 176.096

0.64 1900.53 1848.99 30.715 198.85 -0.487 -0.420 0.324 170.849

0.66 1961.96 1908.76 30.754 199.60 -0.478 -0.465 0.334 165.954

0.68 2023.46 1968.60 30.793 200.36 -0.471 -0.510 0.345 161.384

***********************************************************************************

*                       HYDROSTATIC PARTICULARS - 1                              *                        *                       HYDROSTATIC PARTICULARS - 2                              *                        

***********************************************************************************

DRAFT

B.O.K

K.M.L I.M.T CDIP W.P

AREA

WET.

SURF.

BLOCK

COEF.

PRISM

COEF.

WL-A

COEF.

MID.

COEF.

M M M**4 TON M**2 M**2 (CB) (CP) (CW) (CM)

0.50 1218.78 315089 0.033 2901.1 2774.5 0.861 0.883 0.871 0.975

0.52 1175.16 314837 0.048 2905.9 2808.6 0.862 0.883 0.873 0.976

0.54 1134.80 314591 0.063 2910.8 2840.6 0.863 0.884 0.874 0.976

0.56 1097.35 314350 0.079 2915.6 2870.5 0.864 0.884 0.876 0.977

0.58 1062.50 314116 0.094 2920.5 2898.2 0.865 0.885 0.877 0.977

0.60 1029.99 313886 0.109 2925.3 2923.8 0.866 0.885 0.878 0.978

0.62 999.58 313661 0.124 2930.1 2947.3 0.867 0.886 0.880 0.979

0.64 971.08 313440 0.139 2935.0 2968.5 0.868 0.886 0.881 0.979

0.66 944.32 313222 0.155 2939.8 2987.5 0.868 0.887 0.883 0.980

0.68 919.14 313008 0.170 2944.7 3004.4 0.869 0.887 0.884 0.980

Fig. 4 Claculation table of the hydrostatic particulars for Dong      

       Bang barge no. 20003
Step : LD-01  B

- CSU LOADING - loading STANDBY

LOADING ITEM
BALLAST

(Ton)
L.C.G
(m)

L-MOMENT
(T-m)

T.C.G
(m)

T-MOMENT
(T-m)

V.C.G
(m)

V-MOMENT
(T-m)

FULL
(TON)

RATIO
(%)

NO. 1 W.B.T (C) 1900.00 32.258 61290.20 0.000 0.00 3.072 5836.80 2383.54 79.7
NO. 2 W.B.T (C) 2200.00 13.750 30250.00 0.000 0.00 2.900 6380.00 2796.51 78.7
NO. 3 W.B.T (C) 1650.00 -22.500 -37125.00 0.000 0.00 2.900 4785.00 2516.89 65.6
NO. 4 W.B.T (C) 1576.00 -39.224 -61817.02 0.000 0.00 3.326 5241.78 2130.16 74.0
Heeling Tank (P) 800.00 1.447 1157.60 -13.781 -11024.80 2.803 2242.40 1139.80 70.2
Heeling Tank (S) 800.00 1.447 1157.60 13.795 11036.00 2.795 2236.00 1152.10 69.4

F.O.T. (P) 7.00 -0.250 -1.75 -3.000 -21.00 3.300 23.10 8.07 86.8
F.W.T. (S) 5.84 0.750 4.38 4.500 26.28 3.250 18.98 7.35 79.5

LUN. OIL SERV. TANK 0.30 0.750 0.23 0.450 0.14 2.700 0.81 0.31 97.5
BILGE TANK (S) 0.23 -4.250 -0.98 0.600 0.14 0.500 0.12 1.05 22.0
DRAIN TANK (P) 0.71 -4.250 -3.02 -0.600 -0.43 0.000 0.00 1.05 67.8

SUBTOTAL 8940.08 -0.569 -5087.76 0.002 16.33 2.994 26764.98 12136.80
LIGHTSHIP WIEGHT 2200.00 0.000 0.00 0.000 0.00 5.800 12760.00

LOADED CARGO
B/W SUPPORT 149.50 29.653 4433.12 3.100 463.45 16.200 2421.90

STOW SKID RAIL 44.16 2.250 99.37 -1.400 -61.83 6.000 264.98
LOADING SKID 42.41 -29.500 -1251.21 -1.400 -59.38 6.000 254.48
WINCH SYSTEM 5.00 23.750 118.75 -1.400 -7.00 6.500 32.50
TEMP. FENDER 3.20 46.800 149.76 1.200 3.84 5.650 18.08
LOOSE ITEMS 41.00 28.300 1160.30 -11.200 -459.20 7.500 307.50
SUBTOTAL 285.28 16.511 4710.09 -0.421 -120.12 11.566 3299.45

CARGO LOADING
W/S GANTRY 699.397

1~2 AXLE LINES 37.110 371.100
11~20 AXLE LINES 32.830 328.297

L/S GANTRY 372.804
1~6 AXLE LINES 32.968 197.810
7~12 AXLE LINES 29.166 174.994

SUBTOTAL 0.00 0.00 0.00 0.00
TOTAL 11425.36 -0.033 -377.67 -0.009 -103.79 3.748 42824.43

REQ'D DISP. 11425.06 L.C.G -0.033 DISP. DIFF. 0.299 δf 0.003 m
DRAFT 3.554 BGL -0.014 ADD DRAFT 0.000 δa -0.003 m
TPC 33.585 KG 3.748 EQ. DRAFT 3.554 HEEL ANG. -0.016 Deg.
MTC 257.733 GMT 29.914 F. DRAFT 3.557 δp 0.005 m
L.C.B -0.047 K.M.T 33.662 A. DRAFT 3.551 δs -0.005 m
L.C.F -1.760 K.M.L 211.269 M. DRAFT 3.554 P. DRAFT 3.559 m
KB 1.820 TRIM(+,AFT) -0.006 S. DRAFT 3.549 m

HEEL(+,STBD) -0.010

Fig. 5 Tank capacity plan at step 1 of the load-out process

3.2 Load-out 과정

 Load-out 절차는 15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2,000 ton CSU 와 12,000 DWT 동방 20003호를 고려할 

때, Load-out을 위한 배수량은 11,425 ton이고, 이것은 마산항

의 선적항 부두 높이와 조수간만의 차이를 고려한 수치이다. 

바지선 흘수조건인 3.554m에 따른 배수량을 Hydrostatic table

을 이용하여 얻는다. 이렇게 계산된 표를 이용하여 15가지의 

load-out 조건을 다음 Fig. 5와 6과 같이 계산된다.

Step : LD-15 B

- CSU LOADING - SHIFTED TO THE STOWAGE POSITION

LOADING ITEM
BALLAST

(Ton)
L.C.G
(m)

L-MOMENT
(T-m)

T.C.G
(m)

T-MOMENT
(T-m)

V.C.G
(m)

V-MOMENT
(T-m)

FULL
(TON)

RATIO
(%)

NO. 1 W.B.T (C) 1320.00 32.258 42580.56 0.000 0.00 3.072 4055.04 2383.54 55.4
NO. 2 W.B.T (C) 2200.00 13.750 30250.00 0.000 0.00 2.900 6380.00 2796.51 78.7
NO. 3 W.B.T (C) 1585.00 -22.500 -35662.50 0.000 0.00 2.900 4596.50 2516.89 63.0
NO. 4 W.B.T (C) 1206.00 -39.224 -47304.14 0.000 0.00 3.326 4011.16 2130.16 56.6
Heeling Tank (P) 830.00 1.447 1201.01 -13.781 -11438.23 2.803 2326.49 1139.80 72.8
Heeling Tank (S) 684.00 1.447 989.75 13.795 9435.78 2.795 1911.78 1152.10 59.4

F.O.T. (P) 7.00 -0.250 -1.75 -3.000 -21.00 3.300 23.10 8.07 86.8
F.W.T. (S) 5.84 0.750 4.38 4.500 26.28 3.250 18.98 7.35 79.5

LUN. OIL SERV. TANK 0.30 0.750 0.23 0.450 0.14 2.700 0.81 0.31 97.5
BILGE TANK (S) 0.23 -4.250 -0.98 0.600 0.14 0.500 0.12 1.05 22.0
DRAIN TANK (P) 0.71 -4.250 -3.02 -0.600 -0.43 0.000 0.00 1.05 67.8

SUBTOTAL 7839.08 -1.014 -7946.47 -0.255 -1997.32 2.975 23323.97 12136.80
LIGHTSHIP WIEGHT 2200.00 0.000 0.00 0.000 0.00 5.800 12760.00

LOADED CARGO
B/W SUPPORT 178.70 29.653 5298.99 3.100 553.97 18.439 3295.05

STOW SKID RAIL 44.16 2.250 99.37 -1.400 -61.83 6.000 264.98
LOADING SKID 42.41 -29.500 -1251.21 -1.400 -59.38 6.000 254.48
WINCH SYSTEM 5.00 23.750 118.75 -1.400 -7.00 6.500 32.50
TEMP. FENDER 3.20 46.800 149.76 1.200 3.84 5.650 18.08
LOOSE ITEMS 41.00 28.300 1160.30 -11.200 -459.20 7.500 307.50
SUBTOTAL 314.48 17.731 5575.96 -0.094 -29.60 13.268 4172.60

CARGO LOADING
699.396

W/S GANTRY 699.40 0.720 503.57 9.600 6714.20 18.381 12855.60

372.804
L/S GANTRY 372.80 0.720 268.42 -12.400 -4622.77 18.381 6852.51

SUBTOTAL 1072.20 771.98 2091.43 19708.11
TOTAL 11425.76 -0.140 -1598.52 0.006 64.51 5.248 59964.68

REQ'D DISP. 11425.06 L.C.G -0.140 DISP. DIFF. 0.699 δf -0.021 m
DRAFT 3.554 BGL 0.093 ADD DRAFT 0.000 δa 0.021 m
TPC 33.585 KG 5.248 EQ. DRAFT 3.554 HEEL ANG. 0.010 Deg.
MTC 257.733 GMT 28.414 F. DRAFT 3.533 δp -0.003 m
L.C.B -0.047 K.M.T 33.662 A. DRAFT 3.575 δs 0.003 m
L.C.F -1.760 K.M.L 211.269 M. DRAFT 3.554 P. DRAFT 3.551 m
KB 1.820 TRIM(+,AFT) 0.041 S. DRAFT 3.557 m

HEEL(+,STBD) 0.006

Fig. 6 Tank capacity plan at step 15 of the load-out process

4. 정복원력 및 동복원력 계산

4.1 정복원성능 해석

복원모멘트는 다음식으로 계산되며 이 식으로부터 이에 따른 

복원 안정성은 GM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 sin ≈×                (1)
Excel sheet의 VBA 기능을 이용하여 복원력 기본 자료와 족재

하중 상태 기본자료를 Table 4와 Table 5와 같이 계산해 놓으

면, 경하중량이면서 평수 중에서의 정복원성을 Table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able 4 Calculation of the stability cross

DISP

(TONS) 5 10 15 20 30 40 45 50 55 60

1000.0 10.990 13.067 13.895 14.235 14.190 13.380 12.793 12.036 0.000 0.000

1200.0 10.639 12.713 13.740 14.100 14.061 13.202 12.608 12.058 11.245 0.000

1400.0 10.152 12.550 13.513 13.928 13.986 13.300 12.735 12.165 11.207 0.000

1600.0 9.832 12.320 13.309 13.803 13.904 13.254 12.708 11.992 11.216 10.275

1800.0 9.603 12.144 13.253 13.710 13.852 13.242 12.674 11.983 11.154 10.229

2000.0 9.324 11.914 13.026 13.562 13.776 13.162 12.612 11.905 11.094 10.162

#######################################

#           STABILITY CROSS (KN) TABLE               #

#######################################

                                                               *** KN IN METERS ***

                                                  ANGLE IN DEGREE

                             SHIP NAME : 12000DWT FLAT BARGE(DONGBANG NO. 20003)

                             TRIM : EVEN KEEL

Table 5 Hydrostatic data calculation in the lightship condition



HEELING

ANGLE(deg.)

Kzo(kN)

(in m)

KGxSINΘ

(m)

GoZ

(m)

AREA

(m-rad)
Ld=L' x COSΘ

GoZ-Ld

(m)

WIND-

ARM

0.0 0.00 0.00 0.00 0.00 0.175 -0.175 0.175

5.00 3.227 0.872 2.355 0.274 0.174 2.181 0.175

10.00 6.180 1.737 4.443 0.532 0.172 4.270 0.175

15.00 7.624 2.589 5.035 1.118 0.169 4.866 0.175

20.00 8.153 3.421 4.731 1.394 0.164 4.567 0.175

25.00 8.267 4.228 4.040 1.864 0.159 3.881 0.175

30.00 8.382 5.002 3.380 2.060 0.152 3.229 0.175

35.00 8.249 5.738 2.511 2.352 0.143 2.368 0.175

40.00 8.116 6.430 1.686 2.451 0.134 1.552 0.175

45.00 7.858 7.073 0.785 2.542 0.124 0.661 0.175

50.00 7.530 7.663 -0.133 2.534 0.112 -0.245 0.175

55.00 7.138 8.194 -1.056 2.411 0.100 -1.156 0.175

60.00 6.687 8.663 -1.976 2.354 0.088 -2.064 0.175

Table 6 Calculation results of the intact stability in lightship   

         condition

ANGLE

(degree)

KN

(m)

KG * SIN

(m)

GZ

(m)

AREA

(m*rad)

5.00 8.950 0.506 8.444 0.491

10.00 11.725 1.007 10.718 1.738

15.00 12.840 1.501 11.339 2.398

20.00 13.440 1.984 11.456 3.731

25.00 13.561 2.451 11.109 4.377

30.00 13.681 2.900 10.781 5.632

35.00 13.389 3.327 10.062 6.217

40.00 13.097 3.728 9.369 7.307

45.00 12.520 4.101 8.419 7.797

50.00 11.831 4.443 7.388 8.657

55.00 11.007 4.751 6.256 9.021

60.00 10.091 5.023 5.068 9.168

- Stability criteria 1.

    Area under curve up to

    Angle of max. righting lever = 3.731 m-rad > 0.08 m-rad ----- O. K

- Stability criteria 4.

    GoM Requirement = 144.327 m-rad > 5.904 m-rad (= 0.164B) ----- O. K

                                                  Actual                       IMO.A 749

4.2 동 복원성능 해석

 IMO A 18 Res 749 규정에 의하여 운송을 위한 정상 적재상

태에서 동복원력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Table 7 Calculation results of the dynamic stability in the

transportation condition

# Stability range over 42.84°   ------   O. K

-3.00

-2.00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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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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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STABILITY CURVE
GoZ R-AREA WIND-ARM

Fig. 7 Dynamic stability curve

이 규정에 의하면, 50 knots (26 m/s)의 횡풍으로 좌현으로부

터 불어오는 Gust wind와 선박의 횡동요와 동일한 주파수의 

규칙파가 바람과 동일한 방향으로 입사되고 있다고 가정한 환

경하에서 선박의 안정성 확보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게 

되어 있다. 그와 관한 검토 내용은 Table 7과 Fig. 7에 보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Microsoft사의 Excel VBA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바

지선을 이용한 CSU 크레인의 해상운송에 필요한 Load-out 해석 

및 복원성능 해석 수행 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Excel VB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박의 

유체정역학적으로 부유체의 운동 기본자료를 미리 계산한 후 발

라스트 적재상태에 따른 부유체의 운동학적 Balance를 검토하

여 자료 출력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였다. 

둘째, 각 단계별 해석 결과 산출된 Excel worksheet를 출력하

여 보고서로 작성 가능하도록 Excel 프로그램과 Excel sheet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크레인을 제작하는 중소업

체에서도 간편하게 운송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을 갖출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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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ropagation과 SOM을 결합한 선박 연료 소모량 분석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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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선박의 연료 소모량은 운항하는 선박으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연료 소모량을 고려한 운항은 경제성 
확보 및 CO2 배출량 저감과 같은 매우 큰 이득이 있다. 그러나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소모량 계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료소모량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박의 연료 소모량 예측을 위해 다양한 선박 운항데이터의 
Self-organization map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고  각 데이터의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링된 데
이터를 Back propagation기법에 적용하여 연료 소모량 예측을 위한 신경망 모델을 개발하였다.

1. 서    론 

최근 친환경 및 높은 연료비용으로 인하여  선박 경제 운항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선박 경제 운한은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 하도록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선박

을 운항하는 해운사의 경우 선박의 연료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Slow-Steaming 은 그 좋은 예이다. 그

러나 이러한 것은 경험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선박의 

경제운항에 필요한 연료 소모량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SOM 기반의 데이터 추출

 SOM을 이용하여 입력 파라미터를 줄여 줌으로써 데이터 마

이닝 도구가 좀 더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Lee, K.H., 2009.)

부표의 상하동요, 종동요, 횡동요의 3자유도 운동은 부표의 체

적에 비례하는 복원력에 의해 일어나며, 복원력이 상사되기 위

한 풍력의 상사는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2.2 신경망 기반 연료 소모량 예측 연구

차량의 속도,  RPM, TPS, MAF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실제 

엔진 연료 분사량을 목표값으로 하여 신경회로망을 학습하고 연

료소모량을 추정하였다.. (Lee, M.G.2011.)

 
2.2 경로 기반 연구

연료소모량이 최소화 되는 최적 운항 경로 기반의 연구가 많

이 진행되었다. 기존의 Townsinb-Kwon 연료추정식 [4] 계산식

을 이용하였다.  최소 비용의 경로 탐색 문제로 변환하여 경제

운항을 해결하고자 연구하였다. (Roh, M.I.)

3. 모델링 연구

3.1 연료 소모량 및 계측 시스템  

소비되는 총 연료는 수식 (1)에서와 같이 주엔진, 보조엔지, 

보일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Table 1 Fule Equipment

Equipment Charasteristic

Maine Engine main fule comsuption equipment

Auxiliary Engine

Boiler
fuel comsuption vary depend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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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Table 1은 수식 (1)에 대한 설명이다. 

Fig. 1 Diagram of measurement system.

연료 소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센서 뿐만 아니라 

Fig.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를 획득하였다. 

이중에서 운항과 관련하여 속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엔진

의 연료 소비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항 요소를 SOM 기법을 

이용하여 1차 분석하였다. 

3.2 SOM의 도입 배경

SOM은 입력 및 출력 자료가 쌍의 형태로 주어지는 감독 제

어형 학습이 아니라 입력 자료의 규칙성 및 패턴을 찾는 비감

독 제어형 학습이다. 

Fig. 2 Clustering of SOM

즉 입력 벡터는 연속적으로 제시되지만, 요망되는 출력 값은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SOM은 Fig.3과 같이 입력 자료들을 여

러 클러스터로 그룹 짓는 클러스터링 망의 하나이다. 클러스터

링 망의 출력 노드들은 각 클러스터를 나타내며 입력 노드들

은 입력 벡터의 구성원들을 나타낸다. 각 출력 노드를 위한 가

중치 벡터는 망이 각 클러스터를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입력

패턴들에 대한 표본 벡터의 역할을 한다. 이는 Kohonen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SOM의 특성중 하나이다. 가중치 벡터가 

입력벡터와 가장 유사한 출력 노드(winner) 또는 그와 그의 이

웃 노드들도 학습 시킨다. 즉 경쟁학습을 통하여 입력벡터와 

가장 유사한 출력노드만이 살아남아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SOM을 통해 모델링의 학습에 필

요한 데이터에서 영향도가 높은 파라미터들을 선택하여 학습

을 하게 된다면, 학습에 필요한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

거나 충분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량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1]

3.3 SOM의 영향도 평가

400여개의 입력변수를 SOM으로 영향도 평가를 하였다. 

Fig 3는 400가지 중 일부 변수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Fig. 3 Sample of Gathering data from sensor

다양한 변수는 아래  Fig4와 같이 변수가 Clustering 노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Fig. 4 Clustering of data



3.4 Data Filtering

선박의 운항 관련 데이터는 5초마다 기록되어 진다. Fig7는 

주 엔진에 입력되는 연료량과 소비되지 않고 돌아오는 연료량

을 계측한 값이다. 

Fig. 5 Data value of Sample

Fig 5의 입력 연료량에서 출력 연료량을 제외하고 소비된 연

료량과 속도 데이터를 표시하면 연료 소비량이 음수인 경우가 

발생한다. 데이터의 획득의 동기화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

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필터링한다. 

3.5 Back propagation을 이용한 모델링

Fig5는 Back propagation 을  이용하여 학습 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결과이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인 R2이 약 0.96으로 

계산이 된다.

Fig. 6 Regression Graph after back propag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SOM을 

이용하여 모델링에 기여하는 주요 입력 데이터를 선택하여 

Back propagation을 통한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후 모

델링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실제 운항에 적

용되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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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0ft class aluminum leisure boat is developed and the resistance performances are investigated by model test at circulating water
channel. Maximum speed of the developed ship is 15knots using 8o Kw electric motor. Catamanan type hull form with slender body is adopted
considering Froude number and large deck area. The effect of a entrance angle of water line and a deadrise angle of stern are compared in
resistance point of view. Wave patterns are observed to make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stance performance and wave characteristics.

1. 서   론

  최근 레저용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초기 레저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

터보트들은 대부분 전장 10미터 이하의 비교적 소형이고, 단동

형 활주선이 대부분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레저보트 선진국

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선형과 디자인을 갖는 레저보트를 개발

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연구개발 역사가 10년 내외

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대부분의 보트들이 FRP 소재이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모터보트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Jeong et al.(2012)은 알루미늄합금을 이용한 30

피트급 고속선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동급의 FRP 보트와 비교

하였고, Oh et al.(2013)은 탄소섬유 소재의 50피트급 레저보트 

선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동선

에 대한 것으로, 갑판면적이 제한적인 선형들이다.

  Jeong et al.(2013)은 넓은 갑판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FRP 

소재의 쌍동형 고속레저보트를 개발하였다. 두 선체 사이의 파 

간섭에 의한 저항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선형 단면을 채

용하였고, 두 선체 사이에 돌출된 Center body의 영향을 모형

시험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최근 전 산업계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조선산업 부분에서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소재의 레저

보트 개발을 위하여 알루미늄 복합소재를 이용한 최대속력 15

노트급 전기추진 레저보트 선형개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레

저보트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쌍동선으로 계획하였고, 

자세한 중량추정과 실적선 분석을 통하여 기본선형을 도출하

였다. 개발된 선형의 저항성능은 회류수조에서 모형시험을 통

하여 확인하였다. 

  

2. 선형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알루미늄 보트는 연안 항해가 

주목적이고, 80Kw(40Kw×2sets) 모터 추진 최대속력 15노트 급 

소형 전기추진보트로, 승선인원은 최대인원 12명으로 계획하였

다. 따라서 갑판 상부에 가능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항해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탑재할 수 있게 넓은 갑판면적과 

충분한 배수량을 확보여야하기 때문에 쌍동선으로 설계하였다.

30피트급 선박의 최대속도 15노트는 푸루우드수(Fn)가 

0.7~0.8 정도로 비교적 고속선에 해당한다. Savitski(1985)의 제

안에 따르면 반활주선이 적합하나, 쌍동선에서 각각의 단동체

를 반활주선 혹은 활주선으로 하였을 경우, 두 선체 사이의 파

간섭에 의한 성능저하 뿐 아니라 파랑 등 외력이 작용 할 경

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발선은 

각각의 단동체를 세장선 형태로 설계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전기추진선의 경우, 배터리, 모터와 냉각시스템, 각종 Cable 

등 일반적인 엔진추진 선박과는 다른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개발선은 Fn가 큰 관계로 조파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선수

부를 뾰족하게 설계하여야 하는 관계로 선수부에는 필요한 부

품을 탑재할 공간이 제한된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각의 단

동체 선폭을 크게 할 경우, 저항성능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전장을 11m 내외로 다소 크게 하였고, 선폭은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가능한 작게 계획하였다.

3. 선형개발과 모형시험

3.1 초기선형 설계

초기 개발선의 주요제원과 형상을 Table 1과 Fig. 1에 각각 

나타내었다.

Item Dimension

L.O.A (m) 11.00

B (m) 3.80

S (m²) 36.60

Disp. (Ton) 10.11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initial hull form

Fig. 1 Lines of initial hull form

3.2 초기선형 저항성능 

초기 개발선의 저항성능을 서일본유체기술연구소의 고속회

류수조에서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험모형은 

Lpp=1.1m로 하드우레탄으로 제작하였고(Fig. 2), 5노트~20노트 

범위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은 본 초기선형의 11, 13, 15, 17노트에서의 파형을 보

인다. 전 속도범위에서 선수 어께부근에서 큰 파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두 선체사이에서 심한 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미에서도 큰 파가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한 선형수정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Test model of initial hull form

(a) V=11 knots

(b) V=13 knots

(c) V=15 knots

(d) V=17 knots

Fig. 3 Wave patterns of initial hull form

3.3 수정선형 설계

앞에서 언급한 모형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선형을 수정하였다. 

선수어께 부근을 완만하게 수정하고, 선미는 Skeg-type으로 트

랜섬에 경사를 주어 선수와 선미파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

였다. 부족한 배수량은 선미단면을 U-type으로 수정하여 보완

하였다. 일반적으로 Skeg-type 선미선형은 조종성능이 좋지 않

은 단점이 있으나, 본 개발선은 쌍동선으로 두 개의 추진기를 

사용하므로 조종성능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두 선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파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두 선체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었고, Cross deck에 작용하는 파

랑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Cross deck 높이를 올려주었다.



수정선형의 주요제원과 형상을 Table 2와 Fig. 4에 각각 나

타내었다. 선형수정 시 상부구조물을 단순화 하여 배수량이 약 

1톤 정도 감소하였다.

Item Dimension

L.O.A (m) 11.00

B (m) 4.40

S (m²) 36.20

Disp. (Ton) 9.06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modified hull form

Fig. 4 Lines of modified hull form

3.4 수정선형 저항성능 

초기 개발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형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5는 수정선형의 시험모형이고, Fig. 6은 본 수정선형의 11노트

와 15노트에서의 파형을 보인다. 

Fig. 5 Test model of modified hull form

초기선형에 비하여 선수 어께 부분을 완만하게 수정한 결과 

선수파가 크게 줄어들었고, 두 선체 사이의 파 간섭 현상이 감

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미파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선미 형상을 Skeg-type으로 수정한 

영향이라고 보인다. 

초기선형과 수정선형의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Rt/△)을 비교

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a) V=11 knots

(b) V=15 knots

Fig. 6 Wave patterns of modified hull form

Fig. 7 Comparison of resistance characteristics(Rt/△)

수정선형의 경우 초기선형에 비하여 설계속도인 11노트

(Fn=0.54)에서는 약 25% 정도, 그리고 최대속도인 15노트

(Fn=0.74)에서는 약 15% 정도 배수량톤당 저항성능이 개선되었

다. 두 선형의 침수표면적 차이가 약 1% 정도인 것을 고려하

면 개선된 저항성능의 대부분이 조파저항 성분이라고 판단된

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두 선형 간 성능차이는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인다. 

Fig. 8은 항주트림 변화이다. 초기선형의 경우, 속도가 증가

할수록 트림이 줄어들고, 수정선형의 경우 다소 큰 트림이 일

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초기선형의 경

우, Cross deck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선미부 Cross deck에 파

력이 작용하여 선수방향으로 Moment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

이다.

Fig. 8 Comparison of trim angle(degre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소재의 레저보트 개

발을 위하여 알루미늄 복합소재를 이용한 최대속력 15노트급 

전기추진 레저보트 선형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회류수조에서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초기선형 설계 후, 모형시험 결과를 토대로 수정선형이 설

계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세장형 단동체를 갖는 쌍동선의 경우, 선수파에 의한 두 

선체 사이에서의 파간섭이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Skeg-type의 선미형상은 선미파에 의한 저항증가를 억

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3) Cross deck의 높이는 운항 중 트림변화에 큰 영향을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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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선체 레저선박의 상부구조물 바람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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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dage area of a pleasure yacht is represented by sum of sectional area in profile of deck house and hull over draft, which
affects rolling resistance. In particular, windage area is related to heeling moment due to wind. And increasing of windage area affects adversely
to stability. This study inquired into windage area of GFRP and CFRP Hull yachts,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stability
assessment due to rolling in beam waves and wind according to ISO 12217(stability and buoyance assessment)

1. 서    론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CFRP)는 경량선체 제작이 가능하며,

동시에 뛰어난 물성을 가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레저선박의 경량

선체 소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오대균, 2014).

캐노피, 데크 하우스 등 상부구조물을 갖고 있는 크루저급 

CFRP 선체 레저선박 10여종을 분석한 결과 동급 전장 GFRP 레

저선박 보다 선체중량이 30%~40% 정도 경량화 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선체의 경량화로 인해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상부구조물의 공간 확보에 제약이 있으며,

선체의 깊이는 선실 내 공간 확보를 위해 경량화 특성과 반대로 

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오대균, 2013). 크루저급 CFRP 레저선

박의 이러한 특성은 상부구조물의 형상이 복원성에 밀접한 관계

가 있기 때문이며, 경량선체 소재의 레저선박에서 유사한 경향

의 형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레저선박의 상부구조물 형상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게

중심의 상승도 있지만, 이보다 상부구조물의 종단면적 증가에 

따른 횡요저항 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CFRP 레

저선박의 상부구조물 형상 변화가 복원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함으로써 경량선체 크루저의 상부구조물과 선체와의 형상특

성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바람면적과 횡요저항력

2.1 바람면적

바람면적(ALV : Windage area)은 선박이 적절한 적하 상태에

서 흘수선 위의 선체, 선루, 선실 및 돛대의 투영 측면적으로 정

의한다(Fig. 1)(ISO, 2002).

Fig. 1 The definition of windage area affecting rolling resistance

2.2 횡요저항력의 평가

바람면적은 횡요저항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횡요저항력의 평

가는 횡방향의 파도 및 바람에 의한 횡동요를 고려한 복원성 평

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바람과 파도에 의한 횡요저항력은 

설계범주(Design category)에 따라 정의되며, 이때 바람에 의한 

횡경사모멘트는 상부구조물의 바람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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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bility assessment considering rolling resistance

횡요저항력에 의한 복원성  평가를 위해서는 크게 선박의 주

요 치수 및 하중상태를 필요로 하며, 선체형상으로부터 해수유

입각(ϕD)과 바람면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렇듯 형상조건과 설계범주에 따른  풍속 및 유의 파고에 의

한 횡요각(VW) 정의를 통해 예비 동적 복원에너지(Reserved

dynamic stability energy : A2-A1)(Fig. 2)를 계산함으로써 횡요

저항력에 의한 복원성을 판단한다. Fig. 3은 바람면적과 바람에 

의한 횡경사모멘트(MW) 그리고 이에 따른 횡요저항력에 의한 

복원성 평과 과정을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

Fig. 3 The process of stability assessment due to rolling in beam waves and wind

3. CFRP 크루저의 종단면적

3.1 실적선 종단면적 분석

CFRP 크루저의 종단면적 비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급 

전장 GFRP 크루저의 종단면적을 비교분석하였다. 40~60ft급 

GFRP, CFRP 실적선 각 5척의 종단면적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1, 2와 같다.

크루저 실적선의 형상특성을 분석한 결과(Table 3) CFRP 크

루저의 상부구조물 단면적은 GFRP 크루저의 선체단면적 대비 

절반정도의 크기이며, 바람면적(A+B)은 비슷한 면적 비율 분포

를 보이고 있다.

Table 1 Sectional area distribution of GFRP-Hull Cruiser

GFRP_A GFRP_B GFRP_C GFRP_D GFRP_E

A 31.4% 25% 28.56% 27.44% 30.54%

B+C 68.6% 75% 71.44% 72.56% 69.46%

Table 2 Sectional area distribution of CFRP-Hull Cruiser

CFRP_A CFRP_B CFRP_C CFRP_D CFRP_E

A 18% 15.3% 13.58% 18.63% 12.26%

B+C 82% 84.7% 86.42% 81.37% 87.74%



Table 3 Characteristic of sectional area distribution

GFRP-HULL CFRP-HULL

A : B : C 28.59% : 50.95% : 20.46% 15.55% : 65.06% : 19.39%

A : B + C 28.59% : 71.41% 15.55% : 84.45%

A + B : C 79.54% : 20.46% 80.61% : 19.39%

3.2 종단면적 분포 추정

앞선 실적선 종단면적 분포 분석을 통해 선체 소재와 길이 LH

에 따른 종단면적 분포 추정식을 Fig.4, Fig. 5와 같이 도출하였

다.

Fig. 4 Trend line of longitudinal section area(GFRP-HULL)

Fig. 5 Trend line of longitudinal section area(CFRP-HULL))

4. CFRP 크루저의 바람면적 특성

4.1 바람면적 변화에 따른 횡요저항력 평가

바람면적 변화에 따른 횡요저항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Table 4

와 같은 계획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적선 자료를 기반

으로 생성한 CFRP 선체 정보에 종단면적 분포 추정식에서 얻은 

상부구조물 면적정보를 적용하였다. 이때 상부구조물 면적 정보

를 각각 CFRP 상부구조물, GFRP 상부구조물로 바꾸어 반복 계

산하였으며 설계범주는 A 조건(Ocean-going 상태), 해수유입각

은 50도로 정의하였다.

(1) CASE 1 : CFRP 선체 추정면적과 CFRP 상부구조물 추정

면적 적용

(2) CASE 2 : CFRP 실 사례선박 선체 면적과 상부구조물 면

적 적용

(3) CASE 3 : CFRP 선체 추정면적과 GFRP 상부구조물 추정

면적 적용

(4) CASE 4 : CASE 3 상태에서 GFRP 상부구조물 추정면적

을 0.4m2(0.2mx0.2m)씩 증가시키면서 반복 계산

Table 4 Case studies of stability assessment according to ALV

variation

4.2 CFRP 크루저의 바람면적 특성

바람면적 변화에 따른 횡요저항력 평가 사례연구를 통해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면

적이 종단면적의 82%, 상부구조물 면적이 38%일 때 횡요저항력

에 의해서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Fig. 6 The result of stability assessment in CASE 4 using RINA

STAB-M

Table 5 The result of case studies

Windage
area

(ALV=A+B)

Stability
assessment

(A2/A1)

Area ratio
A+B : C

Area ratio
A : B+C

CASE 1 33.38m2 1.608 80.61%:19.39% 15.55%:84.45%

CASE 2 40.47m2 1.325 82.36%:17.64% 18.54%:81.46%

CASE 3 41.42m2 1.296 80.02%:19.98% 27.96%:72.04%

CASE 4 50.24m2 1.000 82.89%:17.11% 38.44%:61.56%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RP 레저선박의 상부구조물 형상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바람면적의 변화에 따른 횡요저항력을 평가하였

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CFRP 크루저의 상부구조물과 선체의 종단면적 비율은 약 

15%:85%로 분포되어 있으며, 동급 전장 GFRP 선박 대비 상부

구조물 면적은 선체면적 대비 약 절반정도에 그친다.

(2) 바람면적의 분포는 동급 전장 대비 두 소재 선박 모두 약 

80%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하지만 바람면적 분포가 유사한 경우라도 CFRP 크루저가 

상대적으로 더 횡요저항에 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배수용적이 적고 무게중심과 흘수가 낮은 선체형상 특성 때문이

다.

(4) CFRP 크루저의 상부구조물 면적을 동급 전장 GFRP 선박 

상부구조물 면적 비율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바람면적 증가에 

따른 횡요저항으로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동일 바람면적 분포인 두 소재 선박의 경우 CFRP 크루저

의 상부구조물 비율이 절반정도로 훨씬 작기 때문에 횡요저항 

또한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바람면적 중 상부

구조물 면적과 바람에 의한 횡요저항과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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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선체 제작을 위한 Carbon Fiber 중량과 설계면적 요구두께와의 
관계

강기문*․정용국**․이동건***․오대균***

*, ***목포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KEY WORDS: Reinforcement content 강화섬유함침량, Carbon fiber 카본섬유, CFRP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 ISO 12215 국제표준 
12215, Composite laminate 복합소재적층판, Pleasure yacht 레저선박

ABSTRACT:
복합재료 레저선박의 적층판 설계는 선체의 형상, 복합소재의 물성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레저선박 선체설계를 규정 짓고 있는 ISO

12215에서는 설계면적의 형상과 선체의 길이방향 위치에 따라 설계하중을 추정하며, 여기에 복합소재 적층판의 물성을 적용하여 최종 
요구두께를 계산한다. 설계면적의 요구두께가 결정되면 이를 충족하는 복합소재 적층판을 설계함으로써 생산정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요구두께를 충족하는 적층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층판의 물성을 결정짓는 강화섬유의 직조방식과 강화섬유-수지의 함침비율을 결정
해야 한다. 즉, 선체의 형상 결정 후 사용하고자 하는 강화섬유를 결정하면 함침비율에 따라 설계면적의 요구두께 및 적층판의 두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료 레저선박의 선체 외판 설계 시 요구두께를 최적화하기 위한 강화섬유의 함침량에 대해 연구하였다. 탄소섬유

강화복합소재를 선체소재로 선정하였으며, 탄소섬유와 수지의 함침비율과 요구두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ISO 12215-5를 
기반으로 설계면적의 요구두께 추정 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또한 선체의 형상조건이 결정되었을 때 요구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함침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강화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적층판 제작 시 중량을 최
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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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NG 프레셔네이션 모듈 중량물 낙하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

이광국*․김영훈*․김영복*․박준수*․유남현*․김봉주**․정재민***․황윤식***

*경남대학교 조선해양IT공학과
**
부산대학교 선박 해양플랜트 기술 연구원

***
대우조선해양(주) 중앙연구원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of Dropped Objects
for Fractionation Module on the FLNG

Kwangkook Lee*, Young-Hun Kim*, Young-Bok Kim*, Jun-Soo Park*, Nam-Hyun Yoo*, Bong-Ju Kim** ,

Jae-Min Jeong***, Yoon-Sik Hwang***

*Department of Naval Arckitecture and Ocean IT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Chanwon, Korea
**The Ship and Offshore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DSME R&D Institute, Geoj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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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days QRA has been widely used as a tool for decision-making in the offshore industry. This paper
focuses on drop object analysis in the design of a modern offshore platform. It presents a generally modified QRA
procedure for assessing production module protection against accidental external loads. Some numerical simulations and
experiments were undertaken to verify the QRA procedure and the result for dropped objects. The proposed procedure
hopes to provide a step-by-step guide for the damage capacity of production area and the assessment of damage frequency
and consequence.

1. 서    론

해양플랜트 Topside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생산설비들이 밀집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사고가 심각한 해양오염과 인명 및 재산손실을 야

기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설계 단계에서부

터 발생 가능한 각종사고에 대한 위험도 기반 엔지니어링 기술

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해양플랜트 위험도 기반 엔지니어링 기술의 개발동향

을 살펴보면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 기술의 적용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사고 영향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위험도를 계량화하기 위해서 전산유체역

학 기술과 비선형 유한요소해석(Nonlinear FEA) 기술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모형시험결과 및 사고사례 등의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 Topside 고위험사고 실증을 통한 

QRA기반 설계 검증 기술 개발”과제 일환으로 FLNG를 선정하

여 생산모듈에서 발생하는 중량물 낙하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당 생산모듈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액화공정 (Liquefaction) 중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분리추출

(Fractionation) 공정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중량물 낙하에 대

한 QRA 프로시저 및 수행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Fig. 1 FLNG production process flow

2. 해양구조물 중량물낙하 QRA 주요변수 분석

2.1 중량물낙하 QRA 상세 프로시저

해양구조물의 topside & equipment layouts을 기반으로 

material handling study를 작성하고, crane operation 및 

material handling 프로시저를 통해 material handling study 결

과물을 도출한다. material handling study 결과를 기반으로 

accidental load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장비보고가 필요한 핵심 

서비스 지역을 확인한 후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를 세분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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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drop zone에서 보호에 필요한 장비 및 디바이스를 

확인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중량물 낙하 요인을 평가한다. 여기

서 중량물 낙하에 필요한 7가지 주요 변수에 대해서 Fig. 2와 같

이 분류한다. 주요변수는 낙하물 종류, 무게, 위치, 충격 에너지,

충격 각도, 피충격체 종류, 피충격체 보강재 위치이다.

FOR EACH OBJECT DETERMINE
(a) DROP MASS
(b) DROP POSITION (HEIGHT)
(c) IMPACT ENERGY
(d) OBJECT IMPACT ORIENTATION
(e) IMPACT TYPE(MATERIAL TYPE)

SEVERE AREAS

A

MODERATE AREAS NON-CRITICAL AREAS

DETERMINE IMPACT LOCATION,
ASSESS IMPACTED STRUCTURE ENERGY 

ABSORBTION

B C

REDESIGN

Typical design iteration

• DRILL FLOOR
• PIPE RACKS
• LAYDOWN AREAS
• PRODUCTION AREAS
• AREAS WITH VULNERABLE PIPING

• GENERAL
DECK 
AREAS

• FOOD CONTAINER 
STORAGE AREAS

Fig. 2 Detailed QRA procedure of drop object assessment

2.2 주요 변수별 모델링 및 민감도 분석

중량물 낙하 확률은 Offshore Risk Assessment에서 연구된 내

용과 같이 중량물 낙하에 의해 장비가 고장 날 확률로 정의된다

(Vinnem 2007). 아울러 중량물 낙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모델

링하여 낙하확률(Oil & Gas UK 2009)에 따른 충격에너지의 그

래프인 exceedance curve를 표현하면 Fig. 3과 같다

중량물 낙하 아이템에 따른 exceedance curve를 표현하여

acceptance criteria 1×10-4 기준으로 51kJ 의 충격에너지를 도출

하였고, 해당 중량물은 Drop Zone PD-03에 위치한 Suction

Drum Bundle로 결정되었다.

Fig. 3 Impact energy exceedance curve

Fractionation module의 process deck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는 낙하물 종류, 무게, 위치, 충격 에너지, 충격 각도, 피충격

체 종류, 피충격체 보강재 위치로 규정하였고, 그 중 낙하물의 

무게, 위치 및 언급이 안 된 낙하 빈도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중량물 무게에 대한 민감도는 0.5W, 0.7W, W,

1.5W, 2.0W (W: Weight)로 5가지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각각의 

exceedance curve를 확인해 보면 1×10-4 허용 기준 25.5, 35.7,

51.0, 76.5, 102.0kJ의 충격에너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3. 실증시나리오 기반 모의실험 및 수치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중량물 낙하 QRA에 결과에 따라 중량물의 상세 규격을 결

정하고, 실증이 가능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drop zone PD-03에 위치한 suction drum bundle의 충격에너

지를 모사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구축하였다. 실험환경에 필요

한 충격에너지는 51kJ, 낙하물 형상은 실린더 타입, 사이즈는 

1.6 m × 6.8 m, 무게는 1.3 MT(metric ton), 피충격체 재질은 

AH36 steel plate, 낙하높이는 5m 작음의 상세내용을 바탕으

로 낙하 에너지 변화에 따른 충격에너지 및 충격 각도(Impact

Orientation)에 따른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4 Permanent deflection of specimens

민감도 분석에 의해 도출한 충격 에너지의 주요 파라메터인 

무게와 높이를 동일한 변수로 간주하였고, 이에 높이만 변화시

켜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값과 실험값을 비교분석한 후 수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경계조건을 분석하여 중량물 낙하 QRA

수치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프로시저를 정립하였다.

Fig. 4의 주요 실험결과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요약하였다.

- v= 8.33 m/s

- Force: 706.86kN (FEA 729.62kN)

- 최대 진입량 102.95mm (FEA 106.13mm)



- Permanent deflection: 109.74mm (FEA 87.27mm) 로 

20mm 가량 실험값이 더 크게 계측되는데 이는 최초 충격

으로 진동 현상에 인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다양한 Impact Orientation 에 따른 결과를 수행할 계

획이고, 수치 시뮬레이션 Material Type은 perfectly plastic 으

로 가정하고 수행함에 따른 실제 실험 거동과의 차이가 발생

하였는데, 시편 인장시험으로 인한 실제 피충격체의 Material

Type 변경 및 보강재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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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TEU 컨테이너선의 선수플레어 슬래밍 하중에 대한 실험적 연구

김경환*․김병완*․김영식*․홍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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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on the Bow-flare Slamming Loads of 10,000TEU
Containership

Kyong-Hwan Kim*, Byoung Wan Kim*, Young-Shik Kim* and Sa Young Hong*

*Offshore Plant Research Division, KRISO, Daejeon, Korea

KEY WORDS: Slamming 슬래밍, Bow flare 선수 플레어, Impact load 충격 하중, Model test 모형시험, Large containership 대형컨테
이너선, Impact measurement 충격 계측

ABSTRACT: The present study considers bow-flare slamming loads on a ultra-large containership. A 10,000TEU containership with six
segments was used with the scale ratio of 1:60. The segments were connected by a U-shape steel backbone where a number of strain
gauges were installed to measure structural responses. A number of force and pressure sensors were distributed on the bow-flare section
in order to measure the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slamming load during tests. Based on the measured data, characteristics of
the bow-flare slamming loads are presented and discussed.

1. 서    론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의 등장이 가속

화되고 있으며 적재량 증가를 위한 선수부 갑판 면적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선수부 갑판 면적의 증가를 위하여 대형화된 선

수 플레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수 플레어 슬래밍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FPSO와 같은 해양구조물도 큰 선

수 플레어를 갖고 있어 극한 상황에서 슬래밍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슬래밍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국부적인 좌굴 

및 크랙과 휘핑 응답에 의한 피로파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Storhaug, 2009).

슬래밍에 대한 연구는 von Karman (1929)과 Wagner (1932)

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이와 관련한 수많은 해석적, 실험

적, 수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입수 충격은 강한 비선

형의 현상이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아직

도 여러 연구들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실제 선박이나 해양구

조물에서 발생하는 슬래밍은 구조물의 6자유도의 운동, 해류나 

항주속도에 의한 유동변화 그리고 구조물 주변에 발생하는 3차

원 유동의 영향 등이 있어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선박에 있어서 슬래밍은 선수 플레어, 선저, 선미 슬래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부분의 형상과 선박의 운동 및 유동장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해양구조물의 경우에는 기둥

(Column)이나 갑판에 작용하는 슬래밍이 다르다. 그러나 근본

적으로 입수 시 유체장과 물체의 상대속도와 유체 표면과 물체 

표면이 이루는 상대 각도에 의해 충격하중의 크기가 결정된다.

충격하중의 계측을 위하여 지난 실험들에서는 다수의 압력계들

이 적용되었으며 2.4~10kHz에 이르는 고속 계측이 적용되었다 

(Hermundstad and Moan, 2005; Kapsenberg and Thornhill,

2010). 기존의 연구들에서 선수 및 선저부 슬래밍은 선수파나 선

수사파에서 크게 나타나거나, 선미슬래밍은 선미파에서 크게 나

타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또한 구조진동은 슬래밍에 큰 영향

을 받으므로 구조진동은 슬래밍과의 관계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슬래밍의 충격압력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실제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슬래밍의 압력보다 힘이 

관심 대상이지만 아직 선박의 슬래밍과 관련하여 힘을 계측한 

실험 연구가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선급들에서 대형 컨테

이너선에 대한 슬래밍 힘의 크기와 분포를 알고자 하는 요구들

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Wave Induced Loads on Ships Joint

Industry Project-III(WILS JIP-III)가 수행되었다. WILS JIP-III에

서는 다수의 힘센서들을 컨테이너선에 분포하고 선박을 다양한 

파랑 조건에서 항주시키며 슬래밍 하중을 계측하였다. 이로부터 

10,000TEU 컨테이너선에 작용하는 슬래밍 하중의 시간적 및 공

간적 분포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WILS

JIP-III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대형 컨테이너선의 선

수 플레어 슬래밍 하중 계측에 대한 실험 방법을 제시하고, 다

양한 환경조건에서 선수 플래어 슬래밍 하중의 계측 결과를 제

시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선수 플레어 슬래밍 하중의 특성에 대

하여 고찰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모형시험 준비

2.1 모형 

대상 선박은 선박 길이(L)가 321m인 10,000TEU의 컨테이너선

이다. 모형은 1/60 축척비로 제작되었으며 6개의 분할 모형으로 

제작되었다. 모형은 철로된 백본(Backbone)으로 연결된다. 선박

의 주요치수 및 모형에 대하여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model ship

Item Real Model

LBP (m) 321.0 5.35

Breadth (m) 48.4 0.807

Height (m) 27.2 0.453

Draft (m) 15.0 0.25

Displacement (ton) 143,741.92 665.472

KG (m) 21.296 0.355

LCG from AP (m) 152.495 2.542

Fig. 1 Ship model

2.2 계측 장비

충격 힘을 계측하기 위한 힘센서는 빠른 응답성이 필요하다.

충격 압력에 비하여 0.5~3.0kHz 정도의 샘플링이 가능해야 하며 

정확한 계측 결과와 낮은 소음(Noise) 수준이 필요하다. 또한 반

복성이 좋고 모형실험에 적합한 크기여야 하며 다수의 센서 배

치를 위하여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인게이지

(Strain-gauge) 형태의 센서들이 해양수조실험에 적용되고 있으

며 압전(Piezoelectric) 형식 센서는 동적반응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쐐기의 모형실험을 통하여 적합한 

힘센서를 선정하였고 이를 적용하였다(Kim et al., 2014). Fig. 2

에는 선박 모형에 센서들이 부착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센서들

은 선박 내부에 알루미늄 판과 나무를 통해 부착되며 슬래밍에 

의한 진동에도 센서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레탄폼과 나무를 

이용하여 추가 보강하였다. 센서 설치 후 선박에 임의의 하중을 

주어 선박의 진동이 계측된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충격하중 센서 이외에도 광학식 운동 계측 장비, 파고계, 상대 

파고계 및 가속도계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백본에 100여개 이상

의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여 구조진동의 거동을 계측하였다.

충격힘과 압력은 각각 1kHz과 2kHz으로 계측되었고 운동 및 

기타 정보들은 100Hz로 계측되었다.

Fig. 2 Setup of force and pressure sensors

2.3 모형시험 조건

모형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조건들이 선급들로부터 제안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규칙파 중 선수 플레어 슬래밍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루며 관련한 모형시험 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선수파 및 선수사파에 대하여 다양한 선속과 파장(λ) 및 

파고(H)가 적용되었다.

Table 2 Test conditions for regular waves

Ship speed
(knots)

Heading
(deg)

Wave length/
Ship length

Wave height
(m)

18.0 180 1.0, 1.1, 1.2
3.0, 6.0, 9.0,

12.0

18.0 150 0.8, 1.0, 1.2
3.0, 6.0, 9.0,

12.0

10.0 180 0.8, 1.0, 1.1
6.0, 9.0, 12.0,

15.0

5.0 180 1.0 15.0, 18.0

3. 모형시험 결과 및 해석

3.1 선수 플레어 슬래밍 하중

모형시험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해양수조에서 

수행되었다. Fig. 3에 모형시험 중 촬영된 사진을 나타내었다.

여러 조건들에서 선수 플레어 부분에 슬래밍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청수(Green water)가 발생하였다.

Fig. 3 Model test in Ocean Basin of KRISO



가장 큰 슬래밍 하중은 18.0knot 선속에서 파고가 가장 큰 

경우에 주로 발생하였다. 입사파의 입사각이 180deg인 경우에

는 λ/L=1.0, 150deg인 경우에는 λ/L=0.8인 경우에 가장 큰 하

중이 발생하였다. 계측된 신호와 공간분포의 예를 Fig. 4에 나

타내었다.

(a) Force history

(b) Spatial distribution

Fig. 4 Maximum load case (150deg, 18knots, λ/L=0.8,

H=12.0m)

3.2 전후동요와 슬래밍 하중의 관계

파랑이 없는 조건에서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일정한 항주 속도에서 원하는 물리량을 계측할 수 있다. 그러

나 파랑 중 항주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선박의 전후방향으로 

속도가 변화하게 된다. 선박의 전후방향 속도는 항주속도

(Design speed)가 있고 파랑 운동에 기인하는 전후동요 속도

(Surge velocity)가 있다. 또한 과도 성분이나 부가저항 및 계

류계에 의한 전후동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표류 속도(Drift

velocity)로 볼 수 있다. Fig. 5는 실험 중 계측한 선박의 전후

방향 속도 성분들을 나타내었다. 전후동요 운동이나 표류에 기

인하는 속도가 선박의 항주 속도에 비하여 20%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Example of time histories of surge velocity

슬래밍 하중과 선박의 전후방향 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계측된 슬래밍 하중들을 다음의 두 가지 속도 성분의 

제곱으로 나눈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1. 항주속도

2. 항주속도 + 파랑에 의한 전후동요 속도 + 표류성분 속도

(a) Impact force normalized by design speed

(b) Impact force normalized by design speed + surge velocity

+ drift velocity

Fig. 6 Sampled peak force normalized by different surge

velocity components (180deg, 18knots, λ/L=1.0,

H=12.0m)

한번의 예인 실험에서 계측된 슬래밍 하중들을 크기 순서대

로 10개까지 나타내었다. 선박의 항주속도로만 무차원화한 경

우에 계측된 슬래밍 하중들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매순간 변화하는 선박의 전후방향 속도를 포함하여 무차

원화한 경우에 계측된 슬래밍 하중들의 크기가 균일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시간 변화하는 선박의 전후방향 속도가 

슬래밍 하중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의 슬래밍 하중 해석을 위하여 여러 수치해석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로 포텐셜 유동에 기반한 운동해석 기법과 

Wagner 방법에 기반한 슬래밍 하중 해석 기법들이 연성되는 

형태의 해석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해석들에서는 슬래밍 하

중의 추산을 위하여 주로 선박과 유체장의 상하 상대속도가 

고려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슬래밍 하중은 선

박의 전후방향 속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슬래밍 하중의 

해석을 위해서는 Fig.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박과 유체장

의 상하 상대속도뿐만 아니라 전후 상대속도도 고려하여야 한

다.



Fig. 7 Actual relative velocity for slamming load analysis

3.3 속도, 파장 및 파고의 영향

Fig. 8에 각기 다른 선속에 대한 슬래밍 하중 분포를 나타내

었다. 선속이 작아질수록 슬래밍이 크게 발생하는 영역이 선박

의 측면에서 전면으로 이동한다. 저속에서는 입사파의 파정이 

선박의 전면에 큰 하중으로 작용하지만 고속에서는 선박의 운

동이 과도해지며 선박의 상하운동과 전진속도에 의한 영향으

로 상하 및 전후 상대속도에 의한 하중이 크게 작용한다.

(a) 18knots, 180deg, λ/L=1.0, H=12.0m

(b) 10knots, 180deg, λ/L=1.0, H=15.0m

(c) 5knots, 180deg, λ/L=1.0, H=18.0m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impact forc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조건하에서 대형컨테이너선에 대

한 선수 플레어 하중을 계측하였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선박의 선수 플레어 슬래밍 하중은 선박의 상하 상대속도 

뿐만 아니라 전후 상대속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전후 상대

속도 성분에서도 선박의 항주 속도뿐만 아니라 매시간 변화하는 

비정상 전후동요, 표류와 과도에 의한 속도도 슬래밍 하중에 영

향을 주므로 선수 플레어 슬래밍 하중을 추산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선박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래밍 하중이 크게 발생하는 

영역은 선수 플레어 전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므로 슬래밍 하중 

추산 시 저속에서는 선박의 전후 상대속도가 주로 고려되어야 

하며 고속에서는 상하 및 전후 상대속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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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위한 Jack-up Leg의 해양 동역학적 
수치해석

허상환*․구원철*․박민수**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umerical analysis of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Jack-up Leg for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Sang-Hwan Heo*, WeonCheol Koo* and Min-Su Park**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Structural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Gyeongg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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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Jack-up leg for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was analyzed. Using the 
modified Morison equation, wave, current and wind excitation forces acting on the Jack-up leg were calculated. The modal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natural period of the Jack-up leg. The Newmark-beta method was used to solve the equation of motion 
in time domain. Finally, the maximum displacement and the maximum bending stress of Jack-up leg were computed.

1. 서    론 

현재 세계의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지만, 그 양이 한정

되어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은 공기오염, 산성비, 온실효과 등

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용환 등, 2007). 풍력 발전은 비교적 유지 

보수가 쉽고, 그 비용이 저렴하며, 온실효과를 유발하지 않기 때

문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육상 풍력 발전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불안정하며 소음 등

으로 인해 설치 장소에 제약을 받는데 반하여, 해상 풍력 발전

은 설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등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동수 등, 2012). 이러한 이유로 해상 풍

력 발전기(Offshore wind turbine) 시장은 급신장하고 있으며, 대

규모 풍력단지 설치를 위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의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의 작업시, 대부분의 수직 하중은 

Jack-up leg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Jack-up leg의 안

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각 부재의 물성치, 설치 지역에서의 해상 

환경 조건, 해저 지질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Jack-up leg에 작용하는 파력과 조류력을 모리

슨 방정식(Morison et al. 195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선체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선급 규칙(DNV-RP-C104, 2012)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모드 해석(Modal analysis)과 뉴마크 베타법

(Newmark-beta method)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해양 동역학적 

특성을 시간영역에서 해석하여, 구조물의 해저면으로부터의 높

이에 따른 최대 수평 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Kim et al., 2014)에서 Leg의 각 형상별 해양동

역학적 운동 해석을 기반으로 파력과 조류력 뿐만아니라, 상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력까지 고려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50년

주기 환경조건에 따른 구조물의 통합 운동해석을 수행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

Jack-up rig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운동지배방정식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 , 는 질량행렬, 감쇠행렬, 강성행렬을 각각 

나타내며, 는 외력, 는 구조물의 변위벡터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Jack-up leg 모델에 사용된 실린더형 파이프의 지

름()은 입사파장()에 비해 작다( ). 따라서, 파입자 

운동과 구조물 변위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수정된 모리슨 

방정식(식 (2))을 사용하였다(Stelson and Mavis. 1955).

  


      (2)

                                                         

  여기서 은 관성계수, 는 해수의 밀도, 는 구조물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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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은 파입자의 가속도, 은 구조물의 가속도, 는 항

력계수, 는 입사파 방향으로의 구조물 침수 투영면적, 는 파

입자의 속도, 그리고 는 구조물의 속도를 나타낸다. 해양구조

물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취송류의 속도 분포는 해저면

으로부터의 높이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Dawson, 1983). 

본 연구에서는 선형파 이론인 Airy wave theory를 사용하여 파

입자의 속도와 조류 속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으며, 은 

2.0, 는 1.0을 사용하였다.

한편, 자동 승강 유닛(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바람의 속도 분

포는 식 (3)과 같이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대한 함수로 나

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은 수면으로부터 10m 지점에서의 1분 기준 풍속, 

는 10m이며, 은 Jack-up leg가 설치되었을 때의 운동 응답

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1을 사용하였다. 구조물에 작용하

는 풍하중은 식 (3)의 풍속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cos                                 (4)

여기서 는 공기의 밀도, 는 형상계수, 는 구조물의 축

에 수직인 투영 면적, 는 풍속, 는 바람의 진행 방향과 구조

물의 단면 사이의 각도를 나타낸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수정된 모리슨 방정식과 풍하중의 

합으로 표현한 후, 물입자와 구조물의 상대변위 을 대입하여 

식 (1)에 대입하면 식 (5)과 같은 운동지배방정식이 유도된다.

           

         

    (5)

여기서  ⋱⋱  ,   ⋱⋱  , 

 



⋱


⋱




,     , 는 

등가선형항력계수이며,   이다.

식 (5)에서 오차벡터 가 최소값을 가지도록 최소자승법

(Hartnett and Mullarkey, 1996)을 이용하여 를 결정함으로써, 

비선형 항을 근사적으로 선형화할 수 있다. 등가선형화법에 의

해 선형화된 운동지배방정식은 식 (6)과 같다.

           (6)

여기서         ,         , 

 












, 는 물입자와 구조물의 상대속도()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동역학적 특성은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데, 모드 해석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진동 모

드를 구할 수 있다. 각 모드의 고유벡터 를 이용하여 구조물

의 동역학적 변위 를 표현하면 식 (7)와 같다.

  ⋯   (7)

여기서  와 는 각각 모드 해석을 통해 구한 모드행렬과 

표준 변위 벡터를 나타낸다. 해양 구조물의 운동 응답은 낮은 

진동 모드에 의해 지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5차항까지의 고유

벡터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식 (7)을 식 (6)에 대입한 후, 모드행렬의 전치행렬(  )을 양

변에 곱하면 구조물의 표준 변위 벡터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동역학적 변위를 구할 수 있다.

구조물의 동역학적 특성을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기 위해 뉴마

크 베타법(Newmark, 1959)을 이용하여 각 모드에서의 진동응답 

변위를 구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환경 외력에 의한 해양구조물

의 운동 응답을 계산할 수 있다(Stephen and Mark, 1963; Park 

et al., 2011).

3. 수치 결과 및 분석

Jack-up leg에 대한 해양 동역학적 수치해석에 앞서, 단순 

형상의 해양 구조물(Dawson, 1983)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다. Fig. 1은 해양 구조물의 형상 및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

다. 구조물의 높이는 30.48m이며, 수직 멤버의 두께는 7.62cm, 

수평 멤버와 경사 멤버의 두께는 2.54cm이다. 해석 결과를 검

증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SACS(Structural Analysis 

Computer System)와 ANSYS ASAS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

하였다. 두 상용 프로그램 모두 본 연구와 동일한 Airy wave 

theory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1 A simple model of steel frame offshore structure (Dawson, 

1983)



계산에 사용된 환경 조건으로 입사파는 파고() 6.07m, 파주

기() 7.920초, 수면조류속도()는 1.0m/s를 적용하였으며, 이 

때 입사파와 취송류는 모두 축 방향으로 입사한다. Table 1

은 구조물의 노드점 1, 2, 3에서의 최대 운동변위를 SACS의 결

과(Jamaloddin et al., 2005)와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계

산 결과와 SACS의 계산 결과는 노드점 2와 3에서 각각 약 

1.4%, 0.298%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두 계산 결과에

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 of the structure   

         induced by wave and current

Point
Maximum Displacement ()

SACS Present Study Diffrence (%)

1 0 0

2 0.0150 0.01479 -1.4

3 0.0168 0.01675 -0.298

Table 2는 동일한 구조물에 취송류 없이 입사파(m, 

 초)만 작용하였을 때, 구조물의 노드점 1, 2, 3에서의 

최대 운동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을 ANSYS ASAS를 이용한 계

산 결과(Kim et al., 2014)와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계

산 결과와 ANSYS ASAS의 계산 결과는 매우 유사하였다. 노드

점 1에서의 최대 굽힘 응력의 차이는 약 0.128%로써 거의 일

치하였으며, 노드점 2와 3에서의 최대 변위 또한 각각 대략 

5.57%, 1.304%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대 변위에서 6% 이내의 오차가 있지만, 이는 변위의 크기가 

0.01m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허용 가능한 오차로 판단된다. 이

를 통해, 본 계산 방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 and bending stress 

of the structure induced by wave (Kim et al., 2014)

Maximum
Displacement ( )

Maximum
Bending Stress (MPa)

Point
ANSYS
ASAS

Present
Study

Diff.

(%)

ANSYS
ASAS

Present
Study

Diff.

(%)

1 0 0 23.43 23.40 -0.128

2 0.0106 0.01001 -5.57

3 0.0115 0.01135 -1.304

Fig. 2는 X-brace 형태 단일 leg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Leg는 총 27개의 BAY로 구성되어있고, BAY 하나의 높이는 

4.6m이며, leg의 총 길이는 124.3m이다. 6개의 leg를 간단한 상

부구조물과 연결하여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모델링하였

다(Fig. 3). 이 모델은 1,048개의 노드점과 3,080개의 3차원 보 

요소들로 구성되었으며, leg의 자세한 제원과 물성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선체와 수면 사이의 거리(Air gap)는 12 m이

고, 축 방향으로의 투영 면적은 상부구조물을 고려하여 

2,700m2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환경 외력은 축 방향에서 작

용한다고 가정하였다.

    

Fig. 2 X-brace type single Jack-up leg

Fig. 3 Simplified 6-legs Jack-up Rig with the X-brace type legs

Table 3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6-legs Jack-up Rig

Description Value

Water depth 80 m

Deck size 114 x 52.2 x 4.6 m

Jack-up leg height 124.3 m

Leg member diameter 0.60 m

Horizontal member diameter 0.32 m

Inclining bracing member diameter 0.32 m

Deck weight 720 MN

Structure weight per unit volume 77 kN / m3

Modulus of Elasticity 2.07 x 108 kN / m2

Modulus of Rigidity 7.962 x 107 kN / m2

Table 4는 모드 해석을 통해 구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

의 고유주기와 고유주파수를 나타낸 것이다. 1차 모드와 2차 

모드에서의 고유주기는 각각 5.290초, 5.157초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설계 및 설치 시 환경 외력에 대한 구조물의 공진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Table 4 Natural period and natural frequency of the Jack-up Rig

First

mode

Second

mode

Third

mode

Fourth

mode

Fifth

mode

Natural period

(sec)
5.290 5.157 4.339 1.482 1.326

Natural frequency

(rad/sec)
1.188 1.218 1.448 4.239 4.740

Fig. 4는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에 최대 파고(max) 18.0 



m, 파주기() 13.1초, 수면조류속도() 1.2 m/s 의 입사파와 

취송류가 작용할 때, 42.5 m/s의 기준 풍속()의 유무에 따른 

최대 운동 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 운동 

변위는 바람의 유무에 관계없이 높이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최상단인 124.3 m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4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 and maximum 

bending stress at vertical locations for the 6-legs 

Jack-up Rig

최대 굽힘 응력의 경우는 바람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체 윗

부분과 leg가 연결되는 96.6 m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때, 최대 굽힘 응력이 110.4 m 지점까지 비

교적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체가 받는 풍

하중의 영향이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심 아

래로 내려갈수록 최대 굽힘 응력이 조금씩 증가함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구조물이 해저면에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

이다. 바람의 유무에 따라 최대 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은 약 

3.7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본 연구에서 상부구조물은 간략히 

모델링 되었으며, 투영 면적만 큰 값을 주어 계산을 수행하였

다. 투영 면적이 큰 값을 가지므로, 바람에 의한 운동 응답에 

매우 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에 사용되는 Jack-up 

leg에 입사파, 조류, 바람이 모두 작용할 때, 최대 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수정된 모리슨 방정식을 이용

하여 입사파와 조류에 의한 외력을 구하였고, 약산식을 이용하

여 바람에 의한 외력을 구하였다. 모드 해석을 이용하여 구조물

의 고유 주기를 계산하였고, 뉴마크 베타법을 이용하여 시간 영

역에서의 운동 응답을 구하였다. 본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해 단순 형상의 해양 구조물에 입사파와 조류가 작용할 

때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상용 프로그램인 SACS와 

ANSYS ASAS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단순화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6-legs Jack-up Rig)을 모

델링하여 고유주기를 계산하고, 환경 외력이 작용할 때 바람의 

유무에 따라 최대 수평 운동 변위 및 최대 굽힘 응력을 비교하

였다. 이 결과는 추후 Jack-up Rig의 설계 및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는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의 Jack-up leg에 대한 

해양 동역학적 통합 해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결과로

서, 추후 정밀한 실제 입력값과 계산을 통해 보다 정확한 운동 

응답 계산과 전체 Leg 시스템의 운동 성능평가가 진행될 예정

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2차)의 지원으로 수

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

다.

참 고 문 헌  

김용환, 최병영 (2007). “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에너지생산량 

예측 방법”, 대우엔지니어링기술보, Vol 23, No 1, pp

60-74.

이동수, 윤석준, 김상민, 정기호 (2012). “실물옵션을 이용한 해

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 경제성 평가”, 에너지경제연구,

Vol 11, No 2, pp 1-25.

DNV-RP-C104 (2012). Self-elevating Units

Hartnett, M. and Mullarkey, T. (1996). “Numerical evaluation

of hydrodynamic loadings on fixed offshore structures”,

Advances in computational techniques for structural

engineering, pp 263-268.

Jamaloddin, N., Samsul, I.B., Mohammad, S.J., Waleed,

A.M.T. and Shahrin, M. (2005). “Simulation of wave and

current forces on template offshore structures”,

Suranaree J. Sci. Technol. Vol 13, No 3, pp 193-210.

Kim, J.S., Koo, W.C. and Park, M.S. (2014). "Numerical

analysis of hydrodynamics characteristics for various

types of Jack-up Legs",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under review).

Morison, J.R., O’BRIEN, M.P., Johnson, J.W. and Schaaf, S.A.

(1950). “The force exerted by surface waves on piles”,

Petroleun Transactions TP2846, Vol 189, pp 149-154.

Newmark, N.M. (1959). “A method of computation for

structural dynamics”, Journal of the Engineering

Mechanics Division, Proceedings of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Vol 85, No 3, pp 67-94.

Park, M.S., Koo, W.C. and Kawano K. (2011).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an offshore platform due to seismic

motions”, Engineering Structures, Vol 33, No 5, pp

1607-1616.

Stelson, T.E., Mavis, F.T. (1955). “Virtual mass and

acceleration in fluids”, Proceeding of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Vol 81, No 1, pp 1-9.

Stephen, H.C. and William, D.M. (1963). “Random Vibration

in Mechanical System”, Academic Press Inc.



Motion and Mooring force analysis of OC3 Hywind FOWT

with numerical simulation tools

정광진․김병철․이성배․김정태․신현경(울산대학교)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WT) is installed on deep sea and operated at the same
position in decades. And a nacelle which is generating power is located on the top of FOWT.

Motion performance of FOWT is important to keep FOWT safe under operation and a generator
having optimum efficiency. Motion performance which mentioned above depends on platform
properties and mooring system. In this study, we calculate both motions and mooring forces of

OC3 Hywind FOWT with several numerical simula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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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fall lifeboat의 낙하후 거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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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자유낙하식 구명정이 해수면에 입수후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른 구명정의 거동 변화를 조사하였다. 거동 변화
는 40인승 자유낙하식 구명정을 대상으로 IMO에 의거한 진수실험 조건과 실제 승조원이 탑승한 조건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총 100회
에 걸쳐 승조원의 탑승위치 변화에 따른 자유낙하식 구명정의 무게중심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수 후 
거동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냈다.

1. 서 론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에서 구명정은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건조되고 있는 대

형선박은 대부분 자유낙하식 구명정을 탑재하고 있다. 자유 낙

하식 구명정은 주요 제작업체들은 독일의 Fassmer, 노르웨이의 

Schat Harding과 Norsafe 그리고 영국의  WaterCraft 사등이 

있으며, 이들의 제품들이 선박 및 해양구조물용 대형 구명정 시

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형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에서 비상 대피구역의 높이가 상당

히 높아서 중력식 Davit에 의한 진수되는 일반형의 경우에는 진

수과정에서 파손이나 손상 그리고 진수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자유 낙하식 구명정은 신속하게 

진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공 낙하과정에서 입수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므로 자유낙하식 구명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입수충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자유낙하식 구

명정의 자유 낙하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책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Free-fall lifeboat lanuching test

2.1 구명정의 정원

KR선급의 규정에 의하면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정원은 82.5

킬로그램의 평균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추진장치 및 의장품의 

조작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말

한다.<개정 2010.5.3>”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40인승 free-fall lifeboat에 대해서 승조원의 

몸무게에 따른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진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한다.

Fig. 1 Free-fall lifeboat water entry

2.2 40인승 free-fall lifeboat

본 연구에서 적용한 Schat Harding FF900 free-fall lifeboat의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이 제품은 Tanker용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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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F900 Main particular

Model No. Schat-Harding FF900

Max.no of persons 42

Length 11.45 m

Breadth 2.46 m

Height 3.12 m

Weight fully equipped 6600 kg

Weight fully loaded 9750 kg

Fig. 2 Schat Harding FF900 Free-fall lifeboat

2.3 구명정 낙하후 거동

구명정이 수면에 입사하는 동안의 구명정의 각 단계별 거동

은 Fig.3과 같다. 여기서 구명정의 무게중심이 변화함에 따라 바

뀌는 것은 입수후 수면위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부력과 무게중심

의 차이에 따른 x,y,z 방향의 운동특성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별도로 언급하

지는 않겠다.

Fig. 3 Dynamic classification of free-fall lifeboat falling motion

2.4 진수 시뮬레이션 계산 조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생각은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비상사태

시 안전을 위해 긴급히 자유낙하식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는 상

황에서 다양한 체중을 가진 승조원들이 임의의 좌석에 배치하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선급에서 규정한 82.5kg의 평균 몸무게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Table.2와 같이 실시하였다.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1

Number of persons 40

Weight range 100 ~ 65Kg

Distribution method Random Number

Simulation number 100 회

또한 40인승 구명정의 자리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무게

중심의 위치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able.3과 같이 임의로 특정그룹에 동일한 몸무게를 가진 사람

을 배치하였다.

Fig. 4 Seat arrangements of a free-fall lifeboat

Table 3 Simulation condition 2

Case A B C D E

LC1 100 kg 90 kg 82.5 kg 75 kg 65 kg

LC2 100 kg 90 kg 75 kg 82.5 kg 65 kg

LC3 65 kg 75 kg 82.5 kg 90 kg 100 kg

LC4 65 kg 75 kg 90 kg 82.5 kg 100 kg

LC5 100 kg 82.5 kg 90 kg 75 kg 65 kg

LC6 100 kg 65 kg 90 kg 75 kg 82.5 kg

2.5 Free-fall lifeboat 진수 시뮬레이션

구명정의 낙하운동 시뮬레이션은 LS-Dyna를 활용한 

FSI(Fluid Structre Interaction) 모델을 적용했다. 구명정과 진수

장치는 강체로 가정하였고, 경사각은 35도인 상태에서 sliding

contact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Fig. 4 Isometric view



3. 계산 결과

3.1 무게중심의 변화 결과

승조원 40명을 무작위로 배치하여 100회 시뮬레이션 한 결과

는 Fig 5~7과 같다. LCG는 free-fall lifeboat 자체의 중심위치 보

다 선수쪽으로 0.7~0.16m, TCG는 선측으로 +0.01~-0.011m,

VCG는 위로 0.015~0.126m 만큼 이동했다.

Fig. 5 Results of LCG distribution

Fig. 6 Results of TCG distribution

Fig. 7 Results of VCG distribution

그리고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지만 임의로 승조원 40명을  

배치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LCG는 0.07~0.214m, TCG는 선

측으로 0.01~-0.025m, VCG는 위로 0.114~0.125m 만큼 이동했다.

Table 4 Difference of CoG data for loading conditions

Case LCG 변화(m) TCG 변화(m) VCG 변화(m)

LC1 0.214 -0.009 0.116

LC2 0.214 0.0 0.116

LC3 0.007 0.009 0.125

LC4 0.007 0.001 0.125

LC5 0.158 -0.025 0.114

LC6 0.111 -0.025 0.120

3.2 시뮬레이션 결과   

앞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Fig. 9와 10

에서는 구명정의 LCG를 같게 하는 경우(LC3, LC4)와 LCG는 

선수방향으로 0.2m 이동하고 VCG를 0.1이상 올리는 경우

(LC1,LC2,LC5,LC6)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나타내었

다. LCG가 구명정 고유의 값보다 큰 경우 즉 LCG가 선수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후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Simulation of free-fall lifeboat with normal condition

Fig. 9 Backward motion after entering the water

Fig. 10 Stop motion after entering the water



4. Free-fall lifeboat 진수시뮬레이션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에 제시한 조건으로는 구

명정의 입수후 거동을 판별하기가 어려워서 TCG에 좀더 과감

한 변화를 주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1과 12에서는 TCG의 변화량을 100mm로 준 경우에 대

한 구명정의 거동의 상태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로 실험한 것

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살펴볼 때 TCG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에는 구명정이 직진하지 않고 선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11 Difference of the effect with TCG offset for a lifeboat

- result of simulation

(a) Normal behavior of a free-fall lifeboat

(b) Turning behavior of a free-fall lifeboat

Fig. 12 Difference of the effect with TCG offset for a lifeboat -

result of full tes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0인승 자유낙하식 구명정의 승조원에 배치에 

따른 무게중심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구명

정의 거동을 시뮬레이션과 실제실험의 결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몸무게가 다른 승조원들의 임의의 배치에 따른 구명정의 

무게중심의 변화는 거의 없다.

(2) 구명정의 무게중심이 선수에 있을수록 구명적의 낙하후 

거동은 정지하거나 후진할 수 있다.

(3) TCG의 변화가 작은 경우에는 거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

지만 TCG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구명정은 직진하지 않고 선회

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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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중 점성효과를 고려한 TLP 거동의 Simulation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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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ension Leg Platform(TLP) 계류인장각 플랫폼, Motion Response 운동응답, Morison equation 모리슨 식, Tether 텐던,
Model test 모형시험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tudy on motion characteristics of a Tension Leg Platform (TLP) in waves. Time-domain
simulations considering both memory effect and viscous effect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otion behaviors of the TLP in waves.
Hydrodynamic coefficients and wave forces are calculated using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HOBEM) based on potential flow model.
Viscous drag forces acting on hull and tendon are included by using Morison’s formula. Focus is made on nonlinear effect of viscous forces on
the TLP motion such as springing, ringing and set-down which is mainly governed by surge offset induced by wave drift forces. A set of
model test data were used for comparison of the simulation results.

1. 서    론

TLP(Tension Leg platform)는 텐덴(Tendon)과 반잠수식 형

태의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텐던이 생성하는 큰 복원력에 의해 

우수한 수직면 운동성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

문에 Dry tree 사용이 빈번한 Gulf of Mexico지역에 주로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비교적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지역에

서도 TLP형 구조물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앞선 연구로는 편(1987)은 모리슨식을 이용하여 TLP의 해석

을 진행하고 산란파이론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Chitrapu

와  Ertekin(1995)은 큰 파고에서 부유체의 시간영역 시뮬레이션 

응답을 상대속도에 대한 수정된 모리슨 방법과 포텐셜이론에 대

한 방법을 비교 제시하였다. 홍(1999)은 TLP의 파강제력에 대해 

포텐셜 이론을 통한 고차경계요소법에 의한 계산 및 실험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파랑 중 점성효과를 고려한 TLP 거동평가를 위해 

모리슨 식에 의한 유체항력을 고려한 비선형 시간영역 해석기법

을 적용하였다. Pull-out, 자유감쇠, 규칙파 시험에 대해 수치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모형시험과 비교하여 수치해석 기법을 검

증하였다. 특히 유체항력의 유무에 따른 수치계산 결과를 검토

함으로써, TLP의 거동에 미치는 유체항력의 영향에 대해 고찰

을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운동방정식

TLP의 거동해석은 식(1)과 같은 컨볼루션 힘을 고려한 부유체

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였다.


x



t


x
















(1)

xT (2)

여기서 , 는 각각 TLP의 관성행력과 부가질량행렬을 

나타낸다.
x x x는 TLP의 6자유도 운동에 해당하는 변위,

속도, 가속도이다. 는 부유체 운동에 의한 유체동역학적 힘

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기억함수(Memory function)이다.

 는 텐던 장력에 의한 힘을 의미한다.  는 유체항

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모리슨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 ,  는 각각 조류력, 풍력, 기타 외력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텐던 장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형 

스프링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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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체항력

플랫폼과 텐던에 작용하는 유체 항력을 고려하기 위해 식 (3)

과 같은 모리슨 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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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항력 계산을 위한 유체의 상대속도는 파의 입자속도, 조

류속도, 플랫폼의 상대운동을 고려하여 식 (4)와 같이 계산하였

다. 이 때 파기울기가 큰 경우 정수면 위에 작용하는 파의 속도

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Stretching 함수를 적용하였다.



 (4)

3. TLP 모형시험

3.1 시험 모델

모형시험은 삼성중공업에서 제시한 모델로 수행되었으며, 축적

비는 해양공학수조의 파도생성과 피트의 깊이를 고려하여 1:50

으로 결정하였다. Fig. 2은 제작된 시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시험에서는 비접촉식 광학 운동계측시스템(RODYM)을 이

용하여 플랫폼의 6자유도 운동응답을 계측하였으며, 텐던에 걸

리는 장력과 폰툰 위의 상대파고 등을 계측하였다.

Fig. 2 TLP experimental model

3.2 시험조건

모형시험은 Static pull-out과 자유감쇠, 규칙파 및 불규칙파 

시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규칙파 시험의 경우 TLP의 스프링잉

(springing)과 링잉(ringing) 응답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하

동요와 종동요 고유주기의 2배, 3배에 해당하는 파주기 조건으

로 고려하였다. 또한, 각 주기마다 파기울기를 다르게 하여 TLP

의 비선형 거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규칙파 시험조건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 Regular wave condition

Period
[s]

Wave
Length[m]

λ/H Remarks

3.927 24.1 50/40/30 Pitch Tn

4.394 30.1 50/40/30 Heave Tn

7.854 96.3 50/25/12.5 2*Pitch Tn

8.788 120.5 50/25/12.5 2*Heave Tn

11.788 216.9 50/25/12.5 3*Pitch Tn

13.172 270.8 50/25/12.5 3*Heave Tn

4. 결과 및 고찰

4.1 Static pull-out result

Pull-out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TLP의 수평 복원력과 수직변

위를 수치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Fig. 3에 제시하였다. Fig. 3(a)

는 전후방향 복원력 곡선으로 수치계산과 시험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Fig. 3(b)는 수평 오프셋으로 

인해 발생하는 플랫폼의 연직 처짐(Set-down)의 크기를 수치계

산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경향은 유사하지만 시험

결과가 계산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a) Restoring force

(b) Set-down

Fig. 3 Static pull-out test for 180deg

4.2 자유감쇠 시험

자유감쇠 시 유체항력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체항력의 유

무에 따른 3가지 계산결과를 모형시험 시계열과 비교하여 Fig.

4에 제시하였다. 이 때 점성항력의 항력계수는 DNV-RP-C203과 

CFD계산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값들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포텐셜 감쇠력만을 고려한 수치계산의 경우에는 자

유감쇠 경향이 실험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반면, 플랫폼에 작용

하는 유체항력을 고려함으로써 모형시험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텐던에 작용하는 유체항력까지 고려한 경우 모

형시험과 가장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4 Comparison of surge free decay for morison effect

Table 2. Comparison of drag coefficient

DNV-RP C-203 CFD(SHI)

Column
X-dir

Y-dir
1.2~1.5

1.257

Pontoon

X-dir

(or Y-dir)
1.6~2.0

Z-dir 2.0~2.5 -

(a) Surge (b) Sway

(c) Heave (d) Roll

(e) Pitch (f) Yaw

Fig. 5 Comparison of free decay time series

Fig. 5는 6자유도 운동에 대한 자유감쇠 모형시험 결과를 현 

수치기법에 의한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유체항력

을 고려함에 따라 모든 운동에서 모형시험과 유사한 자유감쇠경

향을 확보할 수 있었다.

4.3 규칙파 시험

선수 규칙파 중 모형시험 장면과 현 수치해석기법에 의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Fig. 6에 보여주고 있다. 현 수치해

석시 갑판은 모델링하지 않았으며, 기둥(column)에 작용하는 

유체항력을 고려하기 위해 정수면 위의 형상까지 모델링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7은 모형시험으로 구한 선수 규칙파 

중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의 응답 함수를 선형 및 비선형 수치

계산 결과와 같이 도시하였다. 모형시험과 수치계산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TLP의 파주파수 운동

의 경우 선형 포텐셜 해석만으로 잘 평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6 Snapshots from experiment(left) and calculation(right)

(T=3*Heave natural period)

Fig. 7 Comparison of motion RAOs

Fig. 8은 3가지 파기울기 조건에서 TLP에 작용하는 전후방향 

파랑 평균 표류력(wave mean drift force)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모형시험 결과는 파고가 증가할수록 파랑 표류력이 파고의 

제곱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 수치해석 



결과도 그러한 경향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TLP에 작

용한 파랑 표류력의 경우 유체항력에 의한 기여성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지시해 준다.

Fig. 9에서는 상하동요 공진주기의 3배에 해당하는 파주기조

건에서의 전후동요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수치해석

은 파에 대해 정수면 위로의 Stretching함수를 고려한 경우와 고

려하지 않은 경우를 같이 제시하였다. 시계열에서 볼 수 있듯이 

Stretching함수를 고려한 경우 정후방향 평균 오프셋(offset)를 

좀 더 근사하게 추정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Fig. 8 Comparison of Surge mean drift force(180deg)

Fig. 9 Comparison of surge timeseries for morison effect

(T=3*Heave natural period, λ/H=12.5)

Fig.10 Comparison time series and spectrum (3*Pitch natural

period for pitch)

Fig. 10은 종동요 공진주기의 3배에 해당하는  파주기 조건에

서 의 운동 시계열과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시계열을 보면 

모형시험과 현 수치해석 결과 모두 비선형 종동요 특성을 잘 보

여주고 있으며, 운동 스펙트럼을 보면 현 수치계산이 파주기 성

분 외에 3차 조화성분을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하게 잘 모사해주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TLP의 운동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리슨 식

에 의한 유체항력을 고려한 시간영역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였

다. Pull-out, 자유감쇠, 규칙파 시험 등의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모형시험과 비교하여 적용한 수치해석 기법을 검증하였다. 또한 

유체항력의 유무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를 같이 제시함으로써 유

체항력이 TLP의 거동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

였다. 추후 조류를 고려한 복합환경조건에서의 TLP 거동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수치기법을 확장 개발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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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istance performance of an Araon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pack ice concentration was investigated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using a recently developed finite element (FE) model and model tests. Ship-ice interaction
loads are numerically calculated based on the 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 method using the commercial FE package
LS-DYNA. Test results from model testing with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IOST) at ice tank, are used
to validate and benchmark the numerical simulations. Comparisons between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shown,
and our main conclusions are given.

1. 서    론

북극 자원 개발과 고유가로 인해 항로 단축을 위한 북극항로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빙해수조와 부설 극지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빙해선박에 대

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지만, 모형시

험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 대체할 수 있는 전

산해석을 통한 저항성능 추정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한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국내 기술

력으로 설계 건조되어 한국극지연구소에 인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한 팩 아이스 

상태에서의 아라온호 모형시험과 상용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한 아라온호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 모형시험 및 결과

2.1 빙해수조 설비 

아라온호의 모형시험은 대덕단지 내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빙해수조에서 실시하였다. 빙해수조가 있는 주 시험동

의 크기는 57m × 32m × 14.2m 이고 수조의 크기는 32m ×

32m × 2.5m 의 사각형으로 X-Y 방향으로 0.0002~3.0m/s 속도

로 이동이 가능한 50톤급의 예인전차와 모형 시험 준비를 위한 

보조 예인전차가 설치되어 있다. FIg.1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의 빙해수조의 모습이고, Table.1은 주요제원을 나타낸다.

 Fig.1 KRISO Ice tank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Item Specifications

Size 42 × 32 × 2.5m(L×W×D)

Usable Ice Area 32 × 32 × 2.5m(L×W×D)

Main Carriage X-Y Type, 0.0002~3(m/s)

Model Ice EG/AD/Ice

Driv. Sys Bogey Wheel, Rack & Pinion

Service Carriage Ice treatment

Cold Room 4m × 5m, -50°C~15°C, 2EA

Refrigeration Sys. 300kW × 2 sets

Table.1 Main specification of KRISO Ice tank

2.2 모형시험  

모형시험에 사용된 모형선은 아라온호를 축척비 18.667로 축

척된 모형선을 사용하였다. FIg.2는 아라온호 모형선의 선수부

분과 선미부분의 모습이고 Table.2는 아라온호의 실선과 모형선

의 제원을 나타낸 표이다.

Fig.2 Araon ice breaker model ship

Designation
Symbol

(unit)

Design load

Ship Model

Scale ratio λ 18.667

Design speed VS(knot) 12

Length overall LOA(m) 111.0 5.946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PP(m) 95.20 5.10

Depth D(m) 9.9 0.53

Breadth B(m) 19.04 1.02

Draft T(m) 6.8 0.36

Stem angle deg 30 30

Ice performance

(Design target)

Speed 3 knots in 1m level ice

with flexural strength of not less

than 630kPa

Table.2 Principal particulars of Araon ice breaker

모형시험은 팩 아이스 집중도(60%, 90%)변화와, 팩 아이스의 

크기(12cm, 25cm, 50cm)의 변화 따라 모형선의 속도(0.237m/s,

0.357m/s, 0.476m/s)를 달리하여 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3 은 각 Case 별로 저항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Pack Ice(50cm) 60% Pack Ice(50cm) 90%

Speed(m/s) Resistance(N) Speed(m/s) Resistance(N)

0.237 2.1130 0.237 5.1459

0.357 5.2509 0.357 9.2510

0.476 9.7512 0.476 22.2663

Pack Ice(25cm) 60% Pack Ice(25cm) 90%

Speed(m/s) Resistance(N) Speed(m/s) Resistance(N)

0.237 0.6216 0.237 2.2386

0.357 2.6740 0.357 5.9027

0.476 4.2380 0.476 8.2728

Pack Ice(12cm) 60% Pack Ice(12cm) 90%

Speed(m/s) Resistance(N) Speed(m/s) Resistance(N)

0.237 0.1223 0.237 0.0513

0.357 1.4312 0.357 2.8546

0.476 3.7765 0.476 4.9235

Table.3 Resistance of Araon model test

3. 수치해석

3.1 수치 해석적 접근

팩 아이스 상태에서의 얼음과의 충돌 수치해석은 상용 프로

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

소에서 수행한 아라온호의 모형시험을 벤치마킹하여 모델을 

구성하였고 모형시험과 비교 검증하였다.

유체-구조 연성 문제 등의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Lagrangian

방식과 Eulerian 방식의 2가지 관점에서의 정식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Fig.7) Lagrangian 방식과 Eulerian 방식의 단점

을 보완하고 장점들만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 수행 중 과도한 

요소격자의 변형이 발생했을 경우 계산을 중단하고 요소격자

를 적절히 수정한 후 물성 데이터를 변형 요소에서 새롭게 수

정된 요소로 변환하여 이동시켜 다시 계산을 수행하게 하는 

ALE 기법이 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단계인 Lagrangian 단계

에서는 요소의 변형이 크게 발생할 경우 적절한 Smooth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절점들을 이동하게 하여 요소를 수정하

게 하고, 두 번째 단계인 Eulerian 단계에서는 절점들이 이동

하기 전의 물성치를 절점이 이동한 후 수정된 요소로 물성데

이터를 변환하게 한다. ALE기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 변형이 발생하는 문제와 유체-구조 연성문제에 있어서 요소

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시간 스텝마다 2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산을 수행하므로 

해석시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유체-구조 연계(Coupling)

알고리즘에는 구속 조건을 근사적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인 

Penalty method를 사용하였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수치적으

로 처리하기 간단하고 해석시간을 증가시키지 않는 장점을 지



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팩 아이스 상태에서의 물위에서의 움직이는 

얼음과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AMME 기법,

Grouping Algorithm, 연계 알고리즘 중 Penalty Method를 적

용하였다.

Fig.3 Numerical Approach

3.2 해석조건

아라온호, 팩 아이스, 물, 공기로 구성하였으며(Fig.4) 각 모

델에 대한 제원은 다음 Table.4 에 명시하였고, Fig.5는 아라온

호의 Panel model이다. 해석을 하기 위한 Flow Chart와 모델 

조건은 다음 Fig.6 및 Table.5과 같다. 모델을 유한요소모델로 

구성한 후 LS PrePost 해석조건을 설정 후 해석을 수행한다.

Fig.4 Simulated region of water and air

Fig.5 Panel model of Araon

Fig.6 Flow Chart of Analysis

제원(L × B × D)

Ship 5.0 × 0.625 × 0.26m

Ice (L×B) 12 × 2m

Water 20 × 3 × 1m

Air 20 × 3 × 0.5m

Table.4 Dimensions of Models

Ship
Element Type Shell

Material Rigid body

Air

Element Type Solid

Material Null

Density(kg/m3) 1.1845

Water

Element Type Solid

Material Null

Density(kg/m3) 999

Ice

Element Type Solid

Material Rigid body

Thickness(m) 0.02

Density 870

Poisson's ratio 0.30

Young's modulus 1.000e+008

Table.5 Simulation parameters and values for simulations

3.3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라온호가 팩 아이스 집중도 60%일 때 

0.237m/s, 0.357m/s, 0.476m/s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7,

Fig.8)



Fig.7 Data Acquisition System of LS-DYNA

Fig.8 Simulation of Araon model ship

Fig.9 Comparison of pack ice resistance between experimental

pack ice test and numerical pack ice test

수치해석 결과와 KRISO에서 수행한 모형시험의 결과를 비

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수치해석 결과 값이 크게 나온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9) 이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확인할 때, 부력

저항이 구현되지 않아 앞에서 지체되는 얼음들의 저항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ack ice 재료특성 뿐만 아니라 격자의 

크기, 해석 조건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정량적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팩 아이스 상태에서의 아라온호의 모형시험 결과와 LS-DYNA

를 이용한 아라온호의 저항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전체적으로 수치해석 결과 값이 정량적으로 모형시험 결

과 값보다 크다 시뮬레이션 상으로 확인한 결과 선수 앞에 얼음

들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지체되는 얼음으로 저항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2) Pack ice 재료특성 뿐만 아니라 격자의 크기, 해석 조건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정량적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나머지 집중도(90%)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한 후 모형시

험과 비교하고 정도 높은 수치해석법을 정립하여 다른 쇄빙상선

에 대한 저항성능 및 최적선형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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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조류발전 시스템에서 터빈은 1차 에너지 변환장치이며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터빈의 효율에 비례한다. 따라서 터빈 설계
의 최적화를 통해 발전 장치의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터빈 설계 시 사용되는 주요 변수 중 주속비는 블레이드 끝단
의 회전속도를 상류유속으로 무차원화 한 계수이며 터빈의 성능특성을 결정한다. 설계 주속비가 변하면 각 스테이션에 입사하는 유동의 
상대유속과 입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익형단면의 형상과 유동 특성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터빈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해서는 설계 주속
비의 변화에 따른 터빈의 형상 및 성능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814익형을 사용하여 설계 주속비 3, 5, 7에서 터빈을 설계
하고 터빈의 형상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동해석을 통해 각 터빈의 성능 및 유동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조류터빈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조류발전 시스템은 터빈을 통해 해수의 유동 에너지를 기계장

치의 회전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한다. 터빈의 성능에 따라 발

전기에 전달되는 동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전 시스템 전체의 

효율은 터빈의 에너지 변환 효율에 비례한다. 따라서 터빈 설계

의 최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스템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주속비는 블레이드 끝단의 회전속도를 상류유속으로 무차원

화한 계수로 터빈의 설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설계변수이다. 설

계 주속비에 따라 스테이션에 유입되는 유동의 상대속도 및 유

동각이 변하기 때문에 터빈 블레이드 주위의 유동 특성이 달라

지고 이에 따라 각 스테이션의 단면형상이 변하게 된다. 즉, 주

속비는 터빈 주위의 유동특성, 터빈의 형상을 결정하고 터빈의 

효율 및 성능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설계 주속비에 따

른 터빈의 형상 및 성능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구동환경에 부합

하는 터빈의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주속비 3, 5, 7에서 터빈을 설계하여 설계 

주속비에 따른 터빈의 형상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활용하여 각 터빈의 성능 및 

유동특성을 확인하고 비교분석하여 조류터빈의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터빈의 

설계는 BEMT (Blade element momentum theory)를 기반으로 

한 설계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익형단면은 S814를 적용

하였다.

2. 블레이드 설계 이론

2.1 운동량 이론  

운동량 이론은 유동이 터빈을 지나며 변화된 운동량을 계산하

여 허브에서 r만큼 떨어진 날개요소 dr에 유동이 전달한 추력 

및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   ′ (2)

여기서 ρ는 해수밀도, ∞는 상류유속, ω는 각속도, a는 축 흐

름유도계수, a’은 회전 흐름유도계수이다.

식 (3)과 같이 축 흐름유도계수 a는 터빈으로 인한 상류 및 후

류에서의 유속 감소비율이다. 회전 흐름유도계수 a’은 터빈을 

지나는 유동의 회전 속도를 터빈의 회전속도로 무차원화한 계수

이며 식 (2)와 같이 축 흐름유도계수로 정의될 수 있다.

  ∞    (3)

′


 
(4)

여기서 은 터빈의 회전면에서 유동의 축 방향 속도이

고, λ는 주속비, μ는 반경방향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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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mechanism around blade element

2.2 날개요소 이론

Fig. 1은 익형 단면과 유동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입사각은 

회전방향과 유동의 입사방향이 이루는 각으로 식 (5)과 같이 흐

름유도계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유동의 입사방향과 코드

가 이루는 각인 받음각은 익형단면의 양력계수와 항력계수를 결

정하는 형상변수이다. 2D해석으로 익형의 특성분석하고 설계기

준에 따라 최적 받음각을 산정하여, 블레이드 설계 시 스팬방향

의 각 익형단면이 최적 받음각을 유지하도록 식 (6)와 같이 비틀

림 각을 결정한다.

tan ′
  

(5)

    (6)

여기서, φ는 유동각, α는 받음각, β는 비틀림 각이다.

날개요소에 작용하는 하중은 터빈의 회전방향에 대해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회전방향과 평행한 성

분은 회전축에 토크를 발생시켜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수직인 

성분은 추력으로 작용하여 블레이드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두 성분은 양력계수와 항력계수를 이용하여 각각 다음

과 같이 무차원의 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

    sincos (7)

   cossin (8)

여기서,  은 양력계수, 는 항력계수이다.

날개요소 이론에서는 날개요소가 발생시키는 추력 및 모멘트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sin

∞
   

 (9)

  

sin cos

∞    ′
  (10)

여기서, n은 날개 수, c(r)은 r에서의 코드길이이다.

2.3 날개요소 운동량 이론

운동량 이론과 날개요소 이론에서 구한 추력과 모멘트를 연립

하면 다음과 같이 흐름유도계수와 코드길이를 구하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sin
 


(11)

′
 

sincos
 


(12)

   

′sin
(13)

여기서, σ는 솔리디티로 블레이드 원판 둘레에 대해 터빈이 

차지하는 길이 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14)

식 (5), (11), (12), (13), (14)를 순차적으로 반복 계산하여 흐름

유도계수를 수렴시키면 해당 단면의 코드길이와 비틀림 각을 계

산할 수 있다.

2.4 Prandtl의 끝 손실 계수

운동량 이론에서 터빈을 무한개의 날개를 가지는 액추에이터 

디스크를 가정하여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실제 터빈과 오차가 

발생한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Prandtl이 제시한 끝 손실 계수를 

적용하였다. 설계 코드 작성의 용이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형

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Shen et al., 2005).

  



 exp
  

 (15)

여기서, 는 끝 손실 계수이다.

2.5 축 흐름유도계수 수정

축 흐름유도계수가 0.5 이상인 유동은 후류에서 역류가 발생

하여 운동량 이론이 실제 유동을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Buhl

은 식 (16)을 사용하여 운동량 이론을 수정하였다 (Buhl, 2005).

   

   


 


  (16)

3. 터빈 블레이드 설계

3.1 익형 선정 

조류발전용 터빈의 익형은 양력계수 및 양항비가 크고 특성에 

대한 표면의 거칠기의 영향이 적어야 한다 (이강희, 2011). 본 연

구에서는 Marine Current Turbines(MCT) 사에서 사용한 S814

익형을 사용하였다. Fig. 2는 S814 익형 단면이다.



3.2 설계변수 

CFD 2D해석을 통해 설계에 사용될 S814 익형의 단면특성을  

Fig. 3에 도시하였다. 최적 받음각에 따라 터빈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양항비가 가장 큰 받음각을 설계변수로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항비가 최대인 6°의 받음각을 유지

하도록 터빈을 설계하였다. 이때, 양력계수는 1.1이며, 항력계수

는 0.0136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터빈에 발생하는 받음각은 최적 

받음각보다 크게 형성된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계제원이다. 설계유속 3m/s

에서 1MW의 출력을 발생시키도록 반경을 8m로 설정하였다.

다른 제원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설계 주속비를 각각 3, 5, 7에서 

터빈을 설계하였다.

설계제원에 따라 설계코드를 이용해 스팬방향 각 단면의 형상

정보를 계산하였다. 반복계산의 초기 값은 Betz limit에서의 축

흐름유도계수인 1/3을 사용하였다 (조철희 외, 2010).

Fig. 2 Profile of the S814 foil

Fig. 3 Section characteristics of S814 foil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tidal turbine blade

Design parameters Specification

Inflow velocity 3m/s

Tip speed ratio 3, 5, 7

Blade radius 8m

Blade number 3

Angle of attack 6°

Lift coefficient 1.1

Drag coefficient 0.0136

3.4 터빈형상

코드길이의 계산 값은 루트부분에서 급격히 커지게 되어 구조

적 결함 및 제작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조철희 외, 2011). 따

라서 터빈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반경의 60~80%의 코드길이를 

기준으로 이차 근사하였다.

Fig. 4는 각 스테이션별 코드길이를 보여준다. 설계주속비가 

커지면 코드길이는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블레이드의 루트에서 팁으로 갈수록 회전반경이 커져 접선방

향의 선속도가 증가하고 입사각이 작아진다. 식 (6)에 따라 최적 

받음각을 유지하기 위해 루트에서 팁으로 갈수록 비틀림 각이 

작아진다.

상류유속이 동일할 때, 설계 주속비가 커지면 회전속도가 증

가하기 때문에 전체 스테이션에서 입사각이 작아진다. 따라서 

Fig. 5와 같이 설계 주속비가 커지면 비틀림 각이 작아지는 경향

이 나타난다.

Fig. 4 Chord length of designed turbine blade

Fig. 5 Twist angle of designed turbine blade

Fig. 6 Grid system of rotor



4. 성능 평가

4.1 해석조건 

설계한 터빈의 성능해석을 위해 ANSYS CFX v.13.0을 사용하

였다. 블레이드에 동일한 하중이 작용한다는 가정 하에 Fig. 6과 

같이 단일블레이드에 대해 120°의 유동장을 구성하고 해석 결과

를 전체 터빈으로 확장하였다. 격자는 약 500만개이며, 경계층의 

구현을 위해 y+는 3이하로 유지하였다.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터빈을 고정시키고 블레이드 주위의 유

동에 회전속도를 부여하여 터빈이 회전으로 인한 터빈과 유동의 

상대회전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블레이드 주위에 회전역영을 

설정하여 외부의 정적영역과 분리하였다 (조철희 외, 2010). 박

리현상을 잘 구현한다고 알려진 Shear stress transport (SST) 난

류모델을 사용하였다.

4.2 해석결과 

출력계수는 식 (16)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설계 주속비가 낮은 경우 주속비의 변화에 따른 유동

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설계 주속비에서 벗어날수록 효율의 

감소폭이 크다. 따라서 설계 주속비 3의 경우 유동이 익형단면

을 따라 흐르지 못하고 유동박리가 발생하여 터빈의 성능이 비

교적 낮다. 설계 주속비 5, 7의 터빈은 유사한 성능분포를 보이

며, 설계 주속비 3과 달리 유동이 익형단면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S814익형으로 조류터빈을 설계하는 경우, 설

계 주속비 5 이상으로 터빈을 설계하는 것이 권장된다.

 
 ∞




(16)

반경 8m의 조류터빈은 약 36%의 효율에서 목표 출력인 

1MW가 발생한다. 설계 주속비 5, 7의 터빈은 설계목표를 달성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설계 주속비 3의 터빈은 최대 효율이 약 

36%를 나타냈다.

Fig. 7 Power curv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설계 주속비에 따른 터빈의 형상 및 성능 특성

을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조류터빈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 주속비 3, 5, 7에

서 조류터빈을 설계하고 CFD를 통해 성능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설계 주속비가 커질수록 각 스테이션의 코드길이와 비틀

림 각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 설계 주속비가 낮은 경우 주속비에 따른 유동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유동박리가 발생해 효율저하가 크므로 설계 주속비 

5 이상에서 터빈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3) 터빈의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된 CFD를 검증하기 위해 실

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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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 중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List angle 변화에 대한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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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f List Angle change of Semi-submersible
Offshore Structures in Regular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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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emi-submersible drill rig 반잠수식 시추선, List angle 횡경사각,

ABSTRACT: In this study, second-order roll motion of a semi-submersible platform was investigated under the head sea condition. The
semi platform with shallow draft can experience second-order roll drift moments with small heeling angle. Second-order roll drift
moments is mainly caused by the difference of suction forces acting on two pontoons. It is knownthat list angle of semi platform in
head sea is caused by second-order roll drift moments. In order to observe this second-order roll motion, model test with 1:50 scale ratio
were carried out in wave basin of KRISO. The experimental model is a twin pontoon and four columns. The model was connected with
soft spring for mooring. The effect of plate or porous structure on second-order roll motion was also observed.

1. 서    론 

산업의 발전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미 개발되어진 해양유전 외에 추가적인 유전의 개발이 요구되

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깊은 바다에서 해양유전을 개발

하여야 한다. 이런 심해저에의 해양유전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반잠수식 시추선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column과 낮은 흘수

를 가지게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GM 값이 작은 해

양구조물의 경우 고차 횡모멘트에 기인한 비선형 운동특성을 보

이고 있다. 특정주기에서 수직표류력이 증가하여 흘수가 낮아지

고, 이로 인해 정적 횡경사각(List angle)을 유발하는 횡모멘트가 

증가하게 된다.

Voogt et al.(2002)는 GM이 작고 흘수가 낮을 때 특정 주기의 

선수 규칙파 조건에서 정적 횡경사각(List angle)을 관찰하였다.

Hong et al.(2010)은 GM이 작은 반잠수식 시추선에서 초기 발

생한 미량의 횡동요에 의해 횡동요 표류 모멘트(Roll mean drift

moment)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적 횡경사각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Kim et al.(2012)은 반잠수식 시추선의 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의 비선형 거동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Hong et

al.(2013)은 반잠수식 시추선에 부가물 부착 또는 형상 변화에 

따라 정적 횡경사각 변화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GM이 작은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대하여 

선수 규칙파 중 정적 횡경사각 발생현상을 모형실험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다양한 파주기 조건에서의 정적 횡경사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폰툰 상부에 부가물을 부착하여 그에 따른 정적 

횡경사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모형 시험

2.1 실험 모델 및 계측

모형실험은 2개의 폰툰(Pontoon)과 4개의 기둥(Column)으로 

구성된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대해 수행되었다. 실험모델은 

1:50의 축적비로 FRP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Fig. 1은 실험 

모델의 상세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Photo of Semi-submersible Model

모형실험 중에는 비접촉식 광학 운동 계측장비인 RODYM 을 

사용하여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였고, Fig. 2과 같이 총 9개 위

치에 파고계를 설치하여 상대파고를 계측하였다. 모형실험은 해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공학수조에서 

진행되었다. 해양공학수조는 길이는 50m, 폭 36m, 깊이 5m의 

제원을 가지며, 실험 수행시 수심은 3.2m였다. 실험 모델은 4점 

스프링 계류방식으로 해양공학수조에 설치되었고, 각 스프링은 

기둥 바깥면의 무게중심 높이에 고정하였다. Fig. 3은 실험모델

의 설치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Position of Wave height meters (RBM)

Fig. 3 Schematic View of the model setup at
Ocean Engineering Basin

Item bare plates damper

Wave 
height

4m 4m 4m

Wave 
period

6.5, 7.0, ~,
17.0, 19.0(s)

8.0, 8.5, ~,
11.0, 12.0(s)

8.0, 8.5, ~,
11.0, 12.0(s)

Draft Survival Survival Survival

Table 1 Conditions of Experiment

2.2 실험조건 

모형실험은 폰툰에 부가물을 설치하지 않은 조건 (bare hull)

과 수직판(vertical plate)를 설치한 조건, 다공성 감쇠구조물

(porous damper)을 설치한 조건에 대해 진행하였다. 파도는 파

고 4m의 선수 규칙파만을 고려하였다. 자세한 실험조건은 

Table.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부가물이 없는 경우 (Bare Hull)

부가물을 부착하지 않은 조건(bare hull)에서 운동응답 결과

를 포텐셜 수치계산과 함께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4 (a)는 

상하운동응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실험결과와 수치계산이 잘 

일치하였고, Fig. 4 (b)종동요의 경우 장주기에서 실험결과가 

수치계산결과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Heave

(b) Pitch

Fig. 4 Motion RAO of the semi-submersible platform

Fig. 5는 파고 4m, 주기 8.5초인 선수파 조건에서 계측된 구

조물의 상하동요와 횡동요 운동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

물은 연직방향으로 0.6m 가량 상승한 위치에서, 약 1.1도의횡

경사각을 유지하면서 파주기의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동일한 파고 조건에서 파주기 11초의 운동 시계열은 Fig. 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파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상

하동요와 횡동요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평균 횡경사각은 -1.8도



로 부호가 바뀌면서 증가하였다.

Fig. 7은 다양한 파주기 조건에서의 평균 횡경사각(List

angle)을 보여주고 있다. 6.5초부터 9.0초까지는 양의 횡경사각

을 보이며, 8.5초에서 최대 1.1도의 횡경사각을 보여주었다. 비

교적 장주기인 9.5초부터 12초까지는 부호가 바뀌어 음의 횡경

사각을 보여주었으며, 파주기 11초에서 최대 -1.8도의 횡경사각

이 발생하였다.

(a) Heave

(b) Roll

Fig. 5 Time histories of motion of the semi-submersible
platform (Bare hull, H=4m, T=8.5s)

(a) Heave

(b) Roll
Fig. 6 Time histories of motion of the semi-submersible

platform (Bare hull, H=4m, T=11.0s)

Fig. 7 List angle with different wave periods
(Bare hull, H=4m)

3.2 부가물이 있는 경우

Hong et al.(2013)은 부가물 부착에 따른 횡경사각의 변화 

가능성을 수치계산으로 제안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판

(Vertical plate)와 다공성 감쇠판(porous damper)의 두 가지 

형태의 부가물을 고려하였다.

먼저, 폰툰 위에 수직판(Vertical plate)을 부착하여,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거동 특성을 확인하였다. Fig. 8은 수직판의 형상

과 폰툰 상부에 취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설치된 

수직판의 길이는 폰툰의 폭과 동일하게 제작하였으며, 감쇠판

의 높이는 4.9m로 감쇠판 끝단이 정수면에 도달하도록 높이를 

결정하였다. 수직 감쇠판은 각 폰툰에 3개씩 장착하였으며, 감

쇠판 사이의 거리는 12m 이다.

Fig. 8 Photos of vertical barriers (Plates)

두 번재 구조물로 기둥 사이의 유동에 점성 감쇠력을 증가

시키고자 폰툰 상부에 다공성의 구조물(porous damper)을 도

입하였다. Fig. 9의 왼쪽사진은 다공성 부착물의 형상이고, 오

른쪽 사진은 반잠수식 플랫폼에 부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9 Photos of porous appendage (damper)



(a) Roll

(b) Heave

Fig. 9 Time histories of roll motion of the semi-submersible

platform with appendages(T=8.5s, H=4.0m)

(a) Roll

(b) Heave

Fig. 10 Time histories of roll motion of the semi-submersible

platform with appendages (T=11.0s, H=4.0m)

Fig. 9는 파주기 8.5초 규칙파 조건에서의 부가물의 유무에 

따른 상하동요 및 횡동요 시계열을 제시하고 있다. 수직 감쇠

판을 부착함에 따라 정적 횡경사각은 약 1.0도에서 0.5도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하동요는 거의 동일하였다.

다공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정적 횡경사각이 약 1.0도에서 

0.2도로 감소하였다. 상하동요는 수직판과 유사하게 거의 동일

하였다.

Fig. 10은 파주기 11초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수직판이 설치된 실험조건에서 정적 횡경사각은 약1.8도에서 

약 0.6도로 감소하였다. 다공구조물이 설치되었을 경우는 약 

0.9도로 감소하였다. 이는 폰툰 위의 부가물에 의해 기둥사이

의 유동이 감소하여 좌우에 발생하는 부력차를 줄여 횡경사각

의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상하동요의 경우 8.5초에

서와 같이 부가물을 유무에 따른 운동변화는 세 가지 경우에

서 거의 동일하였다. 위 실험으로부터 폰툰에 설치된 다공구조

물에 의해 점성감쇠값이 증가하여 기둥 사이의 유동의 속도를 

줄여 부가물을 부착하지 않은 조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평균 

파랑 모멘트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은 부가물 변화 따른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운

동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a)는 상하동요의 운동

응답을 보여준다. 부가물을 변화 시켜도 실험모델의 운동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b)는 횡

동요 운동응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횡동요의 운동응답 

역시 부가물이 변할 때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험 모델에 부착된 부가물은 

정적 횡경사각에만 영향을 미치고 운동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a) Heave

(b) Roll

Fig. 11 Motion RAO of the semi-submersible platform

with vertical plates or porous damper



Fig. 12 Comparison of wave height on the pontoon of

the semi-submersible structure (RBM 4)

Fig. 12는 부가물에 따른 폰툰 위 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정적 횡경사각이 약 1도가 발생하는 주기 8.5초에

서 +amp 의 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부가물이 없는 조건의 +amp 값은 증가하였고, 수직판이 부착

된 조건에서 +amp의 값이 작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

나 다공구조물의 부착시 +amp의 값이 부가물이 없는 조건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수직판의 경우 폰툰위에 설치되어 

기둥 사이의 유동을 직접적으로 막으면서 복원력 차이를 줄여 

수면의 높이가 낮아졌고, 다공구조물의 경우 폰툰 윗면의 점성 

감쇠를 증가시킴으로서 죄우 복원력 차이를 줄인 것으로 수면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3은 파고 4m 규칙파 중 부가물에 따른 정적 횡경사

각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단주기와 장주기 모두 부가물이 

없는 조건과 비교하여 부가물을 부착시 정적 횡경사각 의 감

소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파주기 8.5초에서 수직판의 

부착시 부가물이 없는 조건과 비교하여 정적 횡경사각이 약 

50% 감소하였고, 다공구조물의 부착시 약 90% 감소하였다.

파주기 11초에서는 수직판 부착시 부가물이 없는 조건과 비교

하여 정적 횡경사각이 약 66.7% 감소하였고, 다공구조물 부착

시 약 50% 감소하였다. 파주기 8.5초에서는 다공구조물에 의한 

횡경사각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11초에서는 수직판에 의

한 감소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Fig. 13 Comparison of List angle at wave height 4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List angle에 관한 모

형실험 수행결과를 제시하였다. 선수 규칙파 중 부가물이 없는 

실험조건의 경우 특정 파주기에서 List angle이 발생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파주기에 따른 List angle의 경향

을 모형시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폰툰 위의 유동에 감쇠

력을 제공할 수 있는 두가지 형태의 부가물(수직판과 다공구조

물)을 취부하여, 부가물에 의해 List angle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반잠수식 해양구조물 주위의 유동장에 대한 

수치해석을 병행하여, List angle의 발생 및 저감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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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P의 스프링잉을 고려한 장력 예측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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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diction of tension force in TLP due to spr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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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LP 인장각식 구조물, Springing 스프링잉, Tension 장력,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밀도함수

ABSTRACT: The prediction of tension force is a key issue to design the tendon of TLP. Springing is one of the important parameters,
exerting large tension in special cases. Springing is a well-known nonlinear phenomenon, and it requires to solve the 2nd-order wave loads. To
this end, commercial program, WADAM, is utilized to solve the second-order response of a TLP.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the
2nd-order tension is obtained from the eigenvalue analysis using quadratic transfer function and sea spectra. The obtain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redicts the larger tension than that from Gaussian distribution in the same time windows. This larger tension indicates the necessity
of careful consideration to find the design value of tendon.

1. 서    론

TLP(Tension Leg Platform)는 하부에 부착된 텐돈(tendon)에

서 발생하는 강한 인장력으로 운동을 억제하는 해양 구조물이

다. 따라서 TLP의 설계에 있어 텐돈의 설계는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텐돈 설계를 위한 하중을 적합하게 예측

하는 것은 필수적 요소기술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선형 

운동 해석은 장력의 지배적인 성분에 대해 신뢰할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선형 성분에 대해서는 아

직 엄밀한 결과를 얻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

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스프링잉은 파의 합주파수(sum-frequency) 성분이 TLP의 고

유주기와 유사한 경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선형 공진 운동이

다. 스프링잉 해석을 위해서는 부유체와 파에 대한 2차의 경계

조건 문제를 풀어야 한다. 2차의 저주파와 고주파 기진은 해양

구조물의 운동 해석 측면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분야이며, 현재 

이에 대한 해석 방법과 상용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져 있다. 특

히, 퍼텐셜 유동에 기반을 둔 패널법이 많이 쓰이며, 빠른 계산

이 가능한 주파수 영역 해석이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WADAM, Hydrostar와 같이 널리 쓰이는 운동 해석 프로그램

은 2차 파랑 하중 및 운동에 대한 해석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연성 운동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면, 가용한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스프링잉이 발생하는 2차 합주파수 장력은 시계열이 정규 분

포를 따르지 않는다 (Naess and Ness, 1992). 따라서 정규 분포

에 기반을 둔 확률론적 접근법으로는 스프링잉으로 인한 장력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없다. 스프링잉에 적합한 확률론적 접근은 

고유치 해석을 통해 시도된 사례가 있다 (Kim and Yue, 1991;

Naess and Ness, 1992; Eatock Taylor and Kernot, 1999). 이 방

법은 주파수 영역의 결과로부터 고유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률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TLP의 텐돈 설계를 위하여, 스프링잉이 

야기하는 장력의 거동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WADAM을 

통해 운동의 전달함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장력의 전

달함수를 구하였다. 장력의 전달함수로부터 고유치 해석을 통해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하였으며,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결과

가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스프링잉은 동일한 발현 빈도에 대

해서 정규 분포로 예측한 것보다 큰 장력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엄밀하게 텐돈을 설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프링잉의 중요성이 자세히 관찰

되었다.

2. 배경이론

2.1 2차 전달함수

스프링잉은 2차 합주파수 기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이

기 때문에, 2차 파랑 경계조건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해양구조물 운동 분야에서 대표적인 관심 분야이었으며,

현재 해석이 가능한 상용 프로그램이 널리 쓰이고 있다. 상용 

프로그램인 WADAM을 이용하여 TLP의 2차 전달함수(QTF)를 

계산하였다.

2차 전달함수(QTF)로부터 합주파수 응답의 스펙트럼을 식 (1)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주파수()에 대한 파랑 

스펙트럼을 의미하며,  가 합주파수에 대한 2차 전달함수이

다. 합주파수 응답의 분산은 식 (2)로부터 구할 수 있다. 식 (1)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과 (2)는 모두 주파수 영역 해석 결과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응답의 통계적 특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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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사용하는  는 합주파수에 대한 전달함수를 의

미하는데, 여기서는 장력의 거동 파악이 목적이므로 장력에 대

한 2차 전달함수를 사용한다. 장력의 전달함수는 WADAM에서 

직접 구해주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운동의 응답에서부터 이를 

직접 구하여야 한다. TLP에서 운동과 장력은 간단하게는 변위

에 비례하는 선형 스프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형 스프링은 

운동이 아주 큰 경우가 아니면, 장력 해석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ie and De Boom, 1981; Eatock Taylor

and Jefferys, 1986). 복잡한 거동에 있어서는 텐돈을 비선형 유

한요소로 모델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비선형 파

랑 하중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선형 스프링잉으로 가정하여 주파

수 영역의 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변위에 비레하

는 선형 스프링이 해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타당한 방

법이라고 볼 수 있다.

2.2 장력 예측 모델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선형 거동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예측 

기법이 많이 알려져 있다. 파고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 불규칙 

해상 파는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파의 스펙트럼은 좁은 주파수 영역에 에너지가 집중되

어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운동 또한 협대역(narrow band)

으로 볼 수 있다. 협대역 거동의 경우 운동의 크기는 Rayleigh

분포를 따르며, 이를 이용하여 단기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

프링잉은 합주파수 성분이 야기하는 비선형 운동이며, 발생하는 

운동의 시계열은 가우스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시계열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확률밀도함수를 우선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2차 파랑 응답이 포함된 거동의 시계열은 아래와 같이 고유치

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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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는 1차, 2차의 물리량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텐돈

의 장력으로 볼 수 있다. 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정

규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고유치 는 식 (4)의 적분방정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식 (4)에서 는 고유함수이다.


∞

∞

  (4)

에르미트 커널(Hermitian kernel)인 는 파의 스펙트럼과 2차 

전달함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식 (4)는 이산화된 행렬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이

산화한 수만큼의 고유치를 구할 수 있다. 에르미트 행렬이기 때

문에 고유치는 모두 실수이다. 고유치가 구해지면, 식 (6)과 같

이 응답의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며, 특성방정식은 식 (7)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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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밀도함수는 특성방정식의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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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8)은 1차와 2차의 거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2차 스프링잉 하중에 의한 장력의 거동이 대상이기 때문

에 1차 응답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1차 응답과 관련한 계

수 는 모두 0으로 둘 수 있다.

3. 해석 결과

3.1 해석 모델

해석 모델인 TLP의 형상 및 주요 제원은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4개의 텐돈이 각 원기둥 하단에 부착되어 있으며,

편의상 Fig. 1에서와 같이 1~4의 순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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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nel model of TLP and tendons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TLP

Length of pontoon 86.25 (m)

Beam of pontoon 7.5 (m)

Depth of pontoon 10.5 (m)

Diameter of cylinders 16.88 (m) × 4

Draft 35.0 (m)

Displacement 54,500 (ton)

Pre-tension in tether 14,000 (ton)

3.2 장력의 거동 해석

w (rad/s)

Te
ns
io
n
(N
/m
)

0 0.2 0.4 0.6 0.8 1 1.2
0

500000

1E+06

1.5E+06

2E+06

2.5E+06

WADAM
WISH-OFFSHORE
Experiment (Gie and De Boom, 1981)

Fig. 2 Linear tension force RAO in head sea (tethers 1&2)

장력의 선형 응답을 해석하였고, 이를 다른 계산 및 실험과 

비교하였다. WISH-OFFSHORE 프로그램은 시간 영역에서 해양 

구조물의 운동 해석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TLP 및 

Semi-submersible 등의 운동에서 적합한 해석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김태영 등, 2012). Fig. 2에서와 같이 WADAM을 이용한 

해석 결과는 실험 및 계산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w (rad/s)

Te
ns
io
n
(N
/m

2 )

0 0.5 1 1.5 2 2.5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WADAM (4,248 panels)
WADAM (2,524 panels)
WADAM (1,232 panels)
Experiment (De Boom et al., 1983)

Fig. 3 2nd harmonic tension force RAO in regular head sea

(tethers 1&2)

비선형 장력의 계산을 위하여, 규칙파 중에서 2차의 합주파수

에 대한 장력의 응답을 계산하였다. Fig. 3은 계산한 장력 응답

을 보여주는데, 패널수를 달리하면서 수렴도를 같이 확인하였

다. 계산 결과가 완전히 수렴하지는 않았으며, 패널 수의 변화에 

비해 느리게 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차의 응답에 

대한 WADAM의 해석 결과는 수렴이 아주 느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차 파랑 하중 및 응답 계산에 있어서 수렴성에 대한 엄

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계산된 장력의 경우 실험과는 적합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3 장력의 예측 기법

장력의 통계적 거동 파악을 위하여 식 (1)로부터 합주파수 스

펙트럼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응답은 주파

수 0.9(rad/sec) 부근의 고주파에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장력의 시계열을 파의 스

펙트럼과 2차 전달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Fig. 5는 생성된 

3시간 동안의 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부터 시계열의 확률

밀도함수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Fig. 6은 장력의 확률밀도함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식 (8)의 고유치 해석으로 구한 확률밀

도함수는 직접 계산한 결과와 비교할 때, 0 부근에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정규 분포 함수를 같이 나타내었는데, 스프링잉의 확률밀도함수

는 정규 분포에 비해 큰 장력에 대하여 더 높은 확률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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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m-frequency spectrum of tension force in head sea

(Hs=7m, Tp=15sec, tether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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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histories of sum-frequency tension force for 3 hours

(Hs=7m, Tp=15sec, tether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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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bability denstion function of sum-frequency tension

force (Hs=7m, Tp=15sec, tethers 1&2, 3 hours

simulation for direct computation)

장력의 표준편차를 3가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

다. 우선 응답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식 (2)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식 (6)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Fig. 5의 시계열로부터 표준편차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Table 2는 3가지 방법으로 구한 장력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으

로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2 Comparison of standard deviation of sum-frequency

tension force from 3 different approaches (Hs=7m, Tp=15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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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treme value prediction of tension force (Hs=7m,

Tp=15sec, tethers 1&2, 3 hours for direct simulation)

확률분포함수가 정규분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극한해석 또한 

일반적인 선형 운동 해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Fig. 5에서 구한 장력의 시계열로부터 

zero-crossing peak을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Weibull 함수

로 분포를 추측하였다. Fig. 7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예측한 

바와 같이 선형 운동에 적합한 Rayleigh 분포는 실제 거동과 상

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의 확률밀도함수에서 확

인한바와 같이, 큰 장력의 값은 정규분포에 비해 더 높은 발현

빈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서 최대 장력의 예측값은 Rayleigh 분

포에 비하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TLP의 스프링잉 응답을 상용 프로그램 WADAM으로 계산하

였으며, 이를 통해 장력의 거동을 파악하였다. 고유치 해석을 통

하여 장력의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하였고, 이 분포가 직접 해석

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스프링잉으로 인한 장력은 

정규 분포와는 양상이 달랐으며, 상대적으로 큰 장력이 더 높은 

발현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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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ve run-up has emerged as an important topic as  construction of offshore structures have increased. 
Experimental investigation are essential to test the accuracy of the potential or viscous codes. The usual practice of 
measurement of wave run-up have been done in a wave flume. The effect of breadth on wave run-up are report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breadth of a wave flume by experimental investigation.  
A circular cylinder was tested in two wave flumes whose breath are different significantly. The cylinder was tested for 
incident waves with various periods and steepness. 

1. Introduction

In these days demands for energy source drive 
development of off-shore structure for deep sea and polar 
regions. For off-shore structure wave loads and wave 
run-up are critical cause of danger and must be 
considered in design step. Off-shore structure which has 
column can be exposed to severe wave run-up and this 
may cause damage on upper deck structure. To analysis 
this many research have been done. Stansberg and 
Braatan(2003), Kristiansem et al.(2004) worked with wave 
run-up for truncated vertical cylinder in regular waves. 
Especially Sung et al.(2011) studied not only for wave 
run-up but wave loads due to wave run-up.
In this study effect of wave flume breadth for wave 
run-up experiments are carried out by two wave flumes 
with different breadth.

2. Experiment

2.1 Experimental facility and equipment
The experiments are done in two wave flumes which have 
different dimensions. First wave flum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is length 31.2m, breadth 0.6, and depth 0.9m. 
Second wave flume in Koje College is 30m length , 
breadth 2m, and depth 2m. In both of flume the piston 
type wave maker generated regular waves.
The cylinder is diameter 0.16m and length 0.44m. For both 
cases, the experiment was done in 0.6m water depth. The 
schematic view of cylinder is shown at Fig. 1. Table 1 
shows the dimensions for experiment. The wave was 
measured at 8 points. Figure 2. shows each location of 
measure points. The wave gauges shown in Fig 3. were 
installed at each measure points. The specification of 
wave gauge is shown at Table 3.

2.2 Experimant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test matrix shown 
Table 4. The entire test condition is 21 cases. 6 cases for 
wave periods and 4 cases for wave steepness were 
considered initially, but in 3 cases the waves were not be 
able to generate in PNU and 1 cases in Koje College 
because of the limit of wave flume.
The cylinder is made of 10mm thick acrylic, so it can be 
assumed like rigid body. The circular cylinder was installed 
in water 0.24m. Mount made of aluminum held the 
cylinder at top. View of cylinder setting is shown in Fig 4 
and Fig 5 for each wave flume.

Fig 1 Schematic view of experimet

Item D h d L f
Dimension(mm) 160 600 240 440 200

Table 1 Dimensions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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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wave gauges

Fig 3 Wave gauge

Type Sensor wire

Wire diameter 2 mm

Detecting range 100~1000 mm

Output range 0.24~2.40 V

Workable Temp. 0~40 ℃

Table 3 Specification of wave gauge

3. Results

The maximum wave heights  were collected as mean 
value of wave crests in 10 wave periods after wave 
stabilized. The wave run-up ratios () at point 1 are 
in Fig. 5 and Fig. 6 for two wave flume respectively. 
Black line represents analytic solution. The wave signals 
were filtered by band-pass filter for 1st order of 
frequency.
In case of wave flume in PNU, the wave run-up ratio was 
biggest at point 1 which located same direction with wave.  
In case of wave flume in Koje College, the wave run-up 
ratio is biggest at point 1 as well.

Fig 4 Setting of cylinder in PNU

Fig 5 Setting of cylinder in Koje College

Wave period  (s)
0.7 0.8 0.9 1.0 1.2 1.5

Wave 
steepness

1/50 ○ ○ ○ ○ ○ ○
1/30 ○ ○ ○ ○ ○ ○
1/16 ○ ○ ○ ○ ○ △

1/10 ○ ○ ○ ○ △ ×

Table 4 Test matrix

* △ : done in Koje College only

In both cases, we found that wave run-up effect is 
clearer at close location(point 1~5) than far location(point 
6~8). And at point that makes angle 135° at point 4 with 
wave direction, the point 4, wave run-up ratio is small in 
both cases.
When breadth of wave flume is narrow, the wave rup-up 
ratio gets small. The differences of wave run-up ratios, 

, at point 1 are shown in Fig. 
7. 
Generally the wave run-up ratios from Koje College are 
more similar than those from PNU to analytic solution with 
all wave periods and wave steepness. Because analytic 
solution is assumed in infinite domain, the wide wave 
flume shows better agreement.



4. Conclusion

Experimental study for effect of wave flume breadth on 

wave run-up for a circular cylinder is done. Wave run-up 

ratio at the point which makes 135° with wave direction 

is smallest.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 breadth 

becomes narrow, the wave run-up ratio become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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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ve run-up ratio at point 1 in PNU

Fig 6 Wave run-up ratio at point 1 in Koj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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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ve energy generation system is sorted as oscillating water chamber type, over topping device type and wave activating body type.
The wave activating body type converts from wave energy to kinetic of the machine one and the power generation amount increases while the
motion of a activating body increases. In this paper the wave energy convertor consists of a main body which shape H and the activating body.
They are connected by a bar type bridge. By the incident wave, when the activating body moves with vertical motion consequently this motion is
converted into rotational motion. The twisting moment and angular velocity at a shaft of convertor are calculated when verious condition of the
incident wave and the shape of the activating body. It can be used as basic idea for determining the design of wave activating body type convertor.

1. 서    론

최근에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대체 에너

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풍력, 태양력, 조력, 파력, 수력 

등의 자연에너지들이 대체에너지로써 연구 개발 중이며 그 중 

파력을 이용한 파력발전기는 발전 방식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

는데 해수면의 운동에 의한 수실 내의 공기 흐름을 이용하여 발

전하는 진동수주형(OWC : oscillating water chamber), 구조물 

위로 월파되는 해수를 직접 낙하시켜 이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월파형(OTD : over topping device), 파랑에 의해 구

조물이 직접적으로 상하 혹은 회전운동하여 이 운동에너지를 이

용하여 발전하는 가동물체형(WAB : wave activating body)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는 파의 운동, 위

치에너지를 직접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시키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좋은 장점이 있다(정동호 외, 2011, 육래형 외, 2011). 파력

발전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연안, 천해, 심해 설치형으로 분류되

는데, 가동물체형의 경우 구조물의 움직임이 클수록 발전량이 

커짐으로 상대적으로 파 에너지가 큰 심해지역 설치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부유식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상대 운동이 중요한 가동체형은 

목표 파주기에서 발전 효율을 높이도록 형상인자들을 결정할 필

요가 있다.(남보우 외, 2011) 본 논문에서는 가동 부유체의 형상 

변화에 따른 운동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부유식 가동물체형 파력발전기

2.1 기본형상

본 논문에서 고안한 파력발전기는 발전 구조물 본체, 가동 

부유체, 연결 브릿지로 분류된다. 입사파에 의한 본체의 병진 

및 회전운동은 계류라인으로 운동을 최대한 억제하여 가동부

유체의 거동 특성에 따른 영향도를 고려한다. 실질적 발전을 

담당하는 가동 부유체는 폭이 길고 무게중심이 낮아 안정적으

로 상하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발전 시스템은 입사

파에 의해 가동 부유체가 상하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상하 운

동에너지를 연결 브릿지를 통해 발전 구조물 본체에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전달하고 이 회전에너지로 발전하는 시스템이

다. 구조물 정면으로 들어오는 입사파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가동 부유체는 연결 브릿지와 힌지연결을 통해 Heave, Pitch

운동을 제외한 다른 운동은 구속하였다. 파력발전기의 기본형

상과 주요치수를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Convertor body Activating body

Length [m] 30.35 10

Breadth [m] 40 22.5

Draft [m] 4 5

Table 1 Dimension of wave energy conver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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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X

Y
Z

Activating body

Main body

Fig. 1 Wave activating body energy convertor

2.2 가동 부유체

Table 2에서 Case별 형상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길

이 변화에 따른 3 Case, 깊이 변화에 따른 2 Case 총 6 Case

에 대하여 계산하였고 길이와 흘수의 변화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폭은 모든 형상에서 같은 값을 사용하

였다. 가동 부유체를 균일체로 만들 경우 무게중심이 구조물 

가운데 형성이 되고 초기 실험과 Simulation 결과 입사파에 의

해 과도한 Pitch가 발생하고 복원력이 부족하여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현상을 피하기 위해 구조물의 깊

이 대비 아래 40%만 무게추를 달아 무게중심을 낮추는 설계를 

하였다.

A

B

▽
-------

wave

Fig. 2 Activating body

Case 1 2 3 4 5 6

A [m] 10 10 15 15 20 20

B [m] 5 10 5 10 5 10

Table 2 Case of Activating body

3. 파력발전기의 파랑 중 운동 해석

3.1 계류시스템

부유식 구조물이기 때문에 계류시스템에 대한 계산이 선행

되어야 한다. 발전 구조물 본체의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Tendon을 이용한 계류방식을 사용하였다. 총 4개의 Tendon을 

발전 구조물 본체 하부와 해저 바닥을 연결한 구조이며 Fig. 3

에 나타내었다. 계류시스템의 스프링상수 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1)

   (2)

   (3)

     (4)

∇  ∆   (5)

여기서 T는 구조물의 고유주기이며 구조물의 Heave 방향 고유

주기 4초를 목표주기로 설계하였다.       

  은 각각 구조물 전체, 본체, 계류라인의 스프링상수, 부가

질량을 포함한 총질량, 수선면적, 밀도, 중력가속도, Tendon의 

늘어나는 길이이다.

Tendon

(a) Elevation view of

mooring system

Tendon

(b) Front view of

mooring system

Fig. 3 Mooring system

Properties

Mooring type TLP

Number of tendon 4

Length [m] 46

k [kN/m] 4925

Table 3 Properties of mooring system

3.2 입사파 조건

Fig. 4은 가동 부유체의 Case별 상하 운동에 대한 RAO를 보

여주고 있다. 가동 물체형 파력발전기 특성상 가동 부유체의 운

동이 클수록 좋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공진영역이 저주파수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길이의 변화는 공진영역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 경향을 보인다. 본문에서는 B=5m에서 공진응

답을 보이는 0.93rad/s와 B=10에서 공진응답을 보이는 

0.70rad/s, 그리고 공진응답이 없는 0.41rad/s 총 3가지의 진동

수를 사용하고 파고는 모두 1m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파 조

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a) A=10m

(b) A=15m

(c) A=20m

FIg. 4 Heave RAO of activating body

Wave
Frequency Amplitude

rad/s m

Wave 1 0.93 1

Wave 2 0.70 1

Wave 3 0.41 1

Table 4 Wave condition

3.3 발전량 계산

3개의 규칙파에 대하여 가동부유체 형상 6가지 Case를 각각 

계산하여 총 18case를 계산 하였다. 계산 결과는 발전 구조물 본

체와 연결 브릿지가 힌지 연결된 축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와 각

속도를 사용하여 발전량을 계산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형상 

변화에 따른 발전량 변화를 알아보았다. 발전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Ronald W. Yeung 외 2010)

  
    (6)

여기서 T는 운동시간으로 전체 운동 시간 150초 중 입사파가 

들어오고 구조물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50~150초 구간을 T로 

사용하였다. b는 발전 구조물 본체와 연결 브릿지 사이의 힌지 

연결된 축 joint 1에서 발생하는 모멘트 이다. 는 joint 1의 각

속도 이다.

joint 2

joint 1

FIg. 5 Schematic for a wave energy convertor

4. 파력발전기의 파랑 중 운동 해석 결과

(a) Wave 1 : 0.93rad/s

(b) Wave 2 : 0.70rad/s

(c) Wave 3 : 0.41rad/s

Fig. 6 The time averaged power



Case별 평균 발전량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고려된 파의 경우

에서는 A값이 작은 경우  B값의 증가에 따라 발전량 또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증가폭은 파장이 길어질수록 감소한다.

A값이 크고 파장이 짧은 경우 B값이 증가하면 발전량도 증가하

지만 파장이 길어질수록 발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감소

폭은 파장이 길어질수록 감소 한다. 배수량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동 부유체의 깊이와 길이의 비가 동

일한 두가지 Case의 발전량을 비교한 그래프를 Fig. 7 (a)에 나

타내었다. 짧은 파장에서는 배수량이 큰 Case 6이 발전량이   

많지만 파장이 길어질수록 배수량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은 감

소하였다.

배수량의 변화 없이 가동 부유체의 형상변화의 영향만을 살펴

보기 위하여 배수량이 같고 형상이 다른 두가지 Case의 발전량

을 비교한 그래프를 Fig. 7 (b)에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파장

이 짧은 Wave 1에서는 A값이 작고 B값이 큰 Case 2의 발전량

이 크지만 파장이 길어질수록 A값이 크고 B값이 작은 Case 5의 

발전량이 큼을 볼수 있다..

(a) The effect of displacement

(b) The effect of A, B value

Fig. 7 The time averaged power

5. 결    론

전체적으로 가동 부유체의 배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효율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파장이 짧을수록 배수량의 증

가가 발전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파장이 질어질수록 그 

영향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파장 짧은 경우 길이

보다 깊이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길이가 짧고 깊이가 깊은 

형상이 유리하고 파장이 긴 경우  깊이보다 길이에 더 큰 영향

을 받으므로 길이가 길고 얕은 형상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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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를 이용한 슬로싱 유동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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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velocity vectors of sloshing flow are measured by using a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system, and 
the measured velocity fields are compared with those of an analytic solution. For the PIV experiment, two high speed cameras which 
can generate over 500 frame per second and 1/60-scaled two-dimensional rectangular tank are installed on sloshing test platform. The 
velocity vectors are analyzed for different image capturing speed and filtering schemes, and the differences with analytic solutions are 
carefully observed. 

1. 서    론 

액체를 운반하는 선박의 화물창에서는 외부 유동으로 인하여 

슬로싱 현상이 발생한다. 슬로싱은 화물창 설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현상으로, 안전한 화물창 설계를 위하여 활발하게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공학적 문제이다. 슬로싱 현상에 대한 연구

는, 현상 자체의 복잡한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수치적인 접근 보

다는 실험을 통한 압력계측기법이 선호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

한 실험적 접근은 유체의 유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보다는 주로 

설계하중 추정을 위한 충격압력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

다. 그러나 최근에는 슬로싱 현상의 유동 속도를 측정하여 압력

과 상관관계를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Gavory (2005)는 

입자영상유속계(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가 복잡한 슬로

싱 현상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

다.

Lugni et al. (2006)은 PIV를 이용하여 탱크 벽에 작용하는 파

의 압력과 속도를 측정한 바 잇으며, 도덕희 등(2007)은 실제 선

박의 화물창 모양의 모형 탱크에서 PIV를 통하여 슬로싱 유동을 

측정하고 슬로싱 현상의 발생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한 Ahn et al. (2012)는 슬로싱 유동에 의해 포집된 공기에서 발

생하는 압력과 속도의 진동현상을 계측하였다. 이와 같이 PIV를 

적용하여 슬로싱 유동의 속도를 계측한 여러 연구들이 있으나, 

계측값의 검증에 대해 다루는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계산에 의한 해석 해(이하 해석 해)가 적

용될 수 있는 슬로싱 유동에 대해서 PIV실험을 수행하고 해석 

해와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형 탱크는 1/60 축

척비의 2차원 투명 아크릴 탱크로 내부 슬로싱 유동이 관측 가

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가진 조건은 파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주기적인 슬로싱 유동이 나타나게 설정하였고, 두 가지 각기 다

른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동을 촬영하였다.

촬영 조건에 대한 실험값과 해석 해의 차이의 민감도를 고찰

하기 위하여 초당 프레임수(FPS, Frame per second) 10부터 

100FPS 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

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해석 기법 

2.1 PIV의 원리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는 유체의 유동특성을 잘 따르

는 발광입자를 촬영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기법이다. PIV의 

특징은 상호 상관관계(Cross-correlation)를 통하여 미소조사구

간(Interrogation area)의 입자들의 변위를 구하는 것인데, 그 식

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변위에 따른 상호 상관관계함수, 는 미소 

조사구간, 는 위치에 따른 빛의 강도 함수를 나타낸다. 인접

한 두 영상에 대해서 위의 식 (1)을 이용하여 변위를 구하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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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간의 시간차로 나누어주면 특정 미소 조사구간에서의 속도 

벡터를 얻어 낼 수 있다 (Prasad. 2000).

2.2 해석 해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유동 해석에 있어 PIV의 유효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해석 해와 실험값을 비교한다. 해석 해를 구하기 

위한 좌표계 설정은 Fig. 1에 도시하였다.

Fig. 1 Coordinate system of PIV experiment

모형탱크가 x축 방향으로 1차원 병진운동을 했을 때의 해석 

해의 속도 포텐셜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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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탱크의 길이, 는 적재 깊이, 는 가진 주파수, 

는 중력 가속도, 은 감폭 상수로 본 연구에서는 0.01로 설정하

였다 (Kim, 2003). 위의 식 (2)를 미분하여 해석 해를 구한 이후

에는 실험값과의 차이를 구한다. 이에 대한 수식은 아래에 정리

되어있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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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식에서 는 무차원화 된 해석 해와 실험값의 차이, 는 

각각의 차이 요소들을 평균한 값, 
는 해석 해 속도벡터,  

는 실험값 속도벡터, max는 모든 해석 해의 요소들 중 크기가 

최대인 속도벡터, n은 요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슬로싱 유동의 속도벡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해석 해

와 실험값을 비교 한다. 하나는 위치를 고정시켜놓고 시간에 따

라 해석 해와 실험값을 비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간을 고정시

켜놓고 속도 벡터장을 비교하는 것이다. 

3. 실험 기법

3.1 실험 준비

본 연구에서는 1/60축척의 2차원 모형 탱크를 사용한다. 모

형 탱크는 길이 0.63m, 폭 0.08m, 높이 0.45m로 투명 아크릴 

소재로 제작하여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한 대의 카메라와 레이저가 필요하며, 두 대의 카메

라에 대해서 같은 실험을 반복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diode pumped solid state(DPSS)레이

저로, 지속적으로 PIV입자를 발광시킬 수 있게 한다. 두 대의 

카메라는 500 FPS이상 촬영 가능한 고속 카메라로, 하나는 

Integrated Design Tools(IDT)사의 Y4-S2 모델이며 하나는 

MIKROTRON사의 Eosens-3CL 모델이다.

모형 탱크를 가진하기 위해서 최대 운용하중이 1.5ton인 스

튜어트 운동 플랫폼(stewart platform)이 사용되었고, 플랫폼 상

하부에 고정틀을 설치하여 상부에는 카메라, 하부에는 레이저

를 고정시켰다. 실험을 위해 설치된 모형 탱크, 카메라와 레이

저의 모습을 Fig. 2에 나타내었다.

 

  (a) Upper part of platform  (b) Lower part of platform

Fig. 2 Overview of PIV measurement system

3.2 실험 조건

2차원 모형탱크에서 수면의 안정적인 주기운동 발생을 위하

여 1자유도 규칙 병진 운동을 적용하였다. 적재 깊이는 탱크높

이의 50%, 가진 진폭은 0.1m, 가진 주파수는 모형탱크의 공진

주파수의 0.4배로 설정하였다. 

모형 탱크가 위의 조건으로 규칙 병진 운동을 하는 동안 영

상촬영은 다양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각각 두 대의 카메라에 

대하여 10, 20, 50, 100 FPS 등으로 촬영하여 모든 조건에 대

하여 해석 해와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촬영된 영상에 대한 속



도벡터 계산에서는 미소조사구간을 32픽셀 × 32픽셀로 설정하

였다. 

시간변화에 따른 해석 해와 실험값 비교실험에서는 세 위치 

  mm,   mm,  mm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벡터장 비교 실험에서는 비교영역의 중심인 지점, 

  mm에서 해석 해의 수직방향 속도가 음으로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 Fig. 3에 표시된 영역에서 계산하였다. 

Fig. 3에 표시된 좌표는 mm단위이다.

Fig. 3 Difference integrating zone of vector map

두 대의 카메라의 관측 시야(Field of view)는 각기 다른데, 

Y4카메라의 관측 시야는 76mm×76mm이고 Eosens카메라의 관

측시야는 39mm×49mm이다.

4. 실험 결과

4.1 시간 변화 비교

각기 다른 두 대의 카메라의 입자영상에 속도벡터장을 덮어놓

은 것을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4의 영상은 자유표면을 포함

한 영역으로 자유표면 상부에 그려진 벡터장은 오차벡터로 무의

미한 값을 나타낸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FPS에 따른 해석 

해와 실험값의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원본 데이터(raw 

data), 일관성 필터(coherence filter)된 데이터와 평균 필터

(average filter)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하였고, Fig. 5

는  , Fig. 6는  , Fig. 7는 에서의 분석 값을 나타낸다. 

결과들을 보면, 원본 데이터와 두 가지의 필터를 이용한 데이

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osens카메

라의 10 FP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FPS에 따른 해석 해와 실험

값의 차이가 비슷하게 나옴을 확인하였다. Eosens 카메라의 10 

FPS인 경우의 결과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인접한 두 영상 사이

에 입자의 이동거리가 미소조사구간을 벗어날 정도로 커서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Fig. 8(a)는 

Eosens 카메라의 10 FPS 촬영 조건에서 첫 번째 입자 영상이고, 

Fig. 8(b)는 같은 촬영 조건에서 다음 프레임인 0.1sec 후의 입자

영상이다. 점선은 미소조사구간이고, 표시된 입자들은 동일한 

입자이다. 즉, 영상사이에 시간 간격이 넓어 하나의 프레임이 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된 입자들이 미소조사구간을 크게 벗어

나는 운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호 상관관계 함수를 계산하

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 것이다. 

       (a) Y4 camera               (b) Eosens camera

Fig. 4 Captured image and velocity vecto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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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4 camera            (b) Eosens camera

Fig. 5 Difference with respect to FP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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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4 camera            (b) Eosens camera

Fig. 6 Difference with respect to FP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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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4 camera            (b) Eosens camera

Fig. 7 Difference with respect to FPS at 

      

       (a) First image       (b) Second image, after 0.1sec

Fig. 8 Displacement of particles between two adjacent frames



 그럼에도 Y4카메라의 10FPS에서 해석 해와 실험값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이유는 관측시야가 Eosens카메라보다 커서, 프

레임 사이에 입자가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픽셀 단위로 더 작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위치에서 Eosens 카메라의 50FPS 조건에 

대한 시간에 따른 속도벡터 분석 값의 그래프는 Fig. 9에 도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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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direction velocity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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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y-direction velocity comparison

Fig. 9 Velocity comparison with respect to time at  .

위의 그래프에서 x축 방향 속도 실험값이 y축 방향 속도 실험

값 보다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 상하운동을 주로 하는 위치에서 속도를 계측함으로 인

하여 x축 방향의 변위가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Fig. 10(a)는 첫 번째 입자 영상이고 Fig. 10(b)는 다음 프레임

인 0.02초 후의 입자영상으로, 점선들이 5픽셀 단위로 격자를 생

성하고 있다. Fig. 10를 보면 색칠된 입자가 인접한 영상 사이에 

y축 방향으로는 14픽셀을 움직인 반면, x축 방향으로는 3픽셀만 

움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인접한 영상 사이에서 

입자들이 픽셀단위로 너무 작은 변위를 갖지 않게 FPS를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a) First image      (b) Second image, after 0.02sec

Fig. 10 Particle displacement between two adjacent frames

4.2 벡터장 비교

에서 해석 해의 수직 속도벡터가 음으로 최대일 때의 벡

터장에 대한 해석 해와 실험값의 차이는 Fig. 11에 정리되어있

다. 10FPS의 경우는 해석 해와 실험값의 차이가 커서 시간 동기

화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벡터장 비교 실험에서는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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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4 camera            (b) Eosens camera

Fig. 11 FPS-difference graph in velocity vector map

벡터장을 비교하는 실험에서는 시간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실

험값이 해석 해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검사체적 

안에서의 속도벡터 요소들이 비슷한 속도 값을 가짐으로써 안정

적으로 상호 상관관계를 계산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미소조사구간에서 입자가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Fig. 12은 Eosens, 50FPS 

촬영 조건에서 벡터장의 일부를 확대한 것으로 실선벡터는 실험

값, 점선 벡터는 해석 해를 나타낸다. 기준 벡터(Reference 

vector)의 단위는 m/s이다.  

x (mm)

y
(m

m
)

-24 -23 -22 -21

-31

-30

-29

-28

0.0
4 x (mm)

y
(m

m
)

-24 -23 -22 -21

-31

-30

-29

-28

0.0
4

           (a) Raw data         (b) Coherence filtered data

Fig. 12 Velocity vector map comparison

Fig. 12(a)를 보면, 실험 오차로 인하여 전체적인 유동 특성을 

따르지 않는 벡터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

은 영역에서 일관성 필터를 거친 벡터장은 Fig. 12(b)와 같이 실

험 오차들 까지도 유동 특성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기적인 슬로싱 유동에 대해서 해석 해와 PIV 

속도 계측값을 비교하여 PIV실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로

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Ÿ 해석 해와 실험값의 차이는 안정적인 FPS를 설정하였을 때 

약 DF=0.2으로 일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없긴 하나, 해석 해가 선형 이론해이기 때문에 실험값

의 오차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해석 해를 기준으로 실험

값들이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실험의 일관성을 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다.

Ÿ  PIV 실험에서 촬영 속도를 지정할 때, 높은 FPS를 설정하면 

인접한 두 영상 사이에 입자 변위가 작아지고 낮은 FPS를 

설정하면 변위가 커진다. 이 때 입자 변위가 미소조사구간을 

넘을 정도로 크면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입자 변

위가 매우 작아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측하고

자 하는 유체의 속도에 맞는 적절한 FPS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Ÿ  모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일관성 필터와 평균 필터를 적용

해보았지만, 전체적인 해석 해와 실험값의 차이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벡터장에서 전반적인 유동 특성

을 따르지 않는 벡터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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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쌍동형 선형의 저항 및 운동성능에 관한 연구

이귀주․조경훈(조선대학교)

쌍동형 선형은 단동형 선박에 비하여 선체 주위의 비대칭적인 유동변화, 두 선체사이의 파형간섭등 
복잡한 현상들로 인하여 설계가 다소 어렵다. 특히 마찰저항에 비하여 조파저항의 영향이 큰 고속영
역에서는 선형에 따라 전저항과 운동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code인 
SHIPFLOW를 이용하여 40m급 다목적 쌍동형 선형 주위의 유동 특성변화를 분석하였고 저항 및 운
동성능 분석을 위해 회류수조에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A Note on Convergence in Slosh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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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size of tank in the LNG carrier gets larger, sloshing problem becomes more critical when the containment 
system of the LNG carrier is designed. Since the sloshing impact phenomenon is complex,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is 
required to examine sloshing load effects. Practically, the scale downed sloshing experiment is investigated for corresponding 
experimental duration under each sea state. This paper presents a statistical approach with two-dimensional model. What 
matters in sloshing experiment is the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test duration which guarantees the convergence of the test 
results. The tested model was the two-dimensional rectangular tank. The irregular motion on roll, sway, and heave was 
generated by JONSWAP spectrum without applying RAO in order to examine the pressure impact responses of irregular motions 
in various number of time series. In the series of irregular motions,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such as 1/3 and 1/10 of peak 
distribution were analyzed to see the convergence as the number of time series increases. Furthermore, the spectrum area of 
sloshing impact pressure for each case is evalua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will b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1.Introduction

As natural gas consumption is increased, the size of the 

LNGC gets larger and sloshing problem becomes a critical 

factor that has to be carefully considered in the design stage. 

Experimental investigation is required to examine sloshing load 

effects. Practically, sloshing experiment is conducted with the 

scale downed model in corresponding experimental duration 

time under each sea state (BV, 2011). There is no definition 

of total number of runs to get the convergence achieved. In 

this research, an effort is made to examine the convergence 

of test results as the number of runs increased. JONSWAP 

spectrum is used to generate roll, sway, and heave motion 

without applying RAO to examine the pressure impact 

responses of irregular motions in various number of time 

series. Two kinds of time series were generated. The first 

time series is just duplicate of the same time series. Another 

one is combination of different 6 time series generated from 

the same spectrum.  It was shown that, as the number of 

runs increases, the convergence in peak impact pressure was 

achieved.

2. Experiment

2.1 Experimetal set-up

 The sloshing test facility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can be 

performed in 6-degree of freedom motion. The facility has 

three main operating parts, machinery, motion control unit, 

DAQ system. The machinery is consisted of an actuator body, 

actuator/bracket joints, upper and lower frame, and AC servo 

motor and driver. The actuator is an electric actuator. The 

motion control unit employs DSP algorithm to control the 

servo motor. Safety recovery function in the motion control 

unit enables to detect any unusual operation of the machine 

to stop the system in the case of malfunctioning. The 

maximum capacity is 4 tons. The overall view of the facility  

is shown in Fig. 1. The length, breadth, and height of the 

model tank made of plexi-glass are 118mm, 946mm, and 

670mm, respectively. The dimension of the model is also 

shown in Fig. 2. The 36 pressure sensors were installed for 

two dimensional model. The specific locations of the sensors 

are shown in Fig 3. The pressure sensors which are 

piezoelectric type are made by Kistler. The diameter of the 

sensors is 5.5mm. The sampling frequency in this experiment 

was 20 kHz. The National Instruments PXI-4472B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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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View of Measurement system

Fig. 3 Location of pressure sensors

for data acquisition. The NI PXI-4472B provides 8-channel 

dynamic signal acquisition for the high-accuracy 

frequency-domain measurements. The eight input channels of 

the NI PXI-4472B simultaneously digitize input signals over a 

bandwidth from DC to 45 kHz.

2.2 Test Cases

On the purpose of convergence test on this research, Motion 

time series is attempted to be generated by a spectrum 

without applying RAO. JONSWAP spectrum in circular 

frequency (Kim, 2008) can be expressed by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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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exp



  
 




(1)

where  is 0.07 for ≤  , 0.09 for    ,and 

  
 

The motion time series are generated with a significant wave 

height, Hs with 15m. peak period and the parameter  were 

1.1 sec, and 3.3, respectively. In order to create different 

time series with the same spectrum, the random number sets 

were applied for each motion mode. Case R1 represent 

repeated tests with equivalent motion time series and case R2

   

Fig. 2 Schematic View and image of test model

Table 1 Test case for experiment

R1 R2

C1 T1+T1 T1+T2

C2 T1+T1+T1 T1+T2+T3

: : :

C5 T1+T1+…+T1 
  



 

are tests with different time series which applied different 

random number sets with the same spectrum of R1 case. For 

case R1, the same time series for each case is applied. For 

case R2, different random number sets were applied to 

generate the time series for the cases (T1, T2, …, T6). Each 

case used different time series. The test case for experiment 

is shown in Table 1.

3. Results and Discussions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which are 1/3 and 1/10 

maximum pressure were analyzed  in different locations of 

pressure sensors and test cases (R1 and R2). The results of 

the case R1 tend to converge quicker than the results of the 

case R2 (Fig. 4, 5, and 6) as can be expected. The pressure 

in case R1 seems to have small variation as the number of 

runs increases compared to the case R2. In Fig. 7, the 1/3 

and 1/10 maximum pressure on row1 are noticeably 

converged. As presented in Fig. 7, 8 and 9, the variation is 

larger from C1 to C3 when the sensors are located close to 

the wall. In the case of R2, it is shown that the 1/3 and 1/10 

maximum pressure converge from C3 to C5. Since the 1/10 

maximum pressure in Case R2 are varied more than 1/3 

maximum pressure, 1/10 maximum pressure in sensors are 

presented on row 1, 3, and 5 in Fig. 10, 11, an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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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3 and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1 ro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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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3 and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1 ro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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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1/3 and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2 ro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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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3 and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1 ro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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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1/3 and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2 ro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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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1/3 and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2 ro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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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2 ro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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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2 row5

4. Conclusions  

 In this research, convergence test is performed with two 

dimensional sloshing tank. In order to examine convergence 

test, the JONSWAP spectrum is used for motion time series. 

Both results by using the duplicate of time series and 

different time series showed pressure convergence as the 

number of runs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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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1/10 maximum pressure for Case R2 row3

While the variation of 1/3 and 1/10 maximum pressure with the 

same motion time series was small, that with different motion 

time series was noticeably large. The pressure variation 

became smaller as the distance from the wall was increased. 

These would show that careful approach would be required 

when we perform the slosh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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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용 SPAR 구조물의 운동감쇠장치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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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fshore wind turbine system is studied in this paper. The paper is dealing with the base structure for wind turbine which is
operated in the relatively deep sea. The SPAR structure was selected as a base 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 system and several damping
devices for reduction of motion. Three types of damping devices are presented which are air chamber type, underwater tube type and punched
bottom fin type. All types of damping devices for SPAR structure are examined its performance by means of model experiment.

1. 서    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

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한 분야인 풍력발전은 오랜 연구의 결과

로 최근 성공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육상 풍력

발전에 국한 되어 있다. 육상 풍력발전은 미관, 소음 등의 환경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고르지 못한 풍질로 인한 가동률 저

하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육상 풍력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심 50m 이상의 대수심 해상풍력발전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대수심 해상풍력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대수심 조건에서 경제성이 높은 부유식 해상기초구조물의 

설계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상풍력발전에 사용되

는 해상기초구조물은 파랑에 의한 운동 변위를 최소화하여 발전

시스템의 운용 성능을 보장하고 구조 안정성을 확보해애 한다.

선진국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용 해상지지구조물로 원유 생산 

분야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이 입증된 SPAR, TLP, Semi-

submersible 등의 해양구조물들을 파랑에 의한 운동 변위가 최

소가 되도록 설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박전용 해상지지구조물로 SPAR 구조

물에 관심을 두고 파랑에 의한 운동 변위 감소를 유도하는 풍력

발전용 SPAR 구조물의 운동감쇠장치를 다수 고안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고안된 감쇠장치가 SPAR 구조물의 heave 운동,

pitch 운동과 yaw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시험을 통해 고찰

하고자 한다.

2. SPAR 구조물용 감쇠장치

2.1 감쇠장치 종류 및 기대효과 

해상풍력발전용 SPAR형 해상지지구조물의 운동감쇠장치로 

Fig. 1에 도시한 세 가지 개념의 감쇠장치가 고안되었다.

Type I의 감쇠장치는 공기실(air chamber)형 운동감쇠장치로 

SPAR 구조물의 수선면 주위에 공기배출용 홀(hole)을 갖는 

OWC (oscillating water coulmn)를 배치하여 SPAR 구조물의 

heave 운동과 pitch 운동을 감쇠시키도록 구성하였다.

Fig. 1 SPAR structure and the concept of damping devices

Type II의 감쇠장치는 수중관로(underwater water)형 운동감

쇠장치로 SPAR 구조물의 최하부에 물이 지날 수 있는 다수의 

관로를 설치하여 SPAR 구조물의 heave 및 pitch 운동을 저감시

키도록 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Type III의 감쇠장치는 바닥고정 타공판(punched bottom fin)

형 운동감쇠장치로 SPAR 구조물의 하부에 heave 운동 저감을 

위한 수평방향 원형 타공판과 pitch 및 yaw 운동 저감을 위한 

수직방향 삼각형 타공판을 설치한 감쇠장치이다.

3. 감쇠장치 성능평가 모형시험

3.1 모형 및 환경 조건

해상풍력용 SPAR 지지구조물의 운동감쇠장치 성능평가 모형

시험은 한국해양과학시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

공학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수조의 크기와 파랑 생성 능력, 모형 

조정성 등을 고려하여 1/45의 모형비를 선정하여 모형을 제작

하였다. 모형시험에 사용된 SPAR 구조물은 Stat oil 社의 

Hywind OC3이며 그 주요 제원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제작된 해상풍력용 SPAR구조물 모형과 그에 설치되는 운동

감쇠장치 모형들을 Fig. 2에 나타내었다.

3.2 모형시험 및 결과

모형시험은 각각 감쇠장치를 장착한 SPAR 구조물 모형에 대

한 백색잡음파(white noise wave)와 규치파(regular wave)를 사

용한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 모형시험과 해상풍력 

Table 1 Specifications of target SPAR structure, Hywind OC3

Item Value Unit

Mass 8,276,040 kg

Draft 120 m

CM Location from SWL -80.97 m

Ixx w.r.t total CM 1.90E+10 kg·m2

Iyy w.r.t total CM 1.90E+10 kg·m2

Izz w.r.t total CM 1.64E+08 kg·m2

GML 18.91 m

Aw 32.81 m2

Tn(heave) 0.2 rad/s

Tn(pitch) 0.22 rad/s

Fig. 2 SPAR model and damping device models in 1/45 scale

운영(operation) 조건과 운영한계(operation limit) 조건에 대한 

불규칙 파랑 응답 모형시험으로 구성되었다. 모형시험에서 재현

된 파랑조건을 Table 2에 정리하였고 교정(calibration)된 파랑의 

스펙트럼(spectrum) 특성인  PSD(power spectral density)를 그

림 3에 표시하였다.

Table 2 Environmental condition of Experiment

ID Type Hs [m] Tp [sec] 비고

white 2m white noise wave 2 6 ~ 31.5

white 3m white noise wave 2 6 ~ 31.5

operation irregular wave 2.4 10 ITTC

operation
limit

irregular wave 5 12
JONSWAP

(γ = 3.3)

(a) spectrum of white noise wave

(b) spectrum of operation limit and operation condition’s wave

Fig. 3 Wave spectrums; white noise band: 6s ~ 31.5s, operation:

ITTC, H = 2.4m, Tp = 10s, operation limit; JONSWAP,

H = 5.0m, Tp = 12s, γ = 3.3

4. 결과 분석

4.1 RAO 분석

해상풍력용 SPAR 지지구조물의 RAO 모형시험 결과를 Fig. 4

에 도시하였으며, 이때 SPAR 구조물 운동의 PSD를 Fig. 5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점선은 감쇠장치를 갖지 않는 SPAR 구조물

의 응답이고, 일점쇄선과 이점쇄선은 각각 공기실형 운동 감쇠

장치와 수중관로형 운동감쇠장치를 갖는 SPAR 구조물의 RAO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선은 바닥고정 타공판형 

운동감쇠장치를 갖는 SPAR 구조물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백색잡음파를 이용하여 획득한 RAO를 살펴보자. 구해

진 RAO는 전반적인 주파수 영역에서 규칙파를 이용하여 획득

한 RAO와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heave의 공진 주파

수는 0.2 rad/s 이하, pitch의 공진 주파수는 0.2 rad/s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원래의 공진주파수가 저주파수 쪽으로 옮겨진 

형태이다. 반면에 PSD에서는 heave 공진 주파수(0.2 rad/s)와 

pitch 공진 주파수(0.22rad/s)가 원래의 공진 주파수에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RAO가 운동의 PSD를 파랑의 PSD를 나누어 얻

어지기 때문으로, heave와 pitch의 공진주파수에서 파랑에너지

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Yaw는 pitch와 연성효 

(a) RAOs of Heave motion

(b) RAOs of Pitch motion

(c) RAOs of Yaw motion

Fig. 4 RAOs in heave, pitch and yaw motion mode; spar: spar

only condition, airChamber: spar with air chamber

condition, waterTube: spar with underwater tube

condition, bottomFin: spar with punched bottom fin

condition

과를 가지므로 공진주파수를 공유하고 있으며, 계류 시스템에 의

해 두 번째 공진 주파수를 갖는다. 따라서 계류시스템의 변형에 

따라 두 번째 공진 주파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파랑에너지가 

튼 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운동감쇠장치는 heave와 pitch 운동에서 좋은 감쇠성능

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닥고정 타공판형의 감쇠장치는 heave

응답에서 큰 감쇠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yaw 응답에서 계류시

스템의 영향을 상당히 저감시켰으나 pitch와의 연성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공진 점인 0.2rad/s에서의 응답은 저감시키지 못하였

다. 수중관로형 운동감쇠장치가 pitch에서 좋은 감쇠성능을 보

이고 있으며, 공기실형 운동감쇠장치가 yaw에서 좋은 감쇠성능

을 보이고 있다.

(a) PSD of Heave motion in white noise wave

(b) PSD of Pitch motion in white noise wave

(c) PSD of Yaw motion in white noise wave

Fig. 5 PSD of heave, pitch and yaw motion mode in white

noise wave; spar: spar only condition, airChamber: spar

with air chamber condition, waterTube: spar with

underwater tube condition, bottomFin: spar with

punched bottom fin condition



4.2 불규칙파랑 중 응답 

운영한계 불규칙파랑 조건에서의 운동응답을 PSD로 표현하

여 Fig. 6에 도시하였다. 운영 조건과 운영한계 조건에서의 최대 

응답을 MDA(maximum double amplitude)로 표현하여 Table 3

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운영 조건에 대하여 운영한계 조건에

서의 감죄장치를 갖지 않는 SPAR 구조물의 heave, pitch, yaw

운동은 각각 약 11.8배, 2.6배, 3.8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와는 비교하여 바닥고정 타공판형 감쇠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각 3배, 2.8배, 1.9배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실형 감

쇠장치의 경우 heave 운동이 23.7배 증가하였다. 또한 바닥고정 

타공판형의 감쇠장치의 경우 감쇠장치를 갖지 않는 SPAR 지지

구조물에 대하여 운영 조건(H = 2.4m, Tp = 10s)에서는 heave와 

yaw 운동이 각각 77%, 64%까지 저감되었으며, 운영한계 조건

(H = 5.0m, Tp = 12s)에서는 각각 10%, 25%까지 저감되었다.

Table 3 Maximum double amplitude in operation condition

Motion Unit
Type-

0 I II III

heave m 0.666 0.328 0.566 0.254

pitch deg. 1.168 1.161 0.632 1.167

yaw deg 3.456 1.296 0.376 0.838

Table 4 Maximum double amplitude in operation limit
condition

Motion Unit
Type-

0 I II III

heave m 7.875 7.767 7.751 0.782

pitch deg. 3.060 2.379 1.783 3.327

yaw deg 12.331 6.523 1.532 1.662

5. 결론

해상풍력용 SPAR 지지구조물에 적용가능한 다수의 운동감쇠

장치를 본 연구를 통해 고안하였다. 고안된 운도동감쇠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해 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모형시험을 통해 운동

감쇠장치가 적절히 설계될 경우 상당한 운동 저감 효과가 나타

남을 보였다. 특히 바닥고정 타공판형의 감쇠장치의 경우 감쇠

장치를 갖지 않는 SPAR 지지구조물에 대하여 운영 조건(H =

2.4m, Tp = 10s)에서는 heave와 yaw 운동이 각각 77%, 64%까지 

저감되었으며, 운영한계 조건(H = 5.0m, Tp = 12s)에서는 각각 

10%, 25%까지 저감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안된 SPAR 구조

물 운동 강쇠 장치가 안정적인 감쇠성능을 보임을 모형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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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SD of Heave motion

(b) PSD of Pitch motion

(c) PSD of Yaw motion
Fig. 6 PSD in heave, pitch and yaw motion mode in operation

limit wav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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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 연성 효과를 고려한 Float-over 수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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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 of the Float-over Installation
considering the Multi-body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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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loat-over installation Float-over 설치, Hydrodynamic Interaction 유체동역학적 간섭, Multi-body Interaction 다물체 연
성, Docking operation 접안, Added Mass 부가 질량, Mean Drift Force 표류력, Fender 방현재, Leg Mating Unit 기둥 연결 유닛

ABSTRACT: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oat-over installation, the hydrodynamic interaction between multi-body is inevitable. The
potential flow is introduced to investigate the hydrodynamic interaction between multi-body. The effects of existence of the multi-body
interaction, the docking distance and the artificial damping are investigated within the frequency domain approach. And also to see the effect of
the fender and leg mating unit(LMU) on the interaction, the simplified modeling of them are introduced and these simulation are conducted in
time domain.

1. 서    론

해양플랜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설치 해역의 수심이 깊어지

고 육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부 구조물의 중량 또

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4000톤 이상의 구조물

의 경우 한 번에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된 구조물을 해상에

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러 개의 

Lifting system이 필요하게 되며 해상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긴 

설치 시간 및 추가적인 검사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해상에

서 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성 및 효율성이 낮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Float-over 설치 공법이 제안되었다.

Float-over 설치공법이란 육상에서 건조된 완전한 상부구조물을 

별도의 Lift Vessel 없이 해상에 설치하는 공법을 일컫는다. 이 

설치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해상크레인의 용량을 넘어서는 하나

의 상부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짧은 설치 시간 덕분에 

해상 작업의 작업 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중량의 상부구조물로 인해 설치 시 큰 충격 하중이 발생하는

데 이를 위해 별도의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상부구

조물 설치를 위해 설치바아지가 하부구조물에 이접안을 하게 되

는데 이 때 유체동역학적 연성이 발생하게 된다. Float-over 설

치공법은 주로 고정식 하부구조물에 적용되어 왔으며 최초의 설

치는 1983년에 고정식 Jacket에 적용되었다. 최근 들어 Spar 또

는 Semi 구조물과 같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도 적용되었으며 

2008년에 부유식 하부구조물에 적용된 적이 있다 (O'Neill, 2000,

and U, Kulkarni and P. Jain 2013).

본 연구에서는 Float-over 설치 공법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설치바아지와 하부구조물간의 유체동역학적 연성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주파수영역 해석을 도입하여 그 특성에 대해 

논의한 후 시간영역 해석에서 Fender 및 Leg Mating Unit

(LMU) 모델링을 도입하여 연성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Float-over 설치 절차

일반적인 Float-over 설치에 관한 절차를 Fig. 1에 도시하였다 

(Wang et al., 2001). Load-out이란 상부 구조물을 육상의 제작 

장소에서 설치바아지로 옮기는 단계이다. 옮겨진 상부구조물을 

설치바아지에 고정한 후 제작 장소에서 설치 해역으로 이송하는 

단계를 Transportation이라 하며 설치 해역에 도착한 후 설치하

기에 앞서 계류시스템, Fender, 윈치, 환경 및 운동 계측시스템 

등을 준비하는 단계를 Pre-floatover preparation이라 일컫는다.

모든 준비 및 검사 완료된 후 상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바아지가 

하부구조물에 접안 하는 것을 Docking operation이라 한다. 접

안이 완료된 후 상부 구조물을 이송선의 하강 또는 기계적 장치

를 이용하여 하부구조물과 연결하는 작업을 Mating operation

이라 하며 충격력 흡수를 위해 LMU라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

다. 상부구조물과 바아지의 분리과정을 Separation이라 하며 이 

때 상부구조물과 바아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Rapid Ballasting

System이나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 후 설치 바아지가 설치

된 구조물로부터 이안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Separation &

Undocking 이라 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Items T-barge Semi-sub. Topside

Weight (Ton) 57,000 196,377 42,000

L,B,D (m) 200,96,10 110,110,46 -

Draft (m) 8.5 40 -

kxx,kyy,kzz (m) 25,56,56 48.8,48.8,55 -

KG (m) (from keel) (-28,0,2.8) (0,0,12.3) (0,0,0)

Fig. 1 General stage of the float-over installation

3. 유체동역학적 연성효과

Float-over 설치 시 설치바아지가 구조물에 이접안을 하는데 

이 때 각각의 부유체가 유체 동역학적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부유체간의 연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포텐셜이론을 도입하였다.

3.1 Hydrodynamic Model

일반적으로 Float-over Installation은 고정된 하부구조물에 

상부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부유식 해상구

조물에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U, Kulkarni and P.

Jai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T 형상

을 가진 Float-over 설치 전용선을 선정하였으며 사용된 모델

은 앞선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정종진 등,

2013). T형 바아지와 부유식 하부 구조물 및 상부구조물에 대

한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에 대한 형상을 Fig. 2

에 도시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Model

(a) T-barge (b) Semi-Submersible

Fig. 2 Drawing of the Submerged Shape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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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Heave Added Mass (Single vs. Multi)

3.2 Hydrodynamic Interaction

부유체간의 상호 연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체동역학

적 계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무차원화된 상하동요 부가

질량을 Fig. 3에 도시하였다.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상하

동요 부가질량의 경우 두 부유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T형 바아지의 선저면과 Semi-submersible의 

Pontoon의 상호작용으로써 상하 동요시 상대 부유체의 존재로 

인해 더욱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3에

서 ≃근처에서 T형 바아지의 상하 동요 부가질량

에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두 부유체간의 자유수면의 

공진에 의해 기인한 것이며 이 때 부유체 주변의 파계를 Fig.

4에 도시하였다. 도시된 그림에서 T형 바아지와 

Semi-submersible의 도입부 부근에서 파계의 공진현상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사파가 0°로 입사할 때 상

하동요 운동응답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유체간의 상호 연성 효과가 운동 응답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Wave Resonance between Two bo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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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Heave RAO (Single vs. Multi, Incident

Angle : 0°)



Fig. 6 Schematic View of Arrangement

Float-over 설치에서 설치선이 하부 구조물에 이접안을 하는

데 이 때 부유체간의 유체동역학적 간섭에 의한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접안거리를 달리하여 동유체력계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접안거리는 Fig. 6에 나타나있다.

Fig. 7에 접안 거리에 따른 무차원화된 상하 동요 부가질량을 

도시하였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부유체가 근접할수

록 상하 동요 부가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접안 거리에 따른 상하 동요 운

동 응답을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접안 거리가 작을수록 부유

체간의 상호 간섭이 운동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loat-over 설치 해석 시 파의 표류력은 중요한 관심 대상이

다. 표류력은 접안이 완료된 후 상부구조물을 설치할 때 구조

물간의 정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Fender 및 계류시스템

의 설계에 필요하다. 이러한 표류력의 경우 파에 기인하는 힘

의 성분 중 고차 성분에 해당하며 저차 해의 정밀도에 큰 영

향을 받는다. 특히 다물체 유체동역학 문제의 해는 부유체간의 

간섭으로 인해 공진을 가지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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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eave Added Mass with Various Dock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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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eave Motion RAO with Various Dock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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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urge Mean Drift Force (Incident Angle : 180°)

이러한 공진은 특정 주파수에 부근에서 과장된 값을 주게 

되고 고차 성분인 파 표류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진 현상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감쇠를 가하

는 방법들이 많은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되었다. Chen은 자유

수면 표면에 감쇠 영역을 도입하였으며 Zalar 등은 물체 표면

에 감쇠를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hen, 2004 and Zalar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Zalar의 방법을 고려하여 부유체 

표면에 인위적인 감쇠를 고려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때 

물체 표면 경계조건은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




  (1)

인위적인 감쇠가 파의 표류력에 미치는 영향을 Fig. 9에 나타

내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유체간의 상호 간섭이 

존재할 때 파 표류력의 경향이 파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는 현

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위적인 감쇠가 없을 때 표류력이 

특정 주파수 근처에서 급격하게 값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입된 인위적인 감쇠값이 증가함에 

따라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간 영역 해석

Float-over 설치의 경우 하부구조물, 상부구조물, 그리고 설치

바아지간의 연성 효과가 존재하며 이 때 각 구조물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Fender, Leg Mating Unit 등 추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장치들은 비선형성을 지니며 각 물

체 간 운동간 작용 및 반작용을 담당한다. 이러한 장치들을 고

려하기 위해서는 시간영역해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Cummin's method가 적용되었다 (Cummin, 1962). Fender의 경

우 설치 바아지와 하부 구조물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Fender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

한 1축 용수철 모형을 도입하였다. 각각의 Fender가 위치한 곳

은 Fig.6 에 도시하였다. 시간 영역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시계열

로 종방향 및 상하동요 운동응답을 Figs. 10~11에 나타내었다.

나타난 그래프에서 Fender는 주로 종방향의 운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하 동요 운동에는 영향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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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Surge RAO (Incident Angl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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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Heave RAO (Incident Angle : 0°)

유체동역학적 간섭이 LMU에 작용하는 충격력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z-방향의 압축만을 가지는 3자유도 용수철 모

델을 각각의 기둥에 적용하였다. 0%의 밸러스트 상태에서 입사

각 180° 그리고 파고 1.0m를 가지는 정현파를 다양한 파주파수 

조건에 대하여 수치 모사하였다. 계산된 시계열로부터 LMU에 

작용하는 충격응답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Fig. 12에 도시하

였으며 유체동역학적 간섭이 충격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5. 결    론

Float-over 설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인 유체

동역학적 간섭 효과를 확인하고자 주파수 영역해법을 도입하였

다. 접안 거리에 따른 상하 동요 부가질량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접안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상하 동요 부가질량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설치선의 선저와 Semi-Submersible

의 Pontoon간의 상호 간섭으로 상하 동요시 상대 부유체의 존

재에 의해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각각

의 부유체에 작용하는 파의 표류력이 상호 연성 효과에 대해 민

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위적인 감쇠가 파의 표류

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약간의 감쇠가 파의 표류력의 

공진이 발생하는 주파수 부근의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다.

시간영역해석에서는 Fender 및 LMU의 연성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먼저 Fender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바아지와 하

부 구조물간에 1축 용수철 모델을 도입하였다. 얻어진 시계열로

부터 종방향 및 상하 동요 운동응답을 얻을 수 있었으며 Fender

는 주로 종방향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MU 수치 모사를 위해 3자유도 용수철 모델이 도입되었으며 

유체동역학적 간섭 효과가 충격력 응답을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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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mpact Forc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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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하중을 고려한 바지선의 예인 안정성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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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tudy on Towing Stability of a Barge
Considering Wind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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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owing stability 예인 안정성, Barge 바지선, Wind Force 풍하중, Towline 예인줄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study on towing characteristics of a barge under the various wind conditions. Firstly, stability
criteria including wind force are derived based on the linear motion equations of a towed vessel. The effect of wind force on towing stability
was investigated using stability criteria. Next, towing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by using nonlinear time-domain simulation method. In this
case, towline is modelled as simple spring-damper and wind force is computed using wind coefficient from CFD calculations. Simulations were
made for a barge under the constant towing speed and constant wind conditions. The effect of wind direction on slewing motion were also
observed. In addition, a series of numerical simulations using variable wind speeds were performed.

1. 서    론

해상에서의 예인 작업(towing operation) 시 부선(towed ship)

거동특성은 부선의 수면하부 형상, 스케그의 유무, 예인속도, 예

인줄 제원 등의 예인 조건과 파도, 바람 등의 환경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송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선행 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예인 조건을 설계해야하며 적

절한 환경 조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잘못 설계된 예인작업은 

부선의 과도한 평면 운동을 야기하여 해상에서의 충돌사고로 이

어질 수 있으며, 예인줄(towline)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거나 

예인선(tug)의 불필요한 추력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

예인 안정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정수 중 예인안정성

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는 Yasukawa

et al.(2006)에 의해 2가지 바지선의 예인안정성에 대한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Hong et al.(2013)은 조종

운동 모델과 Cross-Flow 모델을 이용하여 바지선의 예인안정성

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풍하중을 고려한 

예인안정성 연구로는 Fitriadhy & Yasukawa(2010)가 일정 풍속

에 대해 조종 운동방정식 기반의 수치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하중을 고려한 바지선의 예인안정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부선의 선형 운동 방정식에 

기반 하여 풍하중을 고려한 예인 안정성에 대한 판별식을 유도

하였다. 또한 유동된 판별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풍속조건에서 

안정성 인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비

선형 시간영역 해석을 기반으로 풍하중을 고려한 예인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풍향과 풍속 조건에서의 바지선의 수

평면 거동특성을 검토하여, 풍하중을 고려할 경우 바지선의 예

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수학적 정식화

2.1 운동 방정식

선박의 조종운동방정식에 근간하여 예인 바지선(부선)의 거동

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식(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2)





 (3)

여기서 과 는 예인 바지선의 질량 및 선수동요 관성 모멘

트이다.   는 각각 전후, 좌우, 선수동요 방향의 부가질

량 계수이며,   는 선박의 전후속도, 좌우속도, 선수각 운동

을 나타내며, 윗첨자 점은 시간미분을 의미한다. 
,


 ,

는 예인줄의 장력에 의해 선체에 작용하는 분력

들을 의미한다. 
,

,
는 풍하중에 의해 선체에 작

용하는 분력들을 의미하며, 풍하중에 대한 수치 모델은 다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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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FD calculations

(b) Wind coefficients from CFD

에 제시하였다. 
,

,
는 풍하중을 제외한 선체에 작

용하는 유체하중이고, 식(4)~(6)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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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는 유체 밀도이고, 과 는 각각 선체의 길이와 흘

수에 해당한다. 는 선박의 속도이며, ′는 무차원

화된 선수 각속도(′  )이다. 는 표류각(drift

angle)이며,   tan으로 계산될 수 있다. 
′ , ′ ,


′ , ′ 등은 유체력 미계수들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Yasukawa et al.(2006)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및 프로펠러에 대한 모델링은 고려하지 않았다. 예인줄은 단순 

스프링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하였으며, 스프링 상수와 감쇠 계

수는 각각 1000 kN/m와 200 kN․s/m의 값을 이용하였다.

대상 운송 바지선으로는  Hong et al.(2013)에 의해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 연구가 수행된 현대중공업의 Maritime swift barge

선을 고려하였으며, 그 형상은 Fig. 1에 보인바와 같다. 바지선 

갑판 위에는 해저생산플랜트 장비들이 운반되는 상황이 고려되

었으며, 대상 바지선의 유체력 미계수들은 Hong et al.(2013)에 

의해 모형시험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Fig. 1 Transportation barge

2.2 풍하중

풍하중은 통상적으로 풍향과 풍속의 함수이며, 풍력 계수

(Wind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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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공기의 밀도이며, 와 은 각각 부선의 정면 

투영면적과 측면 투영면적이다. ,  , 는 풍향의 함수

로 표현되는 무차원화된 조류력 계수이다. 과 은 각각 

상대 풍향(relative wind direction)과 상대 풍속(relative wind

velocity)이며, 지구고정좌표계에서의 풍향()과 풍속()이 

정해지면 식 (10)~(13)과 같이 정의된다.

  


 (10)

  tan  (11)

 
cos (12)

 
sin (13)

Fig. 2는 박연석 외(2012)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통해 계산된 바지선 주위의 유동장과 풍력계

수를 보여주고 있다. 상부 구조물들이 갑판 위에 X와 Y축에 대

해 비대칭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계수도 180도를 기

준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2 Wind coefficients of the barge

3. 선형 예인 안정성 해석

3.1 선형 안정성 판별식



일정한 속도로 진행선을 따라 바지선이 예인되는 경우

(    ), 식 (4)~(6)의 운동방정식은 식(14)와 (15)과 같이 

선형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14)

 (15)

상기의 선형화된 운동방정식으로부터 특성방정식

(Characteristic equation)이 유도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최

종 예인 안정성 조건을 식(16)과 (17)와 같이 도출 될 수 있다.

(Abkowitz(1972), Bernitsas and Kekerdis(1985)) 여기서 식(16)

은 예인점의 위치가 횡방향 압력중심점 보다 앞쪽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며, 식 (17)은 안정적인 예인을 위한 최소 장

력을 지시해준다.




  (16)

≈
 min (17)

상기의 선형 안정성 판별식은 풍하중을 고려할 경우 식(18)

과 (19)와 같이 바뀌게 된다.







 (18)

≈


min (19)

이 때 
와 

는 테일러 전개(Taylor expansion)를 이

용하면, 식 (8)과 (9)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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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정성 영역

대상 운송 바지선에 대해 예인 안정성 판별 인자, 즉 측면력

과 모멘트의 비()와 예인줄 장력(


)의 값

이 풍하중이 고려된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Fig. 3에 도

시하였다. 첫 번째 인자()의 경우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풍하중에 의

해서 측면력과 모멘트의 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반면, 예인줄 장력에 대응되는 두 번째 인자(


)

는 풍하중에 따라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지선 정면

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 30m/s의 풍속조건에서 약 50%가량

의 예인줄 장력이 증가될 수 있음을 있으며, 이는 풍하중이 예

인안정성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됨을 지시해준다. 반면 

바지선 후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에는 예인줄 장력이 감소

하기 때문에 예인 시 수평면 거동 특성이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a) Stability index 1

(b) Stability index 2

Fig. 3 Stability index for the present barge w/o skeg

4. 시간영역 수치해석 결과

풍하중 상태에서의 바지선의 예인 거동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비선형 시간영역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 변수로써 풍향과 풍속을 고려하였으

며, 풍하중이 바지선의 예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

다.

4.1 풍향에 따른 영향

예인 작업 시 바람은 모든 방향에서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풍향을 고려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다양한 풍향 조건에서의 바지선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이 불지 않은 조건(Fig. 4(a))에서는 바지선이 중앙 진행선

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Slewing 운동을 하고 있다. 반면, 정면에

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Fig. 4(b))에는 Slewing 운동 주기는

짧아지며, 좌우 운동의 진폭도 다소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람에 의해 예인줄의 장력이 증가하고, 예인줄에 의한

복원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측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

에는 바지선이 중앙 진행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거동 특성

을 보이게 된다. 특히 풍향이 90도 조건(Fig. 4(d))에서는 선수

각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보다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바람에 의한

음의 모멘트 성분이 바지선의 선수각 변화를 도와주었기 때문

이다. 바지선 후면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즉 풍향이 0도인 조

건에서는(Fig. 4(f)) 예인줄의 장력이 감소하면서 slewing 운동주

기가 다소 증가하고, 그로인해 수평면 운동의 진폭도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a) No wind

(b)   deg

(c)   deg

(d)   deg

(e)   deg

(f)   deg
Fig. 4 Trajectories of the barge with different wind directions

4.2 풍속에 따른 영향 

풍속에 따른 바지선의 예인시 거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풍속을 증가시켜 가며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정면(180 deg.)과 후면(0 deg.)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의 바지선

의 좌우운동 시계열을 4가지 풍속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바지

선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는 앞서의 관찰과 동일하게 

풍속이 증가할수록 예인줄의 장력이 증가하여 slewing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좌우운동 진폭도 

바람이 없을 경우에는 바지선 폭 대비 약 2.7배이였는데 반해,

풍속 30m/s조건에서는 약 1.8배로 줄어들었다. 바지선 후면에

서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는 반대로 예인줄 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slewing 주기는 길어지고 좌우운동 진폭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a)    deg

(b)    deg
Fig. 5 Sway motion of the barge under the head and following

wind conditions

(a)    deg

(b)   deg
Fig. 6 Trajectories of the barge under the beam wind conditions

Fig. 6은 측면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의 좌우운동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90도의 풍향 조건에서는 풍속이 증가할수록 바

지선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위치에서 평형점을 



찾아감을 알 수 있다. 또한 270도 풍향 조건에서는 반대로 바

지선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치우쳐진 위치에서 평형점을 찾아

간다. 이러한 경향은 갑판 위 구조물들이 선미쪽에 치우쳐 있

기 때문에, 풍력에 의한 모멘트와 예인줄에 의한 복원 모멘트

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풍하중을 고려하여 바지선의 예인 안정성 특성

에 관하여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부선의 선형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풍하중을 고려한 예인 안정성 판별식을 유도하

였으며, 예인 안정성 인자들이 풍속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선형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풍향과 풍속 조건에서 예인 시 거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실 해상상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바람 스펙트럼 및 

Gust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치해석 기법의 확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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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유도 모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하중 변화에 대한 연구

리 마이클 명섭*, 정철*, 진기철*

*(주)싸이트로닉

Study of Weight variation in Loadcell sensor According to 6 Degree
of Freedom Using Motion Simulator

Michael Lee*, Chul Chung* and Ki-chul Jin*

*IT Convergence Laboratory, CyTroniQ, Cheon-an, Korea

KEY WORDS: Motion simulator of 6 degree of freedom 6자유도 모션 시뮬레이터, Weight loadcell 하중 로드셀, Bulk transfer 분체 
이송, Model test 모형시험,

ABSTRACT: An experimental method to investigate loadcell dead weight variation in offshore environmental condition (the 6 degree of

freedom characteristics) is established. It is shown that read value of loadcell at the same weight depends on 6 degree of freedom motion

variation. Especially, the readout value of loadcell is dominant of heave motion. We will study the error compensation of bulk transfer flow

rate using loadcell at offshore condition, and overcome the measurement error through further experiment.

1. 서    론

Drillship 및 Drill Rig 시추 시스템에 사용되는 분체 시스템은 

공압을 이용하여 수송이 이루어 진다. 이때 storage tank에서 

surge tank로 정확한 수송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송률 산정에 사용하는 flow meter는 육상조건

하에서 기체(가스), 스팀, 유체(물, 슬러리)등에 대한 응용분야로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분체의 경우는 산업계에서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어, 분체 방식의 flow meter에 대한 검,교정 시

험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분체 수송률 

측정에는 로드셀을 이용하여  수송률 산정이 필요하며, 추가연

구를 진행하여 드릴용 분체에 대한 수송률 측정할 수 있는 flow

meter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분체 수송에 대한 특성은 아직까지 대외

적으로 성능에 대한 논문 및 해당 자료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

다.

본 논문에서는 육상조건이 아닌 해상조건에서 일어나는 6자

유도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로드셀의 하중이력의 변화를 살펴보

았고, 이에 대한 운동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션 

센서를 연동하여 측정하였다.

2. Drillship의 Bulk와 Mud 이해

2.1 Bulk의 시스템에 대한 구성 

Drilling fluid로 사용되는 머드(mud)는 분말 상태의 

벌크(bulk)는 주로 Barite, Bentonite, cement 와 물, 기

타 화학물을 첨가하여 만들고, 만들어진 머드는 머드순

환시스템을 따라 시추공(drilling well)로 주입, 회수된

다. 그림 1은 머드의 생성, 순환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이

다.

Fig. 1 Blockdiagram of bulk and mud handling system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머드를 만들기 위해 머드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인 Barite,

Bentonite, Cement는 시추선의 loading station을 통해 bulk

storage tank로 이송/저장되며, 저장된 벌크는 필요에 따라 

bulk surge tank로 이송되고, surge tank 하부에 있는 mixing

hopper에서 물과 혼합되어 기본적인 머드를 만드는데 사용된

다. 현재까지 화학공정 내 공기운송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

으나, 분체 수송은 기체나 액체의 수송에 비하여 안정성 및 효

율이 뒤쳐지는 편이며, 입자를 다루는 공정에서 공정실패의 

50% 이상은 입자수송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Knowlton,

1987). 그러므로 적절한 시스템 설계 및 안정적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운송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수송률 산

정기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ρg = density of material flow, ṁg

= mass flow rate of air,

mg= ρg × A × v (1)

여기서, A는 관의 단면적, v는 평균 속도로 이다. 수송률은

단위 시간당 이송량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측정

을 통하여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단위시간

당 수송률의 측정은 로드셀을 통하여 측정하여 관련 식을 완

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송률에 대한 산정을 위해 로드셀

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수소률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수송률 산정을 위한 로드셀은 6자유도 

모션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3. 6자유도 모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로드셀 시험

Drillship과 같은 해양플랜트는 해상에서 6자유도 운동을 하

게 된다. heave, surge sway의 병진운동과 roll, pitch, yaw의 

회전운동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싸이트로닉사에서 보유

하고 있는 Stewart 형태의 6자유도 모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

여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션에 대해서 수송률 산정을 위

한 분체 이송량을 측정 할 수 있는 로드셀의 반응을 살펴 보

았다. 그림 2는 실험을 위한 구성된 장치를 나타내었다.

Fig. 2 Picture of inertial motion sensor and bending type

loadcell on the 6 degree of freedom simulator

로드셀은 외력에 의해 비례적으로 변하는 탄성체와 이를 전

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주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하중감

지센서(Sensor)로써 현재 전자저울에서 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

자식 계량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분야의 공장제어, 자동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트레인 게이지식 

로드셀의 기술은 핵심소자인 스트레인 게이지의 기술혁신과 

함께 발전했다. 로드셀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한 탄성 소재

로 구성되어 있다. 질량이 가해지면 소재는 탄성 거동을 하고,

스트레인 게이지는 가해진 질량에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저항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로드셀은 하중 변화를 저항의 변화로 

변화 시켜주는 전기적인 장치이다. 로드셀은 4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하고, 4개의 저항을 휘스톤 브릿지 (Wheststone

Bridge)로 방식으로 배선한다. 로드셀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성변형체의 구조이며, 이 구조는 측정하고자 

하는 하중 특성, 용량 그리고 정밀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탄

성변형체는 가해진 하중에 반응하여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균일한 변형률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변형률은 하중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 직선성은 탄성체요소의 형상설계, 재료, 제조공정 등에 의

하여 좌우된다.

탄성체의 형상에는 다음 3가지의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① 굽힘형(Bending Type)

② 인장, 압축형(Direct Stress Type)

③ 전단형(Shear Type).

본 연구에서는 굽힘형 로드셀을 이용하였다. 최대 30kg을 측정

할 수 있는 로드셀을 이용하여 6자유도 모션이 없을 때에 하

중과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측정되는 변형률 기본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하중에 따른 로드셀 출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림 3에서와 같이 하중에 의해 나타나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값

은 선형적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Fig. 3 Result of bending stress in loadcell by dead weight at

static state(X axis: Strain [ue] , Y axis: Dead weight

[gram]



4. 모형시험 결과

해상에서 나타나는 6자유도 모션에 따른 로드셀 하중 변화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무게 3.2kg의 dead weight을 로드셀 

위에 고정시켜 설치하였다. 모션 프로그램 순서는 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의 순서대로 진행 하였으며, 이때 로드셀

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surge, sway, heave는 +/-40mm, roll,

pitch, yaw는 +/-15도의 움직임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램 설정하

였다. 모션센서는 x,y,z 방향의 가속도 및 각속도를 측정하였다.

Fig. 4 Result of bending stress in loadcell by dead weight at

surge motion (X axis: time [ms] , Y axis: Loadcell read

Dead weight value [gram] and Acceleration [m/s2] )

그림 4는 surge 운동시 측정된 같은 방향의 가속도와 로드셀로 읽

혀지는 weight값이다. 여기서 로드셀의 하중 변화는 약 10%의 편

차가 나타났다.

Fig. 5 Result of bending stress in loadcell by dead weight at

sway motion (X axis: time [ms] , Y axis: Y axis: Loadcell read

Dead weight value and Acceleration [m/s2] )

그림 5는 sway 운동시 측정된 같은 방향의 가속도와 로드셀로 읽

혀지는 weight값이다. 여기서 로드셀의 하중 변화는 약 3%의 편

차가 나타났다.

Fig. 6 Result of bending stress in loadcell by dead weight at

heave motion (X axis: time [ms] , Y axis: Loadcell read

Dead weight value [gram] and Acceleration [m/s2] )

그림 6는 heave 운동시 측정된 같은 방향의 가속도와 로드셀로 

읽혀지는 weight값이다. 여기서 로드셀의 하중 변화는 약 20%의 

편차가 나타났다.

Fig. 7 Result of bending stress in loadcell by dead weight at

roll motion (X axis: time [ms] , Y axis: Loadcell read Dead

weight value [gram] and speed of degree [deg/s] )

그림 7는 roll 운동시 측정된 같은 방향의 가속도와 로드셀로 읽

혀지는 weight값이다. 여기서 로드셀의 하중 변화는 약 5%의 편

차가 나타났다.

Fig. 8 Result of bending stress in loadcell by dead weight at

pitch motion (X axis: time [ms] , Y axis: Loadcell read Dead

weight value[gram] and Acceleration [deg/s] )

그림 8는 pitch 운동시 측정된 같은 방향의 가속도와 로드셀로 읽

혀지는 weight값이다. 여기서 로드셀의 하중 변화는 약 15%의 편

차가 나타났다.

Fig. 9 Result of bending stress in loadcell by dead weight at

yaw motion (X axis: time [ms] , Y axis: Loadcell read Dead

weight value [gram] and Acceleration [deg/s] )



그림 9는 yaw 운동시 측정된 같은 방향의 가속도와 로드셀로 읽

혀지는 weight값이다. 여기서 로드셀의 하중 변화는 약 2%의 편

차가 나타났다.

5. 시험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는 6자유도 모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하중을 받고 있는 로드셀이 모션에 의해 나타나는 로드셀 하중

데이터 변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이 시험에서 로드셀의 하중 데이터는 6자유도 운동에 의

해 반응이 나타났으며, 특히 heave운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 하중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상 플

랜트에서의 로드셀은 운동이 없는 구조물이므로, 로드셀을 사용

할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지만, 해상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각 모션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은 heave, pitch, surge,

roll, sway, yaw의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

한 이유로 동일한 무게를 이송한다 하더라도 로드셀에서는 해상

의 운동 특성에 따라서 무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며,

이로 인해 수송률을 산정하는 로드셀의 데이터는 육상과는 다른 

수송률이 나타날 수 있다.

(3) 이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는 본 연구에서 살펴 같이 모션 

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6. 결    론

일반적으로 Flow rate를 측정하는 기기는 밀도값을 사용자가 

입력하여, 시간에 따른 적산값을 통하여 이송량을 측정하게 된

다. 이에 대한 원천적인 측정을 위해서 기본구성은 로드셀을 이

용하여 flow rate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을 파악하기 전에 해상에서 나타나는 6자유도 모션에 의한 로드

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해상플랜트의 6자

유도운동에 의한 공압 이송 특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

으로 진행하여, 6자유도 운동에 의한 공압 이송 특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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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ar and corrosion of the engine parts surrounded with combustion chamber due to using of heavy oil of low quality have
been more serious compared to the other parts of the engine. Therefore, an optimum weldment for these parts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to prolong their lifetime in a economical point of view. In this study, two types of electrodes such as 1.25Cr-0.5Mo and 0.5Mo were
welded with SMAW method in the cast and forged steels respectively which would be generally used with piston crown material. And the
mechanical and corrosion properties of weld metal, heat affected zone and base metal were investigated using electrochemical methods such as
measurement of anodic polarization curves, impedance in 35% H2SO4 solution. The hardness of the base metal indicated a lower value than
those of heat affected zone and weld metal in the case of the cast steel, and its corrosion resistance exhibited a better condition rather than
those of heat affected zone and weld metal. However, in the case of forged steel, the hardness of heated affected zone and weld metal indicated
higher values than that of the base metal, and their corrosion current densities exhibited lower values, that is, indicated better corrosion
resistance than the base metal. Moreover, it seemed that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base metal and heat affected zones is mainly associated
with chemical component of the base metal more than types of electrodes, on the other hand,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weld metal may be
depended on the type of electrode compared to the base metal. As a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the use of 1.25Cr-0.5Mo electrode than 0.5Mo
electrode may be desirable for both corrosion resistance and hardness.

1. 서    론 

1970년대 유류파동 이후 세계적인 유가의 상승으로 

연료비가 앙등함에 따라 C 중유를 사용하는 대형 선박 

디젤기관 연료는 더욱 저질화 되어 연료 자체의 비중

은 물론 불순물의 함량 또한 증가 되었다. 이러한 조건

에서 운전하는 디젤기관은 저질 중유의 사용으로 인한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 크라운의 링 홈의 마멸 증대 

및 중유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바나듐(V)과 유황(S)에 의

한 고온부식과 저온부식 등(전대희, 1985)과 연료 분사 

시 미연소 탄소 입자의 부착 등이 피스톤 크라운과 실

린더 헤드의 폭발면에 소손과 균열 등의 발생을 일으

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린더 헤드, 피스톤 

크라운의 폭발면은 신조선은 물론 운항중인 선박의 경

우에도 덧살붙임 보수용접을 하여 사용함으로써 수명

연장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피스톤 크라운을 주강 및 단강으로 제작한 경우, 실

제 주강과 단강의 한 부분을 모재로 하고 여기에 두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종류의 용접봉으로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ed

Metal Arc Welding)을 하였을 때 용접봉의 종류에 따

른 주강과 단강의 각 모재와 열영향부 및 용접금속의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의 비교 평가를 전기화학적인 측

면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용

접재료의 종류에 따른 주강과 단강의 각 용접부위에 

대한 기계적 내식 특성의 차이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최적의 용접봉과 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 크라운의 재

료 선택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2. 시험편 제작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모재로 사용된 주강(Cast steel) 및 단강(Forged

steel)용 재료는 Cr-Mo 저합금 내열강으로써 화학 조성을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용된 용접봉의 종류는 

1.25Cr-0.5Mo(AWS E 8016-B2), 0.5Mo(AWS E 7016-A1)이다.

1.25Cr-0.5Mo, 0.5Mo의 용접봉으로 SMAW는 직류 정극성 용

접을 실시하였다. 이들 시험편을 가로 70mm, 세로 20mm, 폭 

10mm의 크기로 기계 가공한 후 돌출된 용접금속을 모재와 평

활하게 선반 가공하였다. 시험용액은 35% 황산 용액을 사용하

였으며 측정 방법은 부식전위 변화와 양극 분극곡선의 측정과 

부식전류밀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y of

base metal(wt %)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은 1.25Cr-0.5Mo 용접봉으로 용접한 경우 주강 및 단

강에 대한 각 용접부의 경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Variation of Vickers hardness of welding zones

welded with 1.25Cr-0.5Mo electrode

모재에 비해서 열영향부와 용접금속의 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강과 단강에 대한 경도 값

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모재를 단강으로 하여 1.25Cr-0.5Mo 용접봉으로 

용접한 경우 각 용접부위에 대한 양극 분극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분극곡선 상 가로 형태의 화살표에서 보여주는 부동태

전류밀도가 모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용접금속과 

열영향부로 갈수록 모재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Mo 용접봉으로 용접한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나

타내었다.

Fig. 2 Comparison of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weld metal zones welded with 1.25Cr-0.5Mo electrode

4. 결    론

지금까지 주강 및 단강 피스톤의 금속 재료를 모재로 하여 

두 종류의 용접봉으로 용접한 경우, 주강 및 단강에 관계없이 

열영향부 및 용접금속의 경도는 모재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

타내었으며, 1.25Cr-0.5Mo 용접봉으로 용접한 경우가 0.5Mo의 

용접봉으로 용접한 경우에 비해서 열영향부 및 용접금속의 

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주강의 경우에는 

모재의 경도가 열영향부 및 용접금속보다 낮으나 내식성은 

다소 좋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단강의 경우에는 열영향부 

및 용접금속의 경도가 모재보다 높고 내식성 또한 상대적으

로 모재보다 좋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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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 스페이서 층의 두께에 대한 금 나노 입자에 
의한 광발광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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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emission characteristics due to gold nanoparticle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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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ission characteristics due to the coupling between the nanoparticles and metal nanoparticles is important for applications nano,
bio, and photoelectron devices.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ZnO thin film is depend on the thickness of the spacer layered between the
ZnO and the metal nanoparicles. This study is the thickness of coupling between the gold nanoparticles and ZnO thin films. We experimented
with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gold nanoparticles with varying 0, 5, 10, 15, 20, 25 nm in the thickness of the
space layer. It was confirmed that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vary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the spacer layer and the polarization angle in
this experimen.

1. 서    론 

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TCO) 박막은 지금까지도 많

은 응용이 되어 사용되어지는 박막 중 하나이다. TCO 박막 즉 

전도성 투명 전극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물성은 광투과도와 면

저항이며 통상 80% 이상의 고투명도와 면저항 500Ω/sq 이하

의 전도도를 가진다. 이러한 높은 전기전도 특성과 우수한 광 

투과율을 응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에서 투명 전극으로 사용하는 LCD 및 터치패널에 전극으로 사

용되어져 왔다. 현재는 솔라셀,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의 기판으로서의 응용 또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에서 사용되는 투명전극 재료는 낮은 전기적 특성 

및 애칭 특성이 우수하고 높은 광 투과도를 필요로 하고 있으

며 이러한 특성을 모두 만족하며 가장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

는 물질이 인듐이다. ITO(Indium Tin Oxide)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듐의 매장량이 적고 고가이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체 재료로서 ZnO의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ZnO는 적외선에서 가시광선 영역까지 투명하고 

전기 전도성이 크므로 태양 전지용 투명전극, 반도체 특성을 

이용한 가스센서, 자외선 차단막,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field 

emission display) 등 여러 분야로 응용되고 있다. 금 나노 입자

는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 특성으로 입사된 전자기장을 한 

곳에 제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금 나

노 입자와 박막층 사이에 특성 스페이스 층을 인베이딩하여 

광방출 정도를 조절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이다. 또한 나노 입자와 금 나노 입자 사이의 결합에 의한 

발광 특성은 나노 응용 프로그램, 바이오 및 광전자 장치에 중

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ZnO와 기판 사이의 스페이서 층에 대한 연구

를 하였다.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졸겔법 (sol-gel),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PLD (pulsed laser deposition), 스

퍼터링 (sputtering) 등이 있는데 주로 대면적의 판유리에 적용 

가능하며 박막의 내구성 및 높은 성막 속도 등을 고려하여 스

퍼터링 법이 주로 사용된다. 스퍼터링이란 진공 증착법의 일종

으로 비교적 낮은 진공도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이온화한 

아르곤 등의 가스를 가속하여 타켓에 충돌시켜 목적의 원자를 

분출, 그 근방에 있는 기판상에 막을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플라즈마의 발생 방법은 여러 가지의 타입이 있다. 막을 형성

하는 속도는 작으나, 타켓 뒤 측에 자석을 놓은 마그네트론형 

타켓의 개발로 지금까지 사용된 것보다 100배 정도로 크게 되

었다. 또, 합금의 스퍼터링에서는 거의 합금의 조성대로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응성 가스를 이용하면 가스와

의 반응물의 막 형성(반응 스퍼터링)도 가능하다. 본 실험은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실험하였다. ZnO의 박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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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특성의 ZnO와 금속 사이 나노입자와 스페이서 층의 두께

에 달려있을 것이라 이론적 예측을 했다. 금 나노 입자와의 

ZnO 박막 사이의 스페이서 층의 두께에 따른 변화를 실험하고 

연구하였다. Al2O3 층의 두께를 0, 5, 10, 15, 20, 25 nm로 변화 

시키고  금 나노 입자의 유무에 따른 특성을 실험한다. 

2. 실험 방법

금 나노 입자는 금 나노 입자에 알코올 혼합물을 첨가 한 

후, 펜타놀 수용액 및 자기 조립 자발적 단층 막에 있는 염화 

금산의 시트로산염 환원에 의해 제조 하였다. 다음 수식 (1)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금 나노 입자 층을 증착하였다.

 →   (1)

유리 기판을 펜타놀 및 에탄올을 첨가하기 전에 실온에서 

GNPs 용액으로 채워진 페트리 접시에 두었다. 그리고, 알코올 

수용액을 제거하고, GNPs 단층 필름을 얻을 수 었다. 그림 

fig.1 은 금나노 입자 합성의 증착 방법을 보여준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ynthesis

gold nanoparticles monolayer film

전자 도너 역할인 Al의 두께에 따른 광학적, 전기적 특성차

이의 실험과 최상층 ZnO의 두께 변화에 따른 광학적, 전기적 

특성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아세톤, 메탄올, 증

류수의 순서로 각각 10분씩 초음파 세척을 한 후 질소로 건조

한 후 사용하였다. 박막의 증착은 펄스 DC 마그네트론 스퍼터

링법 (NACHI, SP-1530-1)으로 상온에서 증착하였다. Al은 순도 

99.9%인 Al을 Ar (50sccm)과 O (2sccm)분위기에서 증착하였으

며, ZnO는 순도 99.9%인 Zn을 Ar(50sccm)과 O(2sccm)의 분위

기에서 증착하였다. 유리 기판 위에 Al의 두께 변화에 따른 광

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0 ~ 25nm까지 5nm씩 증가 시키면

서 박막을 하였다. 또한 ZnO는 500nm로 고정하여 증착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증착 시킨 ZnO/Al/GNPs 박막은 다음과 같은 다

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샘

플의 형태학적 특성은 전계 방출 형 주사 전자 현미경 

(FESEM, Hitachi S-4700) 및 투과 전자 현미경 (TEM, JOEL 

JEM-2100)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광 스펙트럼은 UV-VIS-NIR 

분광계 (JASCO, V570)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광발광(PL) 측

정은 형광 분광 광도계 (HITACHI F-7000)로 편광판은 여기되

는 것과 발광을 여과하기위해 부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 TEM images of GNPs and cross-section SEM images of

ZnO/Al2O3/Au/Glass multilayer films.

(a)TEM image of GNPs networks (b)Enlarged TEM images

(c)cross-section SWM image of ZnO/Al2O3/Au/Glass showing

approximately 500 nm thickness

(d) Enlarged SEM images showing the GNPs with coating

Al2O3 at the bottom of the multilayer films

(e) High resolution TEM of gold nanoparticles monolayer



Fig. 2 (a), (b), (e)는 GNPs 단층 막의 TEM 이미지를 보여준

다. 약 50nm 직경의 GNPs는 Nano - network 구조로 자가 조

립되었다. Fig. 2 (a)와 (b)를 통하여 금 나노 입자의 구조와 네

트워크 구조가 나온다. nano - network 구조 사이의 공간은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 (SPP)의 분산 관계를 만족하는 입사광

의 웨이브 벡터를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그로 인하여 표면 플

라즈몬의 공진이 가시 범위의 흡광 스펙트럼에서 관찰 된다.

Al2O3/Au/Glass 위에 증착된 ZnO 기판은 Fig 3에서 보는 것

과 같이 C-축 (0 0 2) 방향으로 좋은 성장을 이루었다. 

500nm 두께의 ZnO는 325nm파장부터 입사하여 광 발광 세

기를 측정하였다. Fig. 4는 Al2O3 층의 두께와 스페이서 층(Au)

의 유무에 따른 ZnO/Al2O3/Au/Glass의 방출강도의 광발광 스펙

트럼을 보여준다. 이것은 대역단 방출 강도가 스페이서 층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Fig. 4a를 보면 금 나노 입자

(GNPs)의 유무에 따른 광 발광 세기의 차이를 보여준다. 스페

이서 층인 금 나노 입자 층의 유무와 Al2O3층의 두께에 따른 

광 발광 세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금 나노 입자 층이 스페이

서 층으로 사용되었을 때 광 발광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 났으

며 Al2O3층의 두께가 5 ~ 25nm로 증가함에 따라 광 발광 세기

가 강하게 나타난다. 아연 산화물이 금 나노 입자와 접촉하면 

금 나노 입자의 표면 플라즈몬이 입사된 전자기장을 제한하기 

떄문에 방출 강도가 증가 한다. 

Fig 3. XRD pattern for ZnO/Al2O3/Au/Glass

Figure 4. (a) PL spectra for ZnO/Al2O3/Au with different Al2O3

thickness.

(b) The PL intensity as a function of the Al2O3 thickness

입사된 전자기장은 표면 플라즈몬에 의해 향상되었고 입사 

편광에 의해 변조 될 수도 있다. 전자기장의 변조를 편여기 편

광제어를 통하여 실행하였다. Fig 5는 편광 여기에 따른 PL 스

펙트럼을 보여준다. 편광 각도는 편광과 수직 방향 사이의 각

도로 0 ~̊ 90˚실행하였다. ZnO/Al2O3/Au/Glass의 발광 강도는 

0 ~̊ 42˚로 편광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42˚~ 90˚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5b의 ZnO/Glass

의 발광 강도 경향은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5. PL spectra for ZnO/Al2O3/Au/Glass with a

polarization excitation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Glass 

위에 Au의 유무와 Al2O3층의 두께에 따른 광 발광 특성 차이

를 연구하였고 ZnO/Al2O3/Au/Glass 박막 구조에서의 광 발광

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Al2O3 층의 두께가 25nm일 때 

가장 우수한 광 발광 특성을 나타내었고 또한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미세결정립이 큰 결정립으로 변화하면서 전자의 이동

도는 증가하고 집중도는 감소하였다. 스페이서 층으로 사용된 

금 나노 입자층의 유무에 따라  광 방출 세기가 달라짐으로 

표면 플라즈몬이 입사된 전자기장을 제한하여 광 발광 세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편광각에 따른 PL 

intensity 실험을 통하여 금 나노 입자의 편광 각도에 크게 의

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 발광은 스페이서 층으로 

사용된 금 나노 입자 층의 유무와 커플링으로 사용된 Al2O3층

의 두께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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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formance study on Al based anode for lithium 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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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 nanoparticles were fabricated by physical vapor condensation method. the particle size is about 100nm, and it is coated by
amorphous Al2O3 of 1nm in thickness. All the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XRD, HRTEM, and DSC. Anode slurries were consisted of Al
powder, acetylene black and polyvinylidene fluoride binder. Their lithium storag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galvanostatic cycling. The effects
of current density on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Al electrode in the minimal current denstiy delivers the highest initial
discharge capacity of 951.9mAh/g with poor cycle life. Al electrode in the maximal current density delivers initial discharge capacities of 879.7
mAh/g and possesses relatively good cycle ability.

1.Introduction

Energy is the central necessity for the industrial production,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and human beings daily life in

the modern society. Most of our sources are coming from

fossil energy, such as coal, fossil oil and gases. As known for

all, the amount of the fossil energy is limited and the usage

of the fossil energy is a huge threat to health and

development of human beings for polluting the environment

generating acid rain, smoke dust and greenhouse effect.

Therefore, developing new energy is imperative under the

circumstance.

Lithium ion battery is the most widely applied green

secondary battery with high open circuit voltage, long cycle

life, high capacity density, no memory effect and non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de materials is vital to the improvement of the capacity

and cycle life of lithium ion battery. Because the lithium

battery is based on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the anode

and cathode materials, the research on lithium battery should

be focused on electrochemistry properties of the electrodes

materials. But the existing carbon negative capacity is already

approaching the theoretical capacity, to satisfy the increasing

demand of human beings, and new cathode materials must be

exploited. Aluminum possesses low cost, low density and

high theoretical specific capacity, so aluminum is selected to

be cathode materials for lithium battery. Whereas, nanoscale

aluminum particles can solve the volume expansion during

the intercalation and de-intercalation process of lithium ion,

and increase the cycling stability. So this research is

concentrated on the nanoscale aluminum based metallic

compound to improve the capacity and properties of lithium

battery.[1-4]

2. Mathematical Formulation

2.1 Preparation of the electrode

Solve Polyvinylidene fluoride in N-methyl-pyrrolidone to

prepare a certain amount of solution. Drop balanced amount

of NMP solution into the mass rated mixture of grinded

active substance, acetylene black and PVDF. After stirring the

solution till homogenous, press it into thin film and press it

on the weighed copper foil to generate the anode. Then

vacuum furnace dry the anode, stamping it into wafer after

oil pressing process. After weighing, put the wafer into glove

box fulfilled with argon for assembling. Deduct the copper

weight from the electrode, and then calculate the active

substance in the slurries by the mixing ratio.

2.2 The preparation of Al nanoparticles

Pure Al bulk was used as positive pole while W was

negative pole, and then aerates 20kPa H2 and 20kPa argon

into the vacuumed furnace. Arcing and stabilize arc under

20V and 90A. The nanopowder deposits under the function of

cooling water. Al is very easy to oxidize so after the

preparation when the furnace temperature has dropped to

room temperature vacuum the furnace and aerate 5kPa air for

8h to passivate. Then there will be oxidation film around

nanoparticles to stop further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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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s

Figure 1 Figure 1 shows the XRD pattern of the Al nano

particles, there is only single Al phase, and the 3 strong

diffraction peak correspond to crystal face (1 1 1), (3 1 1) and

(2 0 0). In the figure there is no sign of oxide peak which

indicates the passivation process stopped further oxidation.

Fig. 1 XRD results of Al nanoparticles

Figure 2 shows the TEM micrograph of Al nano

particles. Figure 3 (A) is the image of Al nano particle

with around 100nm size. Figure 3 (B) and (C) are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mage of Al

nano particles. As image B shows that Al nano particles

are covered with thin oxidation film, and present a

core-shell structure and the shell thickness is within 1nm

which indicates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the

passivation is conducted successfully. Based on the TEM

images, there is no sign of oxidation shell crystal plane.

In addition, based on the XRD result, there is also no

sign of alumina, so the conclusion can be drawn that the

oxidation film is amorphous state. Based on figure 3 (C),

the interplanar crystal spacing of the two main crystal

plane (2 0 0) and (0 2 0) are 0.2051nm and 0.208nm,

respectively, so the tested nano particles are pure Al

nano particles.

Fig. 2 (A) TEM micrograph of Al nanoparticles (B, C) HETEM

of Al nanoparticles

Figure 3 is the Al nanoparticles thermal analysis graph, the

testing temperature is from room temperature to 920K,

experimental gas is air, and the heating rate is 10K/min.

From the TG curve, Al nanoparticles shows weighting

phenomenon to varying degree throughout the whole heating

process, when temperature is in the range of 298K to 800K,

the mass addition of Al nanoparticles is mild, however, when

temperature is raised to 800K-900K, mass addition of Al

nanoparticles is very obvious and the mass addition is 2.48%.

The mass addition around 842K responds to the exothermic

peak in the DTA curve implies that the oxidation reaction is

fierce at this point.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Al is easy to be oxidized; Al nano powder is covered by thin

Al2O3 from the passivation process, and when the

temperature is under 800K， atom can only absorb above the

top layer and can’t get to the core of nano particle, so at this

level, the oxidation process is mainly conducted by diffusion

reaction. As the temperature is rising, the amount of O atoms

is also increasing, when the temperature reached to 842K the

grain boundary of particles are destroyed and the oxidation

process is no longer conducted by diffusing reaction but fierce

chemical reaction till all the Al nanoparticles are oxidized.

Fig. 3 TG-DTA curve of Al nanoparticles

Drop proper amount of NMP solution (contains

0.02g/mL PVDF) into grinded mixture of Al

nanoparticles, acetylene black and PVDF with the mass

ratio of 75: 15: 10. Stir the mixture until the slurry is

homogeneous, and then press the slurry on the copper

foil with 2MPa stress to form the electrode. Put the

electrode into vacuum furnace for 5h under 120℃ to

remove the NMP solvent, and then oil press the electrode

with 20MPa stress. At last put the electrode in the

vacuum drying chamber for 3h to remove the H2O. After

the coin type cell is assembled stand the cell for 24h

before conduct the Lithium storage test.

Figure 4 reflected the initial charge/discharge profiles



of Al electrode at different current density. No matter

under which current density, the discharge curve is

consists of 3 parts: 2-0.26V; 0.28V; 0.28-0.01V. Around

0.1V, there is a small groove in all the curves which is

caused by the existence of Al2O3. During the reaction

between Al and Li, Al will expand and cause the

pulverization of the Al2O3 and then more Al will expose

to Li to react which cause the rise of the voltage[7]. Near

0.28V, there is are action plat form responds to alloying

voltage of the AlLi that is the main capacity of the

Alelectrode[8]. When the reaction is between 0.28-01V, Al

and Li has further reaction produces Al2Li3, but during

the whole process, there is no Al4Li9 in the reaction

products.

Figure 4 show that, initial discharge capacity hasn’t reached

to the theoretical capacity (2234mAh/g), and it indicates that

the active substance Al has not involved in the discharge,

which is mainly caused by 2 reasons: 1. Volume expansion

and pulverization of Al nanoparticles after reacted with Li

decrease the conductivity; 2. The existence of Al2O3 in the

active substance result in the decreasing of the specific

capacity of the Alelectrode,and the poor conductivity of Al2O3

restrained the diffusion of Li+.

Fig. 4 Initial charge/discharge profiles of Al electrode under

different current density

Figure 5 shows the cycle life of Al electrode under

different current density that no matter under what

current density the capacity decrease with the increasing

of the cycle number since the pulverization of Al

nanoparticles; when the current densities are 65μ

A/cm2(A), 195μA/cm2(B) and 325μA/cm2(C) ,the initial

discharge capacities are 951.9mAh/g, 883.9mAh/g and

879.7mAh/g, respectively. However, after 6cycles the

capacity of current density A has dropped to around

60mAh/g, and current density B and C have dropped to

296.1mAh/g, 306.2mAh/g which states that greater

current density possesses better cyclestability. This is all

because the pulverization of Al nanoparticles, when the

current density is low the reaction between Li and Al is

sufficient, but the volume expansion is also serious which

is also the main reason affected the cycleability.

Fig. 5 Cycle ability of Al electrode under different current

densities

As figure 6 shown, in the initial cycle of the negative pole,

there is a wide reduction peak around 0.5V responds to the

formation of SEI film. The peak has not appeared in the

following cycle, so it is an irreversible peak. The intercalation

process of Lithium in Al electrode is reflected by the peak

around 0.1V; from the initial cycle of positive pole, there are

two wide oxidation peak located at 0.3V and 0.6V responds to

the de-intercalation of the lithium, and in the following 3

cycles, these 2 peaks transform to an obvious oxidation peak

located at 0.6V. With the increasing of the cycle, the reduction

peaks and oxidation peaks are more and more obvious that is

related to the pulverization of the Al2O3 make it easier for Li+

to diffuse.

Fig. 6 Cyclic voltammograms of Al electrode (Scan rate:

0.1mV/s)

Figure 7 is the XRD pattern of Al electrode after the initial

discharge, and based on the graph, Al electrode contains Al,



AlLi and Al2Li3.In the particles, there are still lots of Al

nanoparticles means that the active substance is not utilized

sufficiently.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e lack

of conductivity of the Alelectrode for not utilizes the active

substance. The further work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ratio of conductive additive and binder to improve the

conductivity of the electrode.

Fig. 7 XRD results of Al electrode after initial discharge

4. Conclusions

In this study, Al nanoparticles are prepared by Dc arc

plasma discharge method, the master phase is Al and there

are no diffraction peak of Al oxides in the XRD result; TEM

analysis on the powder reveals that Al nanoparticles appeared

in an obvious core-shell structure, the core diameter is around

100nm, shell diameter is around 1nm, and the main bases of

the shell is Al2O3; DSC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antioxidant ability of Al nanoparticles is weak and the

oxidization reaction reached to the top at 850K then all of the

Al nanoparticles transmitted into Al2O3.

The charge-discharge test of the Al electrode shows that

smaller the current density is, larger the initial discharge

capacity is. However, the initial capacity loss is also large; the

after 10 cycle’s life curve indicates that the cycle ability of the

battery under large current density is better; after the initial

discharge, the test on the electrode shows that there are only

AlLi and Al2Li3 which responds to the discharge capacity; it is

known by the XRD results that there is still a large amount of

Al nanoparticles after 10cycles in the Alelectrode which

proves that Al based electrode can be a competitive candidate

to replace carbon as anode materials in lithium ion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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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선박의 구조 강도 평가를 위한 실험 장비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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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eisure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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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arine leisure craft 해양레저선박, CFRP materials 탄소복합재료, Strength assessment 강도평가, Lateral pressure load
횡하중, Experimental facility 실험설비, DAQ system 데이터수집장치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structural test facility for the strength assessment of marine leisure craft built from
fibre reinforced plastics (FRP) materials. The test facility consists of test rig, load application system and data acquisition system. Test rig is
designed to accommodate various types and sizes of plated structures such as square and rectangular plates with/without stiffener sections. A
lateral pressure load, main applied load condition to the plates of the hull structure, is simulated by employing a number of hydraulic cylinders.
To check the capacity of the test facility, a demonstration is performed for a square plate manufactured by carbon FRP (CFRP) materials with
epoxy resin. Through this, it is concluded that the developed test facility operates as planned providing sound experiment observations for the
strength assessment of FRP marine leisure craft.

1. 서    론

해양레저 선박에 있어서 복합재료를 기반으로 한 판 구조물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합재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판 구조물은 강화 섬유와 낮은 탄성계수 값을 갖는 수지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여기서 강화 섬유는 각 플라이 내에 무방향 혹은 

양방향 내지는 특정한 방향으로 배치된다. 해양레저 선박에 채

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복합재료 기반 판 구조물들은 방향성을 

가지는 강화 섬유로 제작되며 이들은 선체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하중인 대 변형을 유발시키는 횡 하중을 받게 된다 (Shenoi and

Wellicome, 1993).

해양레저 선박의 효율적인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판 구

조물의 구조 강도 평가가 중요하며, 특히 실험 장비를 통한 평

가는 직접 해석법으로부터 도출된 설계 안을 보완하고 전체 설

계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재료 기반 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

가를 위한 실험 장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실험 장

비는 크게 실험 지그, 하중 부가 장치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었다. 구축된 실험 장비의 설계 작동 성능을 

확인하고자 탄소 복합재료를 기반으로 적층판 구조물을 제작하

였다. 이를 활용하여 실험 장비가 계획된 대로 작동함을 살펴보

았으며 향후 해양레저 선박의 구조 강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2. 실험 장비 구성

2.1 실험 지그

복합재료 판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지

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었다.

1) 판 구조물의 기본 실험 면적은 폭 및 길이가 각각 1m이다 

(기본 길이 대 폭 비 1.0);

2) 판 구조물의 최대 실험 면적의 크기는 폭이 1m에 대해서 

길이가 1.5m까지 변할 수 있다 (최대 길이 대 폭 비 1.5);

3) 실험 지그에서 고려할 수 있는 판 구조물의 두께는 최대 

50mm가 되도록 한다;

4) 실험 면적의 작용 하중은 균일 분포하중이 되게 하며 압력

은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여 최대 140bar가 되도록 한다;

5) 판 구조물을 실험 지그에 장착시 사변의 경계 조건이 최대

한 고정단 조건에 가깝게 되도록 한다.

Fig. 1은 제작된 실험 지그의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 

지그의 크기는 고정단 경계 조건을 구현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폭이 1.4m, 길이는 1.9m이다. 기본 실험 면적인 1m2의 경우 판 

구조물의 실제 크기는 1.4m×1.4m이며 최대 실험 면적인 1.5m2

인 경우 판 구조물의 실제 크기는 1.4m×1.9m이다. 따라서 고정

단 경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의 크기는 각 변마다 각각 

0.2m이며 총 60개의 직경 12mm 볼트로 판 구조물을 실험 지그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에 견고히 고정하여 고정단 경계 조건을 구현하였다. Fig. 1의 

중앙부에 보이는 원형부는 유압 실린더로 하중 부가 장치를 나

타낸다.

Fig. 1 Plan view of test rig

2.2 하중 부가 장치

실험 지그에 고정된 판 구조물에 균일 분포하중을 작용하기 

위해 총 6개의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동기화 

되어 동일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이들 유압 실린더를 사

용하여 판 구조물에 가할 수 있는 최대 균일 분포하중의 크기는 

140bar이다.

(a) Front view of test rig including hydraulic cylinders

(b) Side view of test rig including hydraulic cylinders

Fig. 2 Layout of load application system

Fig. 2는 하중 부가 시스템을 정면(2-a)과 측면(2-b)에서 본 그

림을 보여주고 있다. 판 구조물의 실험 면적에 대한 길이 대 폭 

비가 기본 1.0에서 최대 1.5까지 변하는 이유로 폭 방향으로는 2

열(2-a)의 유압 실린더를 길이 방향으로는 3열(2-b)의 유압 실린

더를 배치하였다. 유압 실린더의 위치는 고정하지 않고 실험 면

적의 길이 대 폭 비에 따라 변하도록 하단에 설치된 가이드 레

일을 통해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 구조물과 접촉하는 유압 실린더의 상단에는 로드 셀(Load

cell)을 부착하여 정확한 압력 값을 계측하게 하였으며 하중 부

가 시 발생될 수 있는 응력 집중 현상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로

드 셀과 판 구조물 사이에 실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강

판과 두꺼운 고무판을 두었다. 압력은 매뉴얼 방식과 계획된 프

로그램에 따른 자동 방식에 의해 부가되도록 장치를 구성하였

다.

2.3 데이터 수집 장치

판 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레인 게이지 

(Strain gauge)와 변위 측정 자기 센서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경

우 판 구조물이 복합재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 방향성에 따른 

구조적 응답성을 계측하기 위해 1축과 3축을 혼용했으며 변위 

측정 자기 센서의 경우 판 구조물의 사변에 고정단 경계 조건을 

주었기 떄문에 구조물의 중앙부에 설치하여 최대 처짐을 계측하

였다.

한편, 6개의 유압 실린더 상단에 부착된 6개의 로드 셀로부터

는 판 구조물에 부가된 압력 값을 계측하였다. 총 24채널로 구

성된 National Instruments사의 (2014) PXI/SCXI 시스템과 

LabView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데이터 수집 장치로 사용하였다.

3. CFRP 적층판 구조물 제작

구축된 실험 장비가 설계 안대로 제작되었는가를 검증할 목

적으로 탄소 복합재료를 (CFRP) 기반으로 한 적층판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에 사용된 공법은 진공 성형 방법

(VARIM, Vacuum Assisted Resin Infusion Method)으로 제작

자 친화적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섬유 대 수지의 비율을 높여 

고효율의 적층판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Strong,

2008). 적층에 사용된 탄소섬유는 Multi-axial (MA)과 Satin

(SA)으로 Fig. 3에 보여주고 있으며 Epoxy 수지가 사용되었다.

(a) Multi-axial 00, ±450 (600g/m2)



(b) Satin (400g/m2)

Fig. 3 Carbon fabrics used for laminated plated structure

총 13 플라이를 사용하여 1.4m×1.4m의 면적과 두께 7mm를 

갖는 적층판 구조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면적과 두께를 고

려하여 적층판 구조물의 위, 아래로 수지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함침 되도록 양방향 진공 성형 방법을 선택하였다. 적층판 구

조물에 사용된 적층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Fig. 4는 제작 과정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MA/SA/MA/SA/MA/SA/MA/SA/MA/SA/MA/SA/MA]

Fig. 4 Manufacturing of carbon based laminated plated

structure using VARIM

4. 실험 장비 시험 운용

제작된 적층판 구조물에 실험 지그의 볼트 위치 데이터를 기

반으로 고정단 경계 조건 구현을 위한 홀 가공을 수행했다. 이

후 실험 지그에 장착한 후 스트레인 게이지와 변위 측정 자기 

센서를 적층판 구조물에 부착하였다. Fig. 5는 실험 장비의 시험 

운용을 위해 센서들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5-a)와 부착된 경우

(5-b)에 대한, 사변이 고정된 적층판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시험 운용에서는 Fig. 5-a와 같이 센서들이 부착되지 않

은 적층판 구조물에 대해서 하중 부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

에 따라 매뉴얼 방식에 의한 유압 실린더의 작동을 점검하였다.

최초 0bar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90bar까지 단계적으로 5bar씩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서 동기화 된 6개의 유압 실린더가 동시

에 동일한 압력으로 균일 분포하중을 적층판 구조물에 작용시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asic experimental setup without instrumentation

(b) Laminated plate with instrumentation

Fig. 5 Isometric view of experimental facility for trial

다음은 Fig. 5-b와 같이 센서들이 부착된 적층판 구조물에 

설정된 하중 부가 시나리오에 따라 하중을 단계별로 적용하고 

각 단계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험 장비에 대한 시험 운용

을 진행하였다. 본 시험 운용에서는 실험 장비의 최대 압력인 

140bar까지 5bar씩 단계적으로 압력을 증가시켰으며 이때 사용

된 적층판 구조물에 균일이나 층간분리 혹은 파단과 같은 구

조적 강도 측면에서의 파손 발생 여부와 처짐량을 관찰하였다.

이 시험 운용을 통해 실험 장비가 계획된 대로 작동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해양레저 선박에 적용되는 판 구조물

의 강도 평가를 위한 실험 장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본 시험 운영을 통해 얻어진 변형률, 처짐 등과 같은 구

조적 응답성 데이터는 추가적인 실험 결과와 함께 향후 연구 

논문을 통해서 정리 발표될 예정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레저선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복합재

료 기반 판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 장비 구축에 관

한 내용을 다루었다.

실험 지그, 하중 부가 장치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장치 등으로 

구성된 실험 장비에 대해 설계된 작동 성능을 점검할 목적으로 

탄소 복합재료를 기반으로 한 적층판 구조물을 친환경적 제작 

방법인 진공 성형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이 판 구조물을 이용하



여 하중 부가 시나리오에 따라 실험 장비의 전반적인 작동 성능 

및 데이터 수집 장치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향후 본 논문에서 구축된 실험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

진 연구 결과가 실험적 방법을 활용한 해양레저선박의 구조 강

도 평가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CFRP소재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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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075-T651재의 VHCF의 피로특성에 미치는 피로시험기의 종류와 
SP처리조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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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CF Properties of A7075-T651 Alloy Depending on SP Treatments
and Fatigue Testing Methods

Chang-Min Suh*, Han-Ki Yoon** and Min-Soo Suh***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Daejeon 305-343, Korea

KEY WORDS: aluminum alloy (알루미늄 합금, A7075-T651), fatigue crack(피로균열), ultrasonic fatigue test(초음파피로시험),
multi-spindle (cantilever type) rotary bending fatigue test(다축회전굽힘피로시험), shot peening(쇼트피닝), S-N property(S_N성질).

ABSTRACT: In this paper, the fatigue characteristics of A7075-T651 aluminum specimens were obtain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treated specimens with shot peening (SP) conditions by using ultrasonic fatigue testing machine (20KHz), a multi-spindle (cantilever type) and
single spindle (simple beam type)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s (RFT, 53Hz). The improvement of fatigue lives of the treated
specimens with SP were appeared at both of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s, but the effects of surface modification was not appeared at
ultrasonic fatigue testing machine. The fatigue lives of a cantilever type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s and a single spindle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 showed the same fatigue properties. The fatigue strength of ultrasonic fatigue test(UFT, 20KHz) is lower than
that of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RFT, 53Hz).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hardness and fatigue strength of RFT specimen
improved by the effects of shot peening surface modification of structure.

1. 서    론

항공기 및 자동차 등의 기기 부품은 지속적인 반복하중으로 

인해 피로균열이 발생하고, 피로파괴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

다. 따라서 A7075계 알루미늄은 항공기의 speed brake를 위시

한 경량화의 추세에 따라 그 사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이 재료의 피로강도와 피로수명의 향상 및 그 신뢰성, 무한

수명으로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기기의 중요부품의 파괴는 

피로균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Knott, 1979; Stephens 등,

2001). 이와 같이 피로균열이 발생하면 부품 전체교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잔류응력 생성기법을 적용 

및 보강하여 균열발생의 예방이 필요하다(Pyun 등, 2001; Suh

등, 2007; Wanger, 1999).

쇼트 피닝처리는 재료의 피로수명을 향상시키는 방법중에 하

나이다 (박경동 등, 2004; 심동석 등, 2004). 고탄소크롬강의 기

가사이클 피로시험( Shiozawa and Lu, 2002)과 쇼트 강구의 

크기, 가속도와 타격 각도에 따른 내구성의 인자, 쇼트피닝과 

재료의 처리방법에 따른 다양한 피로시험이 수행되었다(Cheng

등, 2001; Zhang and Lindemann, 2005; Torres and

Voorwald, 2002).

본 연구에서는 미처리재와 쇼트피닝의 압력(5, 10, 15, 25,

35psi)을 변화시켜 압축잔류응력을 형성시킨 시험편에 관한 

VHCF(Very high cycle fatigue)인 기가 사이클 피로시험을 실시

하여 종래의 hand book에 없는 VHCF의 정량적인 자료 획득,

파면해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쇼트 피닝의 적용 가

능성을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53Hz피로시험

과 20KHz 초고속 피로시험의 결과도 비교 연구하였다.

2. 시험편 및 실험 방법

2.1 시 험 편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편의 재료는 A7075-T651 알루미늄으

로써 그 화학조성은 Table 1과 같다. 즉 주요성분은 Zn 4.85％,

Mg 2.06％, Al 90.7% 등이다.

2.2 시험편의 형상 및 피로시험기

본 연구에 주로 사용된 Cantilever식 회전굽힘피로시험기용 

피로시험편은 Fig. 1a과 같다. 시험편의 최소 직경 3~4mm, 라

운딩된 부분의 곡률 반경 7mm이다. 또 Ohno식 단순지지보형 

피로시험편은 JIS Z 2274에 의거하여 평활부 길이 8mm, 평활

부 직경 ∅8mm인 피로시험편을 Fig. 1b와 같이 제작하였다.

초음속 피로시험기(20KHz)용 피로시험편은 Fig. 1c와 같이 직

격 4mm인 피로시험편을 동특성계수를 계산하여 제작하였다.

인장시험편은 KS규격의 표준 인장시험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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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 Ultrasonic fatigue testing machine (Mbrosia, UFT, 
20KHz)

피로시험편은 판의 압연방향으로 시험편을 가공하였으며, 이

는 균열이 축에 직각방향으로 진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처

리재의 시험편은 최소 직경부를 연마지(emery paper)를 이용

하여 #100부터 #2000까지 연마한 후, 산화크롬으로 버핑한 다

음 경면가공(polishing) 한 후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 쇼트 

피닝 처리재는 SP의 여러 공정 변수중에 최적조건을 정하고 

정압만을 변화시켜 기계가공 후 시험편을 처리하였다.

Fig. 1a Configuration of a cantilever type fatigue specimen 
(RFT, 53Hz, dimensions in mm)

Fig. 1b Configuration of simple beam type fatigue  
specimen (RFT, 53Hz, dimensions in mm)

Fig. 1c Configuration of ultrasonic fatigue test

specimen (UFT, 20KHz, dimensions in mm)

즉 쇼트 피닝처리기 (RPB6052, Progressive Technology)를 

사용하여 다른 피닝처리조건 (ball size S070, media flow

12lb/min, distance 152.4mm, feedrate 20in/min, table spindle

30rpm, cast steel shot ball, press blast type)은 균일하게하고 

정압 5 psi, 10 psi, 15 psi, 25 psi와 35 psi으로 5가지 종류의 

SP처리를 실시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

Element Si Fe Cu Mn Mg Cr Zn Ti Al

Specimen 0.072 0.17 1.29 0.094 2.06 0.199 4.85 0.050 90.7

2.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쇼트 피닝처리되기 전과 후를 알기 쉽도록 비

교하기 위해 A7075-T651 알루미늄 미처리 시험편을 “before

SP”재로 쇼트 피닝처리 후의 시험편을 압력의 종류에 따라 

“after SP” (5, 10, 15, 25, 35 psi)재로 각각 명명하기로 한다.

본 실험에서는 A7075-T651 알루미늄의 재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면거칠기시험, 인장시험, 조직관찰, 경도시험, 잔류응

력측정, 피로시험 등을 행하였으며 또한 SEM 및 광학현미경으

로 피로파단면을 관찰하였다.

SP처리된 시료의 표면거칠기에 따라 피로강도가 변함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면거칠기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

은 접촉식 표면거칠기시험기(Mitutoyo, Surftest-500)를 이용하

여 before SP재와 after SP재에 대하여 표점거리를 1.6mm로 

해서 중심선 평균거칠기(Ra), 깊이 거칠기(Rz)를 각각 10회 측

정하여 그 평균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 준비된 after SP재 및 before SP재는 시험편의 축

방향 표면에 XRD (X-Ray Diffraktometer, XStress 3000)를 이

용하여 시편절단 후  sin법 (Lee et al., 2010)으로 5

μm씩 전해연마 실시 후 압축잔류응력을 측정하였다.

Fig. 2a Cantilever type dual-spindle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YRB200, Yamamoto, RFT, 53Hz)

Fig. 2b Simple beam type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 (H7, Shimazu, RFT, 53Hz)

미처리재와 after SP재에 대한 표면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편의 표면에서 중심으로 20㎛의 일정한 간격으로 경도를 



측정하여 정량적인 값을 구하였다. 경도시험은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Future-Tech, FM 700e)를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깊이에 대해서 5번의 시험결과를 평균하여 그 깊이에 대한 경

도치를 측정하였다. 시험기의 압입하중은 50g으로 하였으며,

하중이 부하되는 시간(dwell time)은 30초이다.

기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before SP재와 after SP재

를 대상으로 유압식 만능재료시험기 (KSU-10M)를 이용하여 

1mm/min의 부하속도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미처리재와 

after SP재에 대한 giga(109) cycle 피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전굽힘 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 피로시험은 Cantilever식 회

전굽힘피로시험기 2대 (Yamamoto, YRB200)와 Ohno식 피로시

험기(Shimazu, H7) 1대를 사용하여 무부하 상태에서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편을 장착한 후, 회전수는 약 3150rpm

(53Hz)에서 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 회전굽힘피로시험의 응력

비는 R= -1이며 시험온도는 실온이었다. 또한 한 개의 시험편

이 109사이클까지 소요되는 일수는 약 225일이다. 또 20KHz

피로특성은 초고속피로시험기(Mbrosia, UFT, 20KHz) 1대를 사

용하였으며, 응력비는 R=-1, 실온에서 실시되었다.

또 미처리재와 after SP재 시험편의 피로균열발생의 원인과 

위치를 분석하여 굽힘응력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피로

파단된 시험편을 주사식 전자현미경(SEM: Hitachi, S-4700)과 

광학현미경(Olympus, BX60M)으로 미시적으로 관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시험편의 표면특성

일반적으로 굽힘반복응력을 받는 재료는 표면의 처리상태 및 

표면거칠기에 매우 민감하다(Knott, 1979; Stephens 등 2001).

Table 2는 시험편의 표면거칠기 상태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즉 압력이 증가할수록 평균 거칠기 Ra와 깊이 거칠기 Rz가 증

가함을 알 수 있으며, Ra의 15 psi재는 before SP재에 비하여 

3.6배, 35 psi재는 15 psi재에 비하여 1.8배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Fig. 3는 쇼트피닝 후의 표면상태를 x100배의 SEM으로 촬

영한 예이다. 즉 (a)는 15 psi, (b) 35 psi인 경우의 표면상태로 

압력이 증가할수록 표면조도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P처리시 볼이 시험편과 부딪히면서 생성된 표면층에

서의 소성변형의 결과이다. 이 표면조도는 피로시험중 저하중/

장수명 영역에서의 피로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Barsom 등, 1999; Stephens 등, 2001). 본 연구에서

는 Fig. 3와 같은 표면조도를 제거하지 않고 피로시험을 실시

하였다.

Fig. 4a는 쇼트피닝기에 사용되는 쇼트볼의 특성을 파악키 

위하여 그 크기와 형상을 SEM으로 촬영한 예를 나타낸다. 볼

의 번호에 따라 그 크기를 Fig. 4b에 수치로 각각 나타내었다.

이러한 자료에서 본 실험에 사용된 쇼트피닝의 평균 볼 크기

의 분포는 291.45μm, 최대 볼 크기는 358.5μm, 최소 볼 크기는 

210.9μm이다.

(a)

(b)
Fig. 3 Examples of SEM observation of 'after SP'

specimens.(a) 'after 15psi-SP' and (b) 'after

35psi-SP'.

3.2 인장 특성

Table 3은 쇼트 피닝 전과 후의 A7075-T651 알루미늄 시

험편의 기계적 성질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이 자료에서 

before SP재에 비하여 쇼트피닝 처리재는 쇼트피닝에 압력에 

따른 영향은 적었고 약간의 강도가 증가됨을 알았다. 이는 표

면상의 소성변형(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으로 인한 

일정 깊이까지의 잔류응력 발생과 표면경도 향상이 그 원인으

로 판단된다(Pyun 등 2001; Suh등 2007; Wanger 1999).

Table 2. Surface roughness before and after SP

before SP
after

SP(15 psi)
after

SP(25 psi)
after

SP(35 psi)

Ra(μm) 0.43 1.55 2.58 2.87

Rz(μm) 0.56 6.34 10.24 11.46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
Yield

Strength
(MPa)

UTS
(MPa)

Elongation 
(%)

Vickers
Hardness 

(Hv)
non-treated 525 594 12.1 212.0

10 psi 550 618 10.0 210.5
15 psi 576 644 13.7 223.5
25 psi 580 643 13.7 232.6
35 psi 581 653 12.8 247.2



Fig. 4a SEM observation of shot balls (x50)

Fig. 4b Distribution of the shot ball size. 

3.3 경도 특성

Fig. 3의 SEM사진에서 시험편의 SP처리의 영향은 표면에서 

깊이방향으로 심한 소성변형(SPD)에 의한 것을 알게 되었다.

Fig. 5 The variation of micro-Vickers hardness from 
surface to depth

Fig. 5는 시험편의 깊이 방향에 따른 경도치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이 경도치의 변화에서 SP 전․후의 경도치는 표면으로부

터 내부로 갈수록 처리재의 경도치가 before SP재와 거의 일정

하게 되었다. 즉 35 psi 처리재는 표면에서 before SP재보다 

14.3% 증가하였고, 15 psi는 11.2%씩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

하여 서로 경도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P 처리 압력

이 큰 경우가 더욱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15 psi의 경우는 80

㎛에서 before SP재와 비슷한 경도치로 되었고, 35 psi는 200

㎛에서 비슷하게 되었다. Vickers 경도치는 SP처리 조건을 달

리한 결과 SP처리 압력이 클수록 표면에서 경도가 점차 크게 

됨을 알 수 있다.

3.4 잔류응력특성

Fig. 6은   sin법으로 측정된 압축잔류응력상태에서의 

변화를 before SP재와 after SP 25재에 한하여 비교하며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before SP”재는 깊이방향에 압축잔류응력

이 형성되었지만 깊지 않아서 그 영향이 적다. 그러나 SP처리재

는 그 깊이가  이상으로 깊게 형성되어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두께방향으로 깊게 형성된 압축잔류응

력은 표면에 작용된 인장하중을 감쇄시키므로 피로균열의 발생,

성장을 억제되어 수명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재료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Lee 등, 2010;

Pyun 등, 2001; Suh등, 2007).

Fig.6 Variation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to

depth of ‘after 25psi-SP’ and ‘before SP’

3.5 Cantilever식과 Simple식 피로시험기의 S-N곡선

Fig. 7은 before SP재에 관하여 시험편을 4개 시험하는 새로운 

Cantilever식 피로시험기(YRB200)와 종래에 널리 사용하여온 시

험편을 1개만 시험하는 단순빔(simple beam)식 오노 피로시험

기(H7)의  S-N곡선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두 시

험기의 S-N곡선은 잘 일치하고 있어, 기존의 회전굽힘자료에 

Cantilever식 피로시험기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도 좋을 것 같

음을 확인하였다.

오노식 피로시험기는 1개의 시험편을 피로시험하면서, 시험편

의 chucking방법이 매우 어렵고, 진동이 심하고, 노이즈가 크며,

파단면 보존이 어렵고, 새로운 연구경향인 109사이클 피로에 너

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히 개발된 

Cantilever식 야마모토식 피로시험기는 4개의 시험편을 피로시

험하면서, 시험편의 chucking방법이 매우 단순, 정확하고, 진동

이 없고, 노이즈가 없으며, 파단면 보존이 100% 이다. 따라서 새

로운 연구경향인 109사이클 피로에 오노식 피로시험기보다 1/4

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3.6 SP처리조건에 따른 S-N곡선

Fig. 8은 A7075-T651 알루미늄의 before SP재와 쇼트피닝 처

리재의 응력과 피로수명을 비교하여 나타낸 S-N선도이다. Fig.

8a는 Fig.7의 그림 중 Cantilever식 피로시험기의 자료와 쇼트피

닝 처리재 5psi와 10psi의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Ohno식 피로

시험기의 before SP재와 쇼트피닝 처리재의 자료를 비교한 것이

다. 특히 Fig. 8b는 before SP재와 after SP (15psi)의 S-N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또 Fig. 8c는 실선(Fig.8b의 직선)의 before SP재

와 점선의 5psi와 10psi의 자료와 일점세선의 15psi 자료와 after

SP (25psi)의 S-N곡선과 after SP (35psi)의 S-N곡선을 동시에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에서 25psi가 가장 좋은 수명향상을 

나타내었고, 35psi는 오히려 수명이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Fig.7 Comparison of the S-N curves from the

cantilever type and the simple-beam type fatigue

testing machine using 'before SP' specimen. The

arrows indicate the stopped test specimen before the

fracture.

Fig. 8a Comparison of the S-N curves between

‘before SP’ and ‘after SP’ treatments (5psi and

10psi).

Fig. 8b Comparison of the S-N curves between

‘before SP’ and ‘after SP’ treatment (15psi)

Fig. 8c Comparison of the S-N curves between

‘before SP’ and ‘after SP’ treatments (5, 10, 15, 25

& 35psi)

내었다. 즉 지나침 표면경화는 오히려 피로수명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중 응력 250MPa에서 25 psi 처리재가 before SP

재에 비하여 피로수명이 약 50배 이상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또 15 psi처리재와 35 psi 처리재는 응력 250MPa에서 before SP

재에 비하여 피로수명이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 25 psi의 

처리재는 108 cycle 피로강도에서 before SP재에 비하여 약 24%

증가하였다. 또한 104 cycle 보다 낮은 저사이클피로 (Low cycle

fatigue)인 단수명(short life)영역에서는 SP의 효과는 적어지는 

경향을 알 수 있지만, 109사이클 영역인 초장수명(very long life)

영역에서는 피로수명이 증가되었고, 피로한도도 증가되면서 표

면처리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고 다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Suh등, 2011).

이러한 SP처리에 의한 피로수명의 증가효과는 SP처리 후 표

면조도는 저하되었지만 시험편 표면근처에 생긴 압축잔류응력

과 표면경도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SP처리재의 피로수명 증가효과는 적지만 DR (Deep rolling)재,

UNSM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처리재의 

등의 표면처리효과와 비슷한 결과가 얻어졌다(Lee 등, 2010;

Pyun 등, 2001; Suh등, 2007).

Fig. 9a Comparison of the S-N curves between

‘before SP’ specimens under UFT(20KHz) and

RFT(53Hz).

Fig. 9b Comparison of the S-N curves between

‘before SP’ and ‘after SP’ treatments under

UFT(20KHz) and RFT(53Hz).

3.7 초고속피로시험기의 S-N곡선

Fig. 9에는 초음속피로시험기로 얻은 20KHz의 S-N곡선을 나

타내었다. 미처리재는 3.5x10^5 사이클 근처에서 절점이 있는 

S-N곡선을 얻었다. 이 결과와 Fig. 8b의 미처리재의 53Hz의 

비교에서 20KHz의 UFT 피로data는 피로강도가 크게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x10^8이후에는 비슷한 피로특성을 나

타내었다. 또 Fig. 9에는 15psi, 25psi 및 35psi로 SP처리된 

20KHz 피로특성도 비교하였다. 여기서 Fig.8c에서 나타난 SP

의 표면처리에 의한 피로강도 증가의 특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피로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20KHz의

UFT data는 고속으로 인한 발열효과에 의하여 SP의 표면처리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다.

Fig.10a Arrows indicate small surface crack

initiation sites and shallow multi-fatigue cracks(RFT,

σa = 280MPa, Nf=2.65×10^6, ‘after 35psi-SP’ )

Fig.10b Small surface crack initiation sites (RFT, σa

= 238Mpa, Nf = 2.7×10^6, ‘before SP’).

Fig. 11 Fractograpy of small surface crack initiation

site of shot peened(25 psi) specimen (UFT, σa =

125MPa, Nf=1.63×10^8)

3.8 파단면 특성

(a) 53Hz 파면특성

Fig. 10a는 쇼트피닝 35 psi (σa = 280MPa, Nf=2.65×10^6)로

처리된 표면에서 피로균열이 발생, 성장, 합체하여 피로파단된 

파면 예를 나타낸다. 이 그림상의 화살표는 표면에서 발생된 여

러 개의 작은 피로균열로 작은 점선처럼 성장하였고, 인접된 다

른 표면균열과 성장, 합체되면서 파단되었다. 이러한 균열거동

은  SP처리 후 실험에 사용되었던 시편에서 공통적이였고 유사

한 형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before SP재의 경우에는 Fig.10b처럼 표면에서 소수의 

피로균열이 발생, 성장하여 피로파단된 전형적인 피로거동의 파

면을 나타내었다. 즉 before SP재 표면에서 피로균열은 점선으

로 된 반원처럼 주균열이 발생․성장하여 파단하는 전형적인 피

로거동을 보였으며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연구결과와도 비

숫하였다 (Suh and Kitagawa, 1985; Suh and Kitagawa, 1987;

Suh 등, 1995; Suh 등, 2005). 이 그림에서 사각형으로 된 부분은 

피로균열의 특성인 연성줄무늬(ductile striation)가 관찰되는 영

역을 표시하였다. 이는 before SP재의 경우 경면 가공 후 남아있

는 미세 스크래치 혹은 표면상에 노출된 개재물이 피로발생원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SP처리재는 쇼트 볼의 충격에 의한 표면조

도가 증가, 경화되지만 압축잔류응력이 형성되므로 깊이가 매우 

적은 복수의 표면피로균열이 발생, 성장, 합체되어 파단되었다.

Table 4. Fracture pattern and crack growth behavior of

A7075-T651 alloy

Typ
e

Surface
treatmen

t

High cycle
fatigue
(HCF,

104~107)

Very high
cycle fatigue

(VHCF,
106~109)

Fractur
e

surface
of side

RFT

Before SP

After SP

UFT

Before SP

After SP

(b) UFT의 파면특성

Fig. 11은 UFT의 파면특성을 예시한 경우이다. UFT는 R= -1

의 경우로 20KHz로 고속 진동시키므로 Table 5와 같이 표면

상에서 작은 표면균열이 소수로 발생, 성장, 합체, 파단되었다.

이러한 SP처리재와 before SP재에서 발생, 성장, 합체되는 미

소표면균열의 특성을 계략적으로 HCF(High Cycle Fatigue)영

역과 VHCF(Very High Cycle Fatigue) 영역으로 구별하여 그 

특성을 Table 5에 비교하였다. SP처리된 시편의 UFT 특성은 

미처리재의 UFT특성과 비숫하지만, Table 5와 같이 측면관찰

에서는 굴곡이 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A7075계 알루미늄의 피로시험편에서는 

VHCF(Very High Cycle Fatigue)피로의 특징인 내부의 게재물

에 의한 크랙발생의 원인이 되는 fish-eye crack은 전혀 관찰되

지 않았으며(Sakai 등, 2006), A6000계의 알루미늄에 UNSM처

리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Lee 등, 201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7075-T651계 알루미늄의 미처리재와 쇼트피



닝의 압력를 변화(5 psi, 10 psi, 15 psi, 25 psi, 35 psi)시킨 시험

편의 53Hz하의 회전굽힘피로시험과 UFT(20KHz)인 VHCF(Very

high cycle fatigue)인 기가 사이클 피로시험을 실시하여 효율적

인 쇼트 피닝의 적용 가능성과 피로속도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쇼트 피닝(SP)시 처리 압력의 변화에 따라 표면에서  조직

이 소성변화에 의해 미세화되어 압축잔류응력이 형성되었고 표

면경도 및 표면거칠기도 증대되었다. before SP재에 비하여 SP

처리재의 경우, 압력의 증가에 비례하여 경도치가 점차 증가하

였으며, 35 psi가 가장 높은 경도치를 나타내었다.

(2) 쇼트피닝 5 psi와 10 psi로 처리된 경우 SP의 효과가 적

으므로 before SP재와 같이 표면에서 소수의 주균열이 발생, 성

장, 합체하여 피로파단된 전형적인 피로거동의 파면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15 psi, 25psi 및 35 psi로 처리된 표면은 쇼트 볼의 

충격에 의하여 표면상의 SPD와 표면경화로 인하여 before SP재,

5 psi 및 10 psi와 달리 장수명 영역이지만 표면에서 다수의 작

은 표면피로균열이 발생, 성장, 합체하여 피로파단되었다.

(3) A7075-T651계 알루미늄의 피로시험편에서는 VHCF 피로 

특징인 표면내부의 게재물에 의한 크랙 발생의 원인이 되는 

fish-eye crack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before SP재의 경우 경

면 가공 후 남아있는 미세 스크래치 혹은 표면상에 노출된 개재

물이 피로 발생원으로, SP처리재는 쇼트 볼의 충격에 의한 소성

변형에 의한 표면경화와 표면조도가 증가되었지만 압축잔류응

력이 표면에 형성되므로 다수의 작은 표면피로균열이 발생, 성

장, 합체되어 파단되었다

(4) 초음속피로시험기로 얻은 20KHz의 S-N곡선은 미처리재

는 3.5x10^5 사이클 근처에서 절점이 있는 S-N곡선을 얻었고,

미처리재의 53Hz와 비교하여 피로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

러나 5x10^8이후에는 비슷한 피로특성을 나타내었다. 또 SP의 

표면처리에 의한 피로강도 증가의 특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피로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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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s research for the structural design of underwater glider for efficient underwater exploration,
without the use of actuators in the water, we design the torpedo-shape underwater glider which can be operated using the position controller

and buoyancy engine. We have designed the hull thickness which have a pressure resistance that can be operated at depths m, and applied
the structure of underwater glider with Myring Profile equation that can minimize external drag for efficient operation. Further, through an
analysis of the selected motor capacity and mechanism for position controling, we designed the position controller.

1. 서    론

해양 자원 탐사 및 국토방위를 위한 수중탐사 로봇은 크게 

ROV와 AUV 형태의 수중로봇으로 나뉜다. ROV의 경우 수상으

로부터 선을 통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해저탐사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해저 작업을 위하여 사용

된다. 또한 AUV 의 경우 무선자율탐사가 가능하여 ROV에 비해 

넓은 범위의 해저탐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진체를 이용하기 

위한 베터리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장시간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에 자율적으로 부력을 조절하여 수중에 뜨고 가라앉고, 수집된 

정보를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주는 수직관측 뜰개(Profile 

Argo Gloat)가 개발되었는데 (Roemmich, D.S. et al, 2004), 적은 전

력 소비량으로 인하여 장기간 관측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사용되었

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탐사지점을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탐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선으로 운영되며 범위의 해

저탐사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

에 의해 자율 수중 탐사체 기술과 수직관측 뜰개의 기술을 합하여 

Unmanned Underwater Glider(UUG)가 개발 되었다. 초기에 개발

된 글라이더로는 와싱턴 대학에서 제작한 Seaglider(Ericsen, C.C. 

et al, 2001)와 Scripps(Sherman, J. et al, 2001), 해양학연구소에서 

개발한 Spray, 그리고 Woods Hole 해양학연구소에서 개발한 

Slocum 글라이더가 있다.(Webb, D.C et al, 2001) 이들의 외형은 

torpedo 형태 또는 laminar-flow shape 이며, 부력엔진과 내부 무

게중심 이동장치 및 회전을 통한 무게중심이동으로 Yaw Angle을 

제어하는 추진장치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글라이더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글

라이더의 운행방식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제약조건을 선정하였

다. 또한 글라이더의 외부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형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목표수심에서의 내압성능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글라이더의 운행자

세 제어를 위한 자세제어기를 설계하여 배치하였다.

2. 수중글라이더의 구조 및 외형 설계

2.1 무인수중글라이더(UUG)의 주행원리

수중글라이더의 운행방식은 별도의 추진체가 없으므로 하강

상승운동을 반복하여 추진력을 얻는다. 최초 선박에서 진수 후 

목표까지 정점추종방식으로 주행하게 되며 일정 주기마다 해수

면에서 통신 및 위치를 보정하게 되는 원리로 주행한다. 

이러한 방식의 주행을 위해 수중글라이더는 부력제어기를 통

해 선체의 부피를 변화시켜 부력을 제어하고, 자세제어기를 통

하여 내부 질량을 이동시켜 무게중심을 변경하여 자세를 제어한

다.

2.2 무인수중글라이더(UUG)의 선체 구조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수중글라이더의 설계 제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두고 설계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1 Shape of the underwater Glider

- Torpedo 형태에 외경 D mm 로 설정

- 산술 최고 목표 속도를 수평속도와 밸러스트 탱크용량      

 관련 그래프를 이용하여 속도를 knot로 하여 부피 제      

 어 비 X%, 선체 부피를 약 L로 결정

- 목표수심(m)에서의 수압(P MPa)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는 동체와 수밀 방식 고려

- 선체가 받는 유체저항계수를 최소화 하도록 외형

 

 또한 설계수중글라이더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Torpedo 형태

로 설계 하였다. 이를 구조상 크게 선수, 선체, 선미로 구분하

였다.

수중글라이더는 선체에는 부력제어기를 위치하고 선체내부에 

자세제어기가 위치한다. 또한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시스템보드

는 자율제어보드, 자세제어보드 그리고 전원보드로 구성되어 수

중글라이더의 선체 시스템을 제어한다.

그리고 선미부에는 수심을 측정하긴 센서와 통신 보고 및 정

점 추종을 위한 수중안태나 및 비상 양성부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2.3 외형 설계

2.3.1 선수부 및 선미부 외형 설계

수중글라이더의 유체저항계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외형을 설

계를 위하여 Myring profile equation(Myring, D.F ,1976)을 각 부

에 적용하였다. 선수부에 적용된 Myring profile equation은 식 

(1)과 같고 선미부에 적용된 Myring profile equation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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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Table 1은 위의 식에 필요한 Parameter이다. 해당 수

치는 CATIA를 통하여 구하고 각각의 식에 적용하여 외형을 설

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선수부 및 선미부는 Fig. 2와 같은 형상

으로 설계하였다.

 

Fig. 2 Shape of the Nose cone and Cowling part

Description Description

a Nose Length n Exponential Coeffinient

aoffset Nose Offset theta Include Tail Angle

b Mid Length d Max. Hull Diameter

c Tail Length lf Forward Length

coffset Tail Offset l Total Length

Table 1 Myring Parameters for underwater glider

2.3.2 선미부의 구성

수중글라이더의 선미부는 임무를 수행한 후 얻은 정보를 선미

부의 안태나가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시 글라이더의 전체의 장

착 해지 시켜 선체를 양성부력으로 만들어 떠오를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Drop Weight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선체의 수심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압력 센서 및 측심기로 구성되어 있다. Drop 

Weight는 부력제어기의 총 제어량을 고려하여 무게를 선정하였

다. Fig. 3 은 선미부의 구성과 이들의 배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측심기는 글라이더의 아랫방향으로 이동 할 때의 방

향각 X°만큼 기울여 서 장착하여 수심 측정에 용이 하도록 하

였다. Fig. 4는 측심기의 조립 모습이다.

Fig. 3 Rear parts Component of the underwater Glider

Fig. 4 Rear parts Component of the underwater Glider



3. 수중글라이더의 내압 설계

3.1 선체 FEM 좌굴 해석

3.1.1 동체 좌굴 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수중글라이더의 동체가 목표 수심에서의 동체 

좌굴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Case. 1 과 Case. 2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이 때 동체 두께를 제외한 외경, 길

이는 통재변수로 두고, 동체 두께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해

석을 수행하였다.

3.1.2 해석조건 및 경계조건

FEM 해석을 위한 요소는 Shell81을 사용하였고 격자는 균일 

사각격자로 생성 하였으며 해석조건은 아래의 Table 2 와 같다.

변위 경계조건은 Fig. 4와 같이 동체와 부력제어기가 결합되

는 부분의 모든 변진 및 회전 자유도를 구속하고, 외부압력은 

모든방향으로 균일 압력이 작용하도록 하였다.

Property Value

Material Aluminum Alloy 6061-T6

Modulus of Elasticity 68 (Room Temperature)
Poisson’s Ratio 0.3

Element Type Shell181

External Pressure 1 (On All Area)

Table 2 Analysis Conditions

 

Fig. 4 Boundary condition of Hull

 

Fig. 5 Buckling Mode Shape

3.1.3 동체의 내압 해석 결과

앞 절과 같은 조건 위의 Fig. 5과 같은 4가지 좌굴모드로 으로 

좌굴 해석 수행 결과 Case.1  의 해석결과 P1 MPa 보다 Case. 2

의 경우인 P2 MPa 의 경우 목표수심에서 적합한 결과가 도출되

어 Case. 2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체를 설계 하였다.

3.2 선체 내압 실험 내압 선체 설계

FEM 해석을 통한 좌굴해석을 수행하여 설계된 선체를 실제 

제작하여 내압실험을 통하여 내압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에서 수행 하였으며 내압시험

과 과 수밀시험을 겸하여 수행하였다. 

FIg. 6 은 수압시험을 위하여 동체를 시험장치의 고정파트에 

부착한 모습이다. 또한 Fig. 7 은 수압시험을 위하여 챔버 내부

에 동체와 고정파트가 삽입되어 있는 모습이며 Fig. 8는 가압중 

시험시재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장면이다.

Fig. 6 Hull and Fix part for Pressure-resistant test

Fig. 7 Inside of Pressure Chamber

Fig. 7 Monitering of Pressure-resistant test



가압/감압 과정 압력 지속 과정 결과
가압/

감압

압력구간 

[Pa]

시작(최고)

압력{Pa]

지속 

시간

종료(최종)

압력

정상
가압 ~  600s 
가압 ~  600s 

가압 ~  1800s 
감압 ~ 0 - - -

Table 3 Result of Pressure-resistant Test

위의 Table 3 은 내압시험 결과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목표 수

심에서의 수압 에서 의 안정성을 검토하기위해 ~ 의 압

력을 점진적으로 가압하며 시재의 안정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시험을 통해 설계한 수중글라이더의 선체는 목표 수심에서 

운용 할 수 있음을 검증 하였다.

3. 수중글라이더의 내부 설계

3.1 자세제어 메커니즘 및 장치 설계

무인수중글라이더의 주행방식에 알맞은 자세를 제어하기위하

여 선체 내부에 질무게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자세제어장치를 설

계 하였다. 이를 내부에서 장착하고 선체의 무게 중심을 변화시

켜 선체의 자세를 제어하고 글라이더의 진행방향을 제어한다. 

선체 내부의 한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이송질량을 가지기 위하

여 전지를 이송질량으로 이용하고 이를 병진운동 및 회전을 제

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 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자세제어기의 질량이송 행정의 중심점을 선체

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도록 배치하여 내부질량의 이동이 전체 선

체의 자세제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아래의 Fig. 8 은 설계된 자세제어기의 구성과 움직임에 관한 

모식도이다.

3.2 수중글라이더의 제어보드 구성

무인수중글라이더의 제어보드는 자율제어보드와 자세제어보

드와 전원보드로 구성되어 글라이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한다.

Fig. 9는 무인수중글라이더의 제어보드의 구성과 흐름도이다.

Fig. 8 Structure of Motion Controller

Fig. 9 Structure of Control System

전원보드로부터 전지로부터 전원을 각 시스템에 분배해 주고 

자율제어보드는 센서로부터 현제글라이더의 상태를 읽어 들여 

자세제어보드로 신호를 보내어 주고 자세제어보드는 이를 통하

여 자세제어기 및 부력제거기를 제어하여 글라이더의 자세 및 

부력을 조절하여 글라이더를 주행시킨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orpedo 형태로 개발중인 W Kg급  UUG의 구

조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수심 m에서의 수압에대한 내압성능

을 FEM 해석과 실제 내압챔버에서의 테스트를 통하여 해석의 

결과가 적정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글라이더의 자세를 조정하기 

위한 자세제어장치의 설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향후 설계 및 제작된 수중글라이더의 제어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용 테스트를 수행 할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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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확산 제어를 통한 수중 LED Lamp의 무선통신 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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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underwater environment, a sonar is mostly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However, its speed is not fast enough to transfer
large data such as image. To speed up the data transfer speed, the LED light is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in this paper.

In this paper, a research on the underwater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using light diffusion control is presented. A new variable LED
lamp for communication is designed, which is used a lamp usually, but it can focus the light for transferring the light longer distance by
controlling the distance between the lens and LED lamp. The stress and strain analysis of the cylinder protecting the communication system
was performed.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system is introduced including the control system of the LED lamp, light transmission and receiver
system. Finally,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the developed underwater communication system in sea water and fresh water and results
are described.

1. 서    론

현재의 수중 무선통신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고 

수중에서 발생되는 기상 이변과 해양탐사, 해양보존, 심해저 자

원개발, 심해용 무인잠수정 운용 및 천안 함 피격사건처럼 북한

의 다양한 해상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수중 감시 시스템 및 

수중 통신 네트워크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런 수중 통신은 지

상통신과 같이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지만, 매질의 전도

특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등과 같은 이유로 많은 제약이 있으

며 느린 전달속도로 육상 네트워크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최근에 LED와 수

광 소자로 구성하여 근거리 수중통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4]. 하지만 일반적인 포토 센서로는 수중에서 수 

미터 내외로 통신범위가 제한되고, APD(Avalanche

Photodiode)와 PMT(Photomultiplier Tube)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십 미터 이상의 수중통신이 가능하지만 매우 고가이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광의 

확산을 위한 장치 및 LED의 효율성을 위한 수중 방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ED lamp와 렌즈와의 거

리를 조정하여 광의 확산성 및 직진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LED

lamp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수중통신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담수에서의 기초실험을 통해 제안된 수중통신 기술을 평가한다.

2. 수중 LED lamp의 설계

2.1 수중 LED lamp 송·수신 부 설계

Fig. 1 Design for LED Transmitter Cylinder

Fig. 1은 송신 부를 도시한다. ① ~ ⑥은 순서대로 제어 부, 리

니어 액추에이터, 워터재킷, 볼부쉬, LED, 렌즈를 나타내고 LED

리시버는 LED Lamp에서 송신된 정보를 포토다이오드를 이용

해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Fig. 2와 같다.

Fig. 2 Design for photosensor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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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③은 순서대로 증폭-복조 회로, 포토센서, 렌즈를 나타낸

다.

2.2 수중 LED lamp의 광선 경로 시뮬레이션

LED와 렌즈 간 거리에 따른 광의 진행 경로를 대략적으로 예

측하기 위해 광선 추적 법[X]을 이용하여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Fig. 3 Basic Ray-tracking Processing

광선추적의 기본적인 원리는 식 (1)의 스넬법칙을 이용한다.

sin  sin  (1)

여기서 는 광선의 입사각, 는 광선의 굴절각, n1은 광원이 

발생한 곳의 굴절률, n2는 굴절이 발생한 다른 재질(렌즈)의 굴

절률을 의미한다. 위의 스넬법칙 전개에 필요한 변수를 구하기 

위해 몇 가지 기하학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먼저 h값은 식  

(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sin cossin (2)

Fig. 3에서 선분 는 곡률반경과 동일하므로 다음 식 (3)을 

이용하여 구한다.

sin  sin


(3)

구해진 값과 재질에 따른 적절한 굴절률 값을 식 (3)의 스넬법

칙에 대입하여 얻어진 굴절 각 만큼 빛의 진행 방향을 수정하는 

원리로 이 과정을 모의실험상의 광선의 개수만큼 일정한 시간마

다 반복하여 화면에 출력함으로 전체적인 광선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본 모의실험 프로그램의 원리이다. Table. 1의 조

건으로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빛의 직진성과 확산성

이 LED와 렌즈간 거리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이 중의 한 예

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구 분 내 용 단 위

렌즈의 종류 구면렌즈 -

렌즈 지름 80 mm

렌즈 초점거리 50 mm

광선 개수 1000 -

실린더 내부(공기 중) 굴절률 1 %

렌즈(유리)의 굴절률 1.3 %

실린더 외부(해수) 굴절률 1.34 %

Table 1 Ray tracking parameter of LED and lens 

Fig. 4 Distance between LED and lens : 0mm

3. LED lamp 제어시스템

3.1 LED lamp의 드라이버 구성

수중환경에서 굴절에 의한 광 감쇠 영향을 적게 받도록 고출

력 및 높은 색온도를 가지는 LED를 FIg. 5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이를 위한 드라이버를 구성하였다.[X] 실험에 사용된 LED는 

Table. 2와 같다.

모 델 BXRA-56C9000-J-00 단 위
색온도 cool white CCT

색상 5600 K

표준 광속( 8800 Lm

소모 전력 30.5V, 2800mA, 85W W

Table 2 Specification of LED

Fig. 5 Characteristics of the LED

위의 LED를 이용한 스위칭 소자로는 Date Driver 회로를 적

용한 MOSFET를 사용하여 MCU(Micro Control Unit)와 

MAX485 칩으로부터 출력되는 TTL신호를 받아 LED를 스위칭 

할 수 있도록 Fig. 6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6 Schematic of the LED driver

3.2 리니어 액추에이터 제어기 구성

LED와 렌즈간의 거리를 조정해 빛을 확산시키는 광 확산 제

어시스템에 사용된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어서 입력 신호로 특정 포맷의 PWM신호를 사용하며 이는 

Fig. 7와 같다.



Fig. 7 Input signal of the linear actuator

여기서 액추에이터의 최대 스트로크를 max라고 정의하고 

액추에이터 로드 끝단의 목표 위치 값 X에 도달하고자 할 때의 

입력 PWM신호의 펄스폭 는 다음의 식 (4)와 같이 구하여진

다.

 min max
max min

× (4)

위 식(4)에서 입력신호에 따라 리니어 액추에이터에 부착된 

LED와 렌즈간의 거리는 PID제어를 사용하며 이의 블록선도는 

Fig. 10과 같다.

Fig. 8 A block diagram of the linear actuator

4.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선행실험

4.1 LED의 방사각 제어실험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시작위치 0mm에서 목표위치 각각 

15mm, 50mm으로 이송하도록 PWM 신호를 인가했을 때, 측정

한 리니어 액추에이터 스트로크의 시간-거리 그래프를 Fig. 9,

10, 11에 나타내었고, 수중 조명등의 광 방사각 실험결과를 촬영

한 사진을 Fig. 12, 13 및 14에 나타내었다.

Fig. 9 position control of LED lamp for long 

focusing (50mm)

Fig. 10 Figure 12: position control of LED lamp 

for midium focusing (30mm)

Fig. 11 Figure 12: position control of LED lamp 

for short focusing (15mm)

Fig. 12 Focus of lens at 50mm

Fig. 13 Focus of lens at 30mm

Fig. 14 Focus of lens at 15mm

4.2 담수 중 통신 실험

담수가 담겨진 수영장에서, LED 송신부와 PD수신부의 거리

를 수조의 최대거리인 25m로 두고 수중통신 실험을 수행하였

다. Fig. 16 ~ 19는 수신 부 포토다이오드 신호를 증폭, 복조 하

는 과정을 캡쳐한 것이다. LED 송신부에서 115200bps의 통신 

속도로 데이터 0x0D의 USART 신호를 Fig. 17과 같이 출력하였

을 때, 수신부의 포토다이오드 1차 Trans-Impedance 증폭기 출

력신호는 Fig. 16의 ①과 같이 출력되었다. 이어서 이 신호의 낮

은 전압 레벨을 증폭하기 위한 2차 Instrument 증폭기의를 거친 

출력신호는 Fig. 17의 ②와 같이 출력되었다. 왜곡된 신호를 정

확한 구형파로 만들기 위해 Voltage Comparator를 적용하여 얻

은 파형을 Fig. 18의 ②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얻어진 구형파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듬기 위하여  Schmitt Trigger를 거친 결과,

Fig. 18의 ②와 같이 깨끗하게 다듬어진 신호로 출력되었다. 획

득한 원 신호와 증폭, 복조과정을 거친 최종 출력 신호를 비교

한 결과를 Fig. 19에 나타내었다.



Fig. 15 USART output signal

Fig. 16 First AMP - Second AMP

Fig. 17 Second AMP - Voltage Comparator

Fig. 18 Voltage Comparator - Schmitt Trigger

Fig. 19 Compare Orignal Signal and Final 

Signal

통신 에러율 측정 프로그램에서 반복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담수 중 25m 거리에서 거의 오차 없이 정상적

으로 통신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구 분 내 용 단 위

통신 속도 115200 bps

전송된 바이트 11416 -

수신된 바이트 4 -

에러율 0.035 %

Table 3 The result of tes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는 LED lamp의 렌

즈와 광원의 거리를 조정하여 가시광의 통신거리를 제어하는 새

로운 LED lamp를 개발하였다. 특히, 굴절률이 높은 수중에서 

LED의 광을 확산시키기 위해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렌즈를 이용

하여 광의 확산율을 높혔고 증폭·복조 회로를 이용하여 제어의 

정밀성을 향상시켰다. 개발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를 방수 설계하여 원통형 실린더로 제작하였고 담수 실험

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에서는 25m거리까지 데이터의 

손실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통신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구로 소형이지만 보다 고출

력의 LED 사용, 빛의 확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 및 센서 감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신속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멀티통신 및 거리나 속도 센서로의 활용에 대한 연

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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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Underwater Disk Robot(UDR) 수중 원반형 로봇, IMU Sensor 관성 측정 센서, Depth Sensor 수심 측정 센서, PMM
test PMM 시험, Hovering Control 호버링 제어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analysis on architecture, control system and hovering control of a new disk-shaped underwater
robot entitled an underwater disk robot (UDR) which has six degrees of freedom (DOF) motion. The motion of the disk-shaped UDR
can be less affected by side disturbances with a robust and swift motion along any directions. Also, the UDR has hovering motion so it
can keep position. The mechanical design of the UDR and the result of PMM test were presented. Experiments on hovering control
were performed on the UDR by applying PID controller, and results were presented.

1. 서    론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양자원개발, 해양공간이용,

해양환경보존 등과 관련하여 해양의 상태를 조사, 관찰하고 해

저를 탐사하며 각종 해양시설의 검사, 보수 및 유지에 사용하는 

수중로봇의 개발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ustin E.

Manley 등, 2008)(이판묵 등, 2005).

본 연구에 적용된 수중로봇은 다양한 방향의 조류와 같은 외

란에 보다 강인하며 수평동작 성능이 뛰어난 원반형 수중로봇이

다 (, 2011). 3개의 추진체를 120도씩 대칭적으로 구성하여 외란

에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6자유도 동작이 가능한 추진구조

로 설계되었다.() 6자유도 동작을 위한 제어 시스템과 자율적 항

행을 위한 동작 및 항법 센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기본적인 동

작을 위한 실험과 수중 위치 및 자세 제어를 위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1 The virtual and developed disk-shaped case of the UDR

2. 기구부

2.1 기구 설계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체 저항력을 적게 받도록 유선형

의 디스크 타입으로 설계하여 조류나 파도 등의 측면 외란에 강

하다. UDR이 납작한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UDR에 포함될 

추진체, 제어시스템, 센서, 카메라 및 조명 등의 장비를 위한 공

간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장비들을 모두 

장착한 UDR의 크기는 직경 1.9m, 높이 0.45m이다. 외형케이스

는 가볍고 내식성이 높은 FRP(Fiber Reinforced Plastic)으로 설

계하였다. UDR의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UDR의 최대 설계속도는 2Knots(1.028m/s)이고 수직 및 수평 

각각 3개의 추진체가 벡터 추진 방식으로 배치되었다. 추진체의 

배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수직축 추진체는 서로 120도 간격으로 떨어져 원형 프레임에 

장착되어 있다. 수직축 추진체에 의해 UDR은 heaving, rolling,

pitching 운동을 할 수 있다. 수평축 추진체 또한 120도 간격으

로 배치되었는데 이러한 배치로 인해 모든 수평방향으로의 최대 

벡터 추력을 낼 수 있다. 그리고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

평축 추진체의 방향 제어를 위해서 RC 서보 모터가 벨트와 풀

리로 연결되어 있다. 수평축 추진체에 의해 surging, swaying,

yawing 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6자유도 운동이 가능

하고 자세한 내용은 동역학 해석으로 설명하겠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Parameter Specification

Hull structure

Diameter : 1.9m
Height : 0.45m

Weight : about 100kg
Max. Speed : 2Knots

Propulsion
module

3 vertical thrusters(600W)
3 horizontal thrusters(600W)

Control system
module

Embedded computer: PC104
Processors: DSP28335,  XMEGA128A1

Sensors

GPS : AsteRx1 GPS
IMU : MTi

DVL : NavQuest 600
Pressure sensor : Sensys

Observation
module

2 cameras, 4 lights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UDR system

Fig. 2 The vectored propulsion scheme

2.2 동역학 모델링

수중에서 UDR의 동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특정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

체시스템의 정확한 수학적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수

중운동체의 6자유도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Fig.3 과 같이 지구고정좌표계와 선체고정좌표계를 설정하고, 식 

(1)에 나타낸 선체고정좌표계에 대해 표현된 동역학 모델식을 

사용한다. [Thor I. Fossen, 1994]

Fig. 3 Coordinate systems of UDR

  

  

   


  

  

 

   
 

 

   
  

 

(1)

여기서 은 UDR의 질량, 는 각 첨자의 축에 대한 질량관

성모멘트를 나타내고,  ,  , 는 질량중심의 위치를 나타낸

다. 또한 , , 와 , , 은 각각 x, y, z 축에 대한 병진운동의 

속도 및 회전운동의 각속도를 나타낸다. 우변에 있는 X, Y, Z,

K, M, N은 각각 운동방향에 대한 외력과 모멘트이다. 이러한 

방정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식 (2)와 같다.

  

  

(2)

는 강체의 관성행렬이고 는 추가관성행렬을 나타낸

다.        는 선체고정좌표계에서의 선속도 및 각

속도이다. 또한    는 외력과 모멘트의 벡터

이다. 와 는 강체와 추가질량의 Coriolis matrix이다.

유체감쇠행렬로 각종 감

쇠인자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는 중력과 부력을 나타

낸다.

3. 제어시스템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UDR의 제어시스템은 메인 컨트롤

시스템, 네비게이션 모듈, 파워 모듈, 엑츄에이터 모듈 관측 및 

통신 등 6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컨트롤 하우징의 구조 및 구성

요소는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 Hardware architecture of the UDR control system



Fig. 5 Architecture of the control housing

통신모듈에는 RF통신모듈인 24XStream 모델이 사용된다. 이

는 2.4GHz의 동작 주파수에서 장치간 표준 비동기 시리얼 데이

터를 송수신한다. 통신모듈은 UDR의 상태정보를 지상의 컨트

롤러에 전송하고 제어명령을 수신한다. 또한 통신모듈에는 

UDR이 수면에 위치한 경우, UDR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갖추고 있다. 이 장치의 정확

도는 수평 3m이고 수직 1.7m이다. 통신모듈의 형태는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The communication module

관측장치로는 국내 개발된 PHCS-C500 방수 CCTV 카메라와 

HID조명등이 사용된다. 이는 UDR의 전면과 바닥에 각각 2개의 

조명과 1개의 카메라로 구성된다.

추진체의 제어에는 ATXMEGA128A1 프로세서가 사용되었고 

추진체로는 Crustcrawler사의 600W급 thruster인 600HFS-L모델

로 BLDC모터를 내장하고 있다. 추진체의 입력 명령은 

PWM(Pulse Width Modulation)방식으로 전송한다. 추진체의 

제원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Max

power

[W]

Voltage

[V]

Weight

[kg]

Thrust

[kgf]

Depth

[ft]

Propeller

[blade]

Value 600 12~50 0.907
3.63~

7.27
3000 4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thruster

네비게이션 모듈은 IMU, 도플러 속도계(DVL), GPS로 구성된

다. 이 센서들은 UDR의 위치, 속도, 가속도, 경로, 거리 등을 결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IMU 센서로부터 위치, 각속도, 자세를 

산출할 수 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관성항법시스템(INS)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 장치의 속도 및 가속도의 적분 값의 누적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Extended Kalman Filter(EKF)를 사용한

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의 수집과 필터 알고리즘은 DSP28335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DSP28335 프로세서를 네이게이

션 모듈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보드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Developed navigation board

4. 성능 시험

UDR의 가장 기본적인 모션중 하나인 heaving과 Depth 위치 

및 자세 제어를 위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제어기

법은 PID 제어로 UDR의 위치와 자세를 원하는 상태로 제어할 

수 있다. 실험 장소는 한국해양대학교 지능로봇 및 자동화 실험

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조에서 실시하였다. 수조의 크기는 길

이 5m, 폭 3m로 직경 1.9m의 UDR을 실험하기엔 다소 작은 편

이지만 UDR의 부력을 세팅하고 단순 성능 시험, 위치 및 자세

제어 시험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UDR의 위치와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용 제어 프로그램을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 The operating interface of the UDR(Test version)

좌측엔 Depth 센서와 IMU 센서로부터 받은 UDR의 위치 및 

자세 정보와 이에 따른 추진체로의 제어 명령을 그래프로 표시

한다.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제어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우측엔 테스트 

모드를 설정하고 P, I, D 계수를 설정하거나 추진체에 직접 제

어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9 Hovering test of the UDR

실제 실험환경에서 UDR의 위치 및 자세제어 실험을 시행하

였다. Fig. 8에 나타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류나 파도와 같은 다양한 방향에서의 외란에 

강인한 운동성능을 보이는 유선형의 원반형 수중로봇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수직 및 수평축 추진체를 각각 3개씩 120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벡터추진방식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력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UDR의 

위치 및 자세 등 기본적인 제어성능을 시험하였고 계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자율항법제어를 완성할 환경 또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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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운동을 고려한 능수동 소나용 수중 음파 전파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김시문*․변성훈*․최현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시스템연구부

Development of an Active/Passive Sonar Simulator for the Estimation of
Received Signals with Arbitrarily Moving Transducers and Targets

Sea-Moon Kim*, Sung-Hoon Byun* and Hyun-Taek Choi*

*Ocean System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KRISO, Daejon, Korea

KEY WORDS: Underwater acoustic wave propagation modeling 수중 음파 전파 모델링, Sonar channel modeling 소나 채널 모델링,
Sonar channel simulator 소나 채널 시뮬레이터, Arbitrary motion 임의의 운동, MATLAB 매트랩

ABSTRACT: Various numerical approaches have been developed for modeling acoustic phenomena in the oceans such as propagation, scattering,
reverberation, and ambient noise. Among them ray tracing methods are used for estimating signals of high frequency waves. The recent needs
for high-resolution sonar images lead us to use high-frequency sonar systems installed in towing vehicles or AUVs. When using such sonar
systems the motion of acoustic transducers is inevitable, thus their core signal processing algorithms are related to compensation of the sonar
motion. Recently, KRISO developed a program for estimating received signals at moving transducers. However, it can be applied for only
passive sonars. This paper introduces an improved simulator written in MATLAB m-script for modeling active sonar signals. The simulator can
also estimate received signals with moving targets as well as with moving transducers. Its performance is verified by comparing with known
solutions and estimating Doppler frequenc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mulator will be a useful tool for developing sonar systems in motion.

1. 서    론 

수중 음파의 전파 현상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정규모드법(normal mode), 포물선 방정식

(parabolic equation), 음선추적(ray tracing) 기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된다[1,2]. 또한 전파 현상뿐만 아니라 해수면 및 

해저면 반사와 산란, 잔향음, 배경잡음 등 여러 수중음향의 물리

적인 현상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수치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2]. 국내에서도 이러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수동소나 또는 능동

소나의 신호를 모의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알고리즘이 개발되었

다[3,4].

해저면의 초음파 영상 획득은 해양 개발 및 탐사를 위해 필수

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서 측면주사소나(side scan sonar), 멀티

빔 에코사운더(multibeam echo sounder), 합성개구면소나

(synthetic aperture sonar) 등이 주로 사용된다. 최근 고정밀의 

영상 취득의 요구에 따라 소나가 장착된 자율무인잠수정(AUV)

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으며 상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다[5-6]. 고해상도의 초음파 영상을 위해서는 수십 kHz 이상

의 초음파가 사용되며 예인체나 AUV와 같은 수중 운동체에 장

착되어 운용되므로 소나 트랜스듀서의 운동이 필수적이다. 선박

플랜트연구소에서는 배열 트랜스듀서의 임의의 운동을 고려한 

수중음파 전파 모델링을 수치적으로 수행하는 전산모의 프로그

램을 MATLAB을 사용하여 개발한 바 있으나[7] 수동 소나인 경

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의가 가능

한 능수동 소나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시뮬레이터의 기본적인 설계 개념과 알고리즘에 대

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신호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터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수중 음파 전파 시뮬레이터

2.1. 시뮬레이터 설계

수중 로봇이나 수상 선박과 같은 수중 운동체에 장착된 소나 

신호처리 알고리듬 개발을 목적으로 수중 음파의 전파 현상을 

모델링하여 수신 신호를 모의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

다. 소나 신호처리 알고리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MATLAB 언어로 작성하였으며 소나의 형태가 능동 또는 수동

이냐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뮬레이

터의 주요 기능은 송신 트랜스듀서로부터 방사된 음파가 표적을 

맞고 반사되어 수신 트랜스듀서에 전달되는 신호를 모델링하는 

것이며, 이때 송수신 트랜스듀서 및 표적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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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경로가 임의의 형상을 가지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Fig. 1은 본 시뮬레이터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를 

나타낸다.

Fig. 1 Conceptual diagram for explaining the main function

of the sonar channel simulator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모

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수의 송수신 트랜스듀서

○ 다수의 표적

○ 송수신 트랜스듀서의 임의의 이동 경로

○ 표적의 임의의 이동 경로

○ 무지향성 송수신 트랜스듀서 감도

○ 무지향성 표적 강도

○ 백색 배경 잡음

○ 직접파 및 1회의 해수면/해저면 반사파

○ 임의의 송신 신호

○ 주파수 범위: 수십kHz ∼ 수백kHz

즉, 다수의 송수신 트랜스듀서 및 표적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

각의 트랜스듀서 및 표적은 임의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현 단계에서 송수신 감도 및 표적 강도의 방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잡음은 백색 잡음으로 모델링하였다. 음

파의 해수면 및 해저면에서는 1회의 반사파만을 고려하였으며 

음선 모델링이 가능한 수십 kHz 이상의 신호를 가정한다. 송수

신 트랜스듀서의 지향각 특성, 음파의 감쇠, 굴절 및 산란 현상 

등은 현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할 수 없으나 향후 필요한 시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환경에 근접한 음파 전달 모델링을 

위해서는 시변 특성을 고려한 통계적 전파 모델링의 적용이 필

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사용되는 변수 및 신호처리 함수는 수동 소나용 음파 전파 모

델링 프로그램[7]과 유사하며 표적에 대한 정보가 추가 된다. 송

수신 트랜스듀서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각 트랜스듀서 유닛의 좌

표, 이동 형태 및 속도, 음원 신호 형상, 송신 주파수 등이 있으

며 위치 좌표는 임의의 운동을 나타내는 함수로도 정의될 수 있

다. 수신 트랜스듀서에는 신호 샘플링과 관련된 정보가 추가적

으로 포함된다. 표적 특성으로는 표적의 위치와 함께 표적 강도 

등이 포함된다. 환경 변수는 수심, 해수면 및 해저면 반사계수,

음속, 배경잡음레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특성들은 tx,

rx, target, env라는 변수 아래 structure 구조로 정의된다. 예로 

표적의 표적 강도는 target.strength와 같이 표현된다. Table 1은 

각 변수 및 특성 목록을 나타낸다.

variable property

tx

tx.x0, tx.y0, tx.z0

tx.movingType

tx.posfun

tx.sigType

tx.frequency

tx.pulseLength

tx.sigfun

tx.sigLevel

tx.TVR

tx.ampGain

rx

rx.x0, rx.y0, rx.z0

rx.movingType

rx.posfun

rx.RVS

rx.ampGain

rx.t0

rx.fs

rx.T

rx.sig

target

target.x0, target.y0, target.z0

target.movingType

target.posfun

target.strength

env

env.reflectionCoeff.surface

env.reflectionCoeff.bottom

env.soundSpeed

env.waterDepth

env.bkspl

Table 1 Variables and properties used in the sonar channel

simulator

수신 신호를 모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

저 변수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정하기 위해

[tx, rx, target, env]=sonarchan_init()

와 같이 초기화 과정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기 위

하여 각 변수의 특성값을 새로운 값으로 입력한다. 수신 신호

는

rx = sonarchan_getsignal(tx ,rx, target, env)



와 같은 과정을 거쳐 rx.sig에 저장된다. 이때 송수신 트랜스듀

서 및 표적의 위치와 송신 신호가 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에 함수명을 지정하여 계산하며, 표적이 없는 수동 소나의 경

우에는 target=[]와 같이 빈 행렬을 대입하여 수신 신호를 계산

한다. Fig. 2는 위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cess for using the sonar

channel simulator

2.2. 시뮬레이터 구현

번째 수신 트랜스듀서에 수신되는 신호는




 




   

와 같이 번째 송신 트랜스듀서에 발생되는 신호에서 만큼 

지연되어 오는 신호의 합과 번째 표적에 맞아 반사되는 신호

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때 시간 지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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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현되며, 현재 시간 에서 각각의 시간 지연  ,

 ,  이전에 위치한 음원과 표적의 위치 좌표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를 추정한다.

3. 수중음향 전파 시뮬레이터 검증

개발된 시뮬레이터의 검증을 위해서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수신 신호를 구하였다. Fig. 3은 두가지 경우에 대한 조건을 나

타낸다.

트랜스듀서 및 표적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수신 신호를 정확

히 알 수 있으므로 추정치와 비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Fig. 4는 시간지연 정보를 이용한 참값와 시뮬레이터로부터 구

한 수신 신호를 비교하고 있다. 첫 번째 펄스는 직접파에 의한 

것이며 두 번째 신호는 표적에 맞고 입사되는 신호를 의미한다.

두 신호의 차이가  정도로 수치계산에 의한 오차만이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트랜스듀서와 표적이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하였

으며 스펙트럼 밀도의 도플러 주파수를 이론치와 비교하여 확인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송수신 트랜스듀서 및 표적이 이동하

는 경우에 대해서 신호를 구하였으며 Fig. 5는 각각이 이동하는 

세가지 조건에 대해서 얻은 직접파와 표적 반사파 신호의 스펙

트럼 밀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동에 의해 주파수 변화가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파수 변화값은 이론치와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송수신 트랜스듀서 및 표적이 임의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수신 신호를 모의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

하였으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신 신호 추정 및 분석으로부터 시

뮬레이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시뮬레이터는 향후 수중 소

나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요사업으로 수행 중인 

“고정밀 임무수행을 위한 인공지능기반의 수중로봇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

니다.

(a) Case 1: Fixed case

(b) Case 2: Moving case

Fig. 3 Configuration of the two cases for verification



(a) Moving source

(b) Moving receiver

(c) Moving target

Fig. 5 Power spectral density of the received signals for

the moving cases

(a) Received signals

(b) Signal difference

Fig. 4 Comparison of the received signals for the fix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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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유도를 갖는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의 
슬라이딩모드 이론을 이용한 자세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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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Underwater vehicle-manipulator system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 Redundacy resolution 여유자유도 해석 

ABSTRACT: An Underwater Vehicle-Manipulator System (UVMS) can be applied to pick up and carry obejcts for autonomous manipulation
in the wat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motion of the motion of the whole system because the movement of a manipulator affects
the motion of a vehicle and vice versa. Additionally, a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object, such as the shape and inertia, makes motion control
even more difficult. In the current paper, a motion control technique of the UVMS with redundancy was developed when mass information of
the objects is not available. In order to generate the joint trajectories of the manipulator, a redundancy resolution was performed to minimize
the propulsion energy of the vehicle and the tracking error of the joint trajectory. To control the motion of the unknown system, a controller
based on the sliding mode theory has been designed.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through a series of simulation
for a 3DOF vehicle and 3DOF manipulator system.

1. 서    론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이나 자율 무인잠수정(AUV)과 같은 

수중운동체들을 이용하여 해저지역에 있는 광물이나 표본을 채

집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중운동체의 선체에 매

니퓰레이터를 장착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시스템을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UVMS)이라 한다.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건을 집

거나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니퓰레이터 끝단의 위치

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매니퓰레이터의 경우에는 말단장치의 궤적이 주어질 경우,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매니퓰레이터의 관절궤적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수중에서 운용되는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

터 시스템은 베이스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을 한

다. 따라서 매니퓰레이터의 관절궤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단장

치의 궤적뿐만 아니라 잠수정의 위치 및 자세에 대한 궤적이 주

어져야 한다.

만약 잠수정의 위치 및 자세에 대한 정보가 미리 주어지지 않

는다면,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은 역기구학의 해

가 무수히 많은 여유자유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여유자유도는 

매니퓰레이터 끝단의 주어진 작업을 위반하지 않은 채로 잠수정 

및 매니퓰레이터의 자세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작업 조작도와 같은 성능지수를 최적화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여유자유도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성능지수로써 특이점 회피와 

작업 우선도를 사용하거나, 매니퓰레이터 관절토크 최소화를 위

한 연구 및 유체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들에도 여유자유도 

해석이 이용되었다 (Han et al., 2011; Mohan et al., 2012).

현재까지 국내 및 해외에서 개발된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

레이터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수상의 모선 위에서 무인잠수정 

및 매니퓰레이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조작자가 

제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해양에서의 다양한 외란에 

의하여 무인잠수정은 실시간으로 그 위치와 자세가 변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물체를 집어서 옮기

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매니퓰레이터의 자세, 물체의 형

상 및 질량 등과 같은 요소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시간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또한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작업하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니퓰레이터 자체의 추종제어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제어 무인잠수정 대신 

자율적인 운항이 가능한 무인잠수정 플랫폼을 이용한 수중 무인

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질량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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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는 물체를 옮기는 경우에 대한 여유자유도 해석 및 궤

적추종 제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시스템 모델링

2.1 AUV 모델링

일반적으로 수중운동체의 6자유도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유도

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지구고정좌표계와 선체고정좌표계를 

설정하고, 식 (1)에 나타낸 선체고정좌표계에 대해 표현된 동역

학 모델식을 사용한다 (Fossen, 1994).

Fig. 1 Coordinate systems of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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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중 매니퓰레이터 모델링

일반적으로 N링크 매니퓰레이터의 운동방정식을 표현하기 위

해서는 식 (2)와 같은 반복적 뉴턴-오일러 방법을 많이 이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피치-피치-피치 형태의 조인트를 갖는 3링크 

매니퓰레이터 운동방정식을 사용하였다.

   
       

   
        ×  

    

×
   × 

(2)

또한 육상에서 사용되는 매니퓰레이터와 달리 수중에서 거동

하는 수중매니퓰레이터는 유체에 의해 발생되는 부력 및 유체력

을 운동방정식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링크는 실

린더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체력들을 고

려하여 운동방정식에 적용하였다.

2.3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 모델링

무인잠수정과 매니퓰레이터가 결합된 수중 무인잠수정-매니

퓰레이터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의 운동이 다른 시스템의 운동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 절에서 유도된 각각의 운동방정식

들을 이용하여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에 대한 

비선형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잠수정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속도와 가속도를 수중매니퓰레이터의 반복적인 방법을 이용한 

운동방정식의 초기값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면, 잠수정의 운동

이 고려된 수중매니퓰레이터 운동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잠수정과 수중매니퓰레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는 수중매

니퓰레이터의 운동에 의해 잠수정에 식 (3)과 같은 힘과 모멘트

가 가해지게 된다. 이를 잠수정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고려하여 

무인잠수정의 운동방정식을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3)


      (4)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

이터 시스템에 대한 비선형 운동방정식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2.4 추진기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인잠수정은 그림 2와 같이 총 7개의 추

진기를 이용하여 6자유도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와 같은 추진기들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과 이로 인해 무인잠수

정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 사이에는 식 (6)과 같은 관계식이 성

립한다.

  ·













      
      
      
       

       












  

  (6)

3. 여유자유도 해석

수중에서 운용되는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은 베이

스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단장치의 궤적뿐만 아니라 

잠수정의 이동궤적도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Fig. 2 Thruster configuration

만약 잠수정의 이동궤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은 여유자유도를 갖는 시

스템이다. 따라서 매니퓰레이터의 특정한 관절궤적을 얻기 위

해서는 여유자유도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직평면에서 거동하는 무인잠수정-매니퓰레이터 시스템에 

대하여 매니퓰레이터 말단장치 속도와 무인잠수정의 속도 및 

매니퓰레이터 관절각속도와의 관계는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식 (7)에서 말단장치의 속도프로파일이 주어질 경우, 잠수정 

및 매니퓰레이터의 관절 각속도를 다음과 같은 여유자유도 해

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8)

식 (8)의 두 번째 항은 자코비안 행렬의 영공간 해로서, 작업 

공간에서 매니퓰레이터 끝단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한 성능지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수중에서 운용되는 모든 수중운동체는 중력과 부력에 의하

여 반드시 복원모멘트가 작용하게 되며, 이 경우 잠수정이 특

정 위치 및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어입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복원력모멘트를 최

소화한다면, 시스템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따라

서 여유자유도 해석에서 사용한 성능지수로 수중 무인잠수정-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에 작용하는 복원력 모멘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식 (9)와 같이 설정하였다 (Han et al., 2011).

  

∥ ∥
(9)

식 (9)의 성능지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gradient projection

방법을 이용하여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0)

4. 제어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여유자유도 해석을 통해 얻어진 잠수정의 위치 및 자세에 

대한 궤적과 매니퓰레이터의 관절 각도에 대한 궤적을 추종하

기 위하여, 잠수정의 추진기를 제어하기 위한 PD제어기와 매

니퓰레이터의 관절제어를 위한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를 설계하

였다. 수직평면상에서의 잠수정의 수평 및 수직방향의 위치,

그리고 피치방향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하여 식 (11)과 같이 각 

운동모드에 대한 PD제어 법칙을 이용하였다. 또한 잠수정에 

대한 제어입력을 식 (12)와 같이 추진기 구성행렬을 통하여 각 

추진기의 추력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11)

 















· (12)

한편 수중매니퓰레이터의 관절각도에 대한 목표궤적을 추종

하기 위하여 슬라이딩모드 이론을 통한 제어기를 설계하였으

며, 이를 각각의 관절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슬라이딩모드 제

어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식 (13)과 같은 오차벡터를 정의하도

록 한다.

 



 









 







(13)

또한 위의 정의를 이용하여 식 (14)와 같은 n차의 슬라이딩

평면을 정의한다.

    



 





 

 (14)

설계한 제어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슬라이딩평면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식 (15)와 같이 정의한다.

 
  (15)

따라서 매니퓰레이터의 관절각도에 대한 궤적을 추종하기 

위하여 안정적이면서 외란에 강인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슬라이딩모드 제어법칙을 다음 식 (16)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16)

여유자유도 해석을 통해 생성된 목표궤적과 제안된 제어기



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직평면상에서 거동하는 3자유도 

잠수정-3자유도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에 제안된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였다. 수중에서 작업 대상의 형상과 질량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작업 대상을 집어서 원하는 지점

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최종목표

로 설정하였다. 그러한 연구의 기본적인 단계로써 본 논문에서

는 물체를 질점으로 가정한 후 5kg으로 설정된 물체의 질량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작업 대상을 지정한 위치로 옮기기 위한 말단장치의 

목표궤적은 10초동안 일정한 속도로 초기위치에서 최종 목표

점까지 직선으로 움직이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3에서는 말단장

치가 움직여야 할 목표궤적과 실제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

이터 시스템의 말단장치가 움직인 궤적을 나타낸 그림이다. 결

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위치에서 최종위치까지 목표궤적

을 잘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과 같은 말단장치

의 궤적을 갖도록 여유자유도 해석을 통하여 생성된 잠수정의 

위치 및 자세 궤적을 그림 4에 나타내었으며, 매니퓰레이터 관

절각도 궤적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유자유도 해석을 통하여 생성된 각각의 목표궤적을 PD제어

기와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를 통하여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추진기에 의한 추력과 관절토크

를 나타낸 결과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유자유도를 갖는 수중 무인잠수정-매니퓰레

이터 시스템에 대한 궤적생성 방법 및 제어기 설계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복원력모멘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능지수를 

설정하여 전체 시스템에 가해지는 제어입력을 줄임으로써 에너

지효율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여유자유도 해석을 통한 목

표궤적을 생성하였으며, 또한 생성된 궤적을 추종할 수 있도록 

PD제어기와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를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들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추

후 이를 3차원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연구와 임의의 형상과 질량

을 갖는 물체에 대한 강인한 성능을 갖는 제어기를 설계하여 적

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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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jectory of end-eff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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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energy efficiency of buoyancy propulsion method of underwater glider, "Marlin". Differently from
usual underwater vehicles, underwater gliders does not use thrusters, but use the force occurred as changing body volume. This research
shows the results of propulsion power efficiency of underwater glider "Marlin" using experimental efficiency equations of buoyancy
engine and 6-degree of freedom dynamic motion simulation. We can find the benefits of underwater gliders on energy aspect as long
range observation platform comparing to other underwater vehicles.

1. 서    론

수중글라이더(Underwater Glider)는 부력의 변화를 추진력으

로 이용하는 방식의 수중 운동체이다. 일반적인 무인잠수정

(UUV, Unmaned Underwater Vehicle)은 추진기(Thruster)를 이

용한 추진 방식을 이용한다. 이에 반해 수중글라이더는 부력과 

무게 차이를 제어하여 수직방향의 힘을 발생시켜 수직운동을 한

다. 이 때 선체의 날개의 양력을 이용하여 선수방향으로 동체를 

진행시킨다. 이러한 동작 방식은 추진기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

하여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중글라이더의 개념을 창안하고,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은 미국이다. ONR(Office of Naval Research)의 지원으로 

SCRIPPS, University of Washington, WHOI에서 수중글라이더

를(Slocum, Seaglider, Spray) 개발하였다. 또한 일본과 중국 그

리고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글라이더가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는 무인잠수정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중글라이더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해양과

학기술원에서 2011년도에 Teledyne Webb Research사의 

Slocum Glider와 Exocetus사의 Coastal Glider를 도입하여 한국

해역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청새치 수중글라이더 개발 연구에서 도출된 수

중글라이더 청새치의 유체력계수와 이를 적용하여 전개된 6자

유도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성에 대한 연

구 결과를 보이려 한다.

2. 수중글라이더 청새치의 설계

2.1 설계 목표

수중글라이더 청새치의 설계 목표는 과제에서 연구된 6자유

도 운동방정식, 자율제어 알고리즘 등의 수학적인 검증을 위한 

시험 시제의 개발에 있다. 일반적인 글라이더는 0.5 knots이하의 

수평속도를 가지며, 군용목적의 글라이더는 최대 2 knots의 속

도를 가진다. 청새치는 한국해역 중 동해와 남해에서 운영을 하

도록 2 knots이상의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최

대 운항 수심은 max m의 수심을 목표로 하며,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6000m급 내압수조를 이용하여 

선체의 내압성능을 검증 받았다.

2.2 선형 설계

수중글라이더 청새치는 일반적인 어뢰 형상으로 설계되었다.

부력엔진의 부피 제어 량은 전체 무게의 ±10%를 제어할 수 있

으며, 종동요각과 횡동요각을 제어하기 위한 내부이송질량은 전

체 무게의 12%로 설계하였다. 노즈콘과 카울링은 일반적인 

AUV의 설계에 이용되는 Myering Profile Equation을 적용하였

다. 청새치의 외형은 Fig. 1과 같으며 제원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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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rlin Glider

Item Dimension

Length L m

Hull Diameter d m

Depth Ratings max m

Endurance 0 day

Speed Range max knots (max. )

Dry Weight   Kg

Table 1 Specifications of Marlin Glider

3. 부력엔진효율 실험

3.1 청새치 글라이더의 부력엔진

본 과제에 의해서 개발된 부력엔진(BE, Buoyancy Engine)의

효율을 수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2는

개발된 부력엔진의 외관을 보여준다. 부력엔진의 구동원리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하여 안쪽방향으로 피스톤을 이동시키

고, 바깥쪽 방향으로 피스톤의 전진을 시키기 위해서 DC모터

를 이용하여 유압유를 앞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피스톤이 후진 시에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방하기만 하면

되므로, 에너지 소모가 없다. 반대로 피스톤의 전진 시에는 DC

모터가 작동하면서 전력소모량을 가지게 된다. 부력 부력엔진

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받는 압력(P, Pressure)이 커지므로 피스

톤 전진에 사용되는 소모량(Wh)가 증가하게 된다.

Fig. 2 Over view of Buoyancy Engine

3.1 부력엔진효율 실험

부력엔진 효율 시험을 위하여 Fig. 2의 부력엔진에 앞 단을

막고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원하는 압력을 줄 수 있도록 시험

장비를 설치하였다. 압력은 0 ~ max bar까지 5단계의 압력을

주면서 피스톤을 최대치까지 앞뒤로 전 후진시키면서 측정을

하였다. Fig. 3 피스톤을 전진 시킬 경우 압력에 따른 이동시간

을 보이고 있다. 수면에서의 압력과 최대 수심의 압력에서 같

은 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압유의 토출량이 일정하기 때

문에 이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Fig. 5에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모터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Fig. 4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피스톤 후진 시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3 Buoyancy Engine move forward Time for Depth

Fig. 4 Buoyancy Engine move Backward Time for Depth

Fig. 5 Buoyancy Engine moving efficiency for Depth

4. 청새치 글라이더의 추진효율 시뮬레이션



4.1 수중글라이더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

본 연구에 앞서 Planar Motion Mechanism Test와 CFD를 

통하여 유체력미계수를 구하였다. 수중글라이더의 운동방정식

은 식 (1)과 같이 일반적인 잠수정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이용한다. 운동방정식은 상당수의 유체동역학계수에 의한 힘

과 모멘트로 표현된다. 청새치 글라이더의 수학모델을 정의하

기 위해 선체를 강체라 가정하고 Fig. 6과 같이 선체고정좌표

계와 지구고정좌표계를 사용하였으며 선체고정좌표계의 원점

을 상하좌우의 중심부로 정하여 선수방향을 x, 우현방향을 y,

연직 아래 방향을 z축으로 하는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청새치 글라이더의 x, y, z축에 대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6자유도 운동으로 표현하였으며 사용된 좌표축과 명칭은 

Table 2와 같다.

Fig. 6 Coordinate System of Marlin Glider

Item
Position /

Orientation

Linear /

Angular Vel.

Force /

Moments

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   

Table 2 Notations of Underwater G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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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식 (2)는 6자유도 모델에서 XZ평면의 운동을 통해서 

글라이더의 수평 방향의 추진효율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간략화 시킨 식이다. 식에서 유체력계수를 나타내는 항은 

             
 

이며, 선형

감쇠, 비선형감쇠, 부가질량의 유체력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무인잠정과 다르게 부력()의 값이 변화하며, 부력중심(CB,

(   ))와 중력중심(CG, (  ))의 값이 변화하게 된

다. 앞서 계산한 부력피스톤의 이동 시간과 이 때 소비전력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sin

  


 

 cossin
   




 sin  coscos
(2)

4.2 추진효율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3600 초 동안 수심으로 진행하도록 설정하였

다. 이 때 부력엔진의 제어량은 총 제어량의 약 ±17%를 제어하

여 2 knots의 선속을 내도록 하였다. 이때의 XZ평면에서의 글라

이더의 주행궤적 은 Fig. 7과 같다. 또한 선속은 Fig. 8에서와 같

이 수평속도(u)와 수직속도(w)가 발생하며, 3자유도 해석이므로 

sway방향의 속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Fig. 8은 글라이더 선체의 

각도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에서 간단한 PD 제어기를 구성하

여 ±값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결과는 그래프와 같다.

Fig. 10에서 약 2knot의 속도로 1시간 동안 8.91×104 J의 에너

지를 소비하였다. 이를 환산하면 24.75W의 소비효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보통의 AUV는 200~600W급 

추진기를 사용하며, 100W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를 비교

하면 수중글라이더의 부력추진효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Fig. 7 Coordinate System of Marlin Glider



Fig. 8 Velocity at Earth fixed coordinate

Fig. 9 Angle at Earth fixed coordinate

Fig. 10 Joule of Marlin glider

5. 결    론

청새치 글라이더의 추진효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력

엔진의 효율을 구하였으며, 이를 6자유도 운동방정식에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글라이더의 추진효율을 확인하였다. 부력

엔진의 총 제어량의 ±17%를 제어하여 정상상태에서 2 knots의 

속도를 가지며, 이때 24W의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중글라이더의 본연의 기능인 장거리 관측을 하

기 위해서는 부력 제어량을 줄여 속도를 줄이면 더 긴 거리를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수하게 유속이 거세거나 군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속 글라이딩이 가능한 플랫

폼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해서 전력사용

량을 줄이면서 빠른 기동이 가능한 글라이더 연구에 이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의 산학연 과제로 수행

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힙니다.

참 고 문 헌  

고성협, 김동희, 김준영 (2013). “만타형 무인 잠수정의 개발과 

실해역 성능시험”,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37권 제6

호, pp 644-652.

서동철, 박문규, 최항순 (2006). “”, 수중로봇기술연구회 2006년 

추계워크샵

연구보고서, (2011). “수중글라이더 동적 거동 시뮬레이터 개

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bkowiz, Martin A, (1969). "Stablilty and Motion Control of

Ocean Vehicles", The MIT Press, Cambridge.

Jeff Sherman, Russ E. Davis, V.B. Owens and J. Valdes,

"The Autonomous Underwater Glider 'Spray'", IEEE

Journal of Oceanic Engineering, Vol. 26, No. 4, October.

Joshua G. Graver and Ralf Bachmayer and Naomi Ehrich

Leonard. (2003). "Underwater Glider Model Parameter

Identification", Proc.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Unmanned Untethered Submersible Technology, Durham

NH, pp 1~12.

Joshua Grady Graver. (2005). "Underwater Glider: Dynamics,

Control and Design",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Princeton Univers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Myring, D.F., (1976). “A theoretical study of body drag in

subcritical axisymmetric flow”, Aeronautical Quarterly,

vol. 27, pp 186-194.

Thor I. Fossen, John Willey and Sons (1994), "Guidance and

control of Ocean Vehicles".



수심 제한을 고려한 수중 글라이더 경로 최적화

윤석민․김진환*

*해양시스템 공학전공, 카이스트 

Trajectory optimization for underwater gliders considering depth
constraints

Suk-Min Yoon, Jinwhan Kim*

*Division of Ocean System Engineering, KAIST, Daejeon, Korea

KEY WORDS: Unmanned underwater vehicle 무인 수중 운동체, trajectory optimization 경로 최적화, two-point boundary value
problem 이점 경계치 문제

ABSTRACT: In this study, trajectory optimization for an underwater glider considering depth constraints is discussed. Typically, underwater
gliders are controlled to dive and climb in a saw-tooth pattern at a constant gliding angl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more efficient gliding
paths that can minimize the traverse time in the horizontal plane. The trajectory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into a minimum time
control problem with inequality path constraints and hydrodynamic drag effects. A numerical approach based on the pseudo-spectral method are
adopted as a solution approach and the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1. 서    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학용, 산업용, 군사용등 

많은 응용 분야에서 자율수중로봇(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그 중 수중 글

라이더는 부력 및 중력을 이용한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AUV로써 기존의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AUV에 비해 

경제성 및 운용지속성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운용 효율 향상을 위한 경로

최적화 관련 연구들이 수행 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Jeff Sherman et al., 2001; Joshua G. Graver

et al., 2001)

경로 최적화 관련 연구들은 많은 수중 로봇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지만 수중 글라이더에 관련된 경로 최적화 

연구들은 조석류 및 해류와 같은 환경외란이 있는 경우를 고려

하면서 수평면 상에서의 글라이더의 이동경로를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B. Garau et al, 2009) 연직면 상에서의 글

라이더의 경로는 일반적으로 35도 내외의 하강각을 사용하는데 

이는 정상상태에서의 수평방향 이동속도를 최대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상태 운용 시간이 전체 운용 시간에서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심해용 글라이더에 적합한 운용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과 같이 수심제한에 의해 정상상태 운

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하강과 상승의 반복이 잦은 경우에 

수중 글라이더의 수평방향 평균 이동속도를 최대로 하는 연직

면의 최적 경로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주

목하고 수심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수중 글라이더의 수

평 거리 이동 시간을 최소화 하는 최적화된 연직면 경로에 대한 

이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천수역에서의 수중 글라이더 운용 

기법과 수중 글라이더의 설계 파라미터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

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수중 글라이더의 최적경로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

과 해석을 위해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최속강하곡선

(Brachistochrone curve)에 대한 해석해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수중 글라이더의 유체저항을 고려한 보다 실제적인 운동 모델

을 소개하고 수평면 이동시간을 비용 함수로 하는 비선형 최적

경로 문제로의 정식화와 수치 해석을 통해 최적해를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수심제한이 있는 경우에 있어 수중글라이더의 연

직방향의 최적경로를 구하고, 기존의 운용방식과의 시간비교를 

통해 최적경로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중력장에서의 최소시간 이동경로

수중 글라이더와 같이 중력과 부력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운

동체의 운동 특성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이상적인 경우의 최

적 경로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심도제한이 있는 경우 운동체의 

수평 거리 이동 시간을 최소화 하는 최적화된 경로에 대한 해석

해를 고찰함으로써 뒤에 나올 수중 글라이더의 최적 경로에 대

한 직관적 해석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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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속강하선 (Brachistochrone curve)

최속강하선 문제는 그림 1과 같이 마찰이 없고 일정한 중력장 

안에서 질량체가 원점으로부터 목표지점 ( )까지 갈 때 최단

시간에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문제로 가정으로 

부터 식 (1) 과 같이 질량체의 운동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이

클로이드 함수 형태의 해석해를 가지는 것이 널리 알려 져 있다.

(E Bryson Jr., Yu-Chi Ho, 1975) 이 때, 질량체는 마찰이 없는 보

존계(conservative field)에 놓여있기 때문에 접선방향 속도 는  

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중력가속도, 는 축에 

대한 경로의 각도로 제어입력을 나타낸다.

Fig. 1 Brachistochrone curve

               (1)

2.2 심도 제한이 있는 경우의 최소시간 이동경로

2.1절에서 얻어진 운동 모델에 대해 시간을 목적 함수(performance

index)로하고 경로 제한(path constraints)과 고정되지 않은 종단점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문제를 정의하면 식 (2) ~ (10)과 같이 문제를 정

식화 할 수 있다. (E Bryson Jr., Yu-Chi Ho,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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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condition,
                                             (7)
                                              (8)

    

 
                              (9)

Inequality path constraints,
             ≤        (10)

위 식에서 는 부등식 제약조건(inequality constraints)에 대

한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로 식(3)에 그 특성이 나타나 있

으며, 는 설정된 깊이(predetermined depth)로 질량체가 갈 

수 있는 심도 제한을 나타낸다. 이 때, 는 최적의 깊이방향 종

단지점 보다 낮은 경우를 고려한다. 여기서 는 깊이 

방향의 목표지점 에 대한 경계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서 대체

된 경계조건인 식 (9)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수평 방향의 목

표지점에 따라    의 값을 가지고 그림 2를 통해 결

과를 확인 할 수 있다. (Stephan Mertens et al., 2008)

Fig. 2 Minimum-time descent paths given various horizontal

goal positions

위 문제에서 수평방향의 목표지점과 심도 제한을 각각 

  과   으로 설정하고 해를 구해보았다.(그림 3) 결

과를 보면 경로 제한에 맞닿기 전까지는 사이클로이드 형태의 

곡선을 따라 가지만 경로 제한에 맞닿는 순간인 약 2초 후부터 

더 이상 하강 할 수 없게 되면서 수평한 직선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 이 때 속도는 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

에 속도는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Descent path (b) State trajectory

Fig. 3 Minimum-time trajectories with the depth constraints

하지만 이 때 중력과 부력을 교대로 활용하며 추진력을 얻어 하

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수중 글라이더의 운용 특성을 감안하면 질

량체가 경로 제한에 맞닿는 순간 다시 상승하는 힘을 받을 수 있

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질량체는 경로제한

에 맞닿은 후에도 힘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가속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속도가 수렴 할 때 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목표 

지점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로제한

에 맞닿는 순간의 상태를 초기조건으로 하고  방향의 상태에 대

해 반대 부호를 가지도록 운동 모델을 적용하여 식 (2) ~ (10)을 

따라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푼 결과를 그림 4에 보인다.



  (a) Descent-Ascent path (b) State trajectory

Fig. 4 Minimum-time trajectories with the depth constraints

그림 3과 그림 4에서의 결과를 비교할 때, 최저 심도에서 상

승하는 힘을 다시 받는 경우에 이동 시간은 하강만 하는 경우에 

비해 3.4% 정도 단축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로 미루어 봤을 때 수중 글라이더와 같이 부력엔진을 이용해 하

강과 상승을 반복하되 심도 제한이 있는 경우의 경로 최적화 문

제는 최속강하선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문제를 정식화 할 수 있

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수중 글라이더의 수평방향 이동속도를 

최대로 하는 최적 경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수중 글라이더 경로 최적화

실제 수중 글라이더 시스템에는 유체저항과 같은 마찰이 작

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에 관한 함수로 단순하게 나타 날 수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단순화 된 수중 글라이더의 운동 모

델을 기반으로 최적제어 문제를 정식화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수중 글라이더의 최적 경로를 구한다.

3.1 글라이더 운동모델

원칙적으로 수중 운동체는 6 자유도의 운동 자유도를 가지나 

경로를 생성하는 측면에서는 간략화 된 모델의 사용이 일반적

이며 이를 감안하여 연직면 상에서의 수중 글라이더의 운동 모

델을 식 (11) ~ (15)와 같이 나타내었다. 식에서  ,는 외부 고

정 좌표계에서 표현되는 글라이더의 연직면에서의 위치를 나타

내며, 는 피치 각(pitch angle)을 의미한다. 또  과  는 각

각 글라이더의 전체 질량 과 부력엔진에 의한 질량변화량을 각

각 나타내며 피치 변화율(pitch rate)과 질량 변화율(mass

displacement rate)을 제어입력으로 가진다. 유체저항은 동체 고

정 좌표계에서 글라이더 이동 방향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Fig. 5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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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15)

3.2 이점 경계값 문제(two-point boundary value problem)

앞 절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활용하여 이점 경계값 문제로 정

식화 하였다. 식 (16)은 목적함수(performance index)를 나타내

며,       
와 같이 시간 및 각각의 제어 입력들에 

대한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시간 및 최소 에너지 

문제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16)

식 (17) ~ (25)는 폰트랴긴 최소원리(Pontryagin’s minimum

principle)의 적용을 통해 얻어진 일반화된 최적화 문제로의 정

식화된 표현이다. 제약 조건으로는 수심 조건 이외에도 글라이

더의 실제적 운용을 감안하여 질량중심 이동속도와 부력양의 

변화율 등 제어입력 최대값을 고려한 부등식 제약조건이 고려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복잡한 비선형성과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해석해의 도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수치적으로 해를 구하였으며, 수치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변수들의 값들은 표 1에 나타

내었다.

Hamiltonian,

             cos    


   






   sin     


 (17)

Euler equation,

   
                                        (18) 

   


                                      (19)

Boundary condition,
                       (20)
             (21)

Inequality constraints,
    ≤  ≤          (22)
   ≤  ≤          (23)
   ≤  ≤  degsec                  (24)
   ≤  ≤  sec        (25)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 Value Unit

gravitational acceleration( ) 9.81 

mass of vehicle (m) 18.5 

density of water () 1000  

radius of vehicle () 0.0075 

drag coefficient () 1.4037 -
 



4. 결과

식 (16)의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하여 최소시간 문제를 정의하였다. 수치해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하여 제어 입력 사용량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해석적 

기법의 적용이 어려운 비선형 문제에 대한 최적해의 도출을 위해 

최적제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인 

GPOPS-II (Next-Generation General-Purpose Optimal Control

Software)를 사용하였다. 그림 6(a)의 경로를 보면 심도 제한에 맞

닿은 후 다시 상승을 하는 경로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

고 그림 6(c)와 6(e)를 통해 제어 입력인 피치 변화율과 질량 변화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시간 문제들의 일반적인 해와 유사하게 

bang-bang 제어의 형태를 유사하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리고 표 2에 다양한 수평방향의 목표지점()에 대해 기존의 

직선 운용경로를 따랐을 때와의 시간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

과를 보면 제안된 최적경로를 따를 때 운용 시간이 기존의 경로를 

따를 때에 비해 단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c)                        (d)

             (e)                        (f)    
Fig. 6 Simulation result (a) trajectory (b) state (c) pitch rate (d)

pitch angle (e) mass displacement rate (f) mass

displacement 

Table 2 Traveling time comparison

Type
(   )

        

Traveling
time
[sec]

Ratio
[%]

Traveling
time
[sec]

Ratio
[%]

Traveling
time
[sec]

Ratio
[%]

Optimal path 49.67 9.61 56.89 12.26 64.28 13.94

Straight path 54.95 - 64.84 - 74.69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심제한에 의해 정상상태 구간의 운용 시간

이 심해용 글라이더에 비해 짧은 경우에 대해 수중 글라이더의 

최적 경로를 구하였다. 유체 저항을 고려한 수중 글라이더의 운

동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최적 경로를 구하기 위한 이점 경계치

(two-point boundary value)문제로 정식화 화고 수치 시뮬레이

션을 통해 수중 글라이더의 수평방향 이동 속도를 최대로 하는 

최적 경로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적경로와 기존 경로와의 

운용시간 비교를 통해 수심제한이 있는 경우 제안된 최적경로

의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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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비젼을 이용한 선박 인식

서인덕(서울대학교)․김낙완(서울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Adaboost 이용한 선박 인식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선박 인식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Viola-Jones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기계학습의 일환으로 학습을 위해 2000개
의 비 선박 이미지와 1000개의 선박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과정은 크게 3가지 세부 과정으로 나
뉜다. 먼저 Haar-like 특징을 이용하여 학습 이미지에서 특징 점들을 추출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한 개의 
이미지에 대해 Haar-like 특징을 추출해 보면 대략 160,000개의 특징이 추출되는데 너무 많은 양의 data
를 처리하기에 연산 속도가 하나의 중요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Integral image라는 기법을 이용한다. 그 다음 Haar-like 특징으로 추출 된 특징 점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강한 분류기를 학습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Adaboost이다. Adaboost란 다수의 약한 분류
기를 이용하여 강한 분류기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분류기를 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
하지만 강한 분류기를 구성하는 약한 분류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지수 적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과정은 Adaboost로 설계된 분류기를 이용하여 실제 image상에서 목표 물체를 탐지
하는 과정이고 이를 Cascad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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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종동요각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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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수중 플렛폼인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6자유도(6D.O.F)운동 방정식을 기반으로 설계된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 시스템을 임베디드 리눅스보드와 Atmega128 MCU를 사용해 구현하였다. 또한 향후 수조 테스트

와 실해역 테스트를 위한 무인 수중 글라이더 제어 H/W 시스템을 구현 후 테스트 하였다.

1. 서    론

기존의 수중 탐사를 위해 탐사선과 ROV, AUV등 여러 수중

플렛폼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비용의 문제와 탐사할 수 있

는 범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중 플렛폼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었다. 이에 자율적으로 부력을 조절하여 수중에

뜨고 가라앉는 수직관측 뜰개(Profile Argo Float)가 개발 되어

적은 소비 전력으로 인한 장시간 운용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 원하는 위치로의 자가 이동 불가, 운

용 중 망실률, 지속적인 자료 관측 불가 등, 사용상 한계가

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시간 운용 가능하

며, 목표 지점으로의 자가 이동 및 깊은 수심에 운용할 수 있

는 새로운 수중 플렛폼인 수중 글라이더가 개발 되었다.

수중 글라이더에 대한 개념을 처음 창안하였고, 현재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ONR(Office of Naval Research)의 지원을 받아 SCRIPPS,

Washington Univ., Webb Research에서 수중 글라이더 개발계획

에 착수하였으며, 초기에 개발된 글라이더로는 Washington 대

학에서 제작한 Seaglider와 Scripps 해양학연구소에서 개발한

Spray 그리고 webb research에서 개발한 Slocum 글라이더가 있

다. 이들의 외형은 torpedo 형태 (Slocom, Spray) 또는

laminar-flow shape(Seaglider)이며, 부력엔진과 내부 무게중심 이

동장치 및 회전을 통한 무게중심 이동으로 요각을 제어하는

추진 장치로 구성된다.

Fig. 1 수중글라이더 운영개념

2. 무인 수중 글라이더 기구 설계

2.1 무인수중글라이더 선체 구조 

본 논문의 무인 수중 글라이더는 Torpedo 형태로 설계되었고

설계한 무인수중글라이더는 크게 선수, 선미 및 선체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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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선수부와 선미부는 항력을 최소화하고 운항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Myring Profile을 이용하여 외형설계를 하였으며, 선체

와 각각 연결하는 구조를 가진다. 선체부는 부력제어기, 전지

를 내장한 자세제어기, 통신 및 제어기를 탑재할 공간으로 구

성 되며 충분한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원통형상 구조로 설계

하였다.

Fig. 2 무인수중글라이더의 3D Renderings

Fig. 3. 실측 무인 수중 글라이더 

무인수중글라이더의 구성 및 내부 장치의 구성은 Fig. 4와 같

다.

 

Fig. 4 무인수중글라이더의 구성 및 내부 장치

2.2 무인수중글라이더 선체 구성

무인수중글라이더는 부력 제어기를 통해 추력을 얻으며, 내부

에서 자세제어를 통하여 진행방향을 제어한다. 내부의 한정된

공간에 충분한 무게의 자세제어장치가 요구되는데 여기서 전

지가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를 이송 및

회전시켜서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5 부력 제어기와 자세제어기 3D Renderings(좌),

실제 구성품(우)

3. 무인 수중 글라이더 제어 시스템 설계

3.1 무인수중글라이더 6-DOF(Degree of Freedom)

Fig. 6 선체 고정좌표계 및 지구 고정좌표계

무인 수중글라이더의 운동모델링을 위하여 Fig. 6과 같이 지구 

고정좌표계 및 선체 고정좌표계를 설정하였다. 선체 고정좌표계의 

원점은 선체의 기하학적 중심에 있으며 글라이더 선체의 진행방향

을  축으로 하였으며 수심 방향을  축으로 하였다. 또한 오

른손 법칙에 의해  축의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 선체 고정좌표

계에 각축에서의 위치/방위, 속도/각속도, 유체력 기호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파라메터.

일반적인 강체에서의 병진운동은  

  





 ×  × ××    (1)

와 같이 표현되고, 회전운동은                         

  




·
 ×· ×

 ×    (2)

와 같이 표현된다.

m은 질량이며, ∘은 선체 고정좌표계에 대한 미분이다.

위 식을 이용하여 유도된 수중에서의 수중글라이더를 포함하

는 강체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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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수중 글라이더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글라이더의 형상과 

관계가 있으며, 글라이더의 운동 유무와 관계없이 작용하는 정

유체력과 글라이더의 가속/감속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동유체

력으로 나눌 수 있다. 정유체력은 부력과 중력에 의한 항으로 

나타내어지며 동유체력은 부가질량, 선형감쇠, 비선형감쇠 등 

여러 가지 항으로 나타내어진다.

Fig. 7 무인 수중글라이더의 6 자유도 유체력 식

Fig. 7은 무인 수중글라이더에 작용하는 6자유도 유체력을 나

타낸 것이다.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정유체력 부분

이며 사각형 안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서 유도한 실

시간으로 변화하는 질량중심 및 부력중심, 그리고 부력을 각각

나타낸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은 주요 유체력계수들을 나타

내며, 선형감쇠, 비선형감쇠, 부가질량항의 유체력 계수를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유체력계수들을 PMM 실험, CFD해

석 및 경험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Fig. 8 PMM 모형수조실험과 CFD 해석

3.2 무인수중글라이더 제어시스템 구성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시스템은 두 개의 제어 보드로 구

성되어 있다.

부력 엔진과 자세 제어기의 운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자세 제

어 보드와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통신과 수중 위치 추정을 위

한 센서 제어를 담당하는 자율 제어 보드로 구성 되어있다.

자세 제어 보드는 ATmega128 MCU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

며, 자율제어 보드는 ARM cortex-A8를 CPU로 사용하는 임베

디드 보드 (beagle-xm)를 사용하여 구현 하였다.

Fig. 9 자세 제어 보드(좌)와 자율 제어 보드(우)

Fig. 9 의 사진은 구현된 자율 제어 보드와 자세 제어 보드의

사진으로 자율 제어 보드의 임베디드 보드에는 임베디드 리눅

스를 탑제하였다.

Fig. 10 인 수중글라이더의 제어 시스템



Fig. 11 무인 수중글라이더의 센서 시스템

Fig. 10 과 Fig. 11는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 시스템과 센

서 시스템을 간단한 도표로 나타내었다.

4.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시스템 테스트 및 고찰

Fig. 12 무인 수중 글라이더 자세 제어기 시뮬레이션

Fig. 12 과 같이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6 자유도 방정식을 기

반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설계된 자세제어기의 제어 각도

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위 그래프는 부력엔진의 피스톤을 정지 시킨 후 자세제어기

의 질량이동 만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13 무인 수중 글라이더 자세 제어기 실제 pitch 데이터

Fig. 14무인 수중 글라이더 자세 제어기 실제 Roll 데이터

Fig. 13과 Fig. 14의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데이터를

검증해 보기 위해 구현된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자세 제어기

에서 취득한 데이터로 0.2초의 셈플링 타임으로 현재 질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리한 그래프 이다.

5. 결론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6자유도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에 적용해 보고 설계한 제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검증해 보기 위해 시

스템을 설계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질량이동을 최상점에서 최하점까지 이동

시키면 수면에서 통신이 가능한 각도인 70도 까지 제어 할

수 있으며 통신 안테나의 위치는 수면에서 1.5 m 까지 위로

세울 수 있다.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무인 수중 글라이더의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 제작된 제어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모두 로

깅하고 분석하여 장시간 주행에 따른 반복 오차 수치를 분석

했다.

반복오차의 수치는 pitch +-2~3(mm), Roll+- 3(degree)의 오차를

확인 하였다.

향후 무인수중글라이더를 수조 및 해양에서 실험을 통한 성

능평가 및 검증할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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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Offshore industry has been expanding, its service and supporting parts have also received attention. Therefore, 
the needs for the research and develop about offshore services are more increasing. So This paper is to develop an underwater robot 
for monitoring of subsea equipments and plants. We developed Hovering AUV which has open-frame structure and multiple thrusters 
for controlling the dynamic motion of vehicle.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rist We describe design goal of Hovering 
AUV. Secondly, We designed controller to control AUV motion through thruster allocation method. Finally, We conducted simulation for 
analysis and verify about dynamic motion and controller.  

1. 서    론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연평균 6.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

래 우리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양

플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Subsea 장비 시장 역시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연안 또는 심해에서 해양플랜트 및 Subsea 장비를 설

치하는 수중건설 로봇분야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수중 시공현장의 위험 및 유인공사의 한계 등을 감안 할 때 수

중건설 관련 장비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써는 수

중건설장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중건설 관련 분야 중 수중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현장 및 Subsea장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수중로

봇의 Test-bed를 개발하여 수중로봇의 개발 기술 및 제어 알고

리듬의 개발을 통하여 기술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된 AUV의 시스템 구성 및 수학적 모델링

을 소개하고, 잠수정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운동제어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2. 시스템 구성 및 수학적 모델링

2.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설계한 Hovering type AUV는 실험수조 및 실해

역에서 작업용 AUV의 자율주행 성능과 센서 및 제어기의성능을 

실험하기 휘한 Test-bed이다. 실험을 통한 제어알고리듬을 개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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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pecification

선형 Open-frame

제원 736mm X 736mm X 600mm

질량 50kg

작업수심 20m

추진기 450watt X 4개

제어모드 4-DOF

통신 RS-232, Wifi

제어보드 On-board PC, DAQ board

항해센서
Pressure sensor, GPS

DVL, TCM5

Table 1 Design goal of Hovering AUV

Fig 1 3D Modeling

추진 장치의 배치 및 계측장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

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Table 1은 설계 개발된 AUV의 제원

을 나타낸다. 

제작된 AUV의 외각프레임은 팔각형의 Open-frame구조로 설

계되었다. 추진기는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 2개의 추진기

가 위치하고, DVL은 프레임 하부에 위치하도록 설계 되었다.

내압용기는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제작 되었으며 상부 내압용

기에는 GPS 및 통신을 위한 안테나가 위치하게 된다. 또한 전원

을 ON/OFF 가능 하도록 외부 스위치를 설계하였다.

Fig 1은 설계된 잠수정의 3D 모델이며, GPS, DVL 안테나 등 

잠수정의 구성을 나타낸다.

2.2 수학적 모델링

AUV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조

종성능이나 제어성능을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UV의 6자유도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이 

운동방정식을 풀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

한 입력과 환경 하에서 AUV의 운동성능을 해석하였다. 

AUV의 비선형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좌표

계를 Fig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좌표계 EXYZ는 지구고정좌표계

를 나타내고, 좌표계 Oxyz는 선체고정좌표계를 나타낸다. AUV의 

진행방향을 , 우현방향을 , 그리고 수심방향을 양의  방향

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Fig 3 Coordinate system

설정된 좌표계에 따라 전개된 AUV의 비선형 6자유도 운동방

정식은 식 (1)과 같다. 식의 좌변은 Inertia term 과 선체고정좌

표계에서의 가속도를 나타내며, 우변은 added mass force, 

coriolis and centrifugal force, hydrodynamic force, restoring 

force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AUV는 추진기를 이용하여 방향 제어 및 

수심제어를 수행한다. 따라서 운동방정식에 추진기의 방향 및 

위치를 고려한 thruster configuration을 추가하였다. Fig 4는 

AUV에 장착된 추진기의 위치, 중심으로부터 추진기까지의 거리

를 나타낸다. Fig 4에서 1,2는 수평방향 추진기이며 3,4는 수직

방향 추진기를 나타낸다.

 
   

 
  

 
    

 
  

 
   

 
  


     

    
  



 
 

  


      

   
  



 
  

  


     

    
  



 
  

  

(1)

 추진기에 의해 각 축에서 발생하는 힘은 식 (2)와 같으며,

∑   

∑   

∑    

∑   

(2)

이를 Matrix 형태로 표시하면 식 (3) Thruster Configuration 

matrix T를 구할 수 있다.



Fig 4 Thrust position & Distance from centre of          

 gravity 

 











   
   
    
    

(3)

따라서 추진기에서 발행하는 힘과 모멘트는 식 (4)로 표현가

능 하다.

 ·          (4)

  ∑  ∑  ∑  ∑ 


         


2.3 제어기 설계

 AUV의 수심 및 방향제어는 4개의 추진기에 의하여 제어 되

며 4-DOF(Surge, Heave, Yaw, Pitch)제어가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 설계된 제어기는 PID 제어로 식 (5)와 같이 설계되었다.

   ·   ·   ·                          (5)

식 (5)에서 U는 X, Y, Z방향의 힘과 모멘트 이며 는 비례 

게인, 는 적분게인, 는 미분게인을 나타낸다.

PID 제어기에서 얻어진 제어입력은 추진기 분배 방법을 통하

여 각각의 추진기에 적절한 추력을 인가하게 된다. 추진기 분배

법칙은 식 (4)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식 (4)의 양변에 Pseudoinverse 를 곱하면 식 (5)와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 

   ·                                            (5)

PID 제어기를 통하여 나오는 제어 입력은 이며, 

Pseudoinverse  는 앞절에서 설명한 Thruster Configuration 

Matirx T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식 (5)를 통하여 추

진기의 추력을 계산 할 수 있다.

3. AUV 시뮬레이션

앞 절에서 설계된 AUV의 제어기와 추진기 분배 방법의 성

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AUV의 목표수심 및 목표 방향각을 설

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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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pth & Pitch Angle of Hovering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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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Simulation result of motion control for AUV

  Fig. 5의 (a)는 수심 및 피치각의 제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

과 값이다. 목표수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여 다시 수상

으로 되돌아오도록 설정 하였으며, 목표수심을 잘 추정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때 목표 피치각은 0°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수심이 변하는 구간에서 값의 진동이 있지만 목표수심에 도달

한 후에 다시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는 방향각

과 속도제어를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값이다. 방향각은 

-30°~ +30°를 제어하도록 설정하였고 목표 속도는 0.8m/s이

다. 이때 속도는 선체 고정좌표계에서의 잠수정 속도를 나타 

낸다. 시뮬레이션 결과 방향각 및 속도는 목표 값을 잘 추정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은 추진기 분배 법칙을 통하여 출력된 제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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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ruster force from thruster allocation method 

각각의 추진기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추진기의 최대, 최소값

은 추후 실험에 실제 사용되는 Technadyne 사의 Model 300의 

값으로 설정 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ubsea장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 

개발을 목표로 그 기초단계인 Hovering Type 무인잠수정의 

Test-bed개발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동성능을 검증하였다. 추

후 수조시험 및 실해역 실험을 통하여 잠수정의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알고리듬을 개발하고, 다양한 센서 실험을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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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수중글라이더의 운동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운동성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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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uoyancy control 부력제어, Motion control 자세제어, 6DOF dynamics 6자유도 운동, Motion simulation 운동시뮬레이션

ABSTRACT: Underwater gliders do not have separately propellers to move forward. By difference of their buoyancy and 
gravity, they would get a propulsive force. Also an attitude of underwater gliders is controlled by changing the position of 
buoyancy center and mass center. The underwater glider proposed in this paper is designed to use inner buoyancy engine of 
cylinder-piston type and movable mass controller, which they control buoyancy and motion.. In this paper, as a basic research 
of the underwater glider, we derive nonlinear 6-DoFs dynamic equations that are only considered kinematic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of movable mass and piston of buoyancy engine. Using these equations, we performed dynamic simulations of the 
proposed underwater glider and verified a suitability of design and a dynamic performance of the proposed underwater glider.

1. 서    론

해양 탐사 분야는 근해의 탐사를 넘어 점점 먼 바다, 대 수심

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해양 탐사장비 

또한 발전해왔으며 현재 수중에 직접 사람이 투입되지 않고 수

상 플랫폼 또는 육상 플랫폼에서 수중로봇을 이용하여 해양을 

관측하는 해양탐사 방법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다양

한 목적에 맞는 해양 관측 장비 및 해양 로봇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중로봇은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와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가 있으며 ROV는 외부 플

랫폼과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외부에서 유선으로 조종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운용 반경과 숙련된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 AUV는 원하는 위

치에 스스로 도달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고 외부와 수상에서

의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하지만 운용시간이 짧

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넓은 운용 범위와 긴 

운용시간을 위하여 수중 글라이더가 개발되었으며 현제 글라이

더는 대양을 횡단하여 자료 수집을 하는 단계이다.

무인 수중글라이더는 일반적인 무인 잠수정과는 달리 별도의 

추진기를 갖지 않으며 부력제어기를 이용하여 부력을 조절하여 

추진력을 얻게 된다. 본 논문의 글라이더는 부력제어기를 이용

하여 글라이더의 체적을 변화시켜 수직방향의 힘을 발생시키며, 

내부 자세제어기를 이용하여 선체의 자세를 제어 하게 된다. 또

한 글라이더의 자세제어기는 글라이더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질

량체의 전후 좌우 운동을 이용하여 자세제어를 수행하게 되며, 

선체의 자세중 종동요(Pitch)각과 횡동요(Roll)각은 선체 고정좌

표계의 원점에서 질량중심과 부력중심의 위치 차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멘트에 의해 결정된다. 글라이더의 조향은 방향타를 이

용하지 않고 자세제어기의 배터리팩을 회전시켜 선수동요(Yaw)

를 제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 수중글라이더의 항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형의 설계와 무인 수중글라이더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자세

제어기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력제어기와 자세

제어기의 특성을 반영한 6자유도 운동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계된 무인 수중글라이더의 운동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2. 글라이더의 구성 및 설계

2.1 선체 외부구성

본 논문의 글라이더의 외형은 Fig. 1. (a)와 같으며 전체 형상

은 어뢰의 형상과 같다. 선수에는 해수의 출입이 자유로운 노즈

콘이  동체에 부착되어 있으며 선미에는 한쌍의 수평날개와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parameters Value Units Description

 0.15 m Nose Length

 0 m Nose Offset

 1.3 m Mid Length

 0.3 m Tail Length

 0.01 m Tail Offset

 2 n/a
Exponential

Coeffinient

 0.44 radians Include Tail Angle

 D m
Max. Hull

Diameter

 1.45 m Forward Length

 1.45 m Total Length

(a) External shape of glider (b) Internal configuration of glider

Fig. 1 Configuration of glider

Fig. 2 Vehicle hull radius as a function of axial position 

Fig. 3 Maximum horizontal velocity vs. glider volume

하나의 수직 날개가 부착되어 있다. 선미의 카울링 끝 부분에는 

견인 고리 및 육상과의 통신을 위한 안테나 모듈이 동체와 체결

된다. 선미 카울링 끝부분에 Drop weight를 부착하여 응급상황

시 Drop weight에 연결되어 있는 Burn wire를 끊어 긴급 부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2 동체 내부구성   

Fig. 1. (b)는 선체의 내부를 나타내었다. 동체의 내부를 크게 

나누면 부력을 조절하기 위한 부력제어기와 자세를 제어하기 위

한 자세제어기, 통신 및 제어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제어보

드 부로 나누어진다. 부력제어기는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유압펌

프를 구동시켜 부력제어기의 피스톤 위치를 제어하게 된다. 자

세제어기 또한 두 개의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내부 배터리팩을 

전후좌우로 이동시켜 선체의 자세를 제어하게 된다. 제어보드는 

전원분배 보드, 센서 데이터 수집보드, 통신보드, 메인제어보드

로 나누어진다.

2.3 선체 설계

글라이더의 선체는 유체의 항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myring 

profile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myring profile을 이용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은 Table 1과 같으며 파라미터의 위치는 Fig. 2에 나

Table 1 myring profile parameter of glider

타 내였다. 선수부에 위치한 노즈콘의 형상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결정된다.

  


 

 
 




       (1)

또한 글라이더의 동체는 글라이더 수평속도와 글라이더의 체

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Fig. 3을 이용하여 글라이더의 

목표 최대속도를 낼수 있도록 부력제어기의 제어량과 글라이더 

체적을 고려하여 원통형의 글라이더 동체부를 설계하였다.

글라이더의 선미부의 카울링역시 유체의 항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myring profile을 적용하여 카울링의 형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타낼 수있다.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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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된 글라이더는 내압시험을 통하여 목표수심에서의 선체

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2.4 부력제어기

글라이더에 사용된 부력제어기는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유압

펌프를 구동시고,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유압을 이용하여 부력제

어기내의 피스톤 위치를 이동시키게 된다. 부력제어기의 구성은 

오일탱크, 유압 피스톤, 유압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전동 모터

로 나눌수 있으며 동체와 체결시 O-ring을 이용하여 수밀을 하

게된다. 부력제어기의 외형은 Fig. 4(a)에 나타내었다.

2.5 자세제어기

자세제어기의 형상은 Fig. 4(b)에 나타내였으며, 두 개의 전동

모터를 이용하여 자세제어기 내부에 탑재된 질량체의 전후 운동

과 회전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후 운동시 전동모터로 나

사를 회전시켜 원하는 목표지점 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



(a) Shape of buoyancy controller  (b) Shape of motion controller

Fig. 4 buoyancy controller & motion controller

Fig. 5 Coordinate frame of glider

Fig. 6 Motion diagram of rigid body

며, 회전 운동시에는 크로스롤러를 이용하여 목표 회전 각도

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글라이더의 수학적 모델링

3.1 좌표계 설정
글라이더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지구고정

좌표계와 선체고정좌표계를 설정하였으며 선체고정좌표계의 원

점은 글라이더 선체의 기하학적 중심으로 하였다. 선체고정좌표

계의 축은 글라이더 수직날개와 수직이며 방향은 선체의 진

행 방향으로 하였으며 축은 글라이더의 수평날개와 수직을 이

루고 방향은 수심방향으로 하였다. 축은 오른손 좌표계에 의

해 결정하였다.

3.2 선체의 수학적 모델링

설계된 글라이더는 강체로 가정하였으며, 일반적인 강체의 6

자유도 운동 모델리을 나타내기 위하여 Fig. 6와 같이 나타내였

다. 일반적인 강체의 병진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수 있다.

            (3)

           (4)

    

(a) Position of inner movable mass

(b) Position of center of buoyancy

Fig. 7 Variation of CG & CB

 × 
× ××  


               (5)

식(5)의 좌항의 와 는 선체고정좌표계의 속도의 미분이며 

    
 이며   이다.

회전운동역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          (6)

 


           (7)

××
×                         (8)

식(5)의 좌항의 는 선체고정좌표계의 원점에 대한 질량관성

모멘트이다.

위의 (5)식과 (8)식에 의해 일반적인 강체의 6자유도 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위식을 이용하여 글라이더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방정식을 유

도 하기위한 고려사항은 부력제어기에 의한 부력의 변화와 부력

중심의 변화, 자세제어기에 탑재된 질량체의 이동에 의한 질량

중심의 변화와 질량관성 모멘트의 변화가 있다. 글라이더의 전

체 질량은 다음과 같으며



            (10)

는 선체의 고정질량 는 동체, 노즈콘, 카울링을 포함한 

점질량, 자세제어기에 탑재된 질량체의 질량 이다.

글라이더의 질량 중심의 변화는 Fig. 7(a)에 나타낸바와 같이 

선체고정좌표계의 원점에서 자세제어기의 질량체의 질량중심까

지의 거리벡터가 변화하여 발생한다. 글라이더의 질량중심의 변

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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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량관성 모멘트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12)

연산자 는 왜대칭행렬을 타나내며 벡터의 외적을 위해 사용

하였다.

부력중심의 변화는 Fig. 7(b)에 나타내였으며, 선체고정좌표의 

앞부분의 체적이 변화함으로써 부력중심의 위치가 변화화게 된

다. 부력중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수 있다.

  
 










 







        (13)

식(13)에서 부력제어기의 피스톤의 위치 가 변화 함으로써 

체적 이 변화하며 부력중심의 위치가 변화하게 된다.

3.3 부력제어기 모델링

부력제어기의 피스톤의 이동속도는 전동모터의해 회전하는 

펌프의 회전속도와 토출량에 의해 정해지는 유량에 의해 결정되

며 부력제어기내벽과 피스톤사이의 마찰은 없다고 가정하고 모

델링을 수행하였다.

부력제어기에 사용되는 전동모터의 전류와 로터의 각가속도

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4)




 




                                 (15)

는 로터의 질량관성 모멘트, 는 모터 토크 계수, 는 기

전력 계수, 는 모터 점성마찰 계수, 은 전기저항, 은 인덕턴

     (a) Position of glider       (b) Translational velocity

     (c) Angular velocity            (d) Control input

Fig. 8 Vertical motion of glider

스, 는 로터의 각도 이다.

또한 펌프의 유량과 로터의 각속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6)

 · ·             (17)

다음으로 부력제어기 피스톤의 이동속도와 유량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        (18)

  

식(17)과 (18)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피스톤의 이동속도와 

로터의 각속도와의 관계식을 쓸수 있다.

 

· ·    
        (19)

 유량, 펌프 토출량, 로터의 각속도, 펌프체적 계수, 

피스톤이동속도, 피스톤 로드 면적 이다.

4. 운동성능 해석

앞서 유도한 비선형 6자유도 운동방정식, 피스톤의 이동속도,

자세제어기의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글라이더의 비선형 6자유

도 운동 시뮬레이터를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구성하였

다. 시뮬레이션시 외란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제어 입력은 부

력제어기의 피스톤 위치, 자세제어기의 질량체 위치로 하였다.

특별한 제어기를 구성하지 않고 제어입력만을 주었을 때 글

라이더의 운동성능을 확인했다.



4.1 글라이더의 수직운동

글라이더의 수직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자세제어기

의 질량체가 전후 운동만 가능하도록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부력제어기의 피스톤이 후진운동을 할 때 자세제어기

의 질량체은 전진운동을 하고 부력제어기의 피스톤이 전진운

동을 할 때 자세제어기의 질량체는 후진하게 제어하였다. 이때

의 글라이더의 자세 및 이동속도, 부력제어기의 피스톤이 왕복

운동시 잠항가능한 수심등은 Fig. 8에 나타내였다.

글라이더가 잠항시에 글라이더의 자세는 약 특정각도에 수

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의 선체고정좌표계의 방

향의 속도역시 설계 목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글라이더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동성

능을 확인하였다. 글라이더가 하강운동을 하기위하여 부력제어

기의 피스톤을 후진시켜 체적을 감소시키고 상승운동을 하기위

해서는 부력제어기의 피스톤을 전진시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고, 잠항 시 자세제어기의 질량체가 전진을 하면 

글라이더가 특정각도에 수렴하고 설계시 고려한 최고 목표 속도

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연구는 글라이더의 운용 목적에 맞는 제어기를 설계하여 

글라이더가 원하는 목표지점 및 수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글라

이더 제어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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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환경에서의 물체 자율 감지 및 회수를 위한 기초 연구

박지성․김진환
카이스트 해양시스템공학전공

A preliminary study on autonomous object detection and retrieval in
underwater environment

Ji-sung Park and Jin-whan Kim

Division of Ocean Systems Engineering, KAIST, Daejeon, Korea

KEY WORDS: Underwater robot 수중 로봇, Underwater manipulation 수중 작업, Computer vision 컴퓨터 비전, Pose estimation 포
즈 추정

ABSTRACT: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have been widely used for a variety of underwater task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asks is an
interaction task such as to retrieve an object in an underwater environment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 key elements in performing the
retrieval task are pose estimation of the target object with respect to the vehicle and control of the underwater vehicle-manipulator system.
Computer vision can provide relative pose between the vehicle and the object for station keeping and underwater manipulation. In this study,
automatic object detection and retrieval in an underwater environment is addressed. A experiment in a model bias was performed in a water
tank using an underwater robot with a gripper, and the preliminary results are shown.

1. 서    론

수중 환경은 극한의 환경으로 수중에서 인간이 해왔던 역할을 

수중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무

인 수중 로봇 역시 수중 환경의 약한 시계, 급변하는 조류, 그리

고 제한된 통신 등으로 여러 제약을 받으며 임무 수행에 있어 

운용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중 로봇의 부분적인 

자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수중임무 중 해저면에 놓여진 물체를 회수하는 작업은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지금까지 잠수부가 직접 수행해 왔거나 

수심이 깊은 경우 원격조종수중-로봇(ROV: Remotely Operated

Vehicle)의 투입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원격조종에 의한 목표

물로의 접근과 로봇-팔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수중 로봇

의 특정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만으로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더불어 원격조종을 위한 통신 및 전력 

케이블에 발생하는 유체 저항은 수중 로봇의 운동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제어의 난이도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해저면에 놓여진 물체(예: 비행장치 기록계, 해양계측 

센서 등)를 인식, 그 위치를 파악하고 집게 형태의 로봇-팔

(Gripper)을 이용하여 회수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인간

의 개입 없이 로봇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 회수 대상 물체의 형상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고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 상대 포즈(Relative pose) 추정을 통한 

근거리 정밀항법을 수행하고 파악된 상대 포즈 정보를 이용하여 

해저면에 놓여진 수중 목표물을 회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ROV를 이용한 수조 실

험을 수행하였다.

2. 물체 감지 및 회수 알고리즘

기존 유인 작업의 경우 ROV 운용자는 물체 감지와 회수를 위

해 ROV에 장착된 카메라가 제공하는 영상에 거의 전적으로 의

존한다. 이러한 작업의 무인로봇으로의 자연스런 확장을 위해 

본 연구에서 물체 감지 및 회수 알고리즘은 컴퓨터 비전 기법을 

이용한다. Fig. 1에 도시된 것처럼 상기 알고리즘은 물체를 회수

할 목표물로 인식하는 ‘물체 감지 알고리즘’과 감지된 목표물과 

수중 로봇 사이의 위치 관계를 결정짓는 ‘포즈 추정 알고리즘’으

로 구성되어 있다. 임무 수행을 위해 먼저 ‘물체 감지 알고리즘’

을 통해 카메라 영상 내의 목표물을 찾고 형상이 알려진 목표물

과 수중 로봇 사이의 상대 위치와 자세 정보를 ‘포즈 추정 알고

리즘’을 통해 얻는다. 얻어진 상대 포즈 정보는 수중 로봇의 근

거리 정밀항법과 수중로봇에 부착된 집게 위치 제어를 통한 목

표물 회수에 이용된다.

2.1 물체 감지 알고리즘

본 과정은 영상에서 목표물을 감지하고 해당 목표물에서 4개

의 대응점을 찾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얻어진 대

응점 정보는 포즈 추정을 위해 사용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Fig. 1 Object recovery algorithm

알고리즘은 형상이 알려진 목표물의 특정 평면을 주목하고 해

당 평면이 이미지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먼저 입력 영상을 

이진화 하고 외곽선 검출을 통해 사각형을 찾아 해당 사각형이 

알고리즘이 주목하고 있는 평면인지 확인한다.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회수 대상 물체 표면에 정해진 형태의 마커를 부

착하고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마커가 감지되면 네 모서리의 점을 

찾아 각 점의 좌표를 ‘포즈 추정 알고리즘’에 전달한다.

2.2 포즈 추정 알고리즘 

회수 대상 물체의 평평한 표면에 마커가 부착되어 있다고 가

정할 때 사영 기하학에서는 식 1과 Fig. 2에 따라 3차원 공간에

서 2차원 공간으로 임의의 원근투영변환(Perspective projective

transformation)을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의 호모그래

피(Homography)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때의 호모그래피를 평

면 호모그래피(Planar homography)라 하며, 3차원 공간에서의 

평면과 2차원 이미지 사이의 변환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

인 모델이 된다.

Fig. 2 Planar projection

평면 호모그래피는 최대 8개의 자유도를 가지며 이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의 대응점이 필요하다. 평면 호모그래피

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알려져 있다 (H. Zeng, X.

Deng, and Z. Hu. 2008), (J.J. Lee and G.Y. Kim. 2007). 평면 호

모그래피가 얻어지면 이로부터 물체 평면과 카메라 좌표계 사이

의 이동과 회전변환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 (Andrew

Zisserman and Richard Hartle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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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칼만 필터

영상 처리 과정에서의 계측 잡음을 처리하기 위하여 계측 모

델과 기구학 모델을 바탕으로 한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여 칼만 

필터를 적용하였다. 평면 호모그래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면

과 이미지 사이에서 적어도 4개의 대응점이 필요하므로 각 대응

점을 필터를 구성할 대상으로 한다. 식 2와 같이 이미지에 투영

된 마커의 각 모서리의 점 의 좌표와 이동 속도를 상태변수로 

하고 상태 변수들의 관계는 식 3을 따르도록 한다. 상태 변수를 

정의하면 시스템 모델은 식 4, 5와 같다. ∼는 정규분포

로 근사되는 프로세스 잡음이며 ∼는 센서의 계측 잡음

이다.

 






위치 속도 위치속도






(2)

위치 속도 
 위치 속도×∆속도

 (3)

    (4)

  (5)

 






∆  
   
  ∆
   






,          (6)

3. 무인 잠수정 시스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제적인 성능 검증을 위하여 수조 환

경에서 ROV를 사용한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 수행을 위한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응용에서 사용된 수중 로봇은 Seabotix

사의 LBV 300-5 ROV이다.



Fig. 3 Remotely operated vehicle (Seabotix LBV 300-5)

Table 1 Specification of ROV

Items Specifications

Dimension
(L×B×H)

520mm × 445mm × 260mm

Weight in
air

13 kg

Thrusters
Five (5) Brushless DC thrusters
Two (2) forward, two (2) vertical and one (1)
lateral.

Speed at
surface

2.8 knots (1.44 m/sec)

Equipment
Monocular camera, Gripper, integrated control

console

Table 1과 Fig. 3에 보여지는 것처럼 ROV는 수직 방향으로 

2개, 수평 방향으로 3개를 포함하여 모두 5개의 추진기를 가지

고 있으며 정적 안정성을 갖는 Pitch와 Roll을 제외한 4자유도

(Surge, Sway, Heave, Yaw)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ROV 전면

에는 상하 움직임이 가능한 단안 카메라가 존재하며 수중 작

업을 위한 집게가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

Fig. 4와 같이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해 ROV 플랫폼과 외부 

제어 컴퓨터가 RS-232 통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

으며 전면 카메라의 아날로그 영상 신호는 제어 컴퓨터로 바

로 입력 받아 실시간으로 포즈 추정과 제어를 수행하였다.

4. 시험 결과

알고리즘의 최종 검증을 위해 ROV 플랫폼을 이용한 수조 실

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보인다. 실험은 카이스트 해양시

스템공학과가 보유한 15m(길이) × 10m(폭) × 2m(깊이) 규모의 

사각 수조에서 수행되었다. 바닥에는 상단에 마커 패턴이 인쇄

된 회수 대상 물체를 위치시켰다.

전면에 배치된 카메라를 통해 ‘물체 감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목표물을 감지하고, ‘포즈 추정 알고리즘’으로부터 근거리 정밀 

항법을 수행하였으며 수중로봇에 부착된 집게의 위치를 정확히 

제어하여 목표물을 회수하였다. 약 1.2m 직선거리에서 본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이며 

반복된 수행에도 양호한 성공률을 보였다.

Fig. 4 System configuration

Fig. 5는 물체 회수 과정에서 취득된 영상을 시간에 따라 보인 

것으로서 각 이미지에서 좌측은 수중 카메라가 ROV의 임무 수

행을 바라본 것이며 우측의 이미지는 ROV의 전면에 장착된 카

메라로부터 얻은 것이다. 물체 회수 임무는 4가지의 분류된 과

정으로 볼 수 있으며 Fig. 5의 이미지 (a), (b), (c), 그리고 (d)는 

각각 목표물을 감지하고, 목표물에 접근해 목표물을 집게에 걸

어 수면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a) Object detection

(b) Approaching the target

(c) Grasping of the target with the gripper



(d) Object recovery

Fig. 5 Left column : Object recovery scenes from monitoring.

Right column : Object recovery scenes from ROV’s

camera.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자 개입 

없이 해저면에 놓인 형상이 알려진 물체를 수중로봇이 자율적으

로 회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자율 무인 잠수정을 이용

한 수조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실제적 유용성을 보였다. 제안

된 알고리즘은 거의 모든 수중로봇에 기본센서로 장착되는 카메

라만을 이용해 구현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센서 장착 없이도 쉽

게 적용 가능한 범용성이 높은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터와 제어기 알고리즘 개선 연

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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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on formation control of multi-robot with scanning laser range finder. In application of multi-robot for
manganese nodules on deep seabed, it is difficult to detect the distance between robots, because of the plume from disturb of seabed. The
distance could be detected or estimated from the underwater sonar devices and the position data of robots. However, in the position data
measured from USBL(ultra-short baseline) system, acoustic noise from underwater environment is included inevitably. Therefore, to
directly detect from underwater sonar sensor is feasible and efficient. This paper proposes formation control approach through distance
detection of scanning laser range finder, which has same principal with underwater scanning sonar.

1. 서    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망간단괴 파일럿 채집로봇을 개발하여 2차례에 걸친 예비 성

능시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채집로봇은 해저의 연약하고 열

악한 지반 위에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기 용이하도록 무

한궤도 형태의 주행 장치를 채택한 것이 큰 특징이다. 파일럿 

채집로봇은 상업 스케일의 1/5 규모로 제작되었다. 실제 생산

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로 제작하거나, 다수의 파일럿 규모 로

봇을 운영하여야 한다.

해저 지반 위에서 주행 및 작업하는 로봇에 있어, 수중에서

의 시야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50m

이하에서는 조명과 수중 광학식 카메라에 의존하여 전방을 확

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저의 연약한 지반에서의 주

행 및 작업은 지반에서 미세한 먼지를 발생시켜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중음향 센서

를 적용한 스캐닝 소나(Scanning sonar) 혹은 수중 초음파 카

메라 등을 이용하여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야를 확보한다.

교신저자 여태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길 32

042-866-3872 yeutk@kriso.re.k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수중 트랙로봇을 제어하기 위

한 기반 알고리듬 개발을 위하여 트랙로봇모델과 육상장비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육상장비는 단일 로봇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중 로봇 제어까지로 확장한 알고리듬 개

발을 목표로 한다. 개발된 트랙로봇모델에는 수중음향 센서와 

스캐닝 소나를 모사하여 레이저 스캔 센서(Scanning laser

range finder)와 PMD(Photonic mixer device) 카메라가 장착되

어 있다. 레이저 스캔 센서는 레이저 센서의 스캔을 통해 전방

뿐만 아니라 주변 물체까지의 거리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PMD 카메라는 레이저 어레이 센서를 

통해 얻어진 전방 물체까지의 거리 정보로부터 물체를 3차원 

이미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2대의 로봇을 이용하여 선도추종 대형유지 

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선도로봇

은 위치인식 센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면서 정해진 

경로를 일정한 속도로 Pure pursuit 방법으로 경로를 추종한

다. 레이저 스캔 센서를 장착한 추종로봇은 위치인식 센서 없

이 선도로봇과의 거리 데이터만을 이용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면서 따라간다. 이때 추종로봇은 속도를 가변시키면서 Pure

pursuit 방법을 이용해 선도로봇을 추종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트랙로봇모델 개발

수중 트랙로봇 제어 알고리듬 개발 및 시험을 위해 개발된 

트랙로봇모델은 윈도우 기반의 AMD 듀얼 코어가 탑재된 임

베디드 컨트롤러(4G RAM, 6 USB Ports, 2 Serial Ports 내장)

에 의해 제어된다. 로봇과 로봇사이 또는 로봇과 중앙 컨트롤

러 사이의 통신은 WiFi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다. 로봇

의 방위각 측정을 위해, HMR-3500 마그네틱 자이로 센서(정밀

도 0.5°)가 탑재되어 있다.

로봇은 고무밸트를 갖춘 트랙주행장치에 의해서 구동된다.

트랙은 기어박스 내장형 스탭핑 모터와 전용 서보 드라이버에 

의해서 제어되며, 엔코더로부터 속도가 계측된다. 로봇의 최대

주행속도는 약 0.45m/sec이다.

트랙로봇모델은 총 4대가 개발되었으며, 2대는 PMD 카메라

가, 나머지 2대는 레이저 스캔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PMD 카

메라가 장착된 로봇의 외형 및 크기는 Fig. 1과 같다. Fig. 2는 

레이저 스캔 센서가 설치된 모습이다.

Fig. 1 Drawings of tracked robot model

Fig. 2 Robot model installed scanning laser range finder

3. 거리측정용 레이저 스캔 센서

트랙로봇모델에 장착된 레이저 스캔 센서는 일본 Hokuyo사

의 URG-04LX-UG01 제품으로 사양은 Table 1과 같다.

Light source Semiconductor laser diode (λ=785nm)

Power source 5V DC ±5% (USB bus power)

Detection distance 20mm ~ 4000mm

Accuracy Distance 20mm ~ 4000mm : ±3% of 
measurement

Resolution 1 mm

Scan angle 240°

Angular resolution 0.36°

Scan time 100msec/scan

Maximum data point 683

Interface USB Version 2.0 FS mode (12Mbps)

Table 1 Specifications of scanning laser range finder

Fig. 3 Detectable area of scanning laser range finder

Fig. 3은 레이저 스캔 센서의 유효측정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센서의 정면을 0°로 하면 측정범위는 –120°~120°이 

된다.

레이저 스캔 센서는 360°를 스캔하는데 100ms가 걸리기 때

문에 처음과 마지막 데이터는 100ms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하

게 되므로 이를 보정해주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레이저 스캔 센서가 시간에 측정한 거리 정보가 

     이고, 센서의 측정 범위가 ~일 때, 

번째 데이터의 측정 각 와 측정된 시간 는 다음 관계식으

로 표현된다.

       
 

(1)

   


 (2)

이때, 는 Scan time이다.



4. Pure pursuit을 이용한 선도추종 대형유지

Pure pursuit은 Fig. 4과 같이 로봇의 중심좌표와 목표지향

점을 지나고 로봇의 진행방향과 접하는 원을 찾아낸 뒤, 그 원

의 반지름을 이용해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로봇의 중심좌표에서 목표거리 만큼 떨어져 있는 기준경

로상의 한 점을 목표지향점 으로 선정한다. 이때, 2개

의 교점이 생성되는데 로봇은 비홀로노믹 구속조건을 가지므

로 진행방향에 가까운 교점을 목표지향점으로 선정한다. 목표

지향점이 로봇의 중심좌표에서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

다면, Fig. 4의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

을 수 있다.




   


   

    

(3)

식 (3)로부터 로봇의 선회반경은 다음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4)

식 (4)를 이용하여 속도 와 선회각속도 의 관계식을 정

리하면 식 (5)와 같다.

  




 


 (5)

식 (5)로부터 선도로봇은 정해진 경로를 일정한 로 추종

하기 때문에   값만 정해지면 를 구할 수 있다.

Way point n
(xn, yn)

Way point n+1
(xn+1, yn+1)

(xL, yL)

YL

XL

xd

yd

R

a

L

Fig. 4 Concept and look point of pure pursuit

추종로봇은 레이저 스캔 센서로 부터 값을 알고 있지만 

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관계식이 추가로 필요하다.

   

  
 (6)

이때,  는 선도로봇과 추종로봇간의 기준거리이고 는 

가중치 변수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 트랙로봇 제어를 위한 기반 알고리듬 

개발을 위해 2대의 트랙로봇모델과 육상장비를 이용한 선도추

종 대형유지 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소개하였다. 위치인식 센

서의 데이터는 선도로봇에서만 사용되고 추종로봇에서는 사용

되지 않는다. 선도로봇은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전에 정의

된 경로를 등속도 Pure pursuit 방법으로 추종한다. 추종로봇

은 로봇에 장착된 레이저 스캔 센서만을 이용해 가변 속도 

Pure pursuit 방법으로 선도로봇을 추종한다. 이때 레이저 스

캔 센서는 360° 스캔이후에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주는 방식이

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한번에 받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 

간에 시간차가 발생한다. 로봇의 속도가 빠르거나 선회 동작에

서는 이러한 차이가 때문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는 실제 로봇을 구동하면서 레이저 

스캔 센서의 특징을 알아보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

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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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is characterized by doubly spread channel, which are the delay spread due to 
multiple paths and the doppler spread due to environmental fluctuation or moving platform. The characteristic of doubly spread 
channel leads inter-symbol interferences. In this paper, a passive time-reversal mirror is applied to mitigation of inter-symbol 
interferences. The algorithm is applied to the sea-going experimental data to demonstrate the improvement of the bit error rate.

1. 서    론 

최근 수중음향통신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해양탐사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Kilfoyle, 2000, Singer, 

2009). 수중환경에서는 매질의 특성상 손실이 적은 음향을 사용

하며 해양 도파관 구조에 따라 해수면 및 해저면을 고려해야 하

는 복잡성이 따른다(Urick, 1987). 또한 다중경로로 인한 지연확산

(delay spread)과 환경적 유동 혹은 송/수신기의 움직임으로 인한 

도플러 확산(doppler spread)의 채널 특성을 갖으며(Proakis, 

2008), 이는 수중음향통신에 있어서 ISI(Inter-Symbol Interference)

를 발생시킨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등화기 기법이 널리 사용

하며(Stojanovic, 1993, Melodia, 2013), 그 외에도 공간 다이버시티 

및 시역전 등의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Song, 2012).

본 논문에서는 탐침 신호 LFM(Linear Frequnecy Modulation)

을 이용한 수동형 시역전 기술을 실제 해상 실험 데이터에 적용

하여 통신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2. 수동형 시역전

능동형 시역전은 수신 신호를 시역전 하여 되전파하는 것으로 

가역성 원리를 근거로 방사되었던 탐침 음원의 위치에 재집속을 

이룬다(Kim, 2004). 이는 양방향 전파 과정을 통하여 시·공간상

의 능동적 matched filter를 수행한다. 반면, 수동형 시역전은 한 

방향 전파 과정으로 수신부에서 수치적 matched filter를 수행하

며(Akal, 2002) 시스템 구조는 Fig.1과 같다. 

Fig. 1 System model for passive time-reversal mirror.

 는  개의 수신 배열 중 번째 수신 채널에서 수신된 신호

이며 는 채널응답특성, ∗는 convolution으로 식 (1)과 같다.

   ∗ (1)

탐침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 채널별 채널응답특성을 산출하며 

시역전한  의 matched filter를 수행한 합은 다음과 같다.

 
  



∗

 ∗




  



 ∗





(2)

  

이는 능동형 시역전에서 탐침 음원의 위치에 재집속된 수신 

신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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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 실험

3.1 실험 구성 및 전송 신호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2010년 10월 동해시 인근 해양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Fig. 2(a)와 같다. 송/수신기 거리는 

약 460m의 중거리이고 수신기는 24개의 nested 배열로 이루어

졌다. 1번과 22번 수신채널은 기기결함으로 인하여 오작동임을 

확인하였다. 당시 음속 구조는 그림 Fig. 2(b)이며 총 7번의 

XBT를 투하한 결과로 모두 유사한 음속 구조를 가진다.

전송 데이터 신호의 구성은 Fig. 3으로 채널응답특성을 위한 

탐침 신호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신호로 구성되며 중심 주파

수 16kHz를 사용하였다. 채널응답특성의 경우 M-sequence와 

LFM으로 구성되었고(오세현, 2012), 데이터 신호는 3.2kbps의 

전송률을 갖으며 한 패킷당 QPSK로 변조된 프리앰블 16개 심

볼과 1632개의 데이터 심볼이 BPSK로 변조되어 전송하였다(김

현수, 2012). 

3.2 채널응답특성

탐침 신호 중 4k~8kHz의 대역폭을 갖는 up-sweep의 LFM을 

이용하여 채널응답특성을 도출하였다. Fig. 4와 같이 두 개의 

다중경로로서 직접파와 해수면 반사파의 채널특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해수면 반사파의 세기가 직접파에 비교하여 높게 나

타났으며 약 10ms의 지연 확산이 나타난다. 전송된 심볼 간 

간격은 약 0.3ms이므로 32개의 심볼을 제외한 모든 심볼에 간

섭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 Experimental geometry (b) Sound speed profile

Fig. 2 Experimental geometry and sound speed profile in Oct. 

2010.

Fig. 3 Data format transmitted for passive time-reversal 

communication.

Fig. 4 Channel impulse response using LFM of probe signal.

(a) Only passive time-reversal (b) Including PLL

Fig. 5 Performance of passive time-reversal communication.

4. 통신 성능   

수신부에서 탐침 신호 중 LFM을 이용하여 채널응답특성을 구

하였으며, 식 (2)를 토대로 수동형 시역전을 적용하였다. Fig. 

5(a)는 수동형 시역전 기술만을 적용하여 통신 성능을 보상한 

것으로 성상도에서도 간섭으로 인한 오류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송/수신기를 무게추로 고정함에 따라 조류로 인한 

유동이 발생하며 위상에 왜곡이 발생하였으며 BER(Bit Error 

Rate)은 81.99%로 나타난다. 이를 보상하고자 PLL(Phase Locked 

Loop)을 수행하였으며 BER은 0%로 통신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

다.

  5. 결    론   

해양도파관 구조에 따라 다중경로로 인한 지연확산이 발생하

며 ISI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열악한 신호 대 간섭 잡음비를 발

생시키며 통신 성능을 저하한다. 이를 완화하고자 본 논문에서

는 수동형 시역 기술을 적용하였다. 수동형 시역전 기술의 경우 

수치적인 matched filter를 통하여 자기 등화를 수행함에 따라 

독립적인 보상 구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해상실험 데이터에 수동형 시역전 기법을 적용하여 ISI가 완화

됨을 성상도로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PLL을 수행하여 위상

을 보상한 결과 BER이 0%이 나타나 통신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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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t of experiments for evaluation of control performance in position keeping of two vessel in tandem configuration.
To transfer oil from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System) to Shuttle Tanker, tandem configuration are
frequently used. In tandem configuration, two vessels are connected by the hawser and the oil transfer hose is also connected in
protection by hawser.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FPSO is moored by turret mooring system and has heading keeping control
system which consists of three azimuth thrusters astern. And it is aslo assumed that the Shuttle Tanker has hawser and Dynamic
Positioning (DP) system which has four tunnel thrusters, and main propeller and rudder, totally five thrusters. Extended Kalman
filter is used to extract low frequency motion from total motion of FPSO and Shuttle Tanker. Proportional and derivative (PD)
control algorithm with modified integral (hereinafter Mod-I) control algorithm are used as the control algorithm. Minimum power
consumption algorithm based on Lagrange multiplier method are implemented for thrust (or control) allocation work. The
methodology for heading control and DP control are briefly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planar motion responses which are
affected by control actions are discussed.

1. 서    론

심해 유정개발에 사용되는 계류시스템의 경우, 심해로 갈수록  

전통적인 로프(rope)와 체인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계류 방식이 

기술적, 경제적 한계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계류시스

템을 대치하는 동적위치유지시스템(DPS: Dynamic Positioning

System)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은 중요성을 더하

고 있다.

심해 에너지 자원 개발에서 DPS는 다양한 선종에 장착되어 

활용됨으로서 다양한 작업에서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DPS의 

적용 사례로는 시추선(drillship)에 장착되어 drilling등 시추선 

운영에 사용되는 예와 연료 공급선(fuel supply vessel)에 적용

되어 이동하는 피공급 선박에 연료 등을 보급하는 작업의 예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FPSO와 셔틀탱커(Shuttle

Tanker)의 원유적하역 작업도 좋은 DPS 사용의 예가 될 수 있

다(Sorensen, 2001, Fossen, 1994, Tannuri et al, 2006).

본 논문에서는 직렬배치 상태에서 원유 하역 작업 중에 있는 

FPSO와 셔틀탱커의 운동 특성을 다룬다. 특히 Turret-Catenary

로 계류가 되어 있는 FPSO의 선수각 유지제어와 셔틀탱커의 

DP 제어의 유무에 따른 운동 특성을 비교한다. 직렬배치 상태

의 FPSO와 셔틀탱커를 Fig. 1에 도시하였고, 각 해양구조물의 

주요 제원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제어 알고리즘

2.1 PD + Mod-I 제어기 

본 연구에서 DP 제어기로 PD + Mod-I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이 제어기는 두개의 되먹임 회로(loop)를 가지고 있는 제어기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D (Proportional-Derivative) 제어기와 정

상상태(steady state) 오차 제거를 위해서 수정된 I 제어기 즉,

Mod-I(modified Integral) 제어기를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Kim

et al, 2011). 제안된 Mod-I 제어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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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PSO and Shuttle Tanker in Tandem Configuration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Vessels

Item Unit FPSO Shuttle Tanker

L m 315 266

B m 53 43.4

T m 12 9.4

에 있는 경우 빠른 적분에 의해 쉽게 발산하는 일반적인 I 제어

기를 보정한 방법으로 정해진 주기 동안()의 평균 오차를 적

분하여 I 게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식 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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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 는 제어기로부터 계산되어 추력분배 알고리즘

으로 입력되는 제어력 벡터이고,      각각 P, D, I 게인 

행렬이다. 와 는 각각 I 제어 실행 주기와 에러 벡터이다. I

제어 실행 주기()는 해양구조물이 운영되는 대상해역의 불규

칙파랑 모달 주기(model period)의 5배 정도로 설정하여 모든 

주파수의 에러가 충분히 더해져서 순수한 drift 에러만이 남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에러 벡터 는 FPSO와 셔틀탱커가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 FPSO의 에러 벡터는 선수각 오차만을 원소로 

하는 스칼라가 되며, 선수각 제어 목표값은 외력이 가장 적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한다. 셔틀탱커의 에러 벡터는 평면에서의 

위치 오차로 구성된 3×1 벡터로 구성된다. 셔틀탱커 제어의 목

표는 FPSO의 cneter line을 따라 AP 뒤에 가상으로 고정된 한 

점이 되며 셔틀탱커의 BLS(bow loading system)를 이 가상의 

점에 위치하도록 제어가 이루어 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셔틀

탱커의 제어 목표가 FPSO의 AP로부터 50m 후미에 떨어진 중

앙선 위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hawser 길이의 1/2이 

되는 위치이다.

2.2 추력 분배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FPSO는 3개의 azimuth thruster를 장착하였고,

셔틀탱커는 4개의 azimuth thruster와 러더를 갖는 main

propeller를 장착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두 해양구조

물은 over-actuated 시스템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운동 자유도 

보다 제어력 생성 요소의 개수가 많은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

템은 제어를 위해 제어력을 분배하여 다수의 제어력 생성 요소

에 필요한 제어력 생성을 명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력 

분배를 위해 Lagrange multiplier를 활용한 minimum power

consumption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추력 분배는 식 와 같

이 정식화된 least-squares 최적화 문제로 표현된다.

 min       

식 에서 는 각 추진기가 생성하는 추력 벡터로 body-fixed

coordinate (이하 {B})에서 정의된다. 는 각 추진기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 행렬이며, 이 가중치는 각 추진기가 생산할 수 있

는 최대 추력과 상관관계가 있다. 는 행양구조물에서의 추진

기 배치를 나타내는 행렬이며, {B}에서 정의되는 각 추진기들의 

위치정보를 가진고 있다.  은 제어기에서 계산된 오차 보상

을 위한 제어력이다. 행렬과 행렬의 구성을 위해 각 추진기 

{B}에서의 위치 정보와 최대 생산 추력 정보가 필요하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추진기 정보를 Table 2와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2 Thrusters for Heading Control of FPSO

Thruster ID
(Type)

Loacation in {B} Max. Thrust
[kN]X [m] Y [m]

No. 1
(azimuth) -280.5 0 400

No. 2
(azimuth) -292.5 -17.55 400

No. 2
(azimuth) -292.5 17.55 400

Table 3 Thrusters for Dyanmic Positioning of Shuttle Tanker

Thruster ID
(Type)

Loacation in {B} Max. Thrust
[kN]X [m] Y [m]

No. 1
(azimuth) 127.0 0 338

No. 2
(azimuth) 117.1 0 338

No. 3
(azimuth) -92.26 0 338

No. 4
(azimuth) -113.24 0 338

No. 5
(main) -131.47 0 4000

정식화된 식 (2)는 Lagrange multiplier 방법을 통해 식 과

같이 minimum power를 사용하는 추력 분배 해를 얻을 수 있

다. 식 은 제어기 출력  을 입력하여 각 추진기에 대응

하는 추력 요소 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인다. 식 에서 

는 Lagrange multiplier이다.













 


  

 

  


 





   


 





 

3. 모형시험

3.1 환경 조건

본 모형시험에서는 파랑 단독 환경 및 복합 환경을 대상으로 

직렬 배치된 FPSO와 셔틀탱커의 운동 응답 특성을 제어기 유무 

조건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복합 환경은 파랑, 조류, 바람

의 외력이 모두 존재하는 조건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

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공학수조에서 재현 가능하다. 모형

시험에서 재현된 환경 조건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Environmental condition of Experiment

Type Condition Head 비고

wave Hs = 4m, Tp = 12.5s 180deg. JONSWAP
(γ = 3.3)

wind Uw = 21m/s 180deg. steady

current Uc = 1.01m/s 180deg. steady

3.2 모형시험 조건

본 모형시험에서는 Fig. 1과 같이 FPSO와 셔틀탱커가 직렬배

치 즉, 호저(hawser)를 통해 두 해양구조물이 연결된 상태에서 

각 선박의 운동 특성을 복합 환경 조건에서 제어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다. 모형시험에서 호저는 단면적 강성(EA) 10,000kN,

길이 100m로 가정하여 상사하였다. 모형시험에서의 제어조건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 Experimental Conditions

ID Heading Control DP Control

case 1 on off

case 2 off on

case 3 on on

4. 모형 시험 결과 및 분석

직렬배치된 FPSO와 셔틀탱커의 제어 유무에 따란 평면

운동을 계측하여 그 응답을 비교하고자 두 해양구조물의  

foot print(궤적)을 Fig. 2에 도시하였다. 그림의 상단에 표

시된 궤적이 FPSO의 궤적을 나타내고 하단에 나타낸 궤

적이 셔틀탱커의 궤적이다. 그리고 두 궤적사이에 표시되

는 부채꼴 모양의 궤적은 ESD(emergency shut down)를 

표시하는 영역이다. 직렬배치 DP제어에서는 셔틀탱커의 

BLS 위치가 항상 이 ESD 영역 안에 위치해야 하며, BLS

가 이영역을 지날 때 원유 수송을 중단하고 원유 수송 호

스를 분리해야 한다. Fig. 2의 (a)에서 셔틀탱커의 모든 부

분이 ESD 영역 밖에 있는 조건은 FPSO만이 heading 제

어를 하고있는 경우로 셔틀탱커는 hawser를 통해 FPSO에  

SPM(single point mooring)된 상태이다. 따라서 셔틀탱커

는 fish-tailing 운동을 하게 되며, 이때 hawser에 작용하는 

장력을 잘 관찰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Fig. 2의 (b)는 FPSO는 제어하지 않고 

셔틀탱커가 FPSO의 후미에 설정된 가상의 제어 목표를 

추종하도록한 제어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셔틀탱커가  

(a) case 1: heading control ON, DP OFF

(b) case 2: heading control OFF, DP ON

(c) case 3: heading control ON, DP ON

Fig. 2 Foot Print for Motion of FPSO and Shuttle Tanker



활발한 운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명한 결과이다. Fig.

2의 ©는 FPSO의 선수각 유지 제어와 셔틀탱커의 DP를 

동시에 수행한 결과로 DP 제어 목표의 운동이 저감되면서 

셔틀탱커의 운동도 함께 저감되었다.

모선이 되는 FPSO에 대하여 자선인 셔틀탱커의 상대운

동도 foot print 형식으로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셔틀탱커

의 최대 상대 운동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 모든 모형시

험 조건에 대하여 Y방향 변화량을 비교해 보면 case 1에 

(a) case 1: heading control ON, DP OFF

(b) case 2: heading control OFF, DP ON

(c) case 3: heading control ON, DP ON

Fig. 3 Foot Print for Relative Motion of Shuttle Tanker toward

FPSO

Table 6 Relative Motion of Shuttle Tanker toward FPSO

ID X [m] Y [m]

case 1 19.3 61.6

case 2 33.2 45.6

case 3 30.2 37.3

대하여 case 2와 case 3은 각각 74%와 61%의 운동만이 발

생하였다. 이는 case 1에서만 fish-tailing 운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X 방향에서는 hawser로 연결되어 있는 case 1

의 경우에 대하여 case 2와 case 3이 각각 172%와 156%의 

운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ase 2와 case 3의 두 해양구

조물의 평면운동 제어 시나리오에서 셔틀탱커의 BLS가 지

름 50m인 원 안에 위치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직렬배치상

태의 원유 하역작업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직렬배치 상태에서 원유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FPSO와 셔틀

탱커를 가정하여 다양한 평면운동 제어 상태에 대한 운동응답을 

관찰하였다. 셔틀탱커가 hawser를 통해 FPSO에 계류된 상태에

서 FPSO의 선수각 유지 제어를 실행한 경우, 셔틀탱커의 fish

-tailing 운동에 의해 과도한 sway 방향 운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셔틀탱커의 DP만을 사용하여 FPSO를 추종하는 

제어와 FPSO의 선수각 유지제어와 셔틀탱커의 FPSO 추종제어

를 동시에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상대 운동 오차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모형시험을 통해 직렬배치 상태에서 hawser

의 도움 없이 원유 적하역 작업이 DP시스템 또는 Heading 제

어 시스템과 DP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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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몰수체를 이용한 바지형 부유구조물의
상하운동 저감에 대한 수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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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study on heave reduction of a barge-type structure by 
submerg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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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Heave motion 상하 운동, Barge-type structure 바지형 구조물, Submerged body 몰수체, Motion reduction 운동 저감

ABSTRACT: In this study, hydrodynamic behavior of a barge-type structure connected to a submerged body is analyzed. Using a 
hydrodynamic program, heave RAO of a floating barge is calculated for various connections: floating body only, rigid connection 
between buoy and submerged body and two-body model. Two resonance frequencies are observed in the case of tow-body 
model and the minimum vertical motion of floating body can be found due to the interaction of submerged body. Heave RAOs 
of floating body are compared for various spring constants. Drag force of the submerged body is considered and the effect on 
motion reduction is evaluated. 

1. 서    론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육상에서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구 표

면의 약 70%에 달하는 해상에서의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 환경에 친화적인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개발과 활용도에 주목하고 있다. 부유식 구조물은 

바람과 파도에 의한 동요가 중요한 설계 고려 인자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체의 수선 면적의 넓이가 넓은 구조물의 경우 

다른 횡 동요나 종 동요 보다는 상하 동요가 더 큰 부분을 차

지한다. 이러한 상하 동요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

류 시스템이나 Heave plate 등 다양한 운동 감쇠 방안들이 사

용되고 있다 (조일형 2011, 조효제 등, 2004).

  상하 동요 감쇠 방법 중 해수 표면적의 넓이가 비교적 큰 

바지(Barge)형 구조물의 경우, 부유체 하부에 몰수체

(Submerged body)를 설치하여 특정한 입사파 주기에서 상하 

동요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감쇠 방법에 비해 특정 

주파수에서 매우 우수한 상하 동요 감쇠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한 입사파가 발생하는 호수 등에서 활용되는 부유

체 설계시 매우 용이하다. 

 몰수체를 이용하여 부유체의 운동 응답을 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중 물체를 이용한 물체 운동형 파력 발전 장치

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Falnes (1999)는 두 물체의 

상대 운동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을 수학식으로 해석하였

고, Noren(1978)은 이러한 몰수체와 부유체로 구성된 IPS 

(Inter-Project Service) 부이를 개발하였다. 이 외에도 OPT 

(Ocean Power Technologies)에서 개발된 상하운동형 일점 부이

식 발전기가 있다 (Falcao, 2010).

 본 연구에서는 유체동역학 상용 프로그램(WAMIT)을 이용하여 

바지(barge)형 부유체와 그 부유체에 스프링으로 매달린 사각 

평면형 몰수체의 운동 응답을 해석하였다. 부유체와 몰수체의 

상대 운동 응답에 의해 발전하는 다물체 파력 발전 장치

(Multi-body wave energy converter)와 달리, 두 물체의 상호작

용을 이용하여 상부 부유체의 상하 운동이 최소화가 되는 입

사파 주기를 계산하였고, 부유체와 몰수체를 연결해 주는 연결

체의 강성을 조절하여 상부 부유체의 운동 응답의 변화를 비

교하였다. 또한, 몰수체가 수중에서 상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될 것으로 예산되는 항력(Drag force)를 항력계수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부유체의 운동에 대한 항력의 영

향을 고려하기 위해 WAMIT에서 계산된 유체동역학적 계수를 

이용하여 항력이 추가된 운동방정식을 따로 계산하여 상용 프

로그램 결과와 비교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

2.1 유체동역학적 계수 계산

유체를 비점성, 비압축성으로, 유체의 흐름을 비회전으로 가

정하였고, 속도포텐셜을 이용하여 계산 유체내의 지배 방적식인 

라플라스 방정식을 계산하는 유체동역학적 상용 프로그램

(WAMIT)을 사용하였다. 이는 포텐셜 유동과 소스 기법(Sourc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유도된 경계 적분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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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Boundary integral equation)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부체의 유체동역학적 계수와 외력 등을 계산하였다.

2.2 운동 방정식 (Equation of motion)

본 연구에서는 상하 운동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일반적인 

상하 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1)

여기서,  은 부유체의 질량, 는 부가질량, 는 조파 감쇠 

계수, 는 형상에 따른 부체 강성 계수, 는 외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스프링으로 연결된 두개의 다

중 물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

여 나타내었다.

 


 


  

 


 


    (2)

여기서 아래첨자 은 부유체의 상하운동을, 는 몰수체의 상하

운동을 나타난다. 계산 영역에 대한 방사문제 (Radiation 

problem) 과 산란 문제 (Diffraction problem)를 계산하여 부체의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 그리고 외력과 같은 유체동역학적 계수

를 구하고 이를 식 (2)에 대입하여 계산함으로서 두 구조물의 상

호작용에 의한 상하 운동 응답(Heave RAO)을 구하였다.

식 (2)를 통해서 부유체의 최소 응답이 되는 주파수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부유체의 운동 응답이 선형적이라고 가정하고 조

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부유체와 몰수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입사파 주파수와 운동 변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몰수체의 자체 상하 운동 강성은 거의 없고 방사 감쇠

와 몰수체에 작용하는 힘은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3)

여기서 과 는 각각 부유체와 몰수체의 자체 질량과 부

가질량을 더한 것이다. 식 (3)에서 크래머의 공식(Cramer’s 

rule)을 이용하면, 상부 부유체의 상하 운동 을 얻을 수 있는

데(식 (4)), 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 이 되어야 함으

로 부유체의 상하운동이 최소가 되는 조건은 식 (5)와 같다.

 

   


  

  

   
    (4)

 


                                 (5)

2.3 항력 (Drag force) 계산

사각 몰수체의 상하운동으로 인해 큰 항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텐셜 유동 기반의 상용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점

성에 의한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점성에 의한 항력을 

고려하기 위해 항력 계산식인 식 (6)을 이용하였다. 

  



                                      (6)

여기서 는 물의 밀도,  항력 계수, 는 운동 방향에서의 

물체 투영면적, 는 몰수체의 수직 운동 속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용 프로그램은 점성 항력을 추가하여 운동 

방정식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유체동역학적 

계수들과 외력만을 구하고, 항력에 포함된 운동방정식의 계산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하였다.

3. 수치 결과 및 해석

3.1 수치 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 모델은 사각 바지(Barge)형 구조물 두 

개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부유체와 몰수체로 명명하였다. 부유체

의 경우 배수용적이 10m x 10m x 0.5m, 몰수체의 경우는 5m x 

5m x 0.25m이다. 부유체와 몰수체의 거리는 5m로 설정하였고, 

몰수체의 밀도를 물의 밀도의 2배로 설정하여 몰수체의 배수량

을 계산하였다. 수심은 무한수심으로 설정하였고 입사파 주파수

는 0.1~7.0 rad/sec까지 총 70개의 주파수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

였다. Fig. 1은 수치 모델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Overview of two body model 

3.2 수치해석 결과 및 해석

Fig. 2는 부유체와 몰수체의 격자(Grid)수 변화에 대한 계산 

결과의 수렴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단일 부유체의 격자에 대

해 수렴도 검사를 수행하였고, 단일 부유체에 몰수체를 추가하

여 격자수에 대한 계산 결과의 수렴도 검사를 수행하였다. 단일 

부유체의 경우 격자의 수가 506개 이상일 때 몰수체는 격자의 

수가 320개 이상일 때 계산 결과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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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vergence test for body node number (upper: floating 

body; lower: submerged body) 

몰수체에 의한 부유체의 상하운동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세가지 계산 모델을 상정하였다. 첫째, 몰수체가 없는 부유체 모

델(Buoy only), 둘째, 부유체와 몰수체가 고정 연결된 단일 부유

체(one-body) 모델, 셋째, 부유체와 몰수체가 강성이 존재하는 

스프링으로 연결된 다중 물체(Multi-body) 모델이다. Fig. 3은 앞

에서 언급한 세가지 모델에 대한 상하 운동 변위를 비교한 결과

이다. 다중 물체 모델에서 스프링 강성은 몰수체 부가질량의 9

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하였다. 이때, 입사파 주파수가 3 rad/s

에서 부유체의 상하 운동이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2~3 rad/sec 사이에서 다른 모델에 비해 상하 운동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몰수체의 운동에 따른 부체의 상하 운동이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두 개의 구조물 운동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공진 주파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유체의 수선면적에 의한 공진과 스프링의 추가 강성에 의한 

물체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공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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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Heave RAOs on various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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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Heave RAOs on various spring 

coefficients

Fig. 4는 부유체와 몰수체를 다중 물체로 간주하고 그 사이에 

연결된 스프링의 강성을 변화시켜 부유체의 운동 변화를 비교

하였다. 연결체의 스프링 강성이 증가할수록 부유체의 두 번째 

공진 주파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강성이 계속 증가하게 되

면, 결국 부유체와 몰수체를 고정 연결한 단일 부유체

(one-body)의 결과와 유사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부유체의 설치 해역 입사파의 특성에 따라 연결체의 스프링 

계수를 조정함으로서 특정 입사 주파수에 따른 최소 상하 운동

을 하는 부체를 설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결체 

강성 계수가 증가해도 장파에서의 부체 공진주파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때의 공진은 부유체의 수선면적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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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Heave RAOs with the effect of drag 

force

몰수체의 상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점성 항력(Drag 

force)의 영향을 부유체의 운동 방정식에 추가하기 위해 항력 

계수() 1.28 (사각형 바지형태)을 사용하였고, 투영면적( )은 

몰수체 운동 방향의 면적인 5m x 5m를 사용하였다. 또한, 몰수

체의 속도는 앞선 계산에서 구한 상하 운동 변위를 기준으로 계

산하였다. Fig. 5는 항력의 유무에 따른 부유체의 상하 운동 응

답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부유체와 몰수체를 다중물체로 여기고 

계산한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계산한 운

동방정식의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사각 

몰수체에 대한 항력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몰수

체의 항력 추가로 인해, 첫 번째 공진주파수에서의 상하운동은 

감소하지만, 두 번째 공진주파수에서는 오히려 부체의 상하운동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유체의 수선면적에 따른 상하 

운동 공진 주파수(첫번째 공진)에서는 몰수체의 항력이 감쇠력

으로 작용하지만, 연결체의 스프링에 의한 두 물체간의 상호작

용이 중요한 두 번째 공진에서는 오히려 항력이 물체 간 상호작

용에 영향을 주어 부체의 운동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각형 몰수체와 연결된 사각 바지형 부유체의 

각 입사 주파수에 따른 부체의 상하 운동을 비교 검토하였다. 

부유체의 상하 운동에 대한 몰수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몰

수체가 없는 부유체 단독 모델, 부유체와 몰수체가 고정 연결된 

단일 모델, 부유체와 몰수체가 스프링 계수로 연결된 다중 모델

등 총 세가지 모델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다중물체로 해석

한 결과에서 스프링의 강성의 크기에 따른 부유체의 운동 특징

을 비교하여 두 개의 공진 주파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공진 주파수는 부유체의 수선면적의 영향이며 두 번째 공

진 주파수는 연결체 스프링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그 

진폭 값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정 해역의 목표 

입사파 주파수에서 최소 상하 운동을 가지는 부유체 설계에 중

요한 고려사항이다. 몰수체의 운동에 따른 항력을 계산하여 부

유체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항력이 포함된 운

동방정식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몰수체의 항력은 부유체의 수선 

면적에 영향을 받는 첫 번째 공진 주파수에서 부유체의 운동을 

감소시키지만, 두 물체간 상호작용에 의한 두 번째 공진 주파수

에서는 오히려 부유체의 운동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차후 정밀한 수치 해석과 수조 실험 등을 

수행하여 보다 정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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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of group suction anchors installed in silty sand subjected to horizontal pullout loading.
The group anchors in this study consist of two or three unit suction anchors rigidly connected to each other in line, improving the pullout
resistance. Thus, an extensiv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on the performance of group anchors through centrifuge model tests and numerical
simulation. The pullout resistances of group anchors were compared to those of a single anchor. The improvement of a group anchors is
discussed.

1. 서    론

석션앵커는 원통형 실린더의 상판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물

로 해저지반에 설치되어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계류를 위한 앵커

로 사용된다. 석션 앵커는 일차적으로 앵커의 자중에 의해 선단

이 해저지반에 관입된다. 따라서, 석션앵커의 선단은 관입되어 

밀폐되고, 상부는 상판으로 막혀 있어, 내외부가 차단되어 있게 

되어, 이때 상판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를 통하여 내부의 물을 

뽑아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외부 압력차이를 이용하여 관

입하게 된다. 이러한 시공 원리로 인하여 석션앵커로 나타내어

지는 앵커 형식으로, FPSO와 같은 해저석유자원채취선의 계류

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Tjelta, 2001; Randolph and House,

2002; Anderson 등, 2005; Colliat 등, 2010).

최근 인프라시설의 해상설치가 진행됨에 따라(인공섬, 부유식 

풍력타워, 해중터널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규모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를 계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의 확

보가 요구되고 있다. 석션 앵커의 큰 장점은 유연한 확장성으로,

이론적으로는 거대한 직경의 앵커가 가능하나, 거대한 규모의 

석션앵커는 제작과 시공 등을, 대형 석션앵커는 몇 가지 현실적

인 고려사항이 수반된다. 따라서, 목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작은 직경의 석션앵커를 그룹으로 조합하여 등가 지지력을 

확보하는 시도가 가능하다. 그룹형 석션앵커는 클러스터(cluster

pile)형 또는 Tripod/Tetrapod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어, 실제 적

용된 바 있다(Dyvik 등 1993; Anderson 등, 1993; SPT offshore,

2013; Kim 등, 2012). 그룹형 석션앵커는 북해 Snorre TLP플랫

폼에 의해 최초로 적용된 바 있다(Dyvik 등, 1993; Anderson 등,

1993). 이외 에도 Gulf of Tailand의 Bualuang Field와 서아프리

카 Equatorial Guinea의 Ceiba Field 필드에 적용된 사례가 있

다(SPT offshore, 2013).

전술한 대형 인프라 시설들의 연안역 설치가 연구 되고 있어,

석션앵커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형식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연안역 해저면 지반은 연약점토 뿐 아니라, 세립사질토가 

퇴적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김수린 등 2010). 이러한 배경으

로, 본 연구에서는 그룹형 석션앵커이 사질지반에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 대하여 그 거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형 석션앵커를 두 개 및 세 개를 병렬로 연결

한 형태의 그룹형 석션앵커을 제안하였다. 또한, 병렬식 그룹형 

석션앵커가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경우의 인발거동을 연구하였

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심모형실험과 수치해석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그룹형 석션앵커의 인발거동을 분석하였다. 이중 

원심모형실험은 Kim 등 (2014)에 발표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수

치해석결과만을 다룬다.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3을 사용하여 단일형 및 그룹형 석션 앵커 수치 모델을 개발

하였고, 원심모형실험 결과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평하중을 재하

하여, 인발거동을 관찰하였다. 수치해석에서 얻어지는 겨로가를 

원심모형실험에서 획득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Items Parameters

Model Mohr-Coulomb

Submerged unit weight, kN/m3 8.9

Poisson’s ratio 0.3

Direct

Shear

Test

c, kPa 7

φ, deg 32

ψ, deg 8

Elastic 

Modulus

E (0m≤z<2m), MPa 1.94

E (2m≤z<7m), MPa 3.36

E (7m≤z<12m), MPa 4.41

E (12m≤z<14m), MPa 4.95

E (14m≤z<16m), MPa 5.21

E (16m≤z<30m), MPa 5.58

Table 1 nput parameters for soil models

2. 수치모델

2.1 석션앵커 모델  

본 연구는 직경(D) 3.5 m 길이(L) 7 m, 두께(t) 0.105 m의 석

션앵커를 기본형 단일 석션앵커로 사용하였다. 이를 그림 1와 

같이 병렬로 두 개와 세 개로 강결한 그룹앵커를 구성하였다.

석션앵커는 강재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형적인 강재의 물성을 입력물성으로 사용하였다. 하중 

재하는 정해진 깊이의 석션앵커 벽체의 한 점에 인위적인 변위

를 재하하여 이루어졌고, 그룹형의 경우는 개별 앵커의 재하점

이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하였다. 앵커의 형상 및 하중의 방향이 

대칭적 구조이므로 x-z평면(수평-깊이방향)에 대하여 대칭으로 

반단면을 구성하였고, 석션앵커들의 반단면은 그림 1a, b, c와 

같다. 석션앵커는 8절점을 갖는 3차원 연속체 요소로 모델링되

었고, 응력 변형률의 계산을 위해 저감적분을 채택하였다. 석션

앵커의 재료는 강재의 물성을 작용하였고, 입력 물성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앵커 내·외측과 지반 사이의 경계면에서는 surface-to-surface

contact를 적용하여 gapping과 slippage가 발생하도록 모사하였

다. 접촉면은 Coulomb의 파괴 이론에 따르며, 마찰계수(μ)는 흙

의 내부마찰각의 약 2/3에 해당하는 0.41을 적용하였다.

Fig. 1 Numerical models developed in this study: (a) single

anchor; (b) double anchor; (c) triple anchor

2.2 지반모델   

대상 지반은 서해안 지역에서 분포하는 세립사질토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김수린 등(2012)과 김수린 등 (2013)에 수록되어 잇

는 지반 물성을 수치모델의 입력 물성으로 사용하였다. 지반 모

델은 Mohr-Coulomb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고, 대상 지반

의 특성이 투수계수가 높은 사질토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배수 

조건의 물성을 입력 물성으로 선정하였다. 탄성계수는 벤더엘리

먼트 실험을 통해 획득한 전단파 속도로부터 최대전단탄성계수

(Gmax)를 측정하고, 이로 부터 Emax를 산정하였다. 이때 Emax는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1/20값을 지반의 탄성계수(E)로 적

용하였다. 또한, 사질토의 탄성계수는 구속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 측정된 전단파속도로부터 전술한 바와 같

이 획득된 탄성계수(E)를 깊이별로 추정하여, 입력하였다. 따라

서, 30 m깊이의 모형 지반을 총 6개의 층으로 나누어 해당 깊이

의 탄성계수(Es)를 입력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지반 물성은 표 1

과 같다. 지반은 직경 100 m, 깊이 30 m를 모사하였고, 그림 1

은 구성된 지반 모델 메쉬를 나타낸다.

Fig. 2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curves of suction

anchors from numerical results

그림 2는 단일형 앵커 및 그룹형 앵커의 하중-변위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변위는 석션앵커의 상판 중앙의 변위

를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는 수렴하는 값의 극한 지지력이 나

타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원심모형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2의 수치해석 

결과와 달리, 석션앵커의 일정한 변위에서는 수렴하면서 극한

값을 보이는 현상을 보였다.



Fig. 3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curves of suction

anchors from centrifuge results (Kim et al. 2014)

그림 2와 그림 3으로부터 수치해석과 원심모형실험 결과로부

터 구해지는 그룹형 앵커의 인발저항력을 단일형 앵커의 저항력

에 대한 비를 수평변위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더블형 

앵커의 저항력은 단일형 앵커의 저항력에 대한 비는 1.7배로 수

렴하고, 트리플 앵커의 저항력은 경우는 약 2.4배로 수렴한다.

Fig. 4 Normalized resistance of group anchors

그림 5는 각 앵커의 수평 변위가 동일하게 0.35 m 발생했을 

때, 앵커의 주면과 주변 지반 사이의 반력을 단위 길이 당 작용 

합력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하중이 작용한 방향에서 대부분의 

지반 반력이 형성되므로 전면부에 작용하는 반력을 합산하였다.

더블형 앵커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 앵커에만 작용하는 

지반 반력을 나타내었고, 트리플형 앵커의 경우는 외측(그림 5,

triple - side)과 중앙의 앵커(그림 5, triple - center)에 작용하는 

반력을 나타내었다.

Fig. 5 Soil reaction forces per unit length of suction anchors at

a displacement of 0.35 m

(a) Disp=0.2 m (b) Disp=0.6 m

Fig. 6 Contact Pressure of suction anchors at displacements of

0.2 m and 0.6 m (Kim et al. 2014)

동일한 수평변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단일형 앵커에서 가장 

큰 반력이 형성되며 더블형앵커와 트리플형앵커의 외측 앵커는 

유사한 반력을 보였다. 반면, 트리플 앵커의 중앙 앵커는 외측 

앵커에 비해 작은 값의 반력이 형성하였다. 지반 반력을 앵커의 

전체 길이에 대하여 적분하면 수평 인발 저항력을 계산할 수 있

기 때문에, 더블형과 트리플형 앵커의 효율이 완전하여, 단일형 

앵커의 2배 및 3배의 인발저항력을 보인다면, 개별 앵커에 나타

나는 반력은 동일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와 같

이 앵커 주변 지반이 극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즉, 충

분한 수평변위가 발생하지 못한 경우, 그룹형 앵커의 주변 지반 

반력은 단일형 앵커에 비해 작은 반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평 변위가 각각 0.2 m와  0.6 m인 경우에 대하여 원심모형

실험 결과로부터 획득한 앵커 전면부의 토압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변위가 작은 경우(Disp.=0.2 m)에는 단일형 앵커의 토압 

분포가 가장 크고, 더블형, 트리플형의 순으로 나타난다.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 앵커간의 토압 분포의 차이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0.6 m 이상의 변위에서는 단일형 앵커와 더블형만

을 비교하였고, 단일형 앵커와 더블형은 토압 분포의 격차가 점



점 줄어들어, 극한 지지력에 도달한 이후에는 유사한 값의 토압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앵커가 극한 지지력에 이

르게 되어 수렴하게 되면 앵커와 지반 사이에서 발생하는 토압 

역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작은 변위에서는 단일형 앵커와 비교하여 2배와 3배에 미치지 

못하는 약 1.7배 및 2.4배의 값이 나타난다. 변위가 커짐에 따라,

원심모형실험의 결과에서 더블형 앵커의 인발저항력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수치해석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룹형 앵커의 수평인발력에 대한 지지거동

을 분석하고자 상용프로그램인 ABAQUS 6.13을 이용하여 

FEM 해석을 수행하여 단일형 앵커와 두 개 및 세 개의 병렬

연결 클러스터 앵커의지지 거동을 비교하였다.

그룹형 앵커의 지지력을 단일형 앵커로 나누어 각 변위별로 

나타내보면, 수치해석의 경우 더블형앵커와 트리플앵커가 초기

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각각 1.7배 및 2.4배로 수렴하였다. 이

는 수치해석에서 모든 앵커가 극한 지지력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값의 지지력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원심모형실험에서는 초기에는 수치결과와 유사

하나, 대변형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단일형 

앵커와 더블형앵커의 극한 지지력이 나타난 때문으로 판단된

다.

0.35 m의 변위에서 수치해석을 통해 각 앵커의 주변 지반 

반력을 살펴보면, 단일 앵커에서 가장 큰 반력이 나타나고 더

블형과 트리플형의 외측앵커가 비슷한 값을 보이며, 트리플형

앵커의 중앙앵커에서는 가장 작은 반력이 나타났다.

실험으로부터 계측된 토압 분포를 비교해보면, 변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단일형 앵커와 더블형 앵커의 토압 분포가 비

슷한 값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다. 즉, 실험에서는 해당변

위에서 파괴면이 형성되면서, 지반 반력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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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연약지반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 스퍼드캔 제팅 
시스템의 수리모형 실험장비 구성

조철희․구찬회․배단한․김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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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ydraulic Model Experiment for Jetting System
Applicable to Soft Ground at Southwestern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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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Centrifuge modeling 원심모형실험, Pressure loss 압력손실,
Spudcan, Penetration, Extraction, Jetting system

ABSTRACT: 해상 풍력발전은 육상 풍력발전에 비해 대형 발전기 및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대용량 발전이 용이하여 최근 해상 풍력 개
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 (WTIV :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은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
설을 위해 설계된 모바일 잭업 유닛이다.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의 운용 특성상 작업 시 선체를 지지하는 잭업 유닛, 특히 스퍼드
캔의 관입과 회수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서남해안 연약지반의 경우 두터운 머드 층으로 강한 인발저항이 발생하여 스퍼드캔의 회수가 
어렵다. 이 때 스퍼드캔에 설치된 제팅 시스템으로 해수를 분사시킴으로써 지반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제팅 시 스퍼드캔 주변의 해수
와 토질 거동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팅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수리모형 실험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남해안 연약지반의 지질특성을 분석하고 제팅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 실험 장비 구성을 고안하였다.

1. 서    론

해양구조물의 설치 및 드릴링 작업을 위해서 잭업 바지 및 잭

업 선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잭업 유닛은 부력을 갖는 선체

와 해상 작업 시 해양 환경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체

를 해수면 위로 부양시키는 다수의 leg 및 승강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다.

최근 환경 문제와 더불어 에너지 고갈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

면서 풍력발전이 친환경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 해상풍력발전은 육상에 비해 주기적이

고 강한 풍속을 이용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또 소음 및 지

리적 제약이 적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Vazques et al. 2005)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공사 시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

(WTIV,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Fig. 1l)의 leg를 해저

면으로 내려 선체를 해수면 위로 올려 고정시킴으로써 조류력 

및 파력 등의 해양 외력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WTIV의 

leg가 지반에 오랜 기간 관입되어 있는 경우 지반의 저항으로 

인해 WTIV의 leg 회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 WTIV leg 하

단부 spudcan에 설치된 제팅 시스템으로 해수를 분사시켜 지반

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spudcan 제

팅 시스템 설계가 소개 된 사례(조철희 등, 2013)는 있으나 본격

적인 실험으로 검증 된 연구 사례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남해안 연약지반의 지질특성을 분석하

여 WTIV의 leg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팅 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 실험 장비 구성을 고안하였다.

Fig. 1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Wartsila and Aker

Solutions)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Spudcan의 거동

WTIV의 leg를 해저지반에 내려 해양 환경으로부터 안정된 상

태에서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작업 시 spudcan은 해양 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강한 인발력에 

대해 인발거동을 저지하는 앵커 역할과 leg의 지반 침하를 최소

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Jo et al., 2013).

Fig. 2 Geotechnical Centrifuge Facility (K-water Researching

Center, Daejeon)

2.1 원심모형실험

비선형 특성이 강하고 예측이 어려운 비배수 상태 토질에서의 

spudcan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스케일의 spudcan 프

로토타입을 이용한 지질공학적 모델 실험이 요구되지만 실 해역

에서의 실험에는 실험 모델 크기, 실험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해양환경, 연구 개발비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와 같은 제

약은 Fig. 2와 같은 원심모형실험기를 이용하여 실스케일의 모

델 실험을 모사할 수 있다.

원심모형실험기는 토질환경 및 spudcan의 축소 모형을 고속

으로 회전시켜 가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가속도에 의해 토

질의 자중이 증가하며 실해역의 토질 응력 상태를 재현할 수 있

어 spudcan의 토질 내 거동을 파악하는 실험에 있어 유용하다.

토질의 backfilling, 압밀, pre-loading 등이 spudcan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Gaudin et at, 2011).

2.2 Spudcan Extraction

WTIV는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해저지반에 관입된 leg를 회수

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Fig. 3의 (d)와 같이 잭으로 폰툰을 

수면위로 내린 후 spudcan을 들어 올린다. 연약지반에 오랜 기

간 깊이 관입되어 있는 경우 leg 회수 시, 인발 저항이 매우 크

게 발생한다. 따라서 WTIV 선체의 부력과 rack & pinion 용량

이 토질 저항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Spudcan 인발 초기 시 spudcan 주위의 압력이 급격히 변화한

다. Spudcan 상부는 매워진 토질의 압밀로 전체 압력 및 간극압

력이 상승한다. 반면 spudcan 하부는 토질 접촉면에서 간극이 

형성되고 부의 간극 수압이 발생하여 인발 저항이 일어난다. 이

후 spudcan 하부 경계면으로 해수가 침투하면 부의 간극 수압

이 해소되며 인발 저항이 감소하여 spudcan 인발이 진행된다 

(Gaudin et al., 2011).

그러나 토질 저항이 선체 부력과 rack & pinion 용량이 인발

저항 및 spudcan 하단의 부의 간극수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크지 않을 경우 원활한 spudcan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제팅 시스템을 통하여 고압의 해수를 spudcan 상·하단

부에 분사, 부의 간극수압의 해소를 촉진시켜 leg의 빠른 회수를 

보조한다.

Fig. 3 Operation Procedure of WTIV

2.2 제팅 시스템 구동 환경 분석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토질 조사를 위해 공동연구기관

에서 실증단지, 시범단지 및 확산단지 전반에 걸쳐 주요지점 지반

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반조사는 광역조사, 시추조사/현장조사, 물

리탐사/물리검층 및 실내시험으로 진행되었다. Fig. 4의 (OW-1 ~

OW-8)이 2013년도 지반조사가 수행된 지점이다.

Fig. 4 Soil surveying of site (CDS Industry)



2010년 전력연구원에서 조사한 8공의 표준관입시험 결과와 

시디에스 인더스트리의 8공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점성토 퇴적층은 약 30m까지 분포하고 

낮은 N값을 보이고 있다. 풍화잔류토층은 기반암이 풍화작용을 

받아 구조 및 조직은 유지하고 있으나 실트 섞인 모래로 분해되

어 채취되고 N값이 50이상의 매우 조밀한 상대밀도를 보인다.

Table 1 Standard penetration test (ICEPCO Research Institute,

2010)

구분 지층 N 값

기존

자료

(8공)

퇴적층

점토 1/30 ~ 50/14

모래 4/30 ~ 50/6

자갈 45/30 ~ 50/9

풍화토 50/30 ~ 50/8

풍화암 50/10 ~ 50/3

Table 2 Standard penetration test (CDS Industry, 2013)

구분 지층 N 값

기존

자료

(8공)

퇴적층

점토 1/30 ~ 50/14

모래 4/30 ~ 50/6

자갈 45/30 ~ 50/9

풍화토 50/30 ~ 50/8

풍화암 50/10 ~ 50/3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정해지는 현장 토질의 단단함과 다짐 정

도의 상댓값을 표시하는 지수인 N값은 그 크기가 낮을수록 연

약지반에 가깝다.

서남해안의 제팅 시스템 구동환경 분석 결과 점성토 퇴적층은 

약 30m까지 분포하며 낮은 N값을 나타냈다. 서해안은 다층 퇴

적토로 구성되어 spudcan의 관입 및 회수에 대한 거동 예측이 

쉽지 않다. Spudcan 제팅 시스템 개발은 측정된 데이터 중 

spudcan 거동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의 지질탐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제팅 시스템 설계 절차

Fig. 5에 제팅 시스템 설계 절차를 나타내었다. 먼저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spudcan의 관입과 회수에 대한 거동특성을 분석한

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후보 지역의 WTIV 구동 해양

환경을 분석하고, 표준 관입 시험 등의 지질조사가 수행된다.

Leg의 인양력(uplift force), 토양 저항력이 검토된 후 WTIV의 

부력 및 잭업 용량 등을 통한 인양력을 산정하여 제팅 시스템의 

구동환경을 설정한다. 이후 설정된 구동환경에 맞는 제팅 배관

망, 노즐 배치 및 수량, 펌프 용량 선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제팅 

시스템의 선행 설계가 완료되면 전산유체역학, 수리모형 실험을 

통한 성능 검증을 통해 최적화된 제팅 시스템 설계 결과물을 도

출하게 된다.

Fig. 5 Design procedure of jetting system

4. 수리모형 실험 구성

1/n 스케일의 실험 장치를 구성 할 경우, n배의 G-force를 

가한 원심모형실험이 권장되나 기초적인 데이터 획득 및 

spudcan 회수 시 펌프용량, 노즐 형상, 노즐 배치에 다른 제팅 

시스템의 성능을 1G 환경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다.

4.1 실험 환경

서남해안의 연약지반 토질에서 제팅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

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험 토질 조성이 중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산 Kaolin와 물을 혼합한 슬러리를 압밀하

여 연약지반의 점토를 모사하였다. 각 실험의 토질 환경을 일정

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penetrometer를 이용하여 토압을 측정한 

후 실험을 진행한다.

점토질 연약지반을 모사하기 위해 압밀 시에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압밀 시 50kPa 이상의 수직응력이 요

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tons 용량의 loading actuator를 

이용하여 Kaolin 슬러리를 50kPa로 일정하게 압밀한다.

4.2 실험 제어

실험은 1G 환경에서 토질 압밀이 진행됨과 동시에 spudcan을 

관입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제팅 노즐의 배치, 노즐의 수, 제팅 

펌프의 용량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extraction시 인발 저항을 측

정한다. 간극 수압계(pore pressure transducer)와 전압계(total

pressure transducer)를 이용하여 spudcan의 상부의 전압력 및 

간극압력과, 하부 경계면의 해수 침투로 인한 부의 간극수압을 

측정하여 extraction시 인발 저항을 관측한다.



4.3 실험 장비

Fig. 6과 같이 제팅 시스템 실험 장비를 구성하였다. ①은 jack

screw형태의 actuator로, 점토를 형성하기 위한 압밀 작업과 

spudcan extraction을 위한 장비이다. Extraction시 spudcan 축

에 걸리는 하중을 측정하는 load cell을 ②에 나타내었다. ③은 

penetrometer를 수직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actuator이

고, ④는 penetrometer로 토질의 토압을 측정한다. ⑤는 

spudcan으로 제팅 노즐의 배치와 개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

계가 되었고, 하부에는 압력 센서를 부착하여 spudcan 거동 시 

주변의 토압 및 간극수압이 측정된다. ⑥은 actuator 등을 지지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슬러리 압밀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

계·제작 되었다. ⑦은 leg로 4개를 부착하며 실험실 환경 조건에 

맞추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leveling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었다.

Fig. 6 Extraction test module

4.4 실험 방법

먼저 인도네시아 산 Kaolin과 물을 1:1.2 중량비로 섞은 슬러

리 상태 토질을 균등히 포설한다. 이후 actuator를 이용하여 

spudcan과 압밀 장치를 내리며 토질을 압축한다. 압밀시스템은 

변위 제어를 수행하여 50kPa의 수직응력을 일정히 유지한다.

압밀 시 슬러리 상태의 토질에서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때 토조의 바닥과 압밀 장비에 배수를 위한 배수구가 필요하다.

배수와 동시에 토질의 유실을 막기 위해 부직포와 모래, 에어스

톤 등으로 구성된 필터를 설치한다.

압밀이 완료된 후, 압밀 장비를 actuator와 분리하여 지그 상

부로 들어 올린 후 고정하고, 압밀이 완료된 토질에 

penetrometer를 관입하여 압밀된 토질의 강도를 측정한다.

위 과정을 통해 실험 초기 준비가 완료된 후 제팅 노즐 수량,

배치, 펌프 용량 등의 조건을 변경하며 extraction 실험을 실시,

인발 저항을 측정한다.

5. 결    론

이전 연구에서 국내 서남해안에 적합한 WTIV의 leg 설계를 

위한 제팅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수리모형 실험 장비를 구성하였다. 서남해안 토질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실제 서남해안 토질 시험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산 Kaolin과 물을 혼합하여 슬러리를 

압밀, 서남해안 연약지반의 점토를 모사하였다. Actuator, load

ell, 간극수압계, 전압계 등을 장착하여 제팅 시스템의 성능 검증

을 위한 실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실험 장비를 바탕으로 1G 환경에서 수리

모형 실험을 수행한다. 노즐 수, 배치, 펌프 용량에 따른 

spudcan 거동 분석을 통해 제팅 시스템의 성능 및 경향이 도출

되며, 향후 원심모형실험기를 이용한 최적화 제팅 시스템의 성

능 검증 실험이 수행 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본 연구의 성과를 통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leg 설계 및 운

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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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practical and economical way to extract vast offshore wind turbine energy resources at shallow water and intermediate
water depths can be floating wind turbine. Floating offshore wind farms is the best and simplest way for the economic growth to extract the
vast resource of wind power at shallow waters. In order to achieve integration of wind, offshore wind turbines need to be made of more reliable
and cost-effective to be competitive with any other source. The aim of this research has been selected and develop the mooring system
simulations and model testing for spar type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design for shallow water. further, mechanism design the mooring
system in line with the static governing standards was recognized.

1.Introduction

The global warming from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s a major concern and the demand in energy is ever

increasing. Wind energy has gained d ramatically

development due to climate change and high price of

petrochemical energy. Offshore wind energy shows its

superiority by good wind condition, less turbulence and

abundant resource. Especially, more advantages have been

found in deepwater sites (more than 60m), such as less noise

and visual pollution. Offshore wind turbines supported by

monopoles or other fixed foundations will suffer prohibitive

cost as the water depth increases, and have limited to water

depths of 30-m so far. Wind turbines with floating foundation

have been a solution for deepwater, and many concepts have

been proposed, such as Tri-floater, Barge, Spar and TLP.

    Offshore wind turbines have the potential to be an

important contributor to worldwide energy production, due to

the proximity of the high quality wind resource to coastal

energy loads. It is identified that oil and gas reservoirs will

run empty in the upcoming. Still the world is in evolution

and demands more energy than ever. In a time of

environmental change and where the planet’s health is in

focus we see a growing demand for clean energy. However,

due to the addition of wave and current loads, offshore

structures must be made stronger, and thus more expensive

than their land based counterparts. The reliability of offshore

turbines suffers due to the higher loading, and the

inaccessibility of the turbines for maintenance compounds this

problem. The ability to reduce loads is therefore extremely

important for offshore wind turbines, as it allows for

increased reliability and possibly lighter and cheaper

structures Musial, Butterfield and Ram (2006). South Korea

was the world's tenth largest energy consumer in 2011, and

with its lack of domestic reserves, Korea is one of the top

energy importers in the world. The country is the fifth largest

importer of crude oil, the third largest importer of coal, and

the second largest importer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South Korea has no international oil or natural gas pipelines,

and relies exclusively on tanker shipments of LNG and crude

oil. Despite its lack of domestic energy resources, South Korea

is home to some of the largest and most advanced oil

refineries in the world. In an effort to improve the nation's

energy security oil, gas, and electricity companies are

aggressively seeking overse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opportunities. Currently, renewable energy accounts for only

less than 1% of the electricity production in the South Korea.

Of this 1% of total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wind

power makes up only 1%. This means currently wind power

accounts for only about 0.5% of electricity production in the

South Korea. The vast majority of importers come from coal,

natural gas, and petroleum. These three combine for 88%, and

their most important similarity is that they are all not

renewable and will eventually be gone forever. Figure 1

demonstrates the breakdown of sources of power

consumption in the South Korea in 2011.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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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uth Korea tot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fuel

type, 2011

Demand for renewable and reliable energy due to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energy crisis

deeply challenges researchers today. Wind, wave, tidal, solar,

biological and hydrological forces are potential resources for

generating the desired power. The design of a floating

offshore structure primarily requires the wave and current

loading information on the floating body itself. Wind has

been used to generate power for many years on land and at

sea. Its first use was propelling boats at sea. Milling grain

and raising water from streams using wind energy was

introduced with the first windmills in Persia in the tenth

century (Spera 1998). It has been claimed that the Crusaders

introduced windmills based on wood construction in Europe

around the eleventh century (Ahlstrom 2005).

Some investigators have already pointed out important

issues dependent to mooring system design for offshore wind

turbine, (Bergdahl, 1995), (Berteaux, 1976) and (Harris,

Johanning and Wolfram, 2004). A design approach for

offshore wind turbine moorings is also described in

(Johanning, smith and wolfram, 2005) and (Johanning, smith

and wolfram, 2006). One of the key design considerations is

to maintain the position of the wind turbine under extreme

loading conditions, while allowing efficient conversion of

wave energy in operational conditions. Since mooring system

could be quite different for motion-dependent and motion in

dependent offshore wind turbine, the focus in this paper is

motion dependent offshore wind turbine in shallow water.

Various types of mooring systems are envisaged and used for

floating structures, including catenary line and taut-line

systems, see Fig. 2. In addition, clump weights or buoys can

be attached to mooring lines.

Fig. 2 Typical mooring systems for offshore wind turbine:

A) catenary line; B) taut line; C) taut line with mid-column

float; D) taut line with weights; E) taut line with weights and

floats.

This present study describes the results obtained of

numerical analysis tests to establish better influence of

mooring catenary system lines on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The model was developed using a cable with

two-dimensional due to the nature of the catenary

deformation. Static analysis is very satisfactory in the basic

model aspect due to the minimum calculation attempt

needed. The goal of this research has been to select and

develop the mooring system model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design in shallow water. Moreover, mechanism for

designing the mooring system according to the static

governing standards was established. Static models deliver the

best estimate to the accurate system dynamics in cases where

the small waves generate, and support platform and mooring

line velocities are minimal. This paper shows a validation of

analytical model for the static analysis of shallow water to

compute the catenary mooring system lines configuration.

2. Derivation of Mooring Line Equations

 
A typical multi-component mooring line connecting on the

vessel of offshore wind turbine at the attachment point

  to the anchor is the mooring point on the

sea floor   , and other point is located at the point

of contact of the catenary with the ground which corresponds

to the point of zero slope   . (see Figure 3) shows

the coordinates system XZ is chosen such that the origin O is

at the free water surface and directly above point

  , on the seabed. is the total length of the

mooring line, the total horizontal distance, X between the

attachment point and the anchor point is the sum of mooring

components length lying on the seabed, and the projected

lengths of the hanging n components in the horizontal

direction , and H is water depth. In addition, s is the

arclength coordinate of the suspended catenary. In this

research at the point of zero slope     and

 is the angle of the catenary with respect to the (x, y)

plane at point s. the geometric configuration of the catenary is

given by x(s), y(s), z(s) and  , for ≤ ≤ .

A typical multi-component mooring line connecting an

offshore wind turbine at the attachment point n+1 to the

anchor at point 1 on the seabed. In this analysis the line

between points 1 and n+1 is suspended in the X,Z plane. (see

Figure 3) shows the coordinates system XZ is chosen such



that the origin O is at the free water surface and directly

above point 1 on the seabed.

Fig.3 Multi-component Mooring line

Figure 3 shows the it hcomponents of the mooring line

having a cross-sectional area Ax, and elastic modulud E, T is

the tension in the line component at any arbitrary point f(x,z)

along its length a distance s from the lower end acts at an

angle θ to the horizontal (Chakrabatri1990).

In this analysis consider a small element of this component

that having a length, ds, from (see Figure 4) the force acting

on the element given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ystem equilibrium apply, and can be expressed in the

following equations:

(1)

Fig. 4 Free body diagram of elemental section.

Taking the summation of the forces on the horizontal axis

in Fig. 4:

(2)
Similarly, we take the summation of the forces on the

vertical axis in Fig. 4:

(3)

3. mooring system configuration:

Given that a spread mooring system comprises several

individual catenary mooring lines, the procedure used in the

analysis of a single line forms the basis for resolving the

static parameters of the spread mooring system.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ystem equilibrium apply, and can

be expressed in the following equations. To validate the above

methodology Umra Muhammad Ba (2011), a multi-component

mooring system consisting of mooring lines having four

components is discussed in the following sections. The four

components of the mooring lines are: a chain at the bottom

which connects the mooring line to the anchor pile, a wire

rope at the middle and a chain at the top. In between the

lower chain and the wire rope is a clump weight which

provides additional anchorage, especially useful for mooring

mobile platforms. This type of multi-component catenary line

can assume any one of the five configurations suggested by

Ansari (1979).

Fig. 5 Multi component catenary line

Therefore

,  and  and are the projected horizontal length of

 and, and respectively.

Where



Designs of the mooring line catenary derived and the

numerical method for the static analysis were used of a multi

component mooring line offered by Ansari (1980) for this

research and shallow water depth comparison. The total

mooring line length is 141.20 m with a chain 2.54 cm in

diameter with a 25.22 KN clump weight located 41.25 m from

an anchor pile (see figure 6 and 7). Horizontal tension force

obtained using the current method is shown in Fig. 6 which

comparison the result from Ansari (1980).

Fig. 6 Displacement of mooring line

Fig. 7 Displacement of mooring line

CONCLUSIONS

Current method of design confirmation to validate the

designs of shallow water floating structures is importantly

embraced by the industry. It is detected that Ansari’s results

tend to be more conservative for multi component case and

the figures of the two curves are relatively similar. Evaluation

of results from the static method to results from similar

published works has been carried out using the multi

component mooring line in a shallow water depth of 12.43 m

that horizontal tension (TH) movement acquired compared

reasonably well with Ansari (1980) cased on the similar

figures. As exposed in the deliberated literature in the second

stage of this research, the procedures of making the model

and scheming a statically equivalent mooring system need

well-organized numerical tools. This study has provided an

instrument that is definitely tailored to complete one of the

tasks required in the static method.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n Brian 21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I would like to express the sincere

gratitude to my supervisor Professor Park Sang Kil, who has

shown the attitude and the substance of a genius. Without his

supervision and constant help this dissertation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REFERENCES

Ansari, K. A. (1979). "How to design a multicomponent

mooring system." Ocean Ind. ;Vol/Issue: 14:3: Pages:

60-68.

Berteaux, H. O. (1976). Buoy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New York.

Bergdahl, L. and N. Martensson (1995). Certification of

wave energy plants - discussion of existing guidelines,

especially for mooring design. Proceedings of the 2nd

European Wave Power Conference, pp. 114- 118. Lisbon,

Portugal, 1995.

Chakrabarti, S. K. (1990). Nonlinear Methods in Offshore

Engineering.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mpany INC.

Faltinsen, O. M. (1990). Sea Loads on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anning, L., G. H. Smith and J. (2006). Wolfram. Mooring

design approach for wave energy converters.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M,

Journal of Engineering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Vol. 220, pp. 159-174.

Johanning, L. , G. H. Smith and J. (2005). Wolfram. Towards

design standards for WEC moorings. Proceedings of the

6th European Wave and Tidal Energy Conference.

Glasgow, UK.

Harris, R. E., L. Johanning and J. D. (2004). Wolfram.

Mooring systems for wave energy converters: a review

of design issues and choices.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Renewable Energy

(MAREC). Blyth, UK.

Musial, W., Butterfield, S., and Ram, B (2006). Energy from

offshore wind. In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Houston, Texas, May.

Umra Muhammad Ba (2011). Analysis of Mooring and Steel

Catenary Risers system in Ultra Deepwater, Newcast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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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est of Turret Moored FPSO: Truncation of Moor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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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l tests of turret moored FPSO are carried out in ocean basin. The characteristics of motions and mooring are
investigated. The FPSO is moored by internal turret and catenary mooring. The models of 1/60 scale are prepared including FPSO, turret and
mooring lines. The mooring lines are designed to satisfy the characteristics of original mooring lines by the truncation method. The experiments
are conducted in combined environments; waves, currents and winds. The results shows that the large yaw occurs even for collinear condition.
The all mooring line tensions are below 5,000kN and the mooring lines is safe because the MBL is 11,865 kN.

KEY WORDS: FPSO, Turret 터렛, Truncation method 절단계류기법

1. 서    론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을 설계하

기 위해서는 FPSO 선체의 운동과 계류시스템 성능 해석이 필

수적이다. FPSO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치 유지를 위한 

계류시스템이 필요하다. 북해에 투입되는 FPSO의 경우, 북해의 

환경 특성에 의해 주로 터렛 계류시스템을 사용한다. 터렛시스

템은 터렛을 중심으로 FPSO의 회전을 허용하여 해상 환경의 

방향이 변하거나 황천에서 FPSO의 작업성과 안정성을 높여준

다(Cho et al. 2013, 조석규 등 2013). 본 논문에서는 북해을 대

상으로 초기 설계된 100만 배럴급 FPSO의 절단계류 모형실험

을 수행하여 운동 성능과 계류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2. 모형실험 

2.1 FPSO

모형실험에 사용한 구조물은 100만 배럴급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이다. FPSO의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PSO에는 부가물로 빌지킬이 있으며, 빌지킬

은 길이 160m, 폭 1.2m이다. 모형의 축척비는 1/60이고 Fig. 1

은 제작된 FPSO 모형이다. 계류시스템은 내부 터렛(internal

turret)과 현수선 계류 시스템(catenary mooring system)으로 

구성되었다. 터렛 모형은 Fig. 2와 같이 케이슨과 터렛으로 단

수화하여 제작되었다. 터렛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터렛은 

A.P에서 200.6 m 위치한다. 현수선 계류시스템은 체인-와이어-

체인 복합 계류선으로 Fig. 3과 같이 선수, 좌현, 우현으로 향

하는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되고, 한 그룹은 4개의 계류선으로 

이루어진다. 계류선 물성치는 Table 3과 같다. 계류선의 초기 

장력은 2557.7 kN이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FPSO

Item Proto (Full load)

Length [m] 270.0

Breadth [m] 50.0

Draft [m] 19.8

Displacement [ton] 220,596

GM [m] 1.463

Table 2 Turret dimension

　Item Diameter [m] Height [m]

Caisson 17.0 28.0

Turret 14.6 28.0

Table 3 Property of mooring line

Type Length [m] MBL* [kN]

Top
Chain

R4s
Studless 50 12,496.8

Wire Spiral Strand
Wire Ropes 300 N/A

Bottom
Chain

R4K4
Studless 2050 11,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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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period

Wave Wind Current

HS

[m]

TP

[sec]

Dir

[deg]

V

[m/s]

Dir

[deg]

V

[m/s]

Dir

[deg]

100y
15.2 17.2 180 44.39 180 1 180

15.2 17.2 270 44.39 180 1 180

1y
10 14 180 33.75 180 0.5 180

10 14 270 33.75 180 0.5 180

　 Ch1 Sp1 Sp2 Ch2 Ch3 Sp3 Total

Length[m] 1.55 1.5 0.2 3.2 10.42 1 17.87

Weight[kg] 0.23 0.19 0.1 0.45 0.24 0.2 1.41

K[kg/m] 653.3 2 10 653.3 - 3.22 　

Fig. 1 Photo of FPSO model Fig. 2 Turret model

Fig. 3 Layout of mooring lines

2.2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파도, 바람, 조류가 함께 있는 복합환경으로 

Table 4와 같다. 환경의 방향은 Fig. 4와 같이 Collinear, 90deg

조건으로 구분된다. 불규칙파는 JONSWAP 스펙트럼(=3.3)을 

사용하였다.

Table 4 Environmental condition

(a) Collinear (b) 90 deg

Fig. 4 Direction of wave, wind and current

(Grey: wave, Red: Wind, Green: current)

2.3 절단계류시스템

FPSO가 설치될 지역의 수심은 400m이다. 해양공학수조의 

수심은 3.2m이고 모형축척비 60인 경우 해양공학수조의 수심

은 192m가 되어 원 수심과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계류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든 수

심에서 FPSO가 원 수심에서의 운동과 동일한 운동을 하도록 

하는 절단계류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 FPSO의 운동을 동일하

게 하기위해서는 절단계류시스템이 원 계류시스템의 정적 그

리고 동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 절단계류시스템은 기

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만들 수 있다.

□ Compatibility for Static Load

- Restoring Characteristics

- Submerged Weight of Mooring Line

- Axial Stiffness of Mooring Line

□ Compatibility for Dynamics Load

- Mass and Diameter of Mooring Line

절단과정의 첫 단계는 절단계수()를 찾는 것이다. 절단계수

는 원수심과 절단된 수심의 비이다. 절단계수를 계류선의 길

이, 무게, 축강성에 적용하여 절단 계류선의 물성치와 제원을 

구한다. 최종적으로 찾은 계류선 모형은 Fig. 5와 같이 체인-스

프링-체인-스프링 조합이다. 체인과 스프링의 길이, 무게, 강성

은 Table 5와 같다. 절단계류시스템의 Static pull-out 테스트 

결과는 Fig. 6과 같다. 전후동요 자유감쇠를 통해 구한 주기는 

186sec이다.







 

Table 5 Property of truncated mooring line

Fig. 5 Configuration of truncated mooring line



Fig. 6 Restoring force curve

Fig. 7 Current load(Cdx)(Black: SHI, Red: Exp, Vc=1m/s,

Blue: Exp, Vc=0.5m/s)

Fig. 8 Wind load(Cdx)

3. 모형실험 결과

파도, 바람, 조류 복합환경 실험을 하기 전에, 조류와 바람이 

FPSO에 주는 하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조류와 바람은 FPSO에 

정적 하중처럼 작용한다. 바람과 조류의 하중을 계측하기 위해 

FPSO 모형을 로드셀로 고정하고 하중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7, 8은 FPSO에 작용하는 x방향의 하중 계측 결과이다. 모형시

험 결과는 계산된 결과(검은색 심볼, 삼성 제공)와 잘 일치한

다.

Fig. 9, Fig. 11은 각각 100년 주기 Collinear, 90deg 조건에서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 결과이다. 전후동요의 평균은 

Collinear에서 -24m, 90deg에서 -31m(Table 6)이고 최대 50m 이상

의 전후동요가 발생한다. 선수동요의 평균은 Collinear에서 

-16deg, 90deg에서 39deg(Table 7)이고, Collinear에서 최대 29deg,

90deg에서 최대 67deg까지 발생한다. 계류선의 장력은 선미쪽으

로 발생하는 일정한 전후동요에 의하여 FPSO 선수쪽의 1, 2, 3, 4

번의 평균 장력이 5~12번보다 크다. 최대 장력은 Table 8과 같이 

2번에서 발생하고 그 값은 MBL(Minimum Breaking Load) 11,865

kN 이하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터렛 계류된 100만 배럴급 FPSO의 운동 및 

계류성능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1/60 축척 FPSO 모형과 터

렛 제작하고, 절단계류기법을 사용하여 등가의 계류시스템을 

설계하였다. 1년 주기, 100년 주기 파랑, 바람, 조류의 복합환

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FPSO의 운동과 계류시스템의 특성을 

계측하였다. 터렛에 의해 FPSO는 회전을 하여, 모든 환경이 

180deg인 경우에도 약 30도 회전한다. 이는 터렛 계류된 FPSO

의 특성으로 규칙파 실험 결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계류선의 

장력은 5,000kN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

계 유의파고 15m 해역의 Oil & Gas 생산을 위한 100만 배럴

급 FPSO용 Turret System 설계 기술 개발(2차년도)”과 해양수

산부의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심해공학수조 운용

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및 심해플랜트 Pre-FEED 원천핵심기

술개발”의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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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tions for 100 year RP Condition(Collinear)

Fig. 10 Mooring tensions for 100 year RP Condition(Collinear)

Table 6 Surge for 100 year RP Condition(Collinear)

Surge/

Condition
MEAN RMS SDA

MAX +

AMP

MAX –

AMP
100y_colinear -24.080 7.438 17.710 -5.080 -55.339
100y_90deg -31.412 4.069 9.133 -17.142 -50.122
1y_colinear -11.972 4.865 11.915 7.432 -32.374
1y_90deg -15.432 2.299 5.106 -6.864 -24.379

Fig. 11 Motions for 100 year RP Condition(90deg)

Fig. 12 Mooring tensions for 100 year RP Condition(90deg)

Table 7 Yaw for 100 year RP Condition(90deg)

Yaw/

Condition
MEAN RMS SDA

MAX +

AMP

MAX –

AMP
100y_colinear 15.628 4.650 7.545 29.784 5.821
100y_90deg 39.288 6.027 12.468 66.948 21.588
1y_colinear 13.288 4.729 9.195 24.653 1.543
1y_90deg 50.386 5.659 9.581 65.566 34.927

Table 8 Summary of maximum mooring tension values

Line tension/

Condition
No MEAN RMS SDA

MAX +

AMP

MAX –

AMP
100y_colinear MF2 3387.970 290.135 588.072 4562.550 2198.220
100y_90deg MF2 3671.640 152.595 290.932 4389.150 2726.420
1y_colinear MF2 2906.950 256.302 685.696 3764.590 1879.870
1y_90deg MF2 3091.880 171.889 572.538 3555.930 2336.250



해저지반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타워의 충돌신뢰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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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ffshore wind turbine 해상풍력발전기, Ship collision 선박충돌, Subsurface condition 해저지반조건, P-y curve P-y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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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ollision reliability analysis of offshore wind turbine considering subsurface conditions is done. Dynamic
collision analysis is accomplished by considering soil-foundation interaction and fluid-structure interaction. Random variables to estimate
in collision reliability analysis are collision velocity, unit of weight of clay and sand, internal friction angle of sand, empirical constant
of clay, half of failure strain of clay.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alysis, reliability index to offshore wind turbine due to ship collision is
1.7782 and failure probability of approximation 3.8% was confirmed. Also, Internal friction angle of sand among many random variables
have confirmed most influential sensitive factor in offshore wind turbine.

1. 서    론

해상풍력발전기 타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바람, 조류, 파랑하중으로 대표되는 해양환경

하중과 지진하중을 적용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해상

풍력발전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바지선과 같은 운영선

박에 대한 해상풍력발전기 타워의 충돌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로 선박충돌위험에 대한 연구로는 박 등(2011)이 5MW급 

해상풍력발전기 타워의 모든 재료(나셀, 타워, 기초구조물)가 탄

소성 거동을 보인다고 가정하여 충돌에 따른 해상풍력발전기의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조와 김(2013)은 Jonkman et al(2009)의 

NREL 5MW 해상풍력발전기와 모노파일 형식의 지지구조물에 

해저지반을 고려하여 선박의 질량, 흘수, 충돌속도, 충돌각 등의 

확률변수로 바지선과 화물선에 대한 충돌취약도를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Florian(2005)이 모노파일 형식, 트라이포드 형식, 재

킷 형식의 지지구조물을 적용하여 선박충돌해석을 수행하여 해

상풍력발전기의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Dai et al(2013)은 충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선박충돌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하였다.

기존의 충돌하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구조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박충돌에 대한 해상풍력발전기의 거동을 분석하는 

연구들로서 해상풍력발전기타워에 작용하는 충돌하중의 영향을 

결정론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

률론적 해석기법인 Level II 방법의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을 적용하여 충돌하중에 의한 해상풍력발전

기타워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해저지반의 특성을 확인하여 구

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 이론

2.1 신뢰성 해석(Level II-FORM)

Level II FORM 신뢰성 해석방법은 모든 확률변수가 독립이라

는 가정하에 표준확률변수 공간에서 일차 근사화한 한계상태함

수가 만든 원점에서 한계상태상의 설계점(파괴면)까지의 최소거

리로 신뢰도 지수를 정의한다. 신뢰도 지수(   )는 식 (1)로 정

의한다(Hasfer and Lind,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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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0과 1인 표준확률변

수, ·는 한계상태함수,  ′는 표준확률변수의 설계점이고, 별

표()는 설계점(파괴면)에서 산정한 값을 의미하며 는  ′의 

방향여현으로 민감도 계수라 부르고 신뢰도 지수에 각 확률변수

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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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설계점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값은 확률

변수의 평균값으로 가정한 후 반복계산하여 수렴하는 신뢰도 지

수를 구한다.

표준확률변수는 신뢰성 해석에서 확률변수를 무차원의 표준

화된 형식으로 변환시킨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2)

2.2 응답면 기법

구조물 고유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변위, 응력 등의 결과는 구

조해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속변수로서 간단한 구조물의 경우

에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구조해석이 필요한 복잡한 구조물의 경

우에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조해석 결과로 나타나는 음

함수 형태의 종속변수를 한계상태함수에서 저항함수로 적용하기 

위해 양함수의 형태로 변환시켜야 한다.

응답면 기법은 미소구간의 구조해석으로 구한 결과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설계변수들의 다항식으로 근사화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답면의 다항식은 각 확률변수의 교차항을 고

려한 Saturated design(SD)기법을 사용하여 2차 다항식으로 표현

하였다.(Haldar and Mahadev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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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번째 확률변수이고,  ,  ,  , 는 응답면 

함수의 계수로 응답면 계수의 수는    개로 계산

한다.

2.3 해수의 부가질량

해상풍력발전기는 해양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해수의 영향이 

구조물에 반영되어야 한다. Goyal and Chopra(1989)는 원형 실린

더 기둥에 작용하는 해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해수의 부가질

량 공식을 식 (4) ~ 식 (5)와 같이 제안하였으며 해상풍력발전기

의 지지구조물에 작용하는 구조물 또한 원형 실린더의 형태를 갖

고 있으므로 이 식을 적용하여 해수의 부가질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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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부 및 내부의 해

수 부가질량이고 는 해저면에서부터 해수면까지의 구조물 높

이, 는 해수의 밀도(1.03ton/m3), 와 는 구조물의 외부와 

내부의 반경, 와 는 지지구조물 외부 및 내부에 있는 해

수의 높이, 은 이다. 또한,  와 

 는 식 (6)과 식 (7)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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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계수가 인 제2종의 수정베셀함수이고,  는 

계수가 인 제1종의 수정베셀함수이다.

식 (4)∼식 (7)을 이용하여 계산한 모노파일형식의 지지구조

물에 작용하는 해수의 부가질량은 Fig. 3에 나타내었다.

3. 수치해석

3.1 해상풍력발전타워

충돌, 폭발과 같이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explicit method가 적용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해

상풍력발전기 모델은 Jonkman et al(2009)의 NREL 5MW 해상

풍력발전기의 제원을 이용하였다. 해저지반은 비선형 스프링 

요소로 모델링하고 그 외의 블레이드, 너셀, 허브, 타워 등의 

구조물은 Shell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구조물의 전체 질량을 참

고한 모델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허브와 너셀의 경우, 각각

의 내부에 부족한 질량만큼을 부가질량으로 고려하였다.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타워의 수심은 45.5m로 깊은 수심에 

위치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세한 사항을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적용한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Fig. 1 Offshore wind turbine model for ship collision

API RP 2A(2000)에서는 해상풍력발전타워의 기초구조물인 

말뚝과 지반반력 사이의 비선형성을 p-y곡선으로 고려하기 위

해 clay층에 대해서는 극한저항력( )에 대한 하중()의 비와 

위험변위()에 대한 실제변위()의 비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sand층에 대해서는 극한저항력( )와 작용하중의 특성계수(),



초기지반반력계수(), sand층의 심도(), 변위()를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극한저항력과 초기지반반력계

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Fig. 2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해저지반은 Fig. 1에서 간략하게 p-y곡

선으로 설명하였다. Fig. 1의 Clay층에서 은 샘플의 비배수

압축시험으로 구한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최대응력의 50%일 

때의 변형률을 의미한다.

 (Pa)  (kg/m3) 

Blade 10.0E+9 348.1845 0.3

Hub 2.1E+11 1850 0.3

Nacelle 2.1E+11 1850 0.3

Tower 2.1E+11 8500 0.3

Suport structure 2.1E+11 8500 0.3

Foundation 2.1E+11 7850 0.3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offshore wind turbine

(a) Coefficient as function of ′ (b) Relative density(%)

Fig. 2 Graphs to estimate ultimate resistance and initial

modulus of subgrad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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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ydrodynamic added mass

on sub-structure

3.2 충돌선박

충돌선박은 해상풍력발전기타워에 직접 하중을 전달하는 구

조물로서 강체로 가정하여 Fig. 4와 Table 2에 각각 바지선의 

형상과 제원을 나타내었고 충돌속도를 1.5m/s로 가정하여 충

돌해석을 수행한 후 신뢰성 해석을 하였다.

Fig. 4 Collision ship model(barge)

Type Weight Length Width Depth
Fully

Draft

Barge 300ton 100m 60m 6m 4m

Table 2 Dimension of barge

3.3 충돌신뢰성 해석

SD기법을 적용한 응답면을 구성하기 위해 구조물의 한계상태

를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기타워의 한계상

태를 기초구조물의 허용수평변위가 0.035m를 초과할 경우 파괴된

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조물의 한계상태함수(·)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max    (9)

여기서, 은 허용수평변위(0.035m)이고 max는 해상풍

력발전기타워의 기초구조물 상단에서 나타나는 최대변위로 응답

면 기법을 이용한 2차 다항식으로 표현되며,  은 확률변

수이다.

앞에서 언급한 응답면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구조해석점에서 

충돌해석을 수행한 변위를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면 응답면 계수

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확률변수는 총 6개이고 확

률변수의 분포 및 변동치는 Table 3과 같다. 모든 확률변수의 분

포는 정규분포(Normal)를 따르고 10%~40%의 불확실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Random variable Mean COV Dist.

Collision velocity() 1.5m/s 0.1 N

Unit weight of clay() 17.5kN/m3 0.15 N

Unit weight of Sand() 18.0kN/m3 0.15 N

Friction angle of sand() 35° 0.1 N

Empirical constant of clay() 0.25 0.2 N

Half of failure strain of
clay()

0.02 0.4 N

Table 3 Radom variables and statistical characteristics



4. 해석결과

1.5m/s의 충돌속도에서 해상풍력발전기의 충돌신뢰성 해석을 

수행한 후 민감도 계수와 신뢰도 지수를 각각 Table 4와 Fig. 5

에 나타내었다. 민감도 계수는 신뢰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내는 계수로 확률변수의 민감도 지수 부호가 (-)부호일 때는 

하중, (+)부호일 때는 저항 측에 영향을 준다. Table 4를 확인하

면 하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는 충돌속도와 이 영향

을 미치고 그 중에서 충돌속도가 하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저항으로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는 점토층 

및 모래층의 단위중량과 내부마찰각, 실험상수값이 있으며 이 

중에서 모래층의 내부마찰각이 선박충돌시 해상풍력발전기의 

기초구조물에 저항하는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신뢰성 해석 결과, Fig. 4와 같이 신뢰도 지수가 1.7782로 

수렴하였고 해상풍력발전 타워의 파괴확률은 약 3.8%임을 확인

하였다.

Random variables Sensitive factor( )

Collision velocity() -0.0895

Unit weight of clay() 0.0129

Unit weight of Sand() 0.0068

Friction angle of sand() 0.9957

Empirical constant of clay() 0.0006

Half of failure strain of clay() -0.0202

Table 4 Sensi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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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iability index(=1.5m/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충돌속도 및 해저지반의 특성을 확률변수로 고

려하였다. 응답면 구조해석점에서 충돌해석을 수행한 후 충돌신

뢰성 해석을 수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민감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해저지반의 모래층의  내부마

찰각이 저항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충돌속도가 1.5m/s일 때 신뢰도 지수가 1.7782이고 파괴

확률이 약 3.8%로 국외의 한계상태설계기준의 목표신뢰도지수

와 비교할 때 신뢰도 지수가 작게 나타나 충돌하중에 매우 불안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비록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유로코드와 같은 

설계기준에서는 해상풍력발전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신뢰도 지수를 3.5로 설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충돌

신뢰성 해석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해상풍력발전기가 충돌하중에 안전할 수 있는 다

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신형식 복합 합성구조 풍력발전 타워 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No. 12CCTI-B063894-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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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선 검출을 위한 해양환경의 영상특징 분석

이정민․이경호․김대석․이윤기(인하대학교)

Image Analysis of Sea-Environment for Horizon Line

Detection

Jung-Min Lee, Kyung-Ho Lee, Dae-Seok Kim and Runqi Li(INHA Univ.)

본 논문은 해양환경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항행정보를 실사 영상과 함께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 중의 일부로서 CCTV로부터 입력된 실사 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RADAR 등과 
같은 항행장비에서 입력된 정보를 영상 위의 올바른 위치에 가시화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항행
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차세대 항행지원 시
스템 개발의 일부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로서 영상을 해석을 통하여, 수평선을 검출하고자 
하였으며 컬러 입력 영상으로부터 영상 전 처리 과정 후 Hough Transform을 적용하여 수평선
을 검출하였었다. 그러나 연안에서와 같이 부가물이 많은 영상에서는 그 검출률이 현저하게 떨
어졌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수평선의 검출률을 향상 시키고자 기존의 RGB
(Red, Green Blue)의 컬러 모델 대신에 HSV (Hue, Saturation, Value) 컬러 모델을 사용하였다.

수평선은 수면과 그 이외의 영역을 구분지는 영역으로서 수면의 특징과 그 이외의 특징으로 분
리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컬러 모델을 활용하였을 경우 K-Means Algorithm과 같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영상을 분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평선을 검
출하기 위하여 수평선의 특징을 정의하고 컬러 모델들을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선정
하였으며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간단하게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Fig. 1 영상해석을 통하여 획득한 수평선 검출영

상: 시뮬레이터 항행 영상을 통하여 영상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획득한 수평선을 가시화

하였다.

Fig. 2 HSV모델에서의 Pixel Profile 결과: x축

은 영상의 높이 방향이고 y축은 픽셀의 

밝기 차의 제곱. 수평선 부근의 영상의 

픽셀 밝기는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복합지반에 설치된 해상풍력 석션기초의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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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Stability Evaluation of Suction Caisson for Offshore Wind Energy
Installed in Composite Ground

Jeong-Seon Park*, Duhee Park* and Hoki Ba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KEY WORDS: Offshore wind energy 해상풍력, Suction caisson 석션기초, Bearing capacity 지지력, Composite Ground 복합지반,
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

ABSTRACT: The stability of suction caisson for offshore wind energy installed in composite ground was evaluated by examining its
vertical/horizontal bearing capacity. To this end, 3-D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three sites having multi strata. The
comparison of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bearing capacity between the results of simulation and empirical formula was made to validate the
proposed model for case of suction caisson installed in a deep single layer. The simulation results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bearing capacity
and behavior of suction caisson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not only where the suction caisson is located in the composite ground but also how
composed the multi-layered ground is.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

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

가와 산업체의 주관으로 다양한 연구 및 실증단지 조성 등의 사

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의 기초로는 모노

파일, 자켓, 중력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초가 사용될 수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서남해 실증단지에 적용될 계획인 중력

식 석션기초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 해석

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석션기초의 지지력을 산정하

기 위하여 소성이론(plasticity theory)을 적용한 이론적 해석방

법과 지반과 기초를 모델링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모사하는 2

차원 및 3차원의 수치해석 등이 수행되었다(Bransby and

Randolph, 1999; Hung and Kim, 2013; Yun and Bransby, 2007;

Zhan and Liu, 2010).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정규압밀 점성토 지

반에 설치된 석션기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질토 지반에서의 

지지력의 경우 실험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Villalobos Jara, 2006).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지역 복합지반을 대

상으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석션기초의 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이

론적·경험적 지지력식과 비교하여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다양한 대상지반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하여 수직 및 수평

하중 작용 시 거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석션기초의 안정성 평가 방법

2.1 수직하중에 대한 안정성 평가

실제 석션기초는 내부가 비어있는 복잡한 형태이지만 이 공간

이 흙으로 폐색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얕은기초의 형태로 수직지

지력을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Hung and Kim, 2012;

Villalobos Jara, 2006). 기존 연구에서의 석션기초 수직지지력

(Vo)은 석션기초 선단위치에서의 지지력(Vb)과 바깥 주면마찰력

(Vs)의 합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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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평하중에 대한 안정성 평가

수평하중의 경우에도 복잡한 형태의 석션기초 수평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한 정형화된 식은 제안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ISO (2003)에서 제안한 얕은기초의 수평지지력식을 이용

하여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ISO (2003)에서는 점성토

와 사질토 단일 지반에 설치된 얕은기초의 수평지지력(Ho) 산정

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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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sub

[kN/m3]
E

[MPa]
ν

Suction Pile 10.4 210000 0.2

3. 수치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지역의 시추 및

지반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표지반 세 곳(Site 1, 2, 3)을 선정

하고 각각의 주상도를 다음 Fig.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Site 1

에서 Site 3으로 향할수록 근해 지역에 해당하며, Site 1의 경우

세립의 사질토가 깊이 존재하는 반면 Site 3에서는 연약한 점

토층이 상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층에 해당하는 물성값을 다음

Table 1과 같이 산정하였다. 또한 석션기초는 상부 사질토층의

단위중량보다 15%정도 높게 산정하여 초기 자중침하가 발생하

도록 하였으며, 지반의 강성과 비교하여 큰 변형계수를 적용하

여 석션기초가 강체거동(Rigid body)을 하도록 모사하였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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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1 Site 2 Site 3

Fine sand

Silty clay

Coarse sand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Soft rock

Fig. 1 Layered soil profile at site 1, 2 and 3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omposite ground

Layer
γsub

[kN/m3]
 ′
[°]

 ′
[kPa]

 ′
[°]

E
[MPa]

ν

Fine
sand

9 36 0.1 6 30 0.3

Silty
clay

8.36 0 17 0 10 0.49

Coarse
sand

9 36 0.1 6 30 0.3

Weathered
soil

9 36 10 6 40 0.3

Weathered
rock

11 36 30 6 250 0.3

Soft
rock

13 36 100 6 3000 0.3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uction caisson foundation

본 연구에서의 해석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2010)을 이용하였으며, 석션기초의 관입과정을 모사하

지 않고 석션기초가 설치된 이후의 상태를 모델링하여 지지력

을 평가하였다. 해석 시간 단축을 위해 실제 3차원 지반을 반

단면만 모델링하였으며, 지반 모델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2D, 6D로 해석 시 측면과 하단의 경계조건의 영향이 내부에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여기에 설치된 석션기초는 직경(D)과

길이(L)가 각각 17m, 13m이고 기초의 상판 및 스커트의 두께

는 0.5m가 되도록 모델링 하였다 (Fig. 2).

지반과 석션기초의 모델링에는 eight nodded-linear brick

elements with reduced integration(C3D8R)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물과 지반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응력 및 변형률의 정확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요소의 크기를 작게 모델링하였다.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은 석션기초 중앙에 작용점(Reference point)를 지

정하여 이곳에서 수직 및 수평의 변위 컨트롤을 통하여 모사

하였으며, 이 지점에서의 반력(Reaction force) 결과를 이용하여

지지력을 분석하였다.

본 해석에서 사질토지반의 경우 Mohr-coulomb모델, 점성토지

반에서는 Tresca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석션기초에는 파괴가 발

생하지 않는 Linear-elastic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석션기초와

지반 사이의 인터페이스 물성은 사질토 지반의 경우 Coulomb

마찰이론에 의해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마찰계수(μ)

0.4를 적용하였으며, 점성토 지반에서는 주변지반 비배수전단

강도(su)에 해당하는 강도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도록 모델링

하였다.

Fig. 2 Finite element mesh for analysis

4.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단지 대표지반 세 곳에 설치된 석션기초

의 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각각의 Site에서 계산된 수직 및 수평 하중-변위 곡선의

결과는 다음 Fig. 3과 같다. 수평 및 수직 하중이 작용하는 경

우 모두 Site 1에서의 지지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Site 3에

서 가장 작은 지지력을 보였다. 이는 Site 1의 경우 석션기초가

상부 세립질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반면 Site 3의 경우에는 석

션기초의 절반 깊이는 세립질 사질토 지반에 위치하지만 나머



지 부분은 실트질 점토지반에 설치되어 있으며 석션기초 스커

트의 하부 14m 지반은 상부의 점토지반이 연속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평 지지력의 경우 지반조건에 따라 최

대 2배의 지지력 차이를 보인 반면 수직 하중이 작용하는 경

우에는 3~5배 정도의 지지력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2장에서 소개한 기존의 얕은기초 및 변형된 제안식의 결과

와 비교하였다(Fig. 4). 수직 및 수평의 극한지지력은 각각 석

션기초 직경의 5%, 2% 변위에서의 지지력으로 판단하였다. 수

직하중의 경우 Site 2와 3의 지지력이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수평지지력은 Site 1과 2의 결과가 유사하고 Site 3에

서의 지지력은 50% 정도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Site

2 지반이 석션기초가 설치된 상부 13m는 사질토지반이며, 석

션기초 스커트의 하부는 점성토 지반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즉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대부분 상부 사질

토의 영향을 받으므로 Site 1의 극한지지력 결과와 유사하며,

수직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하부 점성토지반의 영향으로

Site 3의 지지력과 비교적 차이가 작지만 점성토지반이 얕게

존재하고 기초 하부 1D의 영향범위 내에 조립질 사질토지반이

존재하므로 다소 큰 지지력이 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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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 vs. displacement at each site

또한 Site 3 지반에서 수직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기초 하부

에 점성토지반이 깊게 존재하므로 기존의 변형된 얕은기초 지

지력식으로 수직 극한지지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석션기초

깊이 13m 모두가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Site 1의 경우에만 기

존의 경험식을 통해 지지력의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수직하중에 대하여 세립질 사질토가 30m정도 존재하는

Site 1 지반에서 제안식과 수치해석으로 계산된 결과는 10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존의 제안식은 석션기초 내

부의 지반이 일체거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얕은기초 지지력식

을 변형시킨 반면, 실제 사질토 지반에서는 포아송비 및 기초

와 지반의 인터페이스 등의 영향으로 석션기초 내부의 지반이

강체거동을 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ite 1의

30m 이하부터 연약한 점성토 층이 10m 이상 분포하는데 단일

한 사질토지반의 경험식을 적용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큰 차

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Site 3 지반에 설치된 석션기초는

사질토와 점성토 층을 기초 길이의 절반씩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수평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는 경험식이 존재하지 않아

단일한 점성토 층의 수평지지력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4(b)

의 Site 3 수평지지력 해석결과는 ISO (2003)에서 제안한 점성

토지반에서의 지지력과 사질토 지반에서의 지지력(Site 1) 계산

결과의 사이 값을 보이며 이는 단일한 점성토 층의 결과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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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he bearing capacity between empirical

analysis and numerical analysis at each site



복합지반에서의 거동특성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Site에서 극한하중 작용시점의 전체 변위발생 분포를 살펴보았

다(Fig. 5). 사질토 층과 점성토 층이 비교적 깊게 분포하는

Site 1과 Site 3에서도 수평하중에 대하여 발생하는 변위의 양

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단단한 사질토 층의 Site 1

은 수평하중에 대하여 석션기초 우측 선단을 고정점으로 석션

기초만 회전하는 거동을 보이는 반면, 연약한 점성토 층이 하

부에 깊이 존재하는 Site 3의 경우 석션기초 하부층이 전단파

괴가 발생하며 석션기초가 지반과 함께 회전하는 모습을 보인

다. 또한 석션기초가 설치된 부분은 사질토지반이고 하부에는

점성토지반이 얕게 존재하는 Site 2에서는 초기 거동은 Site 1

의 사질토지반과 유사하지만 극한하중점 이후에서는 Site 3의

점성토지반의 거동이 복합되는 복잡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Site 2에서는 점토층 아래 다시 단단한 사질토 층이 존재하므

로 지속적인 회전거동이 아닌 수평이동의 거동도 함께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 Displacement contour at each sit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지반에 설치된 석션기초의 지지력을 산정

하기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지반

조건에서의 수직 및 수평지지력을 계산하고 이를 다각적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1) 복합지반에서의 석션기초 수직 및 수평지지력을 분석한 

결과, 단일한 층이 깊게 분포하여 석션기초의 전 길이가 단일지

반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안된 식으로 석션기초의 지지력의 간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질토지반에서의 수직지지력은 제안식의 방법으로 계산

하면 지지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며, 석션기초가 다층에 걸치어 

설치된 경우의 수평하중은 기존의 제안식으로 계산이 어려우므

로 수치해석을 이용한 지지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복합지반에 설치된 석션기초의 거동은 지층의 분포 및 두

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이에 따른 정확한 거동의 이해 

및 수치해석 방법의 적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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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 차량의 부식 현상 모델링 방법 및 궤도 부식으로 인한 
차체와의 간섭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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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rrosion phenomenon modeling method of tracked
vehicle and interference with vehicle platform by track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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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our rows tracked vehicle 4열 궤도 차량, Corrosion modeling 부식(녹) 모델링, Multi-body dynamics 다물체 동역학,
Mining robot 채집 로봇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numerical modeling method of corrosion phenomenon and this method is applied to study on 
the interference with tracked system and vehicle platform. The subject of study is MineRo which was designed to four rows 
tracked vehicle. In 2013, the real seas experiment of MineRo was conducted and was discovered a damage of vehicle platform 
after the experiment. A reason of the damage is expected to corrosion of the tracked system. This hypothesis is verified 
through multi-body dynamic simulation in this study. The dynamic analysis model of MineRo has been built in the commercial 
software of DAFUL. Also, three parameters(k, c, μ) are studied to make up the numerical model of corrosion phenomenon. 
The k is stiffness coefficient by corrosion, the c is damping coefficient by corrosion and the μ is friction coefficient by 
corrosion. The results about each parameters are explained in this paper.

1. 서    론

1970년대 후반 이후, 심해저 망간단괴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많은 개념들이 연구되어 왔다.(Brink and Chung, 1981; Chung, 

1996; Herrouin et al., 1989; Amann et al., 1991; Liu and Yang, 

1999; Hong and Kim, 1999; Deepak et al., 2001; Handschuh et 

al., 2001). 심해저의 퇴적 지반은 매우 높은 함수율을 가진 미세

한 입자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의 지지력이 매우 미약

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 지반을 주행하며 망간단괴

를 채광하는 장비 또는 로봇은 궤도 차량으로 현재 연구가 되어

지고 있다. 궤도 차량의 장점은 접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연약

한 지반에서 충분히 제어 가능한 주행을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접지 면적으로 인해 rolling, pitching이 적어 안정적인 자세 제어 

및 선회 주행이 가능해 진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인 MineRo 역시 

이러한 이유로 궤도 차량으로 개발 되어졌다. 

2012년 개발된 MineRo의 1차 실해역 성능시험이 수행되었으

며, 2013년에 2차 실해역 성능시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종료 후 

유지 보수 단계에서 MineRo의 궤도 프레임 손상이(Fig. 2) 발견

되었으며, 궤도의 부식 현상이 심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각적 검토 결과, 프레임 손상의 원인이 궤도의 부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수치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궤도의 부식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MineRo의 무한궤도 차량에 적용하여 궤

도 프레임과의 간섭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 

Fig. 1 Deep-seabed mining robot ( MINERO )

Fig. 2 Interference by track corrosion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부식 현상의 수학적 모델링을 위해서 다물체 동역학 해석 상

용프로그램인 DAFUL(2014)을 사용하였다. DAFUL은 무한궤도 

차량의 모델링이 쉽게 가능하며 궤도 차량의 주행을 접촉 모델

과 다물체 동역학 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MineRo의 주행

을 유사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수치 해석 모델

2.1 궤도 차량의 다물체 동역학 모델

MINERO의 궤도 차량은 4열 궤도 차량으로써 궤도는 Fig. 3처

럼 모델링되었다. 각각의 궤도 시스템은 스프라켓, 아이들러, 상

하부 롤러, 트랙링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트랙링크는 

부싱력(2014)으로 연결되어 있다.

Fig. 3 Four Rows Tracked Vehicle

2.2 지배 방정식

궤도 차량과 같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자유도가 많은 모

델의 경우 해의 수렴성과 다물체 동역학 해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암시적 수치 방법을 사용한다.

궤도 차량의 운동방정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질량행렬, 는 일반 좌표, 는 지반 반발력, 는 

Chained system에 적용된 힘, 
⊤는 구속력, 는 라그랑지 승

수를 나타낸다. 

구속력을 계산하기 위한 구속 조건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식 (1)와 (2) 그리고 위치와 속도에 대한 수치 적분식  , 를 

이용하여 다물체 동역학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식 (3)과 같이 

정의한다.


















                          (3)

여기서 임의의 시간에 대해 풀어야할 미지수 

  





 과 같이 쓸 수 있다. 

  비선형 방정식인 식(3)은 Newton`s method을 적용하여 식(4)

와 (5)와 같이 선형화시켜 해를 구할 수 있다[Haug, 1989].

∆                                       (4)

 ∆                                   (5)

여기서 는 지배방정식의 자코비안 행렬이다.

3. 궤도 부식 모델과 간섭

궤도가 부식됨으로써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은 힘이 가해져도 

변형이 없는 구조 강성의 증가, 변형 된 후 복원이 되지 않는 구

조 댐핑의 증가, 마찰력의 증가 등이 있다. 또한 실제 부식 현상

이 발생하면 Fig. 4처럼 궤도가 변형되어 구동된다. 따라서 각각

의 현상을 이론적으로 표현하여 궤도 부식 현상을 가장 잘 표현

하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Fig. 4 Corrosion phenomenon of track

또한 결정된 부식 모델에 대해 프레임과의 간섭은 Fig. 5처럼 

프레임과 궤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파손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 5 Measurement position

간섭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궤도와 차체 사이의 거리는 59mm 이며, 처짐량이 59mm 

이상이 되면 궤도와 프레임 사이의 간섭이 발생한다.

(나) 궤도 차량을 구성하는 롤러와 스프라켓, 프레임의 진동 

여부에 따라 처짐량이 40mm 이상만 되어도 간섭이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다.

3.1 강성 계수를 이용한 부식 모델

강성 계수를 이용한 부식 모델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6)

여기서 k는 부식 현상을 대표하는 회전 강성 계수이며, ∆는 

강체의 회전에 대한 변위를 의미한다. 부식을 정의하기 위한 강

성 계수를 충분히 큰 100000 [Nmm/rad]를 사용하였다.

Fig. 6은 강성 계수에 의한 부식 모델의 결과이다.



Fig. 6 Corrosion model by stiffness

3.2 감쇠 계수를 이용한 부식 모델

부식 모델의 감쇠 계수를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7)

여기서 c는 부식 현상을 대표하는 감쇠 계수이며, ∆는 강체의 

회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부식을 정의하기 위한 감쇠 계수는 충분히 큰 1000000

[Nmms/rad]의 감쇠 계수를 사용하였다.

Fig. 7은 감쇠 계수에 의한 부식 모델의 결과이다.

Fig. 7 Corrosion model by damping

3.3 마찰 계수를 이용한 부식 모델

궤도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방사 힘에 의한 마찰 토크(8), 축 

방향 힘에 의한 마찰 토크(9)로 표현한다.[2014] 따라서 부식 모

델의 마찰 계수를 이용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8)

여기서 는 트랙링크 핀의 중심으로부터 방사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 은 방사 힘, 는 속도에 따른 마찰 계수

를 의미한다.

 ·· (9)

여기서 는 트랙링크 핀의 중심으로부터 축 방향 힘이 작용하

는 지점까지의 거리, 은 축 방향 힘을 의미한다.

부식을 정의하기 위한 마찰 계수를 찾기 위해 궤도의 주재료

인 steel의 마찰 계수 0.8보다 큰 2.0의 마찰 계수를 사용하였다.

부식이 발생하면 마찰 계수가 증가[박장우, 2012]하기 때문에 

0.8보다 큰 값을 변수로 정의하였으며, 변수를 단순화하기 위해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는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Fig. 8은 마찰 계수에 의한 부식 모델의 결과이다.

Fig. 8 Corrosion model by friction

3.4 궤도와 차체와의 간섭

Fig.6~8의 결과를 보면 마찰 계수를 이용한 부식 모델이 실제 

부식 현상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식 모델을 

사용하여 궤도와 차체의 간섭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Deflection by corrosion phenomenon

Friction coefficient Deflection [mm]

0.8 22

2.0 50

부식 전과 부식 후의 궤도 처짐량이 2배 이상 커졌으며 이는 

차체와의 간섭 가능이 존재하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마찰 모델이 부식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강성과 감쇠 계수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로는 부식 

현상을 구현하기 어렵고 마찰 모델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이 부

식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다. 그리고 부식 현상

을 대표하는 계수는 steel 재료의 경우 마찰 계수 1.8, 2.0 이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찰 모델을 이용하였을 시 50mm의 처짐량이 발생하였

으며 이는 궤도와 프레임 사이에 충분히 간섭이 발생할 수 있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식 현상과 차체의 진동에 의해 간섭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차체가 파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식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이론적

으로 수립하는 것이므로 쉽지가 않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여러 

가설과 조건을 수립한 후 이에 타당성이 있는 결과를 부식 현상 

모델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모델에 대해선 실험을 통하

여 검증을 해야 완벽한 모델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이를 위한 1단계 연구이며 향후 실험과 본 연구에서 개발

된 부식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비교,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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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파일럿 채광로봇 망간단괴 파쇄장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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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test for the manganese crushing equipment of the deep 
sea pilot min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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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Pilot mining robot 파일럿 채광로봇, Deep-sea Manganese Nodules 심해저 망간단괴, Crushing Equipment 파쇄장치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performance tests of a manganese nodule crusher. Manganese nodules should be crushed into smaller 
pieces in order to assure the slurry flow of lifting system. Both artificial nodules and real manganese nodules are used to evaluate 
nodule breaking ability of the crusher. Crushing performance of the crusher depends on the flowrate and pressure of the power 
transmission device, and the size of crushed manganese nodules also depends on the shape of the crushing drum. In this paper, 
several comparative tests are carried out to improve the crushing performance and find the optimal design of the crusher.

1. 서    론

1970년대 후반 선진국을 중심으로 망간단괴 채광시스템 개발

연구와 파일럿 실험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로 심해저 망간단괴 광구권을 등록하였고 2002년 광구 7.5만㎢

를 확보했다. 망간단괴(Manganese nodule)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의 금속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다금속 덩어리로 

보통 수심 5000m 이하의 심해 바닥에 분포되어 있다. 해저면에 

부존하는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에 필요한 채광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심해저 채광시스템개발 연

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상업채광용량의 1/5 

규모 5,000m급‘파일럿 채광로봇’을 제작(‘12. 6)하여 예비집

광성능시험(‘12년 10월,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130m)과 심해

항법 및 주행제어 성능시험(’13년 6월 수심 1,370m)을 수행하

였다.

파일럿 채광로봇은 이동을 위해 좌우 2개의 모듈로 분리되어 

독립 구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기계·구조부인 주행시스

템과 채집·송출시스템, 유압시스템부, 전기·전자부, 운용시스

템부로 Fig. 1과 같이 나뉘어져 있다(홍섭 외, 2012).

본 논문은  송출시스템의 일부인 파쇄장치 성능개선을 위한 

실험 내용이다. 송출시스템은 채집시스템을 통해 이송된 망간단

괴를 파쇄기를 통해 적정 크기로 파쇄하여 송출펌프를 거쳐 버

퍼장치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파쇄장치는 

단순히 망간단괴만을 파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

되는 이물질을 차단하고 통과된 기타 물질은 강력히 파쇄하여 

다음 단계인 송출펌프에 무리가 없도록 전달해 주는 기능을 가

져야 한다.

 2012년 1차 집광성능실험에서는 파쇄장치의 상부 보호커버

와 단괴의 유실을 막기위한 보호커버가 없었다. 그로인해 채집

장치를 통해 이송된 단괴의 외부유실이 있었고 고무 재질의 산

업용 쓰레기가 직접 파쇄기를 거쳐 파쇄되지 않은채 송출펌프로 

유입되어 펌프의 임펠라가 막혀 파일럿 채광로봇 한쪽 모듈의 

채집실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

년 2차 성능실험에서는 실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1,2차 실험에서는 모조단괴를 해저면에 살포 후 채집된 

모조단괴의 양으로 파쇄기의 성능을 검증하였지만, 2015년에는 

실제 망간단괴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주행 및 채집을 하기 때

문에 파쇄기의 성능이 망간단괴 파쇄를 위한 용도에 적합한지를 

조건을 바꿔가면서 비교 분석 시험이 필요하다. 

Fig. 1 Component parts of pilot min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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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럿 채광로봇 파쇄장치

2.1 파쇄장치(crushing equipment)의 구조

파쇄장치는 채집된 망간단괴를 송출관 내부로 이송이 용이하

도록 일정크기 이하로 부수는 기능을 수행한다. 채집된 망간단

괴의 평균크기는 50~60mm이며, 파쇄장치를 통해 20mm이하의 

크기로 파쇄된다. 본 파쇄장치는 호퍼(Hopper), 파쇄드럼

(Crushing drum), 파쇄가이드(Crushing guide), 동력전달부(Power 

transmission dev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2)

Fig. 2 Crusher of nodule system

2.2 파쇄장치의 실험조건

일정 크기 40~70mm의 규격화된 모조단괴의 파쇄성능 조건이  

불규칙한 크기(20~120mm)의 망간단괴 파쇄를 위한 조건과 같다

고 판정하기 어렵다. 이에 예비집광성능실험에서 얻은 조건을 

토대로 실제 망간단괴 파쇄를 위한 최적 조건을 찾아야 한다.

파쇄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조건은 아래의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파쇄드럼의 결합(Case1~Case5)조건

∎파쇄 가이드의 간극조절

∎유압모터의 회전수

∎투입 단괴의 크기 

파쇄드럼은 하나의 샤프트에 18개의 톱니가 결합되어 하나의 

드럼체가 된다. 파쇄 드럼의 분류 기준은 톱니의 체결방식에 따

라 Case1~Case5으로 구분된다. 톱니의 외관 형상은 동일하나 샤

프트키의 각도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진다. Fig. 3의 그림은 5가

지 조건중 Case3(모조단괴시 최적 조건)을 나타낸다.

Fig. 3  Case3 of Crusher drum

   

파쇄 가이드의 간극조절은 파쇄드럼과 파쇄가이드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망간단괴의 크기에 따라 거리 조절이 필

요하다. 최소 10mm에서 최대 30mm까지 간극 조절이 가능하도

록 설계가 되었고, 유입되는 단괴의 크기가 60m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극조절은 20mm가 적당하다.

동력전달장치인 125cc 유압모터는 최대 사용압력 250bar이며, 

정·역회전이 가능하다. 망간단괴 파쇄를 위한 최적 회전수는 

240rpm이다. 실해역 집광성능실험에서는 250㎾ HPU에 의해 구

동되지만, 자체 실험에서는 유압 차지카터를 사용하여 구동된

다.

망간단괴의 크기는 20~120mm이상까지 다양하다. 파일럿 채광

로봇에 설치된 파쇄장치는 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재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파쇄를 위한 단괴의 크기도 최소 20mm

이하, 최대80mm이하로 제한 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태평양 2,000m에서 채취한 심해 망간단괴를 

크기별로 분류하여 파쇄실험에 사용하였다.

2.3 파쇄장치 실험방법

Fig. 4는 파일럿 채광로봇에 장착된 4set의 파쇄장치 중 파쇄

드럼의 상태가 가장 양호한 No.4의 파쇄기를 나타내고 있다. 파

쇄실험은 공기중 실험과 수중실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공기중 파쇄

∎수중 파쇄(자체,수압)

공기중 실험은 투입된 단괴가 파쇄드럼을 통해 파쇄가 되지않

고 서로 겉돌아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을 가해야만 파쇄가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중실험은 수중자체파쇄와 수중수압실험으로 Fig. 5와 같이 

망간단괴를 크기별로 20kg씩 준비하여 파쇄장치에 투입되었다. 

수중실험을 위해 1톤 용량의 물탱크를 사용하여 그 내부에 파

쇄장치를 설치 및 고정하여 공기중 실험과 수중실험을 진행하였

다. 250bar로 설정된 차지카터의 구동과 동시에 파쇄모터가 

240rpm으로 정방향 회전한다. 크기별로 분류된 20kg의 단괴를 

투하하여 단괴량에 따른 파쇄시간을 측정하였다.

1차실험은 모조단괴 최적파쇄조건인 Case 3로 실험하였고, 2

차실험은 Case 5로 실험하였다. Fig.6의 Case5(일체형)조건은 모

조단괴 파쇄실험에서 효율은 좋았으나 파쇄된 단괴의 크기가 일

정하지 않아 예비집광성능실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논문

에서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파쇄효율를 비교하였다.



Fig. 4 Water crushing experiments

Fig. 5 Manganese Nodules

Fig. 6  Case5 of Crusher drum

3. 파쇄장치의 단괴 파쇄 성능 비교

 두 개의 회전체로 맞물려 구동되는 방식이라면 파쇄효율이

나 구조적인면에서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사용할수 있겠지만, 파

일럿 채광로봇에 장착된 파쇄장치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

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크기를 확대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재 사용중인 파쇄드럼의 결합조건을 

변경하면서 모조단괴 파쇄의 성능결과를 토대로 실제 망간단괴 

파쇄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는 Fig. 7의 테이블로 나타내었다.

3.1 모조단괴 파쇄성능

 모조단괴는 비중 1.88, 개당 무게 100g의 육각형 모양으로 일

정하게 만들어졌으며, 시멘트와 모래, 제올라이트로 혼합된 인

공단괴이다. 시멘트 성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양생이 진

행되어 초기 압축강도 2.1Mpa보다 강해져 파쇄드럼의 사용시간

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망간단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서 모조단괴의 사용은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기 좋은 재료이다.

파쇄드럼의 결합조건(Case)에 따라 파쇄효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Case1~Case2의 경우는 파쇄단괴의 크기가 작고 파쇄

효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3~Case5의 경우 파쇄

효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파쇄된 단괴의 크기를 확인한 결

과 Case3의 경우만 20mm정도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3.2 망간단괴 파쇄성능

 망간단괴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조단괴의 파쇄실험만으로

는 파쇄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긴 부족하여,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실험을 통해 사용성여부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

아야 한다. 비중2.0, 압축강도 2.1Mpa인 망간단괴는 수분함유량

이 많아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물속에 보관

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면 망간단괴 공극의 수분이 증발되면

서 스스로 부서진다.  Fig.7의 그래프는 40~120mm이하의 파쇄된 

단괴 효율을 나타낸다. 파일럿 채광로봇의 채집 목표크기는 

50~60mm이다.

∎Case1~2 :파쇄된 단괴의 크기가 너무 작다.

∎Case3 ≦ Case5: 파쇄효율은 비슷하나 파쇄단괴의 크기가  

    Case5에서 고르게 파쇄된다.

Table 1 Experiment of Results

Imitation nodules

단괴크기
[mm]

파쇄횟수
평균파쇄
시간[sec]

파쇄효율 공통조건

40~70 2 9.3 2.15 수중, 자체파쇄(20kg)
Manganese Nodules

단괴크기
(mm) 

파쇄횟수
평균파쇄
시간(sec)

파쇄효율 공통조건

40~60 1 6.31 3.20

수중, 자체파쇄(20kg)60~80 3 7.12 2.80

80~100 2 9.66 2.07
100~120 2 17.0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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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rushed nodule efficiency by siz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일럿 채광로봇에 설치된 파쇄장치의 자체성

능실험을 통해 모조단괴의 파쇄성능 실험조건이 망간단괴 파쇄

를 위한 조건에 성립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파쇄드럼의 결합조건과 파쇄 가이드의 간극조절이 파쇄효

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파쇄드럼의 결합조건은 모조단괴는 Case3, 망간단괴는 

Case3와 Case5가 파쇄효율이 높다. 단, Case4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체결방식에 있어 배열이 정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3)파쇄 가이드의 간극조절은 20mm일 때 모조단괴와 망간단

괴 파쇄조건에 모두 적합하다.

(4)파일럿 채광로봇의 채집 목표 크기 50~60mm이며, 실험에 

사용된 망간단괴의 크기는 40~120mm로 두배 이상의 크기였다.

본 파쇄장치는 심해에 부존해 있는 단괴를 파쇄함에 있어 실

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고, 향후 파쇄드럼의 재질의 변경과 

공간적 제약에 따른 단점을 설계변경을 통해 개선하여 상용화 

장비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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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odified GUI develop GUI 개발, Modeler 모델러, 사용자 함수 User subroutine function, Flexible pipe 유연관,
Current 해류, Buoyancy force 부력, Drag force 유체 저항력, Hydraulic force 유체력, Soil contact 연약지반 접촉, Inner flow 관내 유
동, vessel motion 선박 운동, Dynamic analysis of integrated mining system 통합거동해석

ABSTRACT: A commercial code of DAFUL　using an implicit integration method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a solving performance　for
the dynamic analysis of a undersea tracked vehicle. The integrated mining system consist of ship, lifting pipe, buffer, flexible pipe and tracked
vehicle. Dynamics behavior analysis of the integrated system is very important for the mining system design. In this paper suggests that
component of GUI for integrated mining system dynamics analysis. There components are hydro dynamics, buoyance force, drag force, soil
contact and inner flow. These components have developed by the user subroutine function in DAFUL. Under several conditions, the strength
analysis of a flexible pipe of the buffer mechanism is carried out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1. 서    론 

본격적인 망간단괴의 채광시스템 개발 연구와 실험적인 연구

가 197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호리베 요시오 등, 

1987).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북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C-C 해역)의 고밀도 망간단괴 분포지역에 대하여 실해역 

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75,000km2의 광구를 확보

하였다. 상업적 개발에 필요한 시간당 300톤의 망간단괴를 채집

하기 위해서는 해저면을 자유롭게 주행하며 당간단괴를 채집하

는 자항식 채광시스템을 이용한 연속적 채광이 필요하다 (김형

우 등, 2007). 연속 채광시스템은 채광선, 수직양광관, 중간버퍼, 

유연관, 자항식 채광기로 구성되어 있다. 채광선-수직양광관-버

퍼-유연관-자항식 채광기로 이어지는 전체 채광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은 심해저 채광기술의 중요한 요소기술이다. 특히 연

약지반 위를 주행하는 무한궤도 차량의 동적거동 해석은 아주중

요하다. 수심 5,000m 해저 연약지반을 주행하는 무한궤도 차량

의 개발에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기술이 많이 활용되어 왔다. Hong et al.(2002)은 연약지반

을 주행하는 강체차량에 대한 동적거동해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직교 배열표를 사용한 실험 계획법을 이용하여 심해저 무한궤도 

차량의 견인성능 (최종수 등, 2004)과 주행 차량의 선회 성능 

(최종수 등, 2004)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리고 타이어

와 연약지반 사이의 접촉 모델을 개발하여 차량 모델에 적용된 

연구가 수행 되기도 하였다. (조윤성 등, 2009)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무한궤도 차량의 동역학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전차

나 건설기계에 알맞게 개발이 되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고 속

도가 느린 심해저 무한궤도 차량의 동적 거동해석과 설계에 사

용하기에는 턱없이 그 해석속도가 느리다. 

심해저 궤도차량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DAFUL이라는 상용 동

역학 해석 소프트웨어의 Track system을 이용하여 심해 궤도 차

량을 모델링하고 통합거동해석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통합 

시뮬레이션이 해석 가능한 심해저 궤도차량 툴 킷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오재원 등, 2012) (임준현 등, 2013)

본 연구를 통하여 심해저 통합 모델 구현에 필요한 GUI 개발 

및 내부유동에 대한 해석요소에 대해서 제안 하였다. GUI에서  

DAFUL의 API와 사용자 함수를 이용하여 GUI 모델러를 개발하

여 사용자들이 다이얼로그를 통해 입력값만 넣으면 심해저 통합 

모델을 쉽고 편한 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 연구에서 고려

되지 못하였던 관내 유동에 대하여 모델러와 사용자 함수를 개

발하여 파이프 내부 유동에 의한 효과가 고려된 좀 더 정밀한 

심해저 거동 해석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심해저 통합 모델러 및 사용자 함수 개발  

유체력 모델러, 부력 및 부력재 모델러, 양광관/유연관 모델

러, 선박 모션 모델러, 연약지반 접촉 모델러, 해류 모델러 등 

심해저 통합 모델 모델러 및 GUI 다이얼로그 개발이 되었고 각 

모델러에 필요한 사용자 함수들인 항력 사용자 함수, 부력 사용

자 함수, 유체력 사용자 함수, 관내 유동 사용자 함수, 연약지반 

접촉 사용자 함수 등이 개발되었다.

통합 거동 해석 모델 전체 구성은 그림1, 개발된 GUI는 그림2

와 같다.

Fig. 1 Properties of

 integrated mining system

  Fig. 1 Developed GUI of

mining system in DAFUL

  

통합 거동해석 모델을 위해 개발된 모델러와 모델러에 포함되

어 있는 사용자 함수는 표1에 도시하였다.

Table 1  List of developed modelers and user subroutines

Modelers User subroutine

Hydro dynamics hydro force

Buoyance force buoyance force

Flexible pipe
drag force

buoyance force
inner flow

Buoyance material
drag force

buoyance force

Soil contact soil contact force

Vessel motion -

Current -

2.1 유체력 모델러

물속의 물체에 대한 유체저항력과 모멘트는 식 (1)과 같이 표

현된다.

 






                              (1)

 



 





                                                (2)















                                                 (3)

여기서 는 각 물체 무게중심의 병진속도와 회전속도이다. 

는 6x6 부가질량 행렬, 는 6x6 유체 코리올리힘 행렬, 

는 유체감쇠 행렬이다.

유체력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3,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는 표2

에 도시하였다.

Fig. 3 Dialogs of hydro dynamics

   

Table 2  User subroutine parameters of hydro dynamics

User parameter Define

Target Body 대상 바디

 6x6 부가질량 행렬

 6x6 유체감쇠 행렬

2.2 양광관과 유연관 모델러

유연관은 크게 4가지 식 유체저항, 부력, 탄성력, 관내 유동 

압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4 Dialog of 

hydraulic force

유체항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4)

여기서 첨자 와 A와 와 는 해수밀도, 물체의 단면적, 항

력계수, 물체의 속도와 해류 속도의 상대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유체항력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4,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는 

표3에 도시하였다.

Table 3  User subroutine parameters of drag force

Parameter Define

 해수밀도

 물체의 단면적

 파이프의 항력계수



부력은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5)

여기서 첨자  , 와는 물체의 밀도, 물체의 부피와 중력 가속

도를 각각 나타낸다.

부력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5,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는 표4에 

도시하였다.

Fig. 5 Dialogs of buoyancy force

Table 4  User subroutine parameters of buoyancy force

Parameter Define

Target Body 대상 바디

 물체밀도

 물체의 부피

BEAM의 탄성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위의 관계식 (6)에 들어간 파라미터와 내용은 생략한다.

(DAFUL 4.2 User`s manual, 2012)

유연관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6와 같다.

Fig. 6 Dialogs of flexible pipe

관내 유동 압력은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7)


    ∆ 

                                (8)

위의 관계식 (7)~(8)에 들어간 파라미터 정의와 이론은 생략한

다. (홍섭 외, 2003)

관내 유동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4,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는 

표5에 도시하였다.  

Table 5  User subroutine parameters of innerflow pressure force

Parameter Define

 대상 바디

 물체밀도

 유체 속도

  유동 질량

2.3  선박 모션 모델러

위 선박의 6자유도에 강제 변위를 적용하는 해석 요소이다. 

이 요소는 두 바디 사이에 5개의 더미 바디들을 3개의 병진, 3

개 회전으로 연결한다. 서지에 대한 변위를 조인트에 정의 할 

수 있다. 

각 조인트에 정의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9)

여기서 첨자  , 와 는 파형의 크기, 파형의 각도, 파형의 주

기를 각각 나타낸다.

선박 모션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7,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는 

표6에 도시하였다.

Fig. 7 Dialogs of vessel motion

Table 6  User subroutine parameters of vessel motion

Parameter Define

Action Body 대상 바디

Position 위치

 파형의 크기

 파형의 각도

 파형의 주기

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의 6방향에 대하여 표6의

크기, 각도, 주기 parameter들을 각 정의 할 수 있다.



2.4 연약지반접촉 모델러

수직 압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0) 

전단 압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 g   ar g
(11)

위의 관계식 (10)~(11)에 들어간 파라미터 정의와 이론은 생략

한다. (임준현 외, 2013)

연약지반접촉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8,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

는 표7에 도시하였다.

Fig. 8 Dialogs of soil contact

Table 7  User subroutine parameters of soil contact

Parameter Define

Action Object Chained system 대상

Reference Marker System information

Track segment의 
Length, Width

Geometry information

 ,  ,  ,   Dynamic Sinkage Codfficients

 ,  ,  ,  Normal Pressure Coefficients

 ,  ,  ,  Shear Stress Coefficients

Chained system (DAFUL 4.2 User`s manual, 2012)

2.5 해류 모델러

해류 속도는 해저 높이와 해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해류 

모델러는 spline 형태로 정의되며 현재 제공되는 해류의 타입은 

3가지이다. uniform, Linear, parabolic 타입이다.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2)

해류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9,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는 표8에 

도시하였다.

Fig. 9 Dialog of current

Table 8  User subroutine parameters of Current

Parameter Define

 해류 속도

 해류 깊이

2.6 부력재 모델러

부력재는 유연관 겉에 생성이 되고 부력재에 작용하는 부력과 

항력이 존재한다. 부력재에 사용되는 부력과 항력은 식(4), 식(5), 

첨자가 동일하다. 부력재도 유연관과 동일한 중공형상을 갖기 

때문에 바깥쪽 반지름과 안쪽 반지름을 정의해야 한다.

부력재에 대한 GUI dialog는 그림10,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는 표

9에 도시하였다.

Fig. 10 Dialogs of buoyant material

Table 9  User subroutine parameters of buoyant material

Parameter Define

Target Bodyies 부력재 시작과 끝 대상 바디

 물체 밀도

 물체의 부피

 부력재 안쪽 반지름

 부력재 바깥쪽 반지름

 부력재 부피 가중치 factor

 부력재의 단면적

 부력재의 항력계수

3. 해석 조건 및 기존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러들과 관내유동을 고려된 유연관을 

모델링하여 기존의 논문에서의 결과와 개발된 결과를 비교하였

다. (임준현 외, 2013)

기존 논문과 동일하게 운행 조건에 따른 유연관의 하중평가를 

수행 하였고 유연관의 물성 또한 기존의 논문과 동일하다.

(임준현 외, 2013)

그림11와 같이 기존 논문과 동일하게 모델링된 개발 모델을 볼 수 

있다.



 

Fig. 11 Location of load estimation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논문과 동

일하게 표 12에 드라이빙 조건 하나의 결과만 나타내었다. 표 12

에서 상단에 있는 숫자는 그림11에 나타나 있는 유연관에서의 위

치를 나타내며, 맨 왼쪽에 Fx, Fy, Fz는 각 병진 3방향으로 유연관

에 작용하는 힘, Tx, Ty, Tz는 각 회전 3방향으로 유연관에 작용

하는 토오크이다. 

 표10에 있는 값들은 유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나타내었고, 이 

결과를 통하여 기존 논문의 유연관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중을 측

정하여 상대 오차 (표11)를 비교하여 본 개발을 검증할 수 있었다.

Table 10 Result of von-mises stress for ISP condition

(N) 1 3 6 10 13

Fx 4.15E+04 1.45E+03 2.29E+03 1.78E+04 2.32E+04

Fy 1.11E+01 7.31E-02 5.79E-02 3.08E+00 2.54E+01

Fz 1.02E+05 3.02E+02 5.90E+02 2.58E+04 2.62E+04

Tx 9.71E+02 0.00E+00 0.00E+00 0.00E+00 1.62E+03

Ty 1.49E+06 0.00E+00 0.00E+00 0.00E+00 4.03+E06

Tz 1.00E+03 0.00E+00 0.00E+00 0.00E+00 3.36E-04

Table 11 Relative error between pre results and developed 

results (%)

(N) 1 3 6 10 13

Fx 0.0E+00% 0.0E+00% 0.0E+00% 0.0E+00% 0.0E+00%

Fy 0.0E+00% 0.0E+00% 0.0E+00% 0.0E+00% 0.0E+00%

Fz 0.0E+00% 0.0E+00% 0.0E+00% 0.0E+00% 0.0E+00%

Tx 0.0E+00% 0.0E+00% 0.0E+00% 0.0E+00% 0.0E+00%

Ty 0.0E+00% 0.0E+00% 0.0E+00% 0.0E+00% 0.0E+00%

Tz 0.0E+00% 0.0E+00% 0.0E+00% 0.0E+00% 0.0E+0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통합 심저 채광시스템 동적 거동 해석 모델 구

현을 위해 GUI 개발 및 내부유동에 대한 해석 요소에 대하여 제

안되었으며, 기존 결과와 개발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1) 심해저 통합 모델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각 요소들에 대

하여 모델러 및 사용자 함수가 개발 되었다.

(2) 사용자들이 GUI 다이얼로그를 통하여 입력값만 넣으면 심

해저 통합 모델을 쉽고 편하게 모델링 할 수 있게 되었다.

(3) 관내 유동의 해석 요소가 제안이 되었다.

(4) 내부 유동에 의한 효과가 고려되어 정밀한 심해저 거동 해

석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5) 개발된 요소를 적용하여 기존의 결과와 동일한 모델을 구

축하여 개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검증 할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와 현대중공업(주)의 지원으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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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미국 멕시코만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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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kov models were built for availability analyses of subsea blowout preventers(BOPs) in US Gulf of Mexico outer continental
shelf(US GoM OCS). β factor model was modified to consider common cause failures. Two data sets of subsea BOPs at GoM OCS were
compared and used for availability analyses. From preventer point of view, availability of three pipe ram preventers is similar with availability
of four pipe rams, but additional annular preventer or blind shear ram preventer showed improved availabilities of the subsea BOP. The
enhanced performance of the subsea BOP led better availability of the subsea BOP as time goes by.

1. 서    론

해저폭발방지기(Subsea blowout preventer, Subsea BOP)는 

해저 시추 중 킥(Kick) 발생 시 유정을 제어 할뿐만 아니라, 위

급상황 시 유정을 막는 기능을 한다. 해저폭발방지기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지난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

생한 Deepwater Horizon 사고와 같은 대재앙이 발생한다. 때문

에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 평가는 신뢰성 평가로 이어지므로 

중요하다.

해저폭발방지기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분의 장비들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고장원인(Common-cause failure)을 해

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코프 모델은 신뢰성이나 안전성 평

가에 다른 기술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Goble,

2010). 이러한 마코프 모델에 공통고장원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MESH model(Multiple error shock mode)을 도입(Cai et al.,

2012a, 2012b)하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β 인자 모델(β 

factor model)이 널리 사용되고 관련 규범도 많다. 하지만 β 인

자 모델은 다양한 선택논리(voting logic)를 고려할 수 없는 단

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논리마다 서로 다른 β 값을 

사용하려는 연구가 있었다(Hauge, 2010). 그러나 그러한 β 값도 

마코프 모델에 바로 반영할 수 없다. 마코프 모델에 공통고장원

인을 β 인자 모델을 이용하여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두 자료에 해석을 위해 입력값으로 사용되었다. 두 자료 모두 

미국 멕시코만의 유정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

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는데, 하나는 SINTEF 자료(Holand, 1999)

이고 다른 하나는 WEST E. S. 자료(WEST E. S., 2009)이다.

다음 장에서는 마코프 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용도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해석 대상인 해저폭발방지기

의 구성을 알아보고, 가용도 해석을 위한 각 세부 장비들의 입

력 자료를 정리한다. 4장에서는 두 자료를 이용한 가용도 해석 

결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 5장에서 마무리한다.

2. 마코프 모델

마코프 모델은 신뢰성과 안전성 모델링에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마코프 모델은 상태(State)를 나타내는 원과 하나의 상태에

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전이곡선(Transition arc)로 구성된다.

상태는 시스템이 고장 유무와 같은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상황으로 정의된다. 전이곡선은 고장(Failure)이나 수리

(Repair)로 인해 시스템이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

는 것을 표현한다. Fig. 1은 두 개의 동일한 장비(Component)가 

여분으로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마코프 모델이다. Table 1에서 

상태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상태 0은 시스템에 아무 이상이 없

는 상태이다. 상태 1은 두 개의 장비 중 하나의 장비가 고장이 

난 상태이다. 상태 2는 두 개의 장비 모두 고장이 난 상태이다.

상태 0에서 장비 두 개 중 하나가 고장날 확률을 λCOM21이라고 

하면, 고장확률(Failure rate) λCOM21에 의해 시스템은 상태 0에

서 상태 1로 바뀌게 된다. 정상 상태에서 두 개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도 λCOM22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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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rkov model of two redundant components with

retrievable condition

Table 1 System state for two redundant components

System state Component state

0 No failure

1 1 component failure

2 2 components failure

률(Repair rate) μCOM이 상태 1이나 상태 2에서 발생했다면, 시

스템은 정상 상태인 상태 0으로 바뀌게 된다.

고장확률과 수리확률은 MTTF(Mean time to failure)와 

MDT(Mean downtime)과 각각 다음의 관계가 있다. 이때 MDT

는 장비의 수리시간 뿐만 아니라 수리전후의 시스템이 고장이 

난 시간까지 고려한다.

   (1)

   (2)

시스템에 대한 마코프 모델이 Fig. 1과 같이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전이확률행렬(Transition rate matrix) P를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3)

이때 행은 전이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 열은 전이가 일어난 

후의 상태를 뜻한다. 상태 0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스템은 

상태 0이나 상태 1, 또는 상태 2 중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된다.

즉 상태 0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음 상태로 갈 수 있는 모

든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때문에 전이확률행렬 P의 각 행의 요

소들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만약 실패확률과 고장확률의 단위가 한 시간이라면, 전이확률

행렬은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시스템이 각 상태에 있을 확률을 

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t시간 이후 시스템이 각 상태에 있을 

확률은 한 시간의 전이확률행렬 P의 t시간만큼의 곱인 Pt로 표

현할 수 있다. 초기 상태를 S라고 한다면 t시간 이후 상태 확률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4)

초기 상태 S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 마코프 분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각 상태에 시스템이 있을 확률로 Fig. 1에서 초기 상태

가 정상이라면, 초기 상태는 [1 0 0]의 행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가용도는 시스템이 작동 가능한 상태를 전부 포함한다. Fig. 1

에서는 상태 0과 상태 1이 이에 해당하고, 가용도는 다음으로 

표현된다.

     (5)

이때 P는 식 (4)에서 계산된 결과이다.

해저폭발방지기와 같이 여러 장비들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

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코프 모델을 만들고 가용도를 계산

할 수 있다. 이때는 해저폭발방지기의 각 장비들을 동일한 역할

을 하는 장비들을 분류하여 그 역할에 대한 가용도를 먼저 분석

하여 식 (5)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후 각각 구해진 가용도를 

이용하여 해저폭발방지기 전체에 대한 가용도를 다음과 같이 얻

을 수 있다.

 ∏ (6)

각 역할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해저폭발방지기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부 역할을 하는 장비들의 가용도

의 곱으로 표현한다.

3. 해저폭발방지기

해저폭발방지기는 해저 유정 상단에 설치되어 시추 중 유정

을 제어하고, 비상시에는 유정을 막는 역할을 한다. Fig. 2(a)와 

같이 일반적으로 상단의 LMRP(Lower marine riser package)

와 하단의 스택(Stack)으로 나뉘어진다. LMRP에는 해저폭발방

지기를 제어하는 두 개의 POD(Yellow and blue POD)가 위치

하고, annular 방지기(Preventer)가 하나 또는 두 개가 설치된

다. 하부 스택에는 ram 방지기가 여러 개 쌓여있는 구조인데,

용도에 따라 pipe ram, BSR(Blinsd shear ram)으로 크게 분류

된다. 때때로 annular 방지기가 하부 스택 상단에 하나가 설치

되기도 한다.

Fig. 2(b)는 해저폭발방지기를 수행 역할에 따라 간략화한 것

이다. 먼저 해저폭발방지기의 모든 장비를 제어하는 POD가 

두 개가 설치된다. 다음으로 시추 파이프와 시추 관 내부의 환

형 공간(Annulus)을 막는 annular 방지기가 하나 또는 두 개

가 설치된다. 그리고 LMRP와 하단의 스택을 연결하는 

connector가 있다. 하단 스택에는 비상시 시추 파이프를 절단

하면서 유정을 막는 BSR 방지기가 있는데 보통 하나가 설치되

지만 가끔 두 개가 설치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 개에서 네 개

의 pipe ram 방지기가 연속으로 설치된다. 최 하단에는 해저

폭발방지기와 유정을 연결하는 connector가 있다. 그리고 시추

관 내부로 압력을 가중시키는 kill line과 압력을 감소시키는 

choke line이 시추 운용 방침에 따라 여러 방지기 사이에 위치

한다. 이때 C/K line을 해저폭발방지기에 연결하는 C/K valve



(a) subsea BOP stack arrangement (Januarilha, 2012)

(b) simplified BOP structure and components number

Fig. 2 Subsea BOP configuration

는 운용 방침에 따라 설치되는 숫자가 다양하지만 보통 두 개

가 한 쌍으로 choke valve, kill valve 각각 두 쌍에서 세 쌍이 

설치되는데 일반적으로 방지기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C/K

valve 설치 숫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용도 해석을 위해 두 입력 자료가 분석되었다. 하나는 

SINTEF 보고서로 1997년 7월에서 1998년 4월까지 약 10개월

간 26기의 해저폭발방지기에 대한 자료(Holand, 1999)이고, 하

나는 WEST E. S. 사의 보고서로 2004년 1월에서 2006년 12월

까지 약 36개월간 37기의 해저폭발방지기에 대한 자료(WEST

E. S., 2009)이다. 두 자료는 모두 미국 멕시코만에서 수집되었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에 사용되는 해저폭발

방지기의 추세도 알 수 있다(Table 2). 전체적으로 방지기의 수

가 증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annular 방지기는 대부분 두 

개 설치가 되었다. Pipe ram 방지기의 전체적인 설치 수는 변

하지 않았지만 고정식(fixed)보다 다양한 지름의 시추 파이프에 

사용할 수 있는 VBR(Varable bore ram)이 더 많아졌다. 그리

Table 2 Average number of preventers (WEST E. S., 2009)

Preventer SINTEF WEST E.S.

Annular 1.77 1.92

Ram

Sum 4.08 4.49

Pipe
Fixed 1.60 0.70

VBR 1.40 2.30

Shear
Casing 0 0.35

Blind 1.08 1.14

Table 3 Input data

Component
MDT

[h]

β 

[%]

MTTF [day]

SINTEF WEST E.S.

POD
MUX 22

2
230 398

Hydraulic 16 154 834

Annular 28 2 745 3723

LMRP connector 12 - 2005 19447

Ram
Pipe 74 2 6073 6450

Blind shear 189 2 1012 7770

Wellhead connector 12 - 2005 19447

C/K valve 20 2 10470 106526

고 shear ram 방지기의 수도 증가했다. Table 2를 바탕으로 해

저 시추과정에서 해저폭발방지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Table 3은 가용도 해석에 사용된 입력값이다. WEST E. S. 보고

서에는 MDT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SINTEF의 MDT를 공용했다.

공통고장원인을 나타내는 β 인자는 IEC 61508을 참고하여 추정하

였다. SINTEF 자료에는 26기 가운데 23기가 유압식(Hydraulic)

POD를, WEST E. S. 자료에는 37기 가운데 23기가 MUX

(Multiplexed) POD를 사용하였다. MTTF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저폭발방지기의 장비들의 성능이 전반적

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석 조건은 각 자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저폭발방지기의 구

성으로 선택하였다. SINTEF의 경우 유압식 POD를 사용하고 4 쌍

의 C/K valve가 설치된 해저폭발방지기가, WEST E. S..의 경우 

MUX POD를 사용하고 6 쌍의 C/K valve가 설치된 해저폭발방지

기가 가장 많았다. 하나의 유정을 개발하는데 보통 4~5개월 걸리

기 때문에 가용도는 약 5개월(3600시간)을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

값으로 구하였다.

4. 가용도 해석 결과 및 해석

SINTEF 자료와 WEST E. S. 자료를 이용한 가용도 해석 결과

가 Table 5와 Table 6에 각각 정리되었다. ID의 로마 숫자는 등

급(class)으로 해저폭발방지기에 설치된 방지기의 총합을 뜻한

다. 즉, 등급 VI(Class VI)은 ram 방지기와 annular 방지기의 합

이 여섯 개라는 것이다. 각 등급은 방지기의 구성에 따라 아라

비아 숫자로 세분화하였다. No.는 각 자료에서 해당 ID의 해저

폭발방지기가 몇 기 사용이 되었는지 알려준다. 두 자료 모두 



Table 5 Subsea BOP classifications and their average

availabilities using SINTEF data

Class ID
Ram preventer Annular

preventer
No. Availability

Pipe BS

V 1 3 1 1 5 0.99051

VI 1 3 1 2 19 0.99202

VI 2 4 1 1 1 0.99052

VI 3 2 2 2 1 0.99907

Table 6 Subsea BOP classifications and their average

availabilities using WEST E. S. data

Class ID
Ram preventer Annular

preventer
No. Availability

Pipe BS

VI 1 3 1 2 23 0.99892

VII 1 3 2 2 1 0.99986

VII 2 4 1 2 9 0.99892

VII 3 4 2 1 3 0.99956

VIII 1 4 2 2 1 0.99986

0 0.2 0.4 0.6 0.8 1

POD

Annular

Connector

Pipe ram

Blind shear ram

C/K valve

Sensitivity

 

 
SINTEF (8 C/K valves & Hydraulic POD)
WEST E. S. (12 C/K valves & MUX POD)

Fig. 3 Sensitivity comparison of subsea BOP components (VI 1)

모두 VI 1, 즉 pipe ram 방지기 3개, BSR 방지기 1개, annular

방지기 2개로 구성된 해저폭발방지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Pipe ram 방지기가 세 개가 사용될 때와 네 개가 사용될 때의 

가용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annular 방지기와 BSR 방지기

는 두 개가 설치되면 가용도가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WEST E. S. 자료 수집에 사용되었던 해저폭발방지기 가운데 가

장 가용도가 낮았던 것(Table 6, VI 1)이 가용도가 가장 높았던 

SINTEF의 해저폭발방지기(Table 5, VI 3)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멕시코만에 사용된 해저폭발방지

기의 가용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에 가장 많았던 VI 1 구성의 해저폭발방지기에 대하여 

구성 요소에 따른 가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Fig. 3에 비교하였다.

다른 장비보다 BSR 방지기가 가용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annular 방지기는 두 개를 설치하지만,

BSR 방지기는 하나를 설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BSR 방지기를 

하나 더 설치하면 가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마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멕시코만에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

의 가용도를 해석하였다. 공통고장원인을 반영하기 위해 β 인자 

모델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두 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멕시코

만의 해저폭발방지기의 방지기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았다. WEST E. S.의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가 SINTEF에서 가용도가 가장 높았던 해저폭발방지기만

큼 나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방지기 가운데 BSR 방지기가 가

용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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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Model과 GSN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부식의 
Integrity Case 작성에 관한 연구

김현승* ․ 양영순** ․ 남현준* ․ 김성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및 해양시스템 공학연구소

An Integrity Case using Conceptual Model and GSN 
for Pipeline Corrosion

Hyeonseung Kim*, Youngsoon Yang**, Hyunjoon Nam* and Sunghee Kim*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and Research Institute of Marine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EY WORDS: Integrity case 건전성 케이스, GSN(Goal structuring notation), Conceptual model 개념 모델, Pipeline corrosion 파이프라
인 부식, Safety case 안전 케이스

ABSTRACT: An integrity is considered as significant concept in operation stage of offshore business. The structure of an integrity case is
proposed based on the structure of a safety case and DPIF (Define – Plan – Implement - Feedback) cycle, for managing integrity. The
description method of an integrity case is structured and presented using conceptual model and GSN (Goal Structuring Notation). An integrity
case is carried out on pipeline corrosion, using field data of Kuwaiti crude oil pipelines.

1. 서    론 

현재 해양 플랜트 산업에서는 국가별로 safety case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거나 운영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을 검증하는 수단

으로 safety case를 사용하고 있다(Dagg, 2011). 또한 Kelly(2003)

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을 중심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을 포함하

여 원자력, 화학, 철도 산업 등과 같이 안전에 민감한 산업에서

는 safety case와 관련된 규정과 safety case와 관련된 많은 연

구가 존재한다. 또한 안전에 초점을 둔 safety case 뿐 아니라 

Ministry of Defence Standard 00-42(2008)에서 제시하는 신뢰성

과 정비성에 초점을 둔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case가 존

재한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safety case의 개념을 확장하여 신

뢰성, 보안, 가용도 등 시스템의 다양한 속성에 초점을 맞춘 

assurance case가 등장하고 있다(Despotou, 2004). 

해양 플랜트 산업의 경우 운영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건전성

(Integrity)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이프라인이나 해저 시스템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DNV, 

2009). 이에 따라 시스템의 속성 중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건

전성을 관리 하는 방안으로써, integrity case를 제시하였다. 

API RP 17N(2009)에서 신뢰성 및 기술적인 위험도(technical 

risk)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reliability assurance cycle(또는 

Define – Plan – Implement - Feedback cycle, DPIF cycle)를 제

시하였고, 이는 Strutt(2010)가 언급된 바와 같이 향후 신뢰성 뿐 

아니라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따라서 

DPIF cycle과 safety case의 분석을 통한 integrity case의 구조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conceptual model과 GSN을 사용하여 integrity case를 전

개 하는 방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두 서술 방식 모두 기존의 

서술 형태보다 이해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Panesar- 

Walawege(2012)에 의하면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conceptual model의 사용은 문서의 이해도를 향상 시킨다. GSN

의 경우 항공이나 철도, 국방에 걸친 안전에 민감한 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Kelly, 2003), DNV-RP-A203(2011)과 DNV-OS- 

E407(2012)에는 안전을 보증하고 목표를 모델링하는 수단으로 

GS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의 내부 부식에 관하여 제시한 integrity case의 구

조와 전개 방식에 따라서 사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2. Case의 구성 요소 분석

2.1 Safety case의 구성 요소 분석

Safety case는 case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다. 

Case의 정의는 국가별, 산업별로 상이하므로 기존의 연구 및 규

정을 토대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시설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여,  해당 조직이 충분히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을 문서화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시스템의 서술(System description), 공식 안전성 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FSA), 안전 관리 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의 3개의 주요 요소로 case의 정의에 부합하게 구

성할 수 있다. 시스템 서술에서는 운영 목표 및 범위, 시스템의 

물리적 배치, 시스템 또는 주변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공식 안전성 평가에서는 위험원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어 장치(Control measure)를 파악한다. 

안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활동의 목표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

로 관리 시스템(Management system)과 수행 기준서

(Performance Standard)를 작성한다. 

안전 관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공식 안전성 평가 결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Fig.1과 같다. 

안전 관리 시스템은 공식 안전성 평가 결과 인식된 위험원과 위

험도를 바탕으로 제어 장치를 파악한다. 이 때, 안전 관리 시스

템은 정성적인 위험도가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위험도를 중점으

로 관리하게 된다. 수행 기준서에서는 각각의 제어장치의 요구

되는 성능을 분석하게 된다. 관리 시스템에서는 모든 적용된 제

어 장치의 성능을 관리 및 보증하는 절차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NOPSEMA, 2013).

2.2 Integrity case의 구성 요소 분석

앞 절 2.1의 safety case의 구조와 동일하게 integrity case는 

시스템의 서술, 공식 안전성 평가, 건전성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되고, 이 중 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건전성 

관리 방안인 DPIF cycle에 따라서 분석하면 각 단계별로 안전 

관리 시스템과 동일한 형태의 건전성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Define 단계에서는 위험원 및 위험도, 제어장치를 인식하고, 

plan 단계에서는 수행 기준서를 작성한다. Implement & 

feedback 단계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수행한 결과를 작성하며 이

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한다.

이 때, 수행 기준서는 conceptual model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관리 시스템의 수행 내용은 GSN(Goal Structuring Notation)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2.3 Conceptual model

Conceptual model은 규정과 같은 문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서 작성된다. Fig.2와 같이 문서의 내용을 중요한 개념과 그들

의 연결 관계로 파악한다. 이를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여 Fig.3과 같이 conceptual model로 작성한

다(Panesar-Walawege, 2012).

2.4 GSN(Goal Structuring Notation)

GSN은 safety case를 작성하는 방식 중 하나로써, Fig.4와 같

이 “Goal”, “Strategy”, “Evidence”의 개념과 연결 관계를 

도형과 화살표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서술 기법이다. 

이를 통하여 논증의 계층 구조를 분형하게 해주며, case를 작성 

또는 검토 시에 목표를 만족한다는 확증을 제공하게 된다 

(Kelly, 2003).

2.5 건전성 관리 시스템의 전체 구성

앞 절 2.2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써 서술방식인 conceptual 

model과 GSN을 적용하면, 전체적인 건전성 관리 시스템은 Fig.5

와 같이 구성된다.

Fig.1 Control measure integration into the SMS          

       (NOPSEMA, 2012)

Fig.2 An excerpt from IEC 61508 showing the textual   

        sources (Panesar-Walawege. 2012)

Fig.3 A conceptual model of IEC 61508                

       (Panesar-Walawege. 2012)

Fig.4 Principal elements of the goal structuring    

       notation (Kelly, 2003)



Fig.5 An integrity management system using DPIF cycle

3. 사례 적용

3.1 사례 적용

앞 장의 2.5와 같이 건전성 관리 시스템은 DPIF cycle에 따라

서 4단계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결과는 Fig.6, Fig.7과 같다.

- Define 단계 : 공식 안전성 평가의 결과인 위험원, 위험도 및  

제어장치가 파악된다. 건전성 관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위험원을 원

유 파이프라인의 내부 부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제어 장치로 

내부 부식 직접 평가법 (Internal Corrosion Direct Assessment, 

ICDA)을 선정하였다.

-  Plan 단계 : 수행 기준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내부 

부식 직접 평가와 관련된 규정인 NACE SP 0208(Internal 

Corrosion Direct Assessment Methodology for Liquid Petroleum 

Pipelines)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앞 장 2.3의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되는 문서의 개념과 관계를 파탕으로 파악할 수 있다. Fig.6

의 pre-assesment 단계를 예로 살펴보면, NACE SP 0208의 3.1.2

와 같은 3가지 활동들을 파악할 수 있다. NACE SP 0208의 7.2에 

제시된 결과물을 요약하면 Fig.6의 conceptual model의 일부가 

형성된다. 문서 전체에 대하여 개념과 관계를 파악한 내용을 바

탕으로 conceptual model을 작성할 수 있다.

- Implement & Feedback 단계 : 관리 시스템을 수행과 그에 대

한 결과 분석을 한다. 이는 내부 부식 직접 평가법을 적용한 사

례인, 쿠웨이트 원유 파이프라인(Panesar-Walawege, 2012)의 결

과를 사용하였다. GSN으로 작성하면 Fig.7과 같고, G1은 전체적

인 목표로써 대상과 기간, 제어 장치가 이에 포함된다. 앞의 

fig.6의 conceptual model을 통해 각 단계(phase) 별 행동과 필요

한 입력 값,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알 수 있다. 

각각의 행동은 취하고자 하는 목표(goal)이거나 목표가 되기 

위한 전략(strategy)에 대응되며 전략은 목표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생략이 가능하기 때

문에 문맥에 맞춰서 사용한다. 입력값 또는 행동으로 인한 결과

가 다른 행동에 입력 값인 경우는 조건에 속하게 되므로, 문맥

(context)에 대응된다.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다른 행동의 입력 

값이 아닌 경우는 본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에 해당하

므로 증거(evidence)에 대응된다. 

예를 들면 fig.6의 pre-assessment의 결과인 list of ICDA 

segment를 살펴보면 indirect inspection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므

로 fig.7의 C1과 같은 context가 된다. 또한 pre-assessment 

activity를 통하여 전체 파이프라인이 부분으로 나누어지므로, 

fig.7의 S2와 같은 strategy를 작성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afety case의 구조와 건전성 관리 방법인 

DPIF cycle, 서술 방법인 Conceptual model과 GSN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Integrity case의 구성 요소인 건전성 관리 시스템은 안전 

관리 시스템과 대응되며, 건전성 관리 방법인 DPIF cycle의 각 

단계에 맞춰서 살펴볼 수 있다.

(2) Conceptual model과 GSN을 사용한 서술 방식을 통하여, 

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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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GSN of managing internal corrosion of crud oil pipeline

Fig.6 Conceptual model of NACE SP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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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ubsea Control System (SCS) 해저 제어 시스템, Emergency Disconnect sequenced System (EDS) 비상 분리 시스템,
Claim-Argument-Evidence (CAE) 주장-논증-근거, Performance capability 기능 수행 능력  

ABSTRACT: As EDS’s performance capability is provided by subsea control system, verification process should consider subsea control system‘s
capacity. Therefore the verification process structured by CAE includes numerical simulation of subsea control system. The core of this logic is
that EDS has enough performance capability when subsea control system supplies enough capability for functioning and the EDS model
performs its functions within the time limit. After that, an EDS is selected as a sample and subsea control system for selected EDS is
designed. Performance capability of EDS with newly designed subsea control system is verified to have enough performance capability according
to verification process.

1. 서    론

비상 분리 시스템 (Emergency Disconnect Sequenced 

System. EDS)은 부유식 시추 리그가 규정된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정을 폐쇄하고, 유정에서 라이저

를 분리한다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04). 비상 분리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저 제어 시스템으로

부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만큼의 hydraulic power를 제공받는

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의 검증은 ‘기능 수행에 

필요한 hydraulic power가 충분히 예상되었는지’와 ‘해저 제

어 시스템이 예상된 만큼 충분한 hydraulic power를 제공하는

지’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

해저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전

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비상 분리 시스템의 기능 중에 하

나인 유정 폐쇄 기능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후자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해저 제어 시스템은 해저의 조건에서 수많은 장비들로 구성되

어있기 때문에 해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에 해

저 제어 시스템의 해석은 Agito AS (2010)의 연구와 같이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기법으로 수행한다.

본 논문은 후자의 관점에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hydraulic 

power는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가정을 한다. 비상 분리 시스템

의 기능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CAE (Claim-Argument- 

Evidence) 논리 구조에 따라 전개한다. 이후 비상 분리 시스템을 

선정하고 해저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여 새로 설계한 제어 시스

템에 연결된 비상 분리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 

2장에서는 CAE 논리 구조를 통해 비상 분리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 검증 절차를 수립하고, 3장에서 임의로 비상 분리 

시스템을 선정하여 해저 제어 시스템을 구성한다. 4장에서는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해저 제어 시스템 해석을 수행하

고 검증 절차에 따라 비상 분리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을 검

증한다.

2. CAE를 통한 검증 절차 수립 

CAE는 논증 (Argument)을 통해 근거(Evidence) 혹은 하위 주

장 (Sub-claim)이 주장 (Claim)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기법이다. 비상 분리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 검증과

정을 CAE로 전개하면 Fig.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주

장은 해당 시스템이 요구되는 기능의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

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기능 수행에 필요한 hydraulic 

power이 충분히 예상되었는지’와 ‘해저 제어 시스템이 예상

된 만큼 충분한 hydraulic power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근거

를 충분히 제시하였을 경우에 검증이 된다. 

  최상위 주장은 [해저 제어 시스템에 연결된 비상 분리 시

스템은 충분한 기능 수행 능력을 가진다 (Fig.1 C1).]이고, 이는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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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와 두 번째 논증에 따라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비상 

분리 시스템의 모형이 제한된 시간 이내 (Fig.1 A1)]에 [유정 폐

쇄와 라이저 분리 기능을 수행 (Fig.1 A2)]할 수 있다면 만족된

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장이 검증된 상태 (Fig.1 C2, C3]에서 

[비상 분리 시스템의 모형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 (Fig.1 

E1)]가 증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두 개의 중간 주장 중 하나는 [비상 분리 시스템이 충분한 유

정 폐쇄 기능 수행 능력을 가진다. (Fig.1 C2)]이고, 이는 세 번

째와 다섯 번째 논증에 따라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블라인드 

전단 램 방지기의 모형이 제한된 시간 동안 (Fig.1 A3)]에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능력만큼 충분히 (Fig.1 

A5)]제공 받을 수 있다면 증명된다.  [해저 제어 시스템으로부

터 제공받는 유압유의 압력과 용적 (Fig.1 E1)], [유정 폐쇄에 

필요한 유압유의 압력과 용적 (Fig.1 C4)] 그리고 [블라인드 전

단 램 방지기 모형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 (Fig.1 E4)]가 

증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두 개의 중간 주장 중 다른 하나는 [비상 분리 시스템이 충분

한 라이저 분리 기능 수행 능력을 가진다. (Fig.1 C3)]이고, 이

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논증에 따라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LMRP 연결 장치의 모형이 제한된 시간 동안 (Fig.1 A4)]에 [제

어 시스템으로부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능력만큼 충분히 (Fig.1 

A5)]제공 받을 수 있다면 증명된다. [해저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유압유의 압력과 용적 (Fig.1 E1)], [라이저 분리에 필

요한 유압유의 압력과 용적 (Fig.1 C5)] 그리고 [블라인드 전단 

램 방지기 모형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 (Fig.1 E5)]가 증

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최하위 주장의 검증 과정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따

Fig.1 CAE for verification procedure of EDS performance capability

라서 기능 수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값이 실제 값보다 

클 것으로 가정하고, 예상 값 (계산 값)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3. 비상분리시스템 선정 및 해저제어시스템 구성

비상 분리 시스템은 해저 폭발 방지기의 장비를 공유하기 때

문에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12)에서 제시한 Class6의 

해저 폭발 방지기를 먼저 선정하였다. 선정한 해저 폭발 방지

기는 두 개 환형 방지기와 네 개의 램 방지기, 그리고 4쌍의 초

크 & 킬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정격 운전 압력과 온도는 각각 

15,000 psi, 1 ℃이고, 수심은 10,000 ft이다.

American Petroleum Institute(2004)에서는 비상 분리 시스템

으로 최소 하나 이상의 블라인드 전단 램 방지기와 LMRP 

(Lower Marine Riser Package) 연결 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

고 있으나 시추 리그에 따라 다른 장비들도 포함시킬 수 있어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 구성 조건 

외에 완전한 유정 폐쇄를 위해 초크 & 킬 밸브를 포함시켰으

며, 초크 & 킬 연결 장치도 함께 포함시켰다. (Fig.2)

Fig.2 Subsea BOP & EDS system (Americal

Petroleum Institute, 2012)



Bore 

size

[inch]

Rated 

working 

pressure 

[psi]

Closing 

volume 

[gallon]

Opening 

volume 

[gallon]

Closing 

ratio

[-]

Pressure 

to close 

aginst 

RWP 

[psi]

LMRP 

connector

18 

3/4
15,000 12.1 15.1 10.0 1,500

Blind 

shear 

ram 

18 

3/4
15,000 38.8 33.4 7.27 -

Choke & 

kill valve

3 

1/16
15,000 6 6 10.0 1,500

Choke & 

kill 

connector

4 1/2 10,000 2 2 10.0 1,000

total 58.9 54.7

Table 1 EDS description

각 장비들의 제원은 제작 업체의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선정

하였으며 Table 1으로 정리하였다.

비상 분리시스템은정해진 작업절차에따라 요구되는기능

을 수행한다. 일반적인비상 분리 절차는 초크 & 킬 밸브를 닫

기, 초크 & 킬 연결장치를 해제, 블라인드 전단 램 방지기를

닫기 그리고 LMRP 연결장치 해제 순서를 따른다. (West

Engineering, 2003) 따라서 선정한 시스템의 시간 및 작업 절차

를 선정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비상 분리 시스템의 제원에 따라 해저 제어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해저 제어 시스템의 개요도는 Fig.3과 같다. 유압유를

저장하는 탱크에서부터 펌프, 축압기, 레귤레이터, 해저 축압

기, 밸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요도에서 본 연구에서 필요한 장비들의 제원만 결정하였

다. 먼저 해저 축압기 (stack mounted accumulator)의 제원은

API 16D의 Method B (real gas, isothermal discharge)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Table 3에 결정된 축압기의 제원을 명시하였다.

유압유는 내경 1 inch에 두께 0.2 inch 인 파이프를 통해 해저

축압기로부터 각 장비까지 전달된다.

Time 

[sec]
Commands to pods

0 Start Emergency Disconnect Sequence (EDS)

1
Close blind shear ram preventer

Close choke & kill valves

3 Vent choke & kill valves

5 Unlatch choke/kill connector

30 Vent blind shear ram preventer

31 Unlatch LMRP connector

44 EDS is completed

Table 2 Emergency disconnect sequence description

Fig.3 Schematic Diagram of Subsea Electro-Hydraulic       
       Control for Emergency Disconnect System

Condition

Gas

pressure

[psi]

Gas

volume

[gallon]

Hydraulic

fluid volume

[gallon]

Usable

volume

[gallon]

Pre-charged 6271.9 966.0 0.0

Charged 9331.6 790.5 175.5

125.4

> 123.8

Minimum

operating

condition

6909.0 915.9 50.14

Fully

charged
6271.9 386.4 0.0

Table 3 Subsea accumulator specification

4. 비상 분리 시스템과 해저 제어 시스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3장에서 다루었던 비상 분리 시스템과 해저 제어 시스템을 

SimulationX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비상 분리 시스템의 장비 중 LMRP 연결 장치, 블라인드 

전단 램 방지기 그리고 초크 & 킬 연결 장치는 양로드형 실

린더를 통해 모델링 하였다. 초크 & 킬 밸브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해저 게이트밸브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델링과 시뮬

레이션의 편의를 위해, 모델링 과정에서 장비의 개폐를 위해 

필요한 유압유의 용적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제원은 Table 4

에 정리하였다. 유압유가 지나가는 내경 1 inch의 두께 0.2

inch의 파이프는 해저 축압기로부터 LMRP 연결 장치까지는 

8 ft, 나머지 장비까지는 12 ft로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상 분리 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43.16초가 소요되었다. 해저 제어 시스템에 LMRP 연결 장치

만 연결되어 작동하는 경우 14.11초가 소요되었고, 블라인드 

전단 램 방지기만 연결되어 작동하는 경우 16.15초가 소요되

었다. CAE를 통해 수립한 검증 절차에 따라 설계한 해저 제



Bore 

size

[inch]

Rated 

working 

pressure 

[psi]

Closing 

volume 

[gallon]

Opening 

volume 

[gallon]

Closing 

ratio

[-]

Pressure 

to close 

aginst 

RWP 

[psi]

LMRP 

connector

18 

3/4
15,000 15.1 15.1 10.0 1,500

Blind 

shear 

ram 

18 

3/4
15,000 38.8 38.8 7.27 2,459

Choke & 

kill valve

3 

1/16
15,000 6 6 10.0 1,500

Choke & 

kill 

connector

4 1/2 10,000 2 2 10.0 1,000

total 61.9 61.9

Table 4 EDS model description

어 시스템에 연결된 비상 분리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 검

증을 수행하였다.

먼저 블라인드 전단 램 방지기가 유정 폐쇄 기능에 필요한 

유압유의 압력과 용적을 계산하였다. Cameron (2008)에서 제

시한 전단 압력 계산식을 통해 2,459 psi의 압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필요한 유압유의 용적은 38.8 gal

이다. LMRP 연결 장치가 라이저 분리 기능에 필요한 유압유

의 압력은 1,500 psi이고 15.1 gal의 용적을 필요로 한다.

Table 3에 따르면 설계한 축압기가 제공하는 압력 중 가장 낮

은 압력은 6909 psi로 정수압 4450 psi를 고려하면 2,459 psi

로 작업 중에는 항상 두 기능에서 요구하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축압기가 제공할 수 

있는 유압유의 용적은 125.4 gal으로 마찬가지로 충분하다. 유

정 폐쇄 기능을 수행하는데 블라인드 전단 램 모형이 걸리는 

시간은 16.15 s로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04)에서 

제시하는 제한 시간인 45 s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이저 분리 기능도 14.11 s로 제한 시간인 45 s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분리 시스템이 유정 폐쇄 기능

과 라이저 분리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였

다. 최종적으로 비상 분리 시스템의 모형이 분리 절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43.16 s로 제한 시간인 90

s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새로 설계한 해저 제어 

시스템에 연결된 비상 분리 시스템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

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5. 결    론

이상으로 해저 제어 시스템의 수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비상 분리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였다. 해당 절차는 비상 분리 시스템의 기능 수행 능력

이 해저 제어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저 

제어 시스템 모형의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리

고 임의의 비상 분리 시스템을 선정하여 해저 제어 시스템을 

Fig.5 Verification of EDS with newly designed SCS

설계하여 절차에 따라 기능 수행 능력을 검증한 결과, 시스템

이 기능 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

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 통상 자원부의 재원으로 지식경제 R&D 전

략기획단 미래 산업 선도 기술개발사업(0457-20130053)과 대우

조선해양(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참 고 문 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04)., “Blowout Preventer 

Equipment Systmes for Drilling Wells”, 4th ed., API 

STANDARD 53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12)., “Specification for 

Control Systems for Drilling Well Control Equipment and 

Control Systems for Diverter Equipment”, 2nd ed., API 

SEPCIFICATION 16D

Bishop, P., Bloomfield, R., Guerra, S. “The Future of 

Goal-based Assurance Cases”, Adelard and City 

University

Childs, G., Sattler, J., and Williamsori, R. (2002). “Review of 

Shear Ram Capabilities for the U.S. Minerals and 

Management Service”, Requisition No.: 2-1011-1003, 

West Engineering Service INC.

Raleigh S., Williamson.P.E. (2003). “Evaluation of Secondary 

Intervention Methods in Well Control”, Solicitation 

1435-01-01-RP-31174

Rune Lien (2010). “Hydraulic Analyses of BOP Control 

System”, ULTRA DEEP LLC.



한국해양학회

일반세션

특별세션

포스터세션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 한국해양학회 일정표 ●●●

5월 22일(목)

5월 23일(금)

장소
시간

제1발표장
(201호)

제2발표장
(202호)

제3발표장
(203, 204호)

제4발표장
(206호)

제5발표장
(207호) 2층로비

물리 물리 생물 지질/특별 화학 포스터전시

09:00-10:00
PO-I

물리 1 (4)
PO-Ⅱ

물리2 (4)

포스터 전시

BO-I
생물 1 (3)

(09:15-10:00) 
SA-I PICES 특별 (2)

(09:30-10:00) 

10:00-12:00
한국해양학회-한국해양공학회 공동워크샵

/ 심해환경과 자원 (105호)

12:00-13:30
평의원회 (203+204호) / 도시락 제공
점심식사 (1일차 점심식사 미제공)

13:30-15:00
PO-III

물리 3 (6)
PO-IV

물리 4 (6)
BO-Ⅱ

생물 2 (6)
GO-I

지질 (6)
CO-I

화학 (6)

15:30-17:0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한국해양학회 공동워크샵 (105호)

/ 해양환경방사능

장소
시간

제1발표장
(201호)

제2발표장
(202호)

제3발표장
(203, 204호)

제4발표장
(206호)

제5발표장
(207호) 2층로비

물리 특별 생물 특별 특별 포스터전시

09:15-11:00
SC-I

IODP 특별세션 (7)

포스터 전시

PO-V
물리 5 (5)

(09:30-10:45)

SB-I
기후모델 특별 (5)
(09:30-10:45)

BO-III
생물 3 (4)

(09:45-10:45)

SD-I
해양데이터 특별 (4)

(09:45-10:45)

11:00-12:00 총회 (203, 204호)

12:00-13:30 점심식사 (지하1층 카페테리아)

13:30-15:00

PO-Ⅵ
물리 6 (4)

(13:30-14:30)

SB-Ⅱ
기후모델 특별 (3) 

및 토론

BO-IV
생물 4 (4)

(13:30-14:30)
SC-Ⅱ

IODP 특별세션 (6)

SD-Ⅱ
해양데이터 특별 (4)

(13:30-14:30)



좌장 : 이호진(한국해양대학교)

PO01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 에 따른 방조제 외측 수역의 최강
유속 산정
서창훈1, 배윤호1, 우승범1, 김태인2, 박성진2, 유상철2, 김기철3, 
권효근3(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2지오시스템리서치, 
3K-water 시화조력관리단)

PO02 시화호 조력발전소 배수시 유출특성 및 해수유동 향 범위
산정
배윤호1, 서창훈1, 우승범1, 김태인2, 박성진2, 유상철2, 안정환3, 
김기철3, 권효근3(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2지오시스템리서치, 
3K-water 시화조력관리단)

PO03 ADCP 표층유속 자료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산강 하구 표층
방류수 이류속도 산정
신현정1, 강기룡2, 이관홍1(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2기상청국가태
풍센터)

PO04 Variation of Sea surface elevation at Namchun Bay in
Pusan with the passage of typhoons
홍철훈(부경대학교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좌장 : 김동훈(연세대학교)

PO05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설립 타당성분석
이형진1, 조민수1, 고명주2, 강지훈1, 육진희1, 홍순기3

(1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슈퍼컴퓨팅서비
스센터,  2과학기술정책연구원, 3성균관대학교기술경 학과

PO06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성능 수요 현황과 미래예측
육진희, 강지훈, 이형진, 안준언, 이승훈, 이지우, 이진필,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슈퍼컴퓨팅서비
스센터)

PO07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연구개발 과제 수요
도출
강지훈, 육진희, 이형진, 안준언, 이승훈, 이지우, 이진필,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슈퍼컴퓨팅서비
스센터)

PO08 성층화된 해양혼합층 모의 개선을 위한 연직혼합모수화 방안의
비교 및 개선
김동훈1, 조양기2(1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지구환경연구소, 2서울대
학교지구환경과학부)

좌장 : 예상욱(한양대학교)

PO09 Warm pool 지역 표층온도 증가와 엘니뇨 특성과의 상관성
예상욱1,권민호2,이윤경2,안순일3(1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PO10 Atmospheric impact on the northwestern Pacific under a
global warming scenario
전우근1, 박 규2, 예상욱3, 김백민4(1한국국방과학연구소제6기술
연구본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3한양대학교,
4극지연구소)

PO11 한반도 연안역 표층수온의 장기변동 특성
김 윤1, 장성태1, 허룡2, 고지민2, 김환희1(1(주)지오시스템리서치, 
2국립해양조사원)

PO12 Seasonality and linear trend of circulation around Korea
derived from multi-platform observations
김성용(한국과학기술원해양시스템공학과)

PO13 A non-isostatic response of sea level to synoptic pressure
forcing in the Yellow Sea
Boonsoon Kang, Naoki Hirose(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RIAM), Kyushu University, Japan)

PO14 동해의 음향층심도와 해양혼합층깊이 비교 연구
임세한(해군사관학교해양학과)

좌장 : 김경옥(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15 Storm Surge Simulation using Wave-Tide-Surge Coupled
Model due to the Typhoon Haiyan
김경옥1, 최병호2, 육진희3(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성균관대학교, 
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O16 Implementation of Integrally Coupled Model: Revisit
Simulation of DDay Normandy Invasion
최병호1, 김경옥2, Ian Vassie3, 정경태2(1성균관대학교,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UK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PO17 Simulation of Oil Slick Movement under Strong Tidal
Condition Using Adaptive Wind Drift Factor: Hebei Spirit Oil
Spill Case
김태호1,2, 양찬수1,2,4*, 오정환3, Kazuo Ouchi2(1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해양환경시스템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
센터, 3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안전연구부, 4해양과학기술전문대
학원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PO18 방사형 벡터를 이용한 장거리 (5 MHz) 고주파 레이더 (HF-Radar)의
성능 평가
손 태1, 장경일1, 김구1, 김대현2, 문홍배2(1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
학부/해양연구소, 2(주)오션테크)

PO19 IT기술을 이용한 Random 해양관측시스템 기술개발
김성준1, 장경일2, 김홍선1, 장성태1, 전형석1, 이태규1, 임효혁
3(1(주)지오시스템리서치, 2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3한국해양기상기술(주))

PO20 Observation of Waterlines and Bottom Bathymetry using
Low Altitude Airborne Remote Sensing
Young-Heon Jo1, Jin Sha2, and Jae-il Kwon3

(1Pusan National University, 2University of Delaware, 3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PO-IV 물리해양 : 물리 4
제2발표장 [202호]  13:30-15:00

PO-III 물리해양 : 물리 3
제1발표장 [201호]  13:30-15:00

PO-Ⅱ 물리해양 : 물리 2
제2발표장 [202호]  09:00-10:00

PO-I 물리해양 : 물리 1
제1발표장 [201호]  09:00-10:00

5월 22일(목) 



좌장 : 김종성(서울대학교)

BO01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ffects and recoveries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 Korea: A review
Jong Seong Khim1,*, Seongjin Hong1, Jongseong Ryu2, Seong-
Gil Kang3, Won Joon Shim4, Un Hyuk Yim4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Marine Biotechnology, Anyang University, 3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4Oil and POPs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BO02 Differential responses of a benthic meiofaunal community
to an artificial oil spill in the intertidal zone
강태욱1,2, 민원기3, 노현수3, 박흥식1, 김동성3*(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인하대학교해양과학·생물공학과,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
연구소)

BO03 암반생태계 회복을 위한 굴의 초기 가입, 성장 및 군집 형성
모니터링
이혜미1,2, 윤건탁1, 박흥식1(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해양생물학과)

좌장 : 박종규(군산대학교)

BO04 A study on prokaryotic communities in fermented skates
(Raja pulchra) and isolation of novel marine bacteria
김가희, 장광일, 조병철(미생물해양학연구실, 서울대학교자연과학
대학지구환경과학부)

BO05 북태평양 대한민국 KODOS 해역 내 망간단괴 및 심해 퇴적물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 다양성
조혜연1, 목진숙1, 김보미나1, 신재혁1, 유찬민2, 현정호1*(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심해저자원연구부)

BO06 Growth promoting effects of Pseudomonas asplenii (Class
Proteobacteria, Gamma subdivision) on harmful algal
bloom species Chattonella marina (Raphidophyceae)
Kyung-Duck Baek1, Bum Soo Park2, Myung-Soo Han1,2,3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
Hanyang University, 2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 Hanyang University, 3Research Institute for natural
science, Hanyang University)

BO07 A new marine intracellular parasite Euduboscquella n. sp.
(Dinoflagellata, Syndinea) infecting the planktonic ciliate
Schmidingerella arcuata
정재호1, 최정민1, 김 옥1, D. Wayne Coats2(1한국해양과학기술
원남해연구소남해특성연구부, 2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USA))

BO08 Genomic evidence for the polyphyly of the order Sessilia
(Crustacea, Cirripedia, Thoracica): tRNAs rearrangement on
the mitochondrial genome of hydrothermal vent barnacles
김세주, 주세종*(한국해양과학기술원심해저자원연구부)

BO09 New Okadaic Acid Analogue isolated from benthic
Dinoplagellate Prorocentrum lima
황병수1,2, 이상범1,2, 김형섭3, 이원호1,2, 노정래1,2(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군산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좌장 : 박준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GO01 카메라를 활용한 해양 사퇴 지형 변화 관측
이숭지1, 이관홍1, 김태림2(1인하대학교해양학과, 2군산대학교해양
건설공학과)

GO02 경관 메트릭스를 이용한 해안사구의 분류와 기후와의 관계
유완상1, Douglas J. Sherman2(1인하대학교해양과학기술연구소,
2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Alabama)

GO03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의 해안선변화조사 (2) - 해안선변화율
산정
김백운1, 윤공현2(1군산대학교새만금환경연구센터, 2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GO04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의 해안선변화조사 (1) - 항공삼각측
량의 정확도 파악
김백운1, 윤공현2(1군산대학교새만금환경연구센터, 2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GO05 Onset of latitudinal difference on benthic foraminifera along
the ~131°W transect in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Ocean
after ~120 ka
H. Takata1, B.K. Khim1, C.M. Yoo2, H.J. Kim2(1Pusan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GO06 서북극해 척치 북부 사면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고환경 복원
박광규1, 김부근1, K. Ohkushi2

(1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2고베대학교)

좌장 : 강동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CO01 하계 산강 하구역 퇴적물 내 인의 생지화학적 특성
최재훈1,2, 김성한1, 목진숙1, 이효진2, 현정호1

(1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2(주)지오시스템리서치)

CO02 Dissolved and colloidal trace elements in the Mississippi
River delta outflow after Hurricanes Katrina and Rita
Moo Joon Shim1, Peter W. Swarzenski2, Alan Shiller3

(1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al
Remediation Group, 2U.S. Geological Survey, 3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Department of Marine Science)

CO03 지질생체지표를 이용한 양식어장 기원 유기물의 분포특성 연구
갈종구1, 최보형1, 강수진1, 이동헌1, 이원찬2, 김형철2, 신경훈1

(1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2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

CO04 메타게놈(metagenomics) 분석을 통한 대한해협 수괴특성 이해
송은혜1, 이상래2, 김민지1, 이동섭1(1부산대학교해양학과,
2부산대학교해양연구소)

CO05 Contrasting diurnal variation of dissolved carbon monoxide
in the surface mixed layer of the North Pacific and the
Amundsen Sea
권 신1,2, 이태식1(1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CO06 Two different types of Antarctic Bottom Water in the South
Pacific Ocean
Il-Nam Kim1, Kitack Lee1, Alison M. Macdonald2

(1POSTECH, 2MIT-WHOI)

CO-I 화학해양 : 화학
제5발표장 [207호]  13:30-15:00

GO-I 지질해양 : 지질
제4발표장 [206호]  13:30-15:00

BO-Ⅱ 생물해양 : 생물 2
제3발표장 [203, 204호]  13:30-15:00

BO-I 생물해양 : 생물 1
제3발표장 [203, 204호]  09:15-10:00



좌장 : 강석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21 Long-term Argo float data reveal seasonally-varying mid-
depth circulation of the East/Japan Sea central basin
강석구1, 승 호2, 박종진3, 박재훈1, 이재학1, 김은진1, 김 호1, 
석문식1(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인하대학교, 3경북대학교)

PO22 GOCI 위성자료에 의한 2013년 하계 동해 적조 현황
강용균1, 민지은2, 문정언2, 황원진1(1다리스, 2해양위성센터)

PO24 이상저기압 발달에 따른 서해안 해수면 변동특성
이동환1, 장성태1, 허룡2, 고지민2, 김명원1(1(주)지오시스템리서치, 
2국립해양조사원)

PO25 해양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해역별 경계 구분에 관한 연구
김형철, 한기원, 좌미라, 이윤정, 장원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
연구본부)

좌장 : 이재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26 Multi model Ensemble을 적용한 황동중국해 해양순환 모델
권경만, 최병주, 이상호, 정 주(군산대학교해양학과)

PO27 여름철 황해내부로 유입된 저염분수의 특성
오경희1, 이준호2, 방익찬2, 이석1(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제주대학교해양학과)

PO28 황해 입구의 열·염전선역에서 수온역전의 발생과 세부구조
이흥재1, 조철호1, 정경태2(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환경·보전연구부,
2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PO29 Sea surface salinity variability in the East China Sea
observed by the Aquarius instrument
Seung-bum Kim1, 이재학2, 홍창수2, 방익찬3,Gray Lagerloef4

(1Jet Propulsion Laboratory,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제주대학교,
4Earth and Space Research)

좌장 : 정석근(제주대학교)

BO10 Reproductive biology of solitary ascidian, Herdmania
momus (Savigny 1816) in Jeju Island, Korea
정희도1, 고준철2, 차형기2, 최광식1*(1제주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BK21플러스), 2국립수산과학원아열대수산연구센터)

BO11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겨울산란군의 황해 유입 메커
니즘 분석
송지 1, 이준수1, 김중진1, 이호진2(1국립수산과학원, 2한국해양
대학교)

BO12 Understanding annual variability in distribution and
transport processes for the early life stages of Todarodes
pacificus using behavior-hydrodynamic modeling
approaches
김중진1, William Stockhausen2, 조양기3, 서광호3, 이준수1, 김수암4

(1국립수산과학원, 2NOAA, 3서울대학교, 4부경대학교)

BO13 Coupled climate-ocean forcing in the Korean marine waters
and its impact on fisheries resources
SM M. Rahman1 and Chung Il Lee2(1Marine Bioscience and
Technolog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Marine Bioscience, Gangnueng-Wonju National University)

좌장 : 서 상(수산과학원)

BO14 Photoprotection and DMS production of Ulva linza under
various light conditions
강은주1, 박기태2, 김주형1, 김광용1, 이기택2, 진언선3

(1전남대학교해양학과, 2포항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 
3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O15 초음파 음향 시스템을 이용한 유해적조 blooming 시변동성의
실시간 탐지
강돈혁1, 이형빈1, 김미라1, 정승원2, 이윤호3(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3한국해양과
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BO16 Distribution of drifting macroalge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mapped using satell ite image: A
comparison of green and brown algal blooms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김근용1, 김광용1, 민지은2, 유주형2(1전남대학교해양학과, 2한국해양
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

BO17 해양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GIS 설계 및 구축
황순운1, 윤훈주1, 김한울2, 김형준2, 배성환3

(1(주)큐브스, 2해양수산부, 3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좌장 : 정희동(국립수산과학원)

SA01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SSS derived from
Corrected Aquarius/SAC-D in the East Sea
Jinwook Lim1, Sangwoo Kim2, Chung Il Lee3

(1Marin Bioscience and Technolog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Ea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3Dept. of Marine
Bio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A02 The effects of elevated dissolved CO2 and temperature on
the growth, skeleton formation and malformation on early
life stage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caceus)
김경수1, 심정희2, 김수암1

(1부경대학교해양생물학과, 2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

좌장 : 박원선(독일 GEOMAR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SB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 시뮬레이터(GAIA) 개발
김 호1, 국종성2(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2포항공과대학교환경공학부)

SB02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모델 개발 현황
변 화, 이조한, 부경온, 강현석(국립기상연구소기후연구과)

SB03 Effects of Air-Sea Interaction in a Coupled Climate Model
홍성유((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SB04 SNU climate modeling and prediction system
Young-Min Yang and In-Sik Kang 
(School of Earth Environment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B -  기후모델 개발과 활용
제2발표장 [202호]  09:30-15:00

5월 23일(금) 

SA - 2014 PICES 젊은과학자 참가 지원
제4발표장 [206호]  09:30-10:00

5월 22일(목) 

BO-IV 생물해양 : 생물 4
제3발표장 [203, 204호]  13:30-14:30

BO-III 생물해양 : 생물 3
제3발표장 [203, 204호]  09:45-10:45

PO-Ⅵ 물리해양 : 물리 6
제1발표장 [201호]  13:30-14:30

PO-V 물리해양 : 물리 5
제1발표장 [201호]  09:30-10:45

5월 23일(금) 



SB05 전지구 해양생지화학과정 모델링 및 계획
국종성(포항공과대학교환경공학부)

SB06 PNU 전지구 대기-해양 예측 시스템을 이용한 계절 및 장기예보
활용
안중배, 이수봉(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SB07 CSEOF분석을 이용한 해양기후모델 Downscaling
서광호, 조양기, 김광렬(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SB08 킬기후모델 Kiel Climate Model
박원선(독일 GEOMAR 헬름홀츠해양연구소)

토론 : 모델개발 및 활용에 대한 토의 (모든 참가자)

좌장 : 현상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C01 IODP 2단계 사업 추진현황 및 한반도 주변해역 시추제안 전략
김길 1, 장세원1, 현상민2, 이 주1(1한국지질자원연구원,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SC02 Orbital-scale benthic foraminiferal oxygen isotope
stratigraphy at Site U1343 (IODP Expedition 323) and its
Pleistocene paleoceanographic significance in the Bering
Sea
Asahi, H.1, Kender, S.2,3, Ikehara, M.4, Sakamoto, T.5,6,
Takahashi, K.7, Ravelo, A.C.8, Alvarez-Zarikian, A.C.9, 
Khim, B.K.1, and Leng, M.J.2, 10(1Pusan National University, 
2British Geological Survey, 3University of Leicester, 
4Kochi University, 5Mie University, 6Japan Agency for Marine-
Earth Science and Techology, 7Hokusei Gakuen University,
8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9Texas A&M University,
10. British Geological Survey)

SC03 Silicate and nitrate utilization changes in response to
surface-water productivity during the last 600 kyr in the
Bering Sea (IODP Exp. 323 Site U1343)
Sunghan Kim1, Yoshiyuki Kanematsu2, Hirofumi Asahi1,
Minoru Ikehara3, Kozo Takahashi4, Boo-Keun Khim1

(1Pusan National University, 2Kyushu University,
3Kochi University, 4Hokusei Gakuen University)

SC04 East Antarctic Ice Sheet during the Pliocene at IODP Exp
318 Site U1359 (Wilkes Land)
김부근, 송부한(부산대학교해양학과)

SC05 Environmental adaptation of the siliceous phytoplankton in
the Southern Ocean during the early Pliocene (IODP Exp
318 Sites U1359 and U1361)
K. Katsuki1, B. Song2, B.K. Khim2, M. Iwai3

(1KIGAM, 2Pusan National University, 3Kochi University)

SC06 마이오세 중-후기동안 동남극 윌크스랜드 해역의 고기후 변화
(IODP Exp 318 Sites U1359와 U1361)
송부한, 김부근(부산대학교해양학과)

SC07 Western Pacific Drilling (WEPAD) 최근 활동 보고
이경은(한국해양대학교해양환경생명과학부)

SC08 Sedimentation and Paleoceaanography in South China Sea
(Review)
현상민, 이경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SC09 2-D seismic data interpretation of Mass Transport Deposits
(MTD)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Senay Horozal1, Jang Jun Bahk1, Seong Pil Kim1, Gil Young Kim1,
Byung Jae Ryu1(1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Korea)

SC10 K-IODP 교육프로그램(J-DESC Core School) 소개
최이레1,2*, 이진혁1,2, 김길 1, 장세원1(1한국지질자원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SC11 IODP Expedition 346 Sampling party 참가 후기
김용미*, 이상헌, 김길 , 장세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SC12 IODP Expedition 336 결과: 중부대서양해령 North Pond의
석회질 초미화석 생층서
장이슬1, 이상헌1,2, 박 수1,2(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석유자
원공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SC13 Interpretation of physical property related to digital core
images of the sediments in the erosional convergent
margin off Costa Rica: Holes U1378B and U1379C, IODP
Exp. 334
Gil Young Kim1, Buyanbat Narantsetseg2*, Jin-wook Kim2

(1KIGAM, 2Yonsei University)

좌장 :  조홍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현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SD01 해양연구에 사용되는 국내 통계기법 활용 현황(OPR 중심)
최현우, 오정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데이터센터)

SD0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SST로부터 수중 수온의 예측
가능성
윤동 ,최현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데이터센터)

SD03 Quantile Regression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연안의 극한
수온 자료의 변동특성 분석
김태훈, 최현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데이터센터)

SD04 분위수 회귀분석으로부터 추정된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 대형
저서동물 군집의 서식처 다양성/공간적 이질성
유재원1, 홍현표1, 최현우2, 정윤희1, 황재연1, 박미라1, 이현정1, 
이창근1, 김창수1, 홍재상3(1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인하대학교해양학과)

SD05 연안 모니터링 자료의 결측 자료 보충
조홍연, 조범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환경보전연구부 )

SD06 해양저서생태계 군집구조와 환경요인 분석에 이용되는 다양한
통계 방법
유옥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SD07 실시간 및 지연모드 SST 산출 개요
양찬수1,2,3, 김선화2, 백지훈1, 김태호1,3(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
위성센터, 2한국해양대학교,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SD08 IoT 기반 조사관측기술의 연안해양관리 활용방안
임종서, 남정호, 최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SD - 해양데이터사이언스Ⅱ
제5발표장 [207호]  09:45-14:30

SC -  IODP 사업추진 현황 및 연구결과 발표
제4발표장 [206호]  09:15-15:00



물리 김 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희동(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

생물 이원철(한양대학교), 신형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질 김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백운(군산대학교)

화학 김기범(경상대학교), 신경훈(한양대학교)

PP01 2007년 3월 31일에 발생한 서해 이상파랑 사례에 대한 기압
점프 수치모의
김현수1, 김유근1, 우승범2, 김명석2, 안혜연1

(1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2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PP02 부산지역 기온에 미치는 냉수대의 향에 대한 연구
박명희1, 이준수1, 안지숙1, 서 상1, 한인성1, 김해동2, 배헌균2

(1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2계명대학교지구환경학과)

PP03 해양관측부이를 활용한 2013년 동해연안 냉수대 발생 경향
한인성, 서 상, 이준수, 윤석현, 황재동(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
종합정보과)

PP04 발전소 냉각수(온배수)의 표층배수 및 수중배수의 비교연구 -
동해안을 대상으로
맹준호1, 서동환1, 손민호2(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해양생태기
술연구소)

PP05 KOOS 해양모델 결과의 전문가서비스를 위한 Live Access
Server 구축
김성대, 박혁민, 백상호, 박광순, 이승하(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06 KIOST Live Access Server를 이용한 대용량 해양자료서비스
김성대, 박혁민, 김 호, 강현우, 정미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07 발표 취소

PP08 지진해일 모의결과 가시화 MATLAB GUI 개발
박범진1, 임채욱1, 우승범1, 박순천2(1인하대학교연안공학연구실, 
2국립기상연구소)

PP09 환 북극해(Pan-Arctic) 복합 해양 순환 시뮬레이션
이은선, 권미옥, 이호진(한국해양대학교해양생명환경학과)

PP10 1930년대 한반도 동쪽연안의 염분분포
정희동, 김상우, 최용규, 임진욱, 조예일, 박종화(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PP11 기상청 전지구 해양순환예측시스템: 모델 및 자료동화 결과
검증
장필훈, 김소연, 변재 , 강현석, 황의홍(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
시스템연구과)

PP12 군산 연안역에서 HF radar로 관측된 계절별 조하주기 표층해
류의 연간변화 분석
김문진, 김창수, 이상호, 최병주(군산대학교해양학과)

PP13 해양순환-생지화학 결합 생태계 모형을 이용한 황동중국해의
생태계 계절변동특성
김한나, 강현우, 소재귀(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14 남해 및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변화 특성
김국진1, 조창선2, 한정식2, 김 택2, 김민하1(1(주)전략해양,
2국립해양조사원)

PP15 2000~2013년 남해 수온분석에 의한 대마난류 변동 추론
김 택1, 김국진2, 이동환3, 김 윤3, 김호균1, 고지민1, 박명원1

(1국립해양조사원, 2(주)전략해양, 3(주)지오시스템리서치)

PP16 물리-생태계 접합모델 개발 및 대한해협 정점에 대한 1차원
생태계 실험
소재귀1,김한나1,강현우1,정경태1,강석구1,김소연2

(1한국과학기술원, 2국립기상연구소)

PP17 Seasonal variation of volume transport through the straits
of East-Asian marginal seas estimated from multiple ocean
models
Sooyeon Han, Naoki Hirose(Interdisciplinar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Sciences Kyushu University)

PP18 오호츠크해 북동 사할린 대륙사면에서 수중 음향 조사를 통한
수층의 온도 대조 규명
김 균, 홍종국, 진 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극지
지구시스템연구부)

PP19 해빙아래 연직혼합 세기에 따른 전구해양순환의 반응
김상엽1, 이호진1, 박재훈2, 김 호2(1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
융합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20 A favorable condition for the El Nino onset in the CMIP5
multi-model datasets
김혜라1, 예상욱1, 김지원2, 안순일2(1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2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PP21 Impact of Atmosphere-Ocean Coupling on Extreme
Weather Events; A Case of Local Heavy Snowfall Event in
the eastern Korea
Taekyun Kim, Kyung Jin
(Korea Institute of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s)

PP22 Strong variability of acoustic backscatter strength in the
Amundsen Sea continental shelf, Antarctica
하호경1, 나형술2, 강찬 2, Anna Wahlin3, 신형철2

(1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2극지연구소, 3Gothenburg University)

PP23 HadGEM2-AO를 이용한 북서태평양해역의 SST 변동 모의
실험 분석
김해진1, 신홍렬2, 김철호1(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공주대학교대기
과학과)

PP24 북서태평양 해역의 해양 순환 구조 연구를 위한 고해상도 북서
태평양 모델 구축
김종규, 최병주, 이상호, 정희석, 조성훈(군산대학교해양공학과)

PP25 겨울철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 역전 발생에 관한 연구
탁용진1, 조양기1, 서광호1, 김형록2, 김 규2(1서울대학교지구환경
과학부, 2국방과학연구소)

PP26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시화해역의 수질(용존산소) 변화
채 기1,김국진1,이형래2, 김경태3(1(주)전략해양, 2서울대학교해양
연구소,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27 WWⅢ 파랑모델의 물리모수화 방안 비교 실험
박종숙1, 박상욱2, 장필훈1, 변재 1(1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
템연구과, 2기상청수치모델개발과)

PP28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기상 변동 특성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PP29 Validations of daily SST grid dat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백유현,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30 Sensitivity experiments of Typhoon-Ocean Coupled Model
in the northwestern Pacific
김민 ,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31 FVCOM을 활용한 경기만 조석순환모델링 연구
박상훈1, 김태림2(1(주)아라종합기술부설연구소, 2군산대학교해양
공학과)

PP32 겨울철 북태평양 Seasalt 변동성의 특성 분석
소지현1, 예상욱1, 김민중2, 박록진2(1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2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물리

심사위원



PP33 Verifications of Typhoon Guidance Models in 2013
오유정1, 문일주1, 김성훈1, 변건 2, 이우정2, 장기호2, 강기룡2, 
신도식2(1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2기상청국가태풍센터)

PP34 노량 수로에서 방류량에 따른 경압성 이층 구조 흐름
곽명택1, 조양기1, 서광호1, 조창우2, 김종규3, 추효상3, 윤양호3

(1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2(주)지오시스템리서치,
3전남대학교수산해양대학해양기술학부)

PP35 Realtime typhoon prediction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using Hurricane WRF
김성훈,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PP36 계절별 한반도 향 태풍의 강도 분석
이태윤,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37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강도에 따른 태풍-해양 상호작용 변화
김혜지1, 문일주1, 강기룡2

(1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2기상청국가태풍센터)

PP38 The impact of internal atmospheric variability on the North
Pacific in the presence of eddy activity
조현수1, 예상욱1, Ben P. Kirtman2(1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2Division of Meterology and Physical Oceanography, Resenstiel
School of Marine and Atmospheric Science University of
Miami)

PP39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인공위성 고도계, 파랑 예측 시스템,
해양기상부이의 파랑 특성 비교
우혜진1, 박경애2,*, 홍성욱3, 유상진3(1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3국가기상위성센터위성
분석과)

PP40 중등 과학교과서 황해 및 동중국해 해류 모식도 분석
박지은1, 박경애2, 최병주4, 변도성5, 이은일5(1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 / 서울대학교해양연구소, 4군산대학교
해양학과, 5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PP41 위성관측 염분의 정확도 및 오차의 시공간변동 특성 분석
박재진1, 박경애2,*, 이은 1(1서울대학교사범대학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사범대학지구과학교육과 / 해양연구소)

PP42 Validation of the NOAA/AVHRR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East Sea from 2005 to 2010
Eun-Young Lee1, Kyung-Ae Park2,*(1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BP01 울릉도에 서식하는 진주배말, Cellana grata의 생식소 발달
특성
양현성, 윤성진,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BP02 The influence of increased CO2 on early developmental stages of
marine medaka, Oryzias melastigma
Sooho Kim, Kyoungjun Lee, Jaehwan Seo, Seongjin Hong,
Bong-Oh Kwon, Jinsoon Park, Sung Joon Song, Jong Seong Khim*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BP03 Bacterial Biogeography along Stratified Water Columns in
the Western Arctic Ocean
한덕기1, 이유경2, 허호길1

(1광주과학기술원환경공학부, 2극지연구소)

BP04 연안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종합결과
고병설, 정회인(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생태팀)

BP05 분사식 바지락 채취가 저서동물군집에 미치는 향
윤상필, 송재희, 박광재, 최윤석, 정상옥, 안경호
(국립수산과학원갯벌연구소)

BP06 충남 태안 의항리 해변 해조상과 서식처 환경 평가
이민수1, 윤건탁2, 정윤환2, 박흥식2

(1(주)미소생물생태환경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07 가두리 양식장(통 MRC) 및 주변 저서퇴적물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의 군집특성
이희갑1, 강태욱2, 민원기1, 김동성1(1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
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BP08 A preliminary study of morphological variations of
Sargassum thunbergii on rocky intertidal shores of the
Korean coast: does thallus morphology reflect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김상일, 최선경, 신상효, 박상률(제주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BP09 Enhanced photobiological H2 production by the addition
CO in unicellular N2-fixing cyanobacterial strains from
Korean coasts
Jong-Woo Park1, Hyung Seop Kim2, Ae-Ra Cho1, Jun-Ho Koo1,
Yong-Hwa Lee1, Dae-Soo Chang1, Wonho Yih3

(1Southwe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utute, NFRDI, 
2Dept. Marine Bio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3Dept. Ocean Science &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BP10 First Record of Family Chaetiliidae, Symmius yamaguchiensis
(Crustacea: Malacostraca: Isopoda) from South Korea
송지훈, 민기식(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진화유전체학연구실)

BP11 A New Marine Cyrtophorid Ciliate, Dysteria nabia nov. spec.
(Ciliophora: Phyllopharyngea: Cyrtophorida: Dysteriidae),
from South Korea
박미현, 민기식(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진화유전체학연구실)

BP12 한국 외해 오징어에서의 브롬계 난연제 PBDEs의 시공간적
변화
이효진, 정해진, 김기범(경상대학교해양환경공학과)

BP13 진해, 마산만에 출현하는 Alexandrium spp. (Dinophyceae)의
형태적 특성
여 미1, 이준2, 신현호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2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P14 Effect of sampling frequency on detection of phytoplankton
dynamics at fixed station
권오윤1,2, 강정훈2, 김윤배3

(1상명대학교생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BP15 Size-fractionated phytoplankton biomass and community in
the Yellow Sea: A comparison with north and south
latitudes in spring and summer
권오윤1,2, 강정훈2

(1상명대학교생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16 어류 가두리 양식장이 저층-수층 생태연결고리에 미치는 향
유정식1, 김성한1, 최아연1, 최재훈2, 이원찬3, 김정배3, 현정호1

(1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2지오시스템리서치, 3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BP17 Resting cysts, and effect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n
the growth of vegetative cells of the potentially harmful
species Alexandrium insuetum Balech (Dinophyceae)
신현호1, 백승호2, 이준1,3, 한명수3, 임월애4

(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
연구소, 3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4국립수산과학원)

생물



BP18 Morphology and phylogeny of a new calcareous cyst
producing dinoflagellate, Pentapharsodinium jinhaensis sp.
nov. (Dinophyceae)
이준1, 한명수1, 신현호2

(1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BP19 제주 해역 내 녹조 대발생(green tides)의 현황 및 분포
백은란, 김상일, 최선경, 김민지, 황성욱, 강윤희, 박상률
(제주대학교해양의생명과학부)

BP20 Hebei Spirit 유류유출 이후 암반 조간대 하부 생태계의 회복
윤건탁, 정윤환, 박흥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21 동해 울릉분지 내의 퇴적물 코어의 돌말류 화석종(fossil diatom)
분포 및 변화에 대한 연구
윤석민1,2, 정승원1, 이태희3, 곽야옥2, 기장서2, 이진환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2상명대학교생명과학과, 
3해양과학기술원해양방위센터)

BP22 한국 연안에 출현하는 돌말 Bacillaria 미기록종
정진1,2, 정승원2, 박종규1

(1군산대학교해양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BP23 MONOGENEANS FROM MARINE RANCHED FISHES OF
TONGYEONG, KOREA
B. A. Venmathi Maran1, 오승용1, 이정아1, 최희정1, 이순길1, 
명정구1, 서호 2(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전남대학교)

BP24 Comet assay를 이용한 유류오염 퇴적물의 유전독성 향평가
정해진1, 이효진1, 김기범1, 홍성진2, 김종성2, 심원준3

(1경상대학교해양환경공학과, 2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3해양과학기술원유류유해물질사업단)

BP25 Ritteriella속(탈리아강:살파목:살파과) 한국미기록 2종 보고
김선우1, 원정혜2, 김창배3

(1해양환경관리공단, 2국립해양생물자원관, 3상명대학교)

BP26 광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 식물플랑크톤 생태에 관한 연구
김소연, 박종규(군산대학교해양학과)

BP27 낙동강 하구역 갈수기, 풍수기의 동물플랑크톤 군집 변동 양상
김민정, 윤석현, 윤상철, 문성용(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BP28 울산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
차승아1,2 , 서진 2 , 최진우2

(1전남대학교환경해양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

BP29 남해 강진만의 기초 생산력과 피조개 성장과의 상호관계
김정배, 이원찬, 김형철, 홍석진, 이유진, 강성찬
(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

BP30 A new interstitial isopod of the suborder Microcerberidea
(Crustacea: Isopoda) from East Coast of Korea and their
molecular diversity
김정호1, Marina Malyutina2, Ivana Karanovic1, 이원철
(1한양대학교, 2A.V.Zhirmunsky Institute of Marine Biology Far
Easter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Head of Laboratory)

BP31 한국 남해 동부 해역의 계절별 수괴 변화에 따른 중형 동물플
랑크톤 군집 특성
정주학1,3, 이창래2*, 김병국2, 윤성진1, 박원규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2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3부경대학교자원생물학과)

BP32 환경관리해역 생태건강성 통합평가를 위한 대형저서동물 건
강성지수 비교 연구
이정호1, 장원근2, 이윤정2, 이지선1, 김보라1, 성용제1, 심규성1, 이현아1,
권봉오3, 박진순3, 류종성1(1안양대학교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2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원)

BP33 방조제 완공이후 새만금호 식물플랑크톤의 군집 변화 연구
김응권, 김성현, 박종규(군산대학교해양학과)

BP34 냉수대 발생에 따른 동해남부해역의 표 생태계 변동 2. 
동물플랑크톤
신민경, 윤석현, 문성용, 김아람, 윤상철(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
종합정보과)

BP35 냉수대 발생에 따른 동해남부해역의 표 생태계 변동 1. 식물
플랑크톤
김아람1, 윤석현1, 정미희2, 윤상철1, 문창호3(1국립수산과학원수산
해양종합정보과, 2해양미세조류연구소, 3부경대학교해양학과)

BP36 수온 변화에 의한 와편모조류 Amphidinium carterae의 PCD
발현
안소정, 강윤희, 이준백(제주대학교지구해양과학과)

BP37 Two new species of free-l iving marine nematodes
(Nematoda: Monhysterida: Comesomatidae) from East Sea,
Korea
홍정호1, Alexei V. Tchesunov2, 이원철1(1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2Department of Invertebrate Zoology, Faculty of Biology, Moscow
State University, Moscow, 119991, Russia)

BP38 First record of Nannopus (Copepoda: Harpacticoida:
Nannopodidae) from Korea: a new species that live on mud
flats from Dongum Island, West Coast.
Vinod Vakati, 이원철(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P39 광양만에서 계절에 따른 양염 첨가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미치는 향
배시우, 백승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40 Survey of meiofauna community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East Sea
정래혁1, 탁은지1, 전동구1, 이강현2, 이원철1

(1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2(주)마린액트부설생물다양성연구소)

BP41 태안 근소만 조간대 갯벌에서의 중형저서동물 군집 특성 연구
신아 1, 이지민1, 강태욱1, 김동성2(1한국해양과학기술원생태계연
구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BP42 해양 선형동물을 이용한 실험생물 개발을 위한 배양 실험
신아 1, 이지민1, 강태욱1, 김동성2(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
계연구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BP43 제주 연안 해중림초에 서식하는 해조류와 무척추동물의“갯
닦기”전과 후 생물상 비교
신상호, 오상희, 강 철((주)제주오션저서생물연구소)

BP44 Fauna study of the brachyuran from Palau.
Sang-kyu Lee, Hyun Soo Rho, Dongsung Kim.
(East Sea Reserch Institute, Korean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Uljin 767-813, Korea)

BP45 A checklist of the marine Harpacticoida (Copepoda) of the
Indian Seas, (Arabian Sea, Bengal and Indian Ocean)
Madhuri Saindane, 이원철(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P46 해양 플랑크톤 생사판별을 위한 Neutral red 염색법 적용
가능성 연구
현봉길1,2, 최근형1, 신경순1, 정한식1, 최서열1,장민철1,이우진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평형수센터, 2부경대학교)

BP47 독도 연안 조하대 사질 퇴적물에 서식하는 간극생물의 분포
특성
민원기1, 노현수1, 이희갑1, 강태욱2, 김상미1, 김동성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
연구부)

BP48 북동태평양 CCFZ(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해역의
중형저서생물 현존량 및 공간 분포 특성
민원기1, 강태욱2, 이희갑1, 신아 2, 김상미1, 주세종3, 김동성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
연구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심해저자원연구부)



BP49 울진 후정리 해빈 및 연안 조하대 퇴적물에 서식하는 간극생물
분포 특성
민원기1, 노현수1, 강태욱2, 김상미1, 이희갑1, 김동성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
연구부)

BP50 가막만 수하식 양식장의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과
색소 조성을 통한 양식장 먹이환경 파악 ; 13C 추적자 사용
연구
박시 1, 최보형1, 이원찬2, 김형철2, 신경훈1

(1한양대학교해양환경과학과, 2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

BP51 조석에 따른 산강 하구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화
유행선,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해양시스템공학과)

BP52 Enviromental factors on the egg morphology and the
hatching rate in the calanoid copepoda Acartia erythraea
최서열1,2, 장민철1, 신경순1, 서호 2(1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평형
수센터, 2전남대학교환경해양학과)

BP53 산강 하구 와편모조류의 출현 형태 모니터링
정병관,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해양시스템공학과)

BP54 Responses of harpacticoid copepods according to the
various exposure methods as regards ocean acidification
Je Hyeok Oh1,2, Ok Hwan Yu1, Wonchoel Lee2, Dongsung
Kim1(1Korea Institute Ocean Science & Technology, 
2Hanyang University)

BP55 Changes in survival rates of the harpacticoid copepod,
Tigriopus japonicus sensu lato, with increases in dissolved
CO2 in seawater
Je Hyeok Oh1,2, Ok Hwan Yu1, Wonchoel Lee2, Dongsung Kim1

(1Korea Institute Ocean Science & Technology, 2Hanyang University)

BP56 Latitudinal variation of mesozooplankton community in
relation to typhoon in the Yellow Sea
강정훈, 권오윤(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57 Two new species of the deep-sea Neotanais Beddard,
1886 (Crustacea, Tanaidacea) from the North East Pacific
위진희1, 서해립1, 유옥환2(1전남대학교해양학과, 1한국해양과학기
술원)

BP58 Characterization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iodinated
Acetylenic Acids Isolated from the Marine Sponges
Suberites mammilaris and Suberites japonicus
이상범1,2, 황병수1,2, 김민우1,2, 이경1, 차오양1, 정은주3, 노정래1,2

(1군산대학교해양학과, 2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경남과학기술대
학교농학,한약자원학부)

BP59 난류성 해조류 넓미역(Undariopsis peterseniana)의 울릉도
연안 서식분포
윤성진,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
연구기지)

BP60 독도 주변해역 동물플랑크톤의 장기간 연간 변화
강정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61 남태평양 팔라우 코로르지역 퇴적물에 서식하는 간극생물의
분포특성
김동성1, 노현수1, 민원기1, 이상규1, 이희갑1, 권문상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
연구소)

BP62 한국산 참김과 방사무늬김 미토콘드리아 게놈 전체 서열 비교
분석
이상래1, 이지은1, 황미숙2,3, 김승오2, 하동수2(1부산대학교해양연
구소, 2국립수산과학원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3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BP63 미토콘드리아 COI 유전자를 이용한 수산가공식품의 표기 종
확인
양은지1, 최명진1, 정대위2, 김은샘1, 조홍찬1, 정예찬1, 김창배1

(1상명대학교생명과학과, 2충북대학교의학과)

BP64 Marine Ecological Impact and/or Risk Assessment of Brine
Discharge Produced by the Seawater Reverse Osmosis
(SWRO) Desalination Test Bed
Chang, Jin-Soo(Biological & Genetic Resources Institute (BGRI))

BP65 하계 동해남부해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의 단백질(Proteins)
농도
김예원, 이정윤, 윤지윤,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66 광양만에서 시기별 전체 식물플랑크톤 체내 지질(Lipids) 농도에
대한 Pico-sized phytoplankton의 기여도
조나은, 성병관,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67 부산연안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시·공간적 분포
양범식1,2, 서진 2, 최진우2

(1전남대학교환경해양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

BP68 Field mesocosm facility of CO2 enrichment experiment
designed for benthic organisms: methodological approach
김주형, 강은주, 김근용, 김광용(전남대학교해양학과)

BP69 말잘피군락지 조성을 통한 암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박정임, 박재희, 손민호(해양생태기술연구소)

BP70 설문을 통한 동해안 말잘피 분포의 변화 분석
박재희, 황용훈, 박정임, 손민호(해양생태기술연구소)

BP71 The study on coral gene responding to the marine acidification
and the elevated temperature
이애경, 염승식, 원효경, 김정희, 우선옥(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72 A New Copepod Species of Monstrilla (Monstrilloida,
Monstillidae) from Korea
이지민1, 손 진2, 장천 2(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2대구대학교생명과학과)

BP73 요각류 난의 개체군 가입에 대한 seabed 산성화의 간접 향
장민철,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

BP74 Enhanced biomass and lipid, changes of fatty acid
composition by supplement of myo-inositol with oceanic
microalga Dunaliella salina
조기철1,2, 김길남1, 노성운1, 김대경1,2*(1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청정화학및생물학전공)

BP75 Construction of cDNA library scleractinian Corals
이애경1, 염승식1, 원효경1, 김정희1, 송준임2, 황성진2, 우선옥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이화여자대학교)

BP76 Spatial and temporal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four
northeastern Pacific littorinid gastropods: the effect of
mode of larval development
Hyuk Je Lee1,2 and Elizabeth Grace Boulding1

(1Dept. of Integrative Biology, Univ. of Guelph, Guelph, ON,
Canada N1G 2W1, 2Dept. of Biological Science, Sangji Univ.,
Wonju, Korea 220-702)

BP77 Hebei Spirit 유류유출 사고 이후 굴기반 서식처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 변화 및 회복 감시
정윤환1, 윤건탁1, 박흥식1, 심원준2(1해양과학기술원태평양해양연
구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유류, 유해물질연구단)



GP01 Origin of shallow gas using TVOCs and stable carbon
isotopes from sediments of the South Gunsan Basin,
central Yellow Sea, off the southwest of Korea
이준호1, 정갑식1, 강정원1, 김한준1, 김성렬2, 장석2, Urumu Tsunogai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관할해역지질연구단,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 3나고야대학교생물지구화학연구실)

GP02 Morphodynamics and stratigraphy of compound dunes on
the Yeochari tidal flat (Ganghwa Island) in Gyeonggi Bay,
Korea
조주희1, 오청록2, 최경식1(1서울대학교해양학과,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GP03 수조시험을 이용한 멀티빔 음향측심기 성능평가
고지은, 박요섭, 장남도, 이용국(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방위센터)

GP04 Xbeach 모델의 실제 해안 모의를 위한 실험 연구
김태림, 장성우(군산대학교해양공학과)

GP05 제주도 우도 홍조단괴 해빈지형 변화 연구
정주봉1, 서 교1, 김태정2(1지마텍주식회사, 2제주대학교)

GP06 서해 대흑산도 북부해역 표층퇴적물의 물리적 성질 및 지음
향특성
서 교1, 강성윤1, 박경희1, 임문수1, 김경오2

(1지마텍주식회사,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CP01 동부 남부해역 퇴적물의 황산염 환원과 철환원에 의한 유기물
분해특성
안성욱1, 이재성1, 김동선2, 박 규2, 박재훈2, 서성봉2, 
노재훈3, 나태희1, 김은수1(1한국해양과학기술원기기검교정·분석
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연구부)

CP02 북극 Kongsfjorden 내 해빙에 따른 자외선 흡수 물질 및 유기물
변화에 대한 연구
하선용1, 민준오1, 김상일1, 박세 1, 박미옥3, 신경훈2, 김현철1

(1극지연구소극지해양환경연구부, 2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3부경대학교해양학과)

CP03 Development of novel detection tool for heavy metal
hazardous substances
윤문 (한양대학교화학과)

CP04 Changes in the dissolved CO2, CH4, and N2O during
diatom culture experiment in the laboratory
권 신1,2, 이태식1, 김미선3, 김선 1,4, 최만식3, 양은진1, 신형철1,
김 남5(1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2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3충남대학교해양환경과학부, 4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5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생태관리팀)

CP05 Seasonal effect of Tsushima Current Warm Water on the
phytoplankton biomass of a coast and contiental shelf in
the western Korea Strait
장풍국, 신경순, 차형곤, 현봉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CP06 통 만내 해양생태계에서의 브롬화 난연제 PBDEs의 분포 및
농축 특성
이효진, 정해진, 김기범(경상대학교해양환경공학과)

CP07 하계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용존산소와 해양환경 특성
윤상철, 박종우, 윤석현, 황재동, 서 상, 윤이용(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관동대학교공과대학보건환경학과)

CP08 북피지분지의 중앙확장해령에서 열수 플룸 검출
손주원, 김종욱, 유옥례, 김경홍, 손승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심해저자원연구부)

CP09 해안개발사업 환경 향평가에 근거한 해안환경의 현황
맹준호, 서재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P10 Environmental monitoring of the Tidal flat in the West coast
of Korea
최윤석, 박광재, 송재희, 정상옥, 윤상필, 안경호
(국립수산과학원갯벌연구소)

SCP01 Characterization of secondary minerals from basalt-
sediments interface, South Pacific Gyre: IODP Expedition 329
양기호1, 김진욱1, Kogure Toshihiro2, 백현석3

(1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 2Department of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University of Tokyo, Japan, 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서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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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방조제 외측 해역의

최강유속 산정

서창훈1, 배윤호1, 우승범1, 김태인2, 박성진2, 유상철2, 김기철3, 권효근3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지오시스템리서치,
3K-water 시화조력관리단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방조제 외측 해역의 최강 유속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화호에서 제시된 유량 특성식과 정점 유속 관측 및 단면 유속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3

차원 수치모델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정점 유속 관측은 시화호 외측 해역의 2개 정점에서

각각 1개월 이상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단면 유

속 관측은 4개 정선에서 ADCP를 이용하여 배수시를 포함한 13시간 연속 관측을 수행하였다.

3차원 수치모델은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단면 유

속 관측 및 정점 유속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보·검정을 수행하였고 모델에서 시·공간적인 유속

분포를 재현하였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배수시 발생하는 최강 유속은 시화호 수위별 체적 자료와 K-water에서

제공하는 시화호 운영시간 및 내수위 자료를 사용한 기존의 시화호 유량 특성식을 통해 산정

하였다. 시화호 유량 특성식을 이용한 최강 유속은 수문에서 유출시 약 4.39m/s 가 산정되었

다. 정점 유속 관측을 통해 관측된 최강 유속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약 2.4m/s 로 나타났으며, 단면유속관측에 의한 최강 유속은 조력발전소 수문에서

1.1km 떨어진 지점에서 약 2.7m/s 이었다. 수치모델 결과를 통해서 배수시 최강 유속을 산정

하였으며, 기존 시화호 유량 특성식으로 산정된 최강 유속과 비교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시화호 조력발전소 배수시 유출특성 및 해수유동 영향

범위 산정

배윤호 1, 서창훈 1, 우승범 1, 김태인 2, 박성진 2, 유상철 2, 안정환 3, 김기철 3,

권효근 3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2지오시스템리서치, 3K-Water 시화조력관리단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해역에서의 배수시 유출특성과 영향범위 산정을 위하여 정점유속관측

수행 및 3차원 수치모델(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EFDC)을 사용하였다. 유속

관측은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s, RDI)를 사용하여 시화호 외측 해역에서

2013년 3월 11 일부터 4월 15일 까지 35일 동안 표층에서 Downward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속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수치모델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였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 전과 운영 중의 유속 모델치를 이용하여 배수시의 시·공간적인 유출특성 및

해수유동 영향범위를 산정하였다.

ADCP를 이용한 유속관측 결과 배수시 유속을 제외한 미배수시에는 창·낙조시 각각 동, 서

방향의 흐름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직평균 유속은 약 0.21m/s, 0.11m/s으로 관측되었다.

조력발전소 배수시는 미배수시와 다르게 배수 수문 전면해역에서 북서방향의 흐름이 최대 약

2.4m/s로 나타났으며, 수치모델에서 배수시의 시간적인 변화가 재현되었다. 특히, 수치모델

결과에서 배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트류의 유출특성이 나타나며, 유출방향을 중심으로 반경

1∼2km의 와(Vortex) 구조 흐름 특성이 나타났다. 배수에 의한 영향범위는 운영 전과 운영 중

발생하는 유속의 차이 및 영향범위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대·소조의 영향에

의해서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해수유동 영향범위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배수

수문으로부터 북서방향으로 약 1∼5km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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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P 표층유속 자료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영산강 하구 

표층 방류수 이류속도 산정

Estimation of the freshwater advection speed by 

improvement of ADCP post-processing method near 

the surface at the Yeongsan estuary

신현정1, 강기룡2, 이관홍1

1인하대학교 해양학과
2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연안에서 관측된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ADCP) 유속프로파일 자료의 

10-20%는 음향반사 측면효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DCP의 

사용되지 않았던 자료를 복구하여 영산강 하구에서 저조시 방류되는 담수의 경계면 이류속

도를 구하고 이를 통해 담수 유량과 수층의 역학적 안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여 하구 

내 혼합 환경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 현장관측은 2011년 8월 영산강의 하구언 전면과 고하

도 부근 두 정점에서 한 달 동안 실시되었으며, 방류수의 이류속도는 유효 유속 판정에 상관

도, 퍼센트굿, 그리고 유속 히스토그램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ADCP 후처리방법을 적용하

여 복원하였다. 또한, 같은 수로에 위치한 두 정점에서 이류하는 퇴적물의 농도피크시간을 

토대로 퇴적물의 이류속도 (Sediment Advection Speed, SAS)를 계산하여 방류수 이류속

도를 비교·검증하였다. 퇴적물의 이류속도를 방류시 ADCP의 표층유속과 비교하였을 때, 

방류량이 2.0ⅹ107톤 보다 크면 두 속도 값이 유사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적물의 이

류속도가 약간 크게 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류가 발생할 때 해수면 이류속도는 

0.8×수심의 유속보다 평균 0.8 m/s 정도 크기 때문에, 방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새롭게 계

산된 방류수의 속도를 포함한 유량 (=수심 및 조석주기로 적분된 흐름)을 계산하면, 그 방

향이 하구언으로 들어오는 방향에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표층 담수의 속도가 더해짐으로써 표층 속도쉬어와 리차드슨 수의 분포가 바뀜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표층 해수의 안정도를 해석함에 있어 실제 방류수 유속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유속과 함께 수온과 염분의 장기적인 관측이 수행된다면 담수 방류에 따른 성

층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관련 부유퇴적물의 변동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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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of Sea surface elevation at Namchun Bay

in Pusan with the passage of typhoons

Hong Chul-hoon

Division of Marine Production System Managem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608-737 Korea,

   Sea level variations at Namchun Port in Pusan is investigated with the passages

of typhoons using wave and weather data during May 1, 2012 to October 14, 2013.

Averaged sea level in the data period is regarded as a zero-sea level with data

intervals of 1 hour. In this data period here we investigated three typhoons which

passed around the observation station (Namchun Port) and basically moved right

northward to Korea peninsula. The sea levels started to respond to typhoons from the

range of 800~1000km south of the observed station, and reached the maximum

differently in time; Typhoon Bolaven (Dec. 2012) which passed through the Yellow Sea

induced the maximum when the typhoon passed in the proximity of the station, and

typhoons which passed through the Korean Strait and moved into the East/Japan Sea,

such as Typhoons Sanba (Sept. 2012) and Danas (Oct. 2012), about one day after

passing the station. The model suggested that this time lag is related to Kelvin wave

propagation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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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설립

타당성분석

이형진1, 조민수1, 고명주2, 강지훈1, 육진희1, 홍순기3

1
KISTI/NISN 슈퍼컴퓨팅서비스센터,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학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NISN)에서는 ‘해양과학분야 초고

성능컴퓨팅 전문센터 구축 및 운용방안 기획연구1)’의 일환으로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

퓨팅 전문센터의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정부부처 내에 독립된 기능을 갖는 전문센

터의 설립 방안과 국가공공 슈퍼컴퓨팅 서비스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과 같이 개별 연구자들이 각각 초고성능컴퓨팅 서비스를 받는 대안을 상정하고 해양수산

분야를 국가안보, 사회현안, 학문발전 그리고 산업육성의 미션으로 정하여 해양 및 수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성, 운영성, 정책성의 측면에서 AHP 방법 및 연관 수목방

법을 이용하여 대안간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양이라는 분야적 특성은 국가영토와 안보적

개념에서 국가적으로 수행해야할 많은 미션이 존재함에 따라 국가안보, 사회현안 등의 미

션 수행을 위해 데이터의 보안성 문제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부처내 개별기관으로 설립하

여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통적으로는 운영성 측면에서 사용의 용이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평가결과를 통해 국가적으로 운영해야할 해양과학분

야 전문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각 미션별로 우선시되는 기준을 파악할 수 있

었다.

1) 해양수산부 기획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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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성능 수요 현황과 미래예측

육진희, 강지훈, 이형진, 안준언, 이승훈, 이지우, 이진필, 조민수

KISTI/NISN 슈퍼컴퓨팅서비스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NISN)에서는 해양수산부 기획연구과제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구축 및 운용방안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터 성능 수요 현황 및 미래(2020년)에 요구되는 성능 수요를 조사하였다. 초고성

능컴퓨터 성능수요는, 총 123개의 국내외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과제 조사, 국내

에서 해양수치모델을 직접 개발 또는 도입 활용하고 있는 그룹(지난 13여 년간 KISTI 슈퍼컴

퓨터를 유료사용자로써 또는 무상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 사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해양(대기)예보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

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자원공사)의 컴퓨터 시스템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

중인 자료동화시스템 활용 자원량을 조사하고 이 결과로부터 자원요구량 및 성능수요를 예측

하였다. 총 123개 과제로부터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수요는 매년 1.41배씩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이 증가율을 국내수치모델그룹의 자원과 해양예보 및 자료동화시스템 자원에

적용하여 2020년 기준의 자원요구량을 예측하였다. 한편, 조사된 CPU 또는 core수는 현재

KISTI/NISN이 서비스 중인 Tachyon2 시스템을 기준으로 FLOPS로 변환하여 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성능 수요를 파악하였다. 해양예보를 위해서 2020년 기준 약 2.6 PFLOPS의

자원이 필요하며, 해양과학 과제수요까지 고려했을 때 최소 약 5 PFLOPS에서 최대 13.1

PFLOPS의 자원이 요구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해양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의 성

능 요구량은 이 둘의 평균인 약 9 PFLOPS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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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연구개발 과제 수요 도출

강지훈, 육진희, 이형진, 안준언, 이승훈, 이지우, 이진필, 조민수

KISTI/NISN 슈퍼컴퓨팅서비스센터

본 기획 연구에서는 해양과학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가 설립되었을 경우, 해당센터에

서 수행해야할 연구개발과제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연구과제 도출을 위해 먼저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 체계와 해양과학기술분류 체계 조사를 통해 본 기획연구에 적합한 해양과학분야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과제풀(pool) 구성을 위해 국내 해양분야 연구

자 및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연구자, KISTI 슈퍼컴퓨팅응용 과제, 일본/미국/유럽 해양분야 슈

퍼컴퓨팅 관련과제들을 조사하여 143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과제풀을 구성하였다. 조사된 과제

들에 대해 해양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과제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3단계로 이

루어진 평가계층을 구성하여 각 계층별로 전문센터의 미션에 적합한 미션적합도와 과제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제적합도 가중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각 개별 과제에 대한 미션적

합도와 과제적합도의 점수를 설문을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된 과제들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24

개의 과제를 제외하여 총 123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과제에 대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과제중요도 순위를 산출하였다. 상위 30위 과제들을 살펴보면, 해양예

측/예보 관련 20%, 재난예측 13%, 해양생태계 10%, 해양환경변화예측 44%, 해양공학/응용

13%로 해양예측과 예보에 관련된 과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공학

분야까지 폭넓은 분포로 연구개발과제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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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층화된 해양혼합층 모의 개선을 위한

연직혼합모수화 방안의 비교 및 개선

김동훈1, 조양기2

1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지구환경연구소,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순환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모의된 해양혼합층이 너무 얕

으며, 특히 여름철에 성층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해양에서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표층 해수

온이 심하게 과열되는 것이다. 해양의 혼합층은 대기와 해양간의 질량, 운동량, 에너지속 등

을 교환하는 매우 중요한 층이므로 혼합 과정의 잘못된 모수화는 해양-대기 결합모형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해양순환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

거나 생략된 물리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는 Qiao 등(200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 표층의

바람장에 의한 해류의 연직속도를 Bv(non-breaking wave-induced vertical mixing

parameter)로 모수화 하여 기존의 연직혼합모수화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이 방법은 해양 상층에서 파랑에 의한 연직속도가 난류에 의한 연직속도보다 강하다는 가정

을 적용한 것으로, 관측자료들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파랑모형을 추가로 모

의해야하는 부담감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해양순환모형들은 계산상의 이점으로 정수역학 가정을 사용함으로써 해양내부의 연직속

도를 연속방정식에 의해 구하고 표층의 연직속도는 0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직

속도가 매우 작게 모의된다. 더불어, 연직혼합모수화에서 난류운동방정식을 사용하는 대표적

인 Mellor과 Yamada(1982)의 방안이나 Noh 등(1999, 2002)의 방안에서 난류에너지의 이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층의 바람에 의해 생성되는 난류에너지가 연직으로 전달되는 방법

은 확산의 방법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무시되었던 표층 연직속도에 표층 바람장

에 의한 연직속도 개념을 추가하여 모수화 하고 이를 연직이류항(
′


 


)에 추가함으로써 표

층에서 생성된 난류에너지가 확산과 더불어 이류에 의해 모형의 첫 번째 층1)에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층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해양에서는 난류운동에너지 방정식의

부력항이 전단력항에 비해 너무 커져서 난류운동에너지가 발생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난류에 관한 프란틀(Prandtl) 수의 모수화를 적용하였다.

실험 구성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순환모형인 GOM(GAIA Ocean Model,

version 1.4)을 이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PP(Pacanowski and Philander)와

KPP(Nonlocal K-Profile Parameterization), NK(Noh-Kim Parameterization)의 연직혼합방안

들에 의한 혼합층 모의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NK 방안을 개선함으로써 혼합층의 깊

이와 과열된 해수온을 해결해 보았다.

Mellor, G. L., and T. Yamada, 1982: Development of a turbulent closure model for geophysical fluid problems.
Rev. Geophys., 20, 851-875.

Noh, Y., C. J. Jang, C.-H. Kim, T. Yamagata, and P. C. Chu, 2002: Simulation of more realistic upper ocean
process from an OGCM with a new ocean mixed layer model. J . Phys. Oceanogr., 32, 1284-1307

Qiao, F., Y. Yuan, Y. Yang, Q. Zheng, C. Xia, and J. Ma, 2004: Wave-induced mixing in the upper ocean:
Distribution and application to a global ocean circulation model. Geophys. Res. Lett., 31, L11303,
doi:10.1029/2004GL019824.

1) 일반적으로 전지구 해양순환모형의 첫 번째 층은 해양 표층에서 몇 미터 아래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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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pool 지역 표층온도 증가와 엘니뇨 특성과의

상관성

예상욱1, 권민호2, 이윤경2, 안순일3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열대 서태평양 warm pool 지역은 28°C 이상의 높은 수온으로 인한 활발한 대류 활동이 존재

하며 전 지구 에너지 수지 및 대기 순환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열대 서태평양 warm pool 지역의 표층 수온이 전 지구 지표면 온도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다양

한 물리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열대 서태평양 warm pool 지역의 표층 수온 증

가가 열대 태평양 표층 수온의 가장 큰 경년 변동성의 하나인 엘니뇨의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warm pool 지역의 표층 수온이 증가함으로 인해 열대

서,중태평양 지역의 연직 안정도가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직 안정도의 강화

로 인해 수온 약층이 이 지역에서 얕아지고 그 변동성 또한 강화됨으로 결국 thermocline

feedback 과정이 강화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람 응력과 수온 약층 변동성간의 민감도 변

화와 표층 수온과 수온 약층과의 상관성의 변화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열대 서,중태평양 지역

에서 thermocline feedback 과정의 강화는 이 지역에서의 표층 수온 변동성의 크기를 증가시키

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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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pheric impact on the northwestern Pacific under a

global warming scenario

전우근1, 박영규2, 예상욱3, 김백민4

1한국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3한양대학교, 4극지연구소

Eleven climate models, one high-resolution and ten low-resolution,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response of the northwestern Pacific under a global warming scenario.

Application of scenario A1B of the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SRES) weakens

(intensifies) the southern (northern) part of the interior subtropical gyre both in high

resolution and low-resolution model. Such a dipole type change is mainly due to a

basin-scale dynamic atmosphere-to-ocean process. Namely, under global warming the

Hadley circulation is weakened and expanded poleward. The Ferrel circulation is also

displaced poleward, leading to weakening of ascending (descending) air motion and a high

(low) sea level pressure anomaly in the northwestern (southeastern extratropical) North

Pacific. Finally, a negative wind stress curl anomaly developed along the zero wind stress

curl line of the present-day climate to enhance the northern part of the gyre. The

high-resolution model results show greater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Kuroshio and

Kuroshio Extension, with strong intensification of the Kuroshio Extension front and jet,

while in the low-resolution models the changes are small. The Kuroshio between Taiwan

and the southern coast of Japan is significantly intensified in the high-resolution model

results, but is slightly weakened in the ensemble of the low resolu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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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연안역 표층수온의 장기변동 특성

김영윤1, 장성태1, 허룡2, 고지민2, 김환희1

1㈜지오시스템리서치, 2국립해양조사원

한반도 연안역 표층수온의 장기변동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 수온자료를 분석하였다. 관측자료는 결측을 보간한 자료를

사용하여 CSEOF(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로 분석하였다.

표층수온은 대기-해양간 열교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립기상연구소

보고서(2009)에 96년간(1912～2008년) 관측한 한반도의 기온은 1.7℃로 상승하였고 연안역의

표층수온은 50년 동안 1.52℃ 상승하였다.

최근 50년간 연안역 조위관측소 수온자료의 분석결과 계절별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동계에 상승하고, 하계에 하강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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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ity and linear trend of circulation around Korea 

derived from multi-platform observations

김 성 용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시스템공학과 

 The surface and subsurface circulations around Korea (East/Japan Sea, Yellow Sea, and southern 

coast) are investigated with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CTD) profiles collected from 

historical hydrographic surveys, along-track altimeter-derived sea surface height anomalies 

(SSHA), and satellit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for recent 10 years (2001 to 2010). The 

seasonal circulation is enhanced in the surface mixed layer, and their subsurface phase in the 

East/Japan Sea increases onshore, which may indicate westward propagating seasonal Rossby 

wave. The timing that both temperature and SSHA at the seasonal frequency reaches their 

maximum characterizes the complexity of regional circulation in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 

as a part of interactions of Tsushima currents and outflows from Yellow Sea. The cooling 

tendency of East/Japan Sea and the warming trend of Yellow Sea are nearly consistent with the 

linear trend of satellite products, which allows us to infer the subsurface variability at the climate 

ti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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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isostatic response of sea level to synoptic pressure 

forcing in the Yellow Sea 

 

Boonsoon Kang and Naoki Hirose 

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RIAM), Kyushu University, Japan 

 

Sea surface height (SSH) response to synoptic sea level pressure (SLP) in the Yellow Sea (YS) is 

studied using tide gauge data and a barotropic model. In the open ocean, SSH variation 

isostatically responds to SLP (–1cm/hPa). The observational data showed strong SSH variations in 

the YS, suggesting the non-isostatic response. In our model results, pressure-driven SSH variation 

does not always satisfy the isostatic equilibrium in the western YS and the Bohai Sea up to 

1.5cm/hPa. The non-isostatic variation lags behind SLP fluctuation by more than 8 hours and has 

major periods at around 3.3 and 7.5 days, consistent with forcing periods. The model results 

present waves propagating along the coasts from Korean to Chinese side caused by a synoptic 

low/high pres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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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음향층심도와 해양혼합층깊이 비교 연구

임세한

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

  음향층심도는 해양의 수온약층 상부에서 최대음속의 최대수심으로 정의되며 해양 상층

에 존재하는 수온, 염분, 밀도 등 해수 물성이 균질한 해양혼합층깊이와 거의 동일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양혼합층 깊이를 음향층심도로 가정하여 연구 

및 실무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수중음파전달은 해양환경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음향층심도 내에서는 음에너지가 포획되어 원거리까지 전달되기도 하며 음향

층심도의 깊이에 따라 포획되는 음파의 차단주파수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동해의 해양

혼합층은 겨울철 깊어지고 여름철 얕아지는 뚜렸한 계절변화와 더불어 시공간적으로 상이

한 대기강제력과 해양상층운동의 영향으로 해역별 해양혼합층 깊이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한편 이러한 해양혼합층깊이는 결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균과 최대/최소값이 

달라지므로 연구 초점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음향기반 무기체계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군의 대잠/대잠수함 작전을 고려할 때 음향층심도 정보는 

성공적인 작전임무수행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 전체 해역에 대

해 이용 가능한 해양관측자료를 사용하여 음향층심도와 해양혼합층깊이의 차이를 분석하

였다. 전반적으로 음향층심도의 깊이가 해양혼합층깊이보다 얕게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동해에 적용할 적절한 해양혼합층깊이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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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Surge Simulation using Wave-Tide-Surge 

Coupled Model due to the Typhoon Haiyan

김경옥1, 최병호2, 육진희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성균관대학교, 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he numerical simulations for storm surge and wind waves using unstructured mesh 

system was conducted to the Super-typhoon Haiyan(Yolanda) which brought 

record-breaking meteorological forcing, surface wind of 65 m/s and central pressure 

of 895 hPa at its maximum intensity in November 2013. An integrally coupled 

tide-surge-wave model using the identical and homogeneous mesh of unstructured 

grid system was used for correct resolving of the physics of tide-wave-surge 

interaction in both models. The total model domain widely covers the South China 

Sea and the North West Pacific Ocean including the Philippines Sea, and the meshes 

composed by consideration of water depth and geometry gradient. We carried out the 

real time tide simulation for the Philippines Sea using the blended storm wind and 

pressure generated by Holland wind model and NCEP data, and then it compared with 

observation data from NAMRIA. Generally, the calculated water elevations are lower 

than observations but reasonable results in the Leyte Gulf (the location is well known 

by General MacArthur landing point of the battle of the Leyte Gulf, 

http://youtu.be/posrOr6jC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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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Integrally Coupled Model: Revisit 

Simulation of DDay Normandy Invasion 

최병호1, 김경옥2, Ian Vassie3, 정경태2

1성균관대학교,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UK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military secrets of all time "Operation Overlord," the 

cross-Channel invasion of the northern coast of France on June 6, 1944, called for 

the Allies with accurate weather prediction , subsequently  wave and tidal forecast 

for land operation. The entire plan was dubbed "Operation Neptune" on all documents 

after September 1943 to uphold the utmost confidentiality. Some details are now 

reported for wave forecast (Charles C. Bates, "Sea, Swell and Surf Forecasting for 

D-Day and Beyond: The Anglo-American Effort, 1943- 1945", 2010) and tidal 

predictions for Normandy coasts (Bruce Parker, "The tide predictions for D-Day", 

2011, Physics Today 64(9), 35). Times of small wave height and low tidal conditions 

were essential for successful landing. We are now revisiting the forecasts via modern 

day updated numerical modeling based on coupled tide-wave-storm surge physics. 

The wind conditions are reproduced by using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air 

pressure, air and water temperature supplied from ECMWF data assimilation group by 

Dr. Beresfored, Reading University). An integrally coupled tide-surge-wave model 

based on the identical and homogeneous mesh of unstructured grid system and surf 

model were used for correct resolving of the physics of tide-wave-surge interaction 

and performing for each transect, perpendicular to the beach, respectively. The FEM 

model domain widely covers the total Northwest  European continental shelf region 

and the fine meshes with 20 meters resolution in the Normandy coast by 

consideration of water depth and geometry gradient. We carried out the real time 

tidal simulation and compared with tidal prediction machine predictions. The 

time-sliced sequential results are posted in the website, 

http://sites.google.com/bhchoiskku/dday, near the landing time, 6th June 6:30 AM.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Simulation of Oil Slick Movement under Strong Tidal

Condition Using Adaptive Wind Drift Factor: Hebei

Spirit Oil Spill Case

김태호1,2, 양찬수1,2,4*,오정환3 Kazuo Ouchi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환경시스템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안전연구부

4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imulate the oil slick movement under strong tidal conditions

using adaptive wind drift factor in the western coastal area of Korea fo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n 2007. The movement of oil slicks was computed using a simple simulation model as a

function of surface current, wind speed, and the adaptive wind drift factor. For the simulation, the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EFDC) model and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were

used to generate tidal and wind fields respectively. Simulation results were then compared with 5

sets of spaceborne optical and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data. From the present study, it

was found that highest correlation between the simulation results and satellite imagery was

obtained with different values of the wind drift factor, and to first order, this factor was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wind speed. Based on the results, a new modified empirical formula was

proposed for forecasting the movement of oil slicks on the coas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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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 벡터를 이용한 장거리 (5 MHz) 고주파 레이더

(HF-Radar)의 성능 평가

손영태1, 장경일1, 김구1, 김대현2, 문홍배2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2(주) 오션테크

광역의 표층 해수 유동장을 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주파 (High frequency,

HF-Radar) 해양 레이더가 국내의 다양한 사용자들(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에 의해설치/운용되

고 있다.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거리형 (5 MHz) HF Radar (5

Km 해상도와 약 150 km × 150 km 측정 면적)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 지점 (경북 울진

과 동해 망상)에서 1시간 간격으로 생산되는 방사형 벡터 자료를 이용하여 해상 상태에 따른

레이더의 해수 유동 감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비교 검정에 사용된 자료는 동해에 설치되어 있

는 모니터링 부이(기상청, 해양조사원 및 서울대 해양연구소)로부터 제공되는 파랑, 바람, 해류

동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HF 레이더 안테나는 크로스 루프 (Cross loop) 타

입의 방향감지 (Direction finding) 방식으로서, 육상에 설치된 안테나의 관측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을 보정하기 위해 각각의 사이트에서 안테나 패턴 측정(Antenna pattern

measurement, APM)을 실시하여 방사형 벡터 자료를 보정하였다. 장거리 고주파 자료 검증 방

법의 일환으로서, 일부 관측 부이에서 생산된 표층 해류자료와 방사형 레이더 자료를 비교하였

고 유의파고와 바람세기에 따른 레이더의 성능 변동에 대한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낮밤에

따른 HF Radar의 관측 범위 변동이 전리층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장기적인 모

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IT기술을 이용한 Random 해양관측시스템 기술개발
Development of Random Ocean Monitoring System with IT Technologies

김성준1, 장경일2, 김홍선1, 장성태1, 전형석1, 이태규1, 임효혁3

1(주)지오시스템리서치, 2서울대학교 해양학과, 3한국해양기상기술(주)

IT기술을 이용한 Random 해양관측시스템은 해양환경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상시 관측이 가능

하도록 다양한 해양어업시설물(정치망, 유지망 등), 시기 및 환경에서 전송된 자료를 통합처리

하여 해양과학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집 및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해양어업시설물에서 손쉽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메인관측장비에는 다양한 센서에서 입출

력되는 관측자료를 현장에서 1차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디지털 모듈 수온 관측센서를 적

용하여 여러 층의 수온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체인형식의 센서를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성

하였다. Random하게 생산되는 자료의 처리를 위해 자료의 질적 검증 및 인근 정점과의 비교

를 통한 유용한 자료 사용을 위하여 질적 검증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DB에 저장하고 여러 다양한 지역의 자료를 GIS 기반으로 관리 및 가시화할 수 있도록

웹기반 GIS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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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eline changes in response to both tides and sea level rise are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coastal scientists and engineers. Although various algorithms and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to map the ocean bathymetry, a few studies were reported for shallow water depth 

observations, which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areas with extremely high tidal ranges such 

as the Yellow Sea.  We used for the first time a low altitude remote sensing technique to 

estimate waterline and bottom bathymetry around the Jebu island in January 29, 2011. We 

applied the Active Contours Without Edges (ACWE) algorithm to many consecutive imagery 

taken by the low altitude remote sensing to determine the waterlines from the high tide to low 

tide.  Then, the waterlines were compared with tidal heights to obtain the water depth. The 

study area has 25cm depths over 500m away from the shoreline. For such a shallow region, 

we could map both fine waterlines and bottom bathymetries, suggesting that this pilot 

experiment can be very practical method for many coastal and estuary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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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Argo float data reveal seasonally-varying mid-depth 
circulation of the East/Japan Sea central basin 

               
강석구1, 승영호2, 박종진3, 박재훈1, 이재학1, 

김은진1, 김영호1, 석문식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인하대학교, 3경북대학교

 

     The mid-depth circulation has usually been considered nearly steady; but long-term Argo 

float data show it to be remarkably variable in the Japan Basin (JB), the central part of 

the East/Japan Sea (EJS). Most of the Argo floats deploy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EJS moved all around the EJS, and some of them penetrated into the JB with 

surprisingly long lifetime of about 10 years. The Argo tracks indicate that mid-depth 

circulation in the JB appears as cyclonic gyres, either trapped in the eastern Japan Basin 

(EJB) with circulation times of 180−420 days or extended over the entire JB with 

periods of 430−970 days. It is found that the mid-depth circulation in the JB is sensitive 

to the wind system. If climate change results in wind-system variations, we can expect 

corresponding changes in the mid-depth circulation of marginal basins. Similar effects may 

also occur in the open oceans. Overall, this paper suggests that continuous monitoring of 

Argo floats deserves special attention, especially for the variability of mid-depth circulation 

associated with a changing wind system in marginal basins such as the 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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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 위성자료에 의한 2013년 하계 동해 적조 현황

강용균1, 민지은2, 문정언2, 황원진1

1 다리스 (DARIS, Data and Remote Sensing Infra System)
2 해양위성센터 (KOSC,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2013년 하계 남해와 동해에서 고농도 적조 생물이 발생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속보에는

연안역 적조 발생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만 외해역 적조 분포에 대한 정보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센서로 관측된 500m 해

상도 시간별 해색 영상 자료로부터 외해역 적조 가능 생물의 분포와 이동을 알아내는 적조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2013년 8월 동해의 적조 발생 의심 지역을 파악하였다. 동해에서의 적조

가능 생물은 울릉도 북서쪽 해역까지 분포하였다. GOCI 적조지수로부터 파악한 연안역 적조 분

포 지역과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속보에 나타난 적조 발생 지역은 잘 일치한다. 그러나 국립수산과

학원에서 제공하는 적조속보에는 외해역 적조 정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GOCI 위

성자료는 연안역 및 외해역 적조의 예측, 이동, 시간적 변동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 서 론

적조 분포와 현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는 적조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항공기 예찰, 현장 선박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조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조속보를 제작

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적조속보에 수록되어 있는 적조 발생 지역 현황은 연안역 정

보에 국한되어 있다.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외해역 적조 가능 지역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위성영상 자료

는 500m 해상도로 매일 주간 8회, 시간별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관측하기 때문에 외해역 적조

현황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적조속보에 수록된 적조 발생 지역이 연안역에 국한되

는데 비해서, GOCI 자료를 이용한 적조 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는 외해역까지 연장된다. 외해

역의 적조 정보는 적조 발생에 대한 조기 탐색에 유용하며, 적조 발생 이후 적조 가능 생물의

거동 파악에 유용하다.

민지은 등(2013)은 GOCI 자료를 이용한 적조 현황 파악에 대하여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

다. 민 등은 GOCI 영상의 Red, Green, Blue 밴드를 사용한 해상 지역 색상 강화 영상 기법으

로 위성에 나타난 적조 가능 지역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조 가능 지역을 GOCI 영상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적조지수

를 개발하여, 이를 2013년 하계 동해 적조의 분포와 이동 연구에 사용하였다. 동해지역 적조를

일차적으로 연구한 이유는 적조 발생 시 동해에서 현장 관측을 수행하였고, 또한 동해는 해색

탐사가 용이한 Case 1 해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동해 적조 현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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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측, GOCI 위성 자료에 의한 적조지수에 근거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GOCI 영상에 의한

외해역 적조 가능 지역의 분포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행한 연안역 적조 발생 지역을 비교하

였다.

2. 동해 적조 현장 조사

해양위성센터에서는 동해 연안으로 확장된 적조의 종 확인 및 광학 관측을 위하여 2013년 8

월 6∼13일까지 총 8일 동안 울진부터 포항, 울산 및 부산 연안 해역에 걸쳐 대대적인 현장관

측을 수행하였다. 현장관측을 통해 총 66개 정점에서 적조 및 동해 해수의 광학적 특성을 관측

할 수 있었다. 클로로필의 농도는 최소 0.2 mg/m3에서 최대 1,229.65 mg/m3 값을 보였으며, 평

균 69.08 mg/m3으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적조 종의 확인을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생태계 연구부의 노재훈 박사 연구팀이 현장조사에 합류하였으며, 위성에서 나타난 고농도

의 엽록소띠가 코클로디니움 (Cochlodinium)의 대량증식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3. GOCI 적조지수

1) GOCI 자료의 처리

해양위성센터에서 제공하는 GOCI Radiance (방사도) 자료를 Reflectance (반사도) 자료로 변

환하였다. 이 단계에서 GOCI 각 자료점의 경위도와 태양고도각 정보가 활용되었다. 변환된

Reflectance 자료는 대기 중 공기 분자에 의한 산란 (Rayleigh 산란)의 영향으로 Blue 쪽이 강

화되어 있다. DOS (Dark Object Subtraction) 방법으로 Rayleigh 산란을 보정하였으며,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구름 오염지역은 Threshold 방법으로 식별하여 배제하였다. 해상의 미세

먼지나 에어로졸에 대한 영향은 근적외선 (밴드 8) 반사도 만큼을 빼주어서 보정하였다.

2) 적조지수

GOCI 영상에서 적조지역과 맑은 지역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적조지역에서 Blue 밴드의

반사도가 줄어들고, Red 밴드의 반사도가 약간 증가한다. 이 성질을 고려하여 적조지수를

Red/Blue 반사도의 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적조지수는 해양위성센터의 GDPS

(GOCI Data Processing Software)에서 사용하는 적조지수와는 별개의 것이다.) 적조지수의 계

산에 사용된 반사도는 Rayleigh 보정과 에어로졸 보정을 적용한 것이다.

3) 시간별 적조지수와 일별 적조지수

GOCI 자료는 매일 주간 8회 수신된다. 매시간 자료에서 구름지역은 적조지수를 계산할 수

없다. 매시간별 관측 시간에 따라서 구름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하루 중 8회의 자료를 결합하면

구름 오염지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시간별 자료의 평균에 의한 일합성 적조지수의 영상에

서는 구름 오염으로 자료가 없는 지역은 축소된다. 하지만, 합성영상은 순간 영상이 아니라 장

시간노출(B-shutter) 영상과 유사하다.



그림 1. 시간별 자료 합성에 의한 일평균 적조지수 생성 예 (2013년 8월 11일)

그림 1은 2013년 8월 11일, 8회의 시간별 적조지수 자료의 평균에 의해서 일합성 적조지수를

계산한 예이다. 매시간 적조지수 영상에는 구름에 가려 자료가 없는 곳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

지만, 일합성 적조지수에는 구름에 가린 지역이 없다.

4. 동해안 적조속보와 적조지수 영상 비교

1) 동해 적조속보와 GOCI 적조지수 영상 비교

그림 2는 동해에서 적조가 강해지던 2013년 8월 상순 적조속보와 GOCI 적조지수 분포 예이

다. 그림 2(a)에 보인 8월 6일은 부산-경주 지역의 적조경보가 발령되어 있다. 이 날, 영일만

북쪽 포항과 영덕 외해에는 GOCI 영상 적조지수는 강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연안에는 접근되

어 있지 않고, 외해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다. 영덕지역에는 적조경보가 아니라 적조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다. 그림 2(b)에 보인 8월 9일에는 ‘적조지수’ 고농도 지역이 영일만 북쪽 영덕지역

연안역까지 접근되어 있다. 이 날 영덕지역에는 적조경보가 발령되어 있다.

(a) 부산-경주 적조 경보 (Aug. 6) (b) 경주와 영덕지역 적조 경보 (Aug. 9)

그림 2. 2013년 8월 동해 적조증가시기 적조속보와 GOCI 적조지수 분포 예

그림 3은 동해에서 적조가 약해지던 2013년 8월 중순과 하순 적조속보와 GOCI 적조지수 분



포 예이다. 그림 3(a)에 보인 8월 17일 GOCI 적조지수 영상을 보면 적조지역은 연안으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적조속보에는 이날도 동해에서 영덕에 이르는 지역이 적조경보가 발령되어 있

다. 그림 3(b)에 보인 8월 26일 영상에서 GOCI 적조지수로는 동해 적조가 사라졌는데, 적조속

보 상에는 아직도 적조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남아 있다.

(a) 경주-영덕 연안 적조표시 (Aug. 17) (b) 동해안 적조경보 해제 임박 (Aug. 26)

그림 3. 2013년 8월 동해 적조감쇠시기 적조속보와 GOCI 적조지수 분포 예

2) 적조지수 분포의 일별 변동

그림 4(a)에는 2013년 8월 연속 5일간 (8월 5∼9일) GOCI 위성 적조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부산-장기갑-울릉도 서쪽을 연결하는 지역에 적조지수가 높은 벨트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벨트의 폭이 커졌고, 적조지수의 값이 증가하였다. 이 벨트

는 8월 5∼6일에는 영덕 외해쪽이 있었지만, 8월 7∼9일에는 영덕 연안에까지 확장되었다. 그

림 4(b)에 보인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속보에서 경주연안은 5일간 내내 적조분포가 표시되어 있

다. 영덕에서는 적조지수가 연안역까지 확장된 8월 7∼9일에 연안역에 적조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적조지수 연안 접근과 적조속보 연안역 적조지역 표시는 잘 일치한다. 적조속보로는 외해역

적조분포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적조지수는 외해역 적조분포를 보여준다,

(a) GOCI 위성 적조지수



(b)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속보

그림 4. 2013년 8월 연속 5일간 (8월 5∼9일) GOCI 위성 적조지수와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속보

5. 적조지수 분포의 시간적 변동

하루 종일 날씨가 맑아서 적조지수 시간적 변동을 볼 수 있었던 2013년 8월 13일과 14일 시

간별 적조지수 분포와 일합성 적조지수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오전 09:30분부터 12:30분까

지는 표면에 나타난 적조지수가 폭이 두꺼워지면서 강도가 강해진다. 12:30분 이후에는 적조지

수 지역은 거의 같지만 적조지수 농도가 약해진다.

그림 5. 적조지수 시간별 및 일합성 분포 (2013년 8월 13일)

6. 논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Red/Blue 반사비로 정의한 적조지수는 동해의 적조 가능 생물의 탐색에



유용하였다. Case 2 water 인 남해와 서해 지역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된 적조지

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려 중 인 적조지수로는 식생지수와 유사하게 정의한 Normalized

Difference Red Tide Index: NDRI = (Red-Blue)/(Red+Blue), Alawadi (2010)의 SABI

(Surface Algal Bloom Index): SABI=(NIR-Red)/(Blue+Green), Lou and Hu (2014)의 GOCI

적조지수: RI=[Rrs(555)-Rrs(443)]/[Rrs(490)-Rrs(443)]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적조지수(Red/Blue 반사도 비)는 해역과 계절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탁수지역인 목포-진도 해역은 이 적조지수 값이 높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클로로필 농도가 높은 계절에는 적조지수 값이 크게 나타난다. 적조 가능 지역은 ‘정

상적인’ 상태에 비하여 적조지수가 높은 값을 보일 경우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적조 가능 지

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위성 영상에 나타난 적조지수 값보다 관측된 적조지수 값이 평년치

(climatology)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anomalies)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 최근 3

년간 (2011.4-2014.3) 관측된 GOCI 자료에 의한 적조지수 climatology가 이 용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지역을 반복해서 관측하는 GOCI 자료는 이 용도에 적

합하다. Climatology 대신에 최근 1∼2개월간 이동 평균치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GOCI 영상에 나타난 적조지수가 대표적인 유해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 (Cochlodinium)

이외의 것일 수도 있으며, GOCI 자료에 의한 적조 가능 해역의 생물이 코클로디니움 인지에

대한 여부는 현장 관측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적조 생물 성장은 일조량, 수온, 영양염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조량이 고

농도 적조 생물 출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 주간 8회에 걸쳐 시간

별로 동일 지역을 반복 관측하는 GOCI 자료는 일조량의 모니터링에 아주 적합하다. 적조 대량

번식과 관련된 최근 수일간의 누적 일조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적조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활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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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저기압 발달에 따른 서해안 해수면 변동특성

이동환1, 장성태1, 허룡2, 고지민2, 김명원1

1㈜지오시스템리서치, 2국립해양조사원

이상 저기압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태풍기작과 유사하지만, 국지적으로 나타나 예측이 어려우

며 해수면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해수면 변동은 기압과 바람에 의해 좌우되며, 일반

적으로 저기압은 양(+)의 해일고를 보이고 강한 바람과 풍향에 의해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특히 연안에서는 에크만수송(Ekman transport)에 의해 용승과 침강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상 저기압이 발생된 2012년 4월과 2013년 11월의 기압, 바람, 조위자료를 이용

하여 해일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발생된 저기압은 이동경로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였지만, 2012년 발생한 저기압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수면을 하강시켰다. 해수면 하강

원인은 기압의 영향보다는 지속적으로 불었던 북서풍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바람과 기압

에 따른 해일고 발생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EOF(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분

석을 수행하였고, 그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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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해역별 경계 구분에 관한 연구

김형철, 한기원, 좌미라, 이윤정, 장원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양환경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해역 경계를 재설정 하는 데 있

다. 현행 해역 구분방식인 66개 단위해역은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을 위해 1997년 임의로 설정

된 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육상기인오염원의 관리,

해역별 목표수질 설정 등―과학적 평가 기반의 관리에 있어 부족한 면이 많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해양환경 특성을 반영한 해역 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단계를 밟아 진

행한다. 첫째, 선행 연구의 분류기준, 지표, 방법론 등을 검토한다. 둘째, 검토한 결과를 우리

나라 여건에 맞추어 적용가능성을 논의한다. 셋째, 해역 구분을 시도하고 정책적 일관성 유지

관점에서 기존 해역경계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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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model Ensemble을 적용한 

황동중국해 해양순환 모델

권경만, 최병주, 이상호, 정영주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황해의 실시간 해양순환 모델(ROMS) 체계에 앙상블 칼만 필터(EnKF)를 사용하

여 해양관측자료를 동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앙상블 멤버의 결과들이 서로 가까워

져서 앙상블 발산(ensemble divergence)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예측정확도를 높

이고자하는 연구이다. 해양수치모델은 NOAA AVHRR 표층수온 자료를 하루에 한

번씩 동화하였다. 앙상블의 수는 30개이며 각각 서로 다른 초기장을 사용하였고, 또

한 각 멤버들의 점성계수, 광투과 계수(water type), 바람 외력장을 다르게 사용하

여 서로 다른 모델 변수(different tendency parameters)를 갖는 multi-model

ensemble를 만들었다. 모델의 에러를 고려하는 앙상블에서 각 멤버 모델의 변수가

시간에 따라 고정된 경우(Fixed Parameter Ensemble; FPE), 각 멤버의 변수가 하

루에 한 번씩 무작위로 변화하는 경우(Random Parameter Ensemble; RPE), 모델의

변수가 모두 같은 경우(Control Ensemble; CE)로 나누어 자료동화를 수행하고 자료

동화를 하지 않은 경우(Non Assimilation; NA)와 함께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상청 부이 관측 수온과 국립수산과학원의 RMSE와 bias를 구하여 비교하였을

때 NA, CE, FPE, RPE 순으로 관측 자료와 유사하였으며 NA보다 RPE가 6–50%

개선되었다. 앙상블 확산(ensemble spread)을 구하여 비교하였을 때 RPE가 CE,

FPE보다 넓게 산포하는 것으로 앙상블 발산을 방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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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황해내부로 유입된 저염분수의 특성

오경희1, 이준호2, 방익찬2, 이석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제주대학교 해양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12년 8월초에 황해남동부 해역에 대한 해수물성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황해중앙부 해역 표층에서 주변보다 낮은 저염분수 분포가 관측되었

다. 염분의 수평분포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서해 연안에서는 해안선과 나란하게 등염분선이

분포하고 있으며, 연안보다 낮은 염분을 가진 수괴가 황해 중앙부 즉, 북위 35° 이북 해역에

서 남동-북서방향으로 긴 타원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포 형태는 이 저염분수

가 우리나라 연안이 아닌 외해로부터 유입되어 형성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름철 황해에서 관측되는 저염분수는 양자강희석수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통 제

주도 북서부해역과 황해 남부해역에서 관측된다. 양자강희석수는 양자강 유출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동중국해로 유입되며, 일반적으로 양자강 하구에서 제주도 방면인 북동쪽으로 확

장된다. 그러나 2012년 8월에 관측된 것처럼, 황해중앙부 북위 35° 이북 해역에서 저염분수

가 관측된 것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지난 20여년간 이 해역에서 29이하의 저염분수가 관측

된 적은 없었다. 이 저염분수는 양자강희석수의 유입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이 양자강 근해에 위치한 표층수가 황해중앙부 해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표층수

를 이동시키는 강한 외력이 존재해야 한다. 이 시기 동중국해에서는 2개의 태풍이 연속적으

로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중국해로 북상한 태풍은 우리나라 근해를 통과한 후 동해로

빠져나가지만, 이 시기에는 한 개의 태풍은 류큐열도부근에서 동중국해로 북상한 후 양자강

남쪽 해역을 통과했고, 또 다른 태풍은 큐슈이남 해역에서 동중국해로 북상한 후 양자강 북

쪽 해역을 통과했다. 이처럼 연속된 두 개의 태풍은 황동중국해 일대에 강한 동풍과 남동풍

의 바람장을 형성하였으며, 이 바람장은 양자강희석수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수치모델 실험결과, 동중국해로 유입된 양자강희석수가 태풍에 의해 형성된

바람장에 의해 북동쪽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황해 내부로 유입되었다.

특히 두 번째 태풍이 양자강 북쪽해역을 통과하면서 황해남부로 유입된 저염분수를 좀 더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저염분수의 유입으로 인해 이 시기 황해 전

반에 걸쳐 표층수의 저염분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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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입구의 열․염전선역에서 수온역전의 발생과 세부구조

이흥재1, 조철호1, 정경태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2해양환경방사능연구센터

2003년 2월 황해입구에서 조사한 CTD 자료와 buoy st에서 측정한 수온/염분 시계열 자료를 이

용하여 수온역전의 발생과 역전층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수온역전은 하층수온이 상층수온보다

높은 현상으로, 고온·고염의 제주난류수와 저온·저염의 한국연안수가 만나는 전선역에서 발생하

였다. 남-북 단면에서 수온구조는 한국연안수가 상층에, 제주난류수가 하층에 위치하는 쐐기형태

이다. 즉, 수온역전은 제주난류수가 연안수의 밑으로 들어가거나, 연안수가 제주난류수의 상층으

로 확장할 때 발생한 것이다. 수온역전은 120 day(d)까지 지속되었다. 역전 발생기간, 표층수는

78d (3월 20일)에 최저수온을, 100d (4월 10일)에 최저염분을 기록하여 연안수의 지속적인 남하

를 확인하였다. 연안수의 남하는 역전발생은 물론 서향하는 전선횡단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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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urface salinity variability in the East China Sea
observed by the Aquarius instrument

               
Seung-bum Kim1, 이재학2, 홍창수2, 방익찬3, Gary Lagerloef4

1Jet Propulsion Laboratory,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제주대학교, 4Earth and Space Research

This study reports the feasibility of the spaceborne Aquarius instrument to monitor the sea surface salinity 
(SSS) in the East China Sea (ECS). The two geophysical contaminants enter the sidelobes of the Aquarius 
antenna and bias the coastal SSS low: the emission from the land surface and the radiofrequency 
interference (RFI). Away from about one Aquarius pixel (150 km) from the coastline, the Aquarius SSS 
is fairly insensitive (less than about 0.2 psu) to the radiometric details of the method to correct for the 
land emission. The unfiltered RFI affects the ascending orbits much less than it does the descending 
tracks. The Aquarius SSS along the ascending tracks is low over the ECS by 0.40 to 0.93 psu with 
respect to the in situ data during two separate 7-day periods in 2011 and 2012 and is biased low by 1.06 
psu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regional circulation model over a 15-month period. The presence of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differences in the Aquarius SSS, and the spatially widespread bias suggest 
that the bias is attributed to the unfiltered RFI originating from strong point sources (rather than to the 
land contamination from weak distributed sources, or to other seasonally-varying geophysical contaminants). 
Despite the bias, the Aquarius data describe well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the ECS SSS. 
The temporal trend and magnitude of salinity changes agree remarkably between Aquarius and a regional 
numerical model, both during the freshwater discharge season from the Changjiang and the rest of the 
year. It is indicated that the river discharge rate correlates with the Aquarius SSS with the coefficient of 
0.71 on a seasonal scale with the discharge leading the SSS changes in the mid ECS by about 30 to 5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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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31일에 발생한 서해 이상 랑 사례에 한 

기압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pressure jump on the 

abnormal waves case occurred on 31 March 2007 at 

the West sea of South Korea

              

김 수1, 김유근1, 우승범2, 김명석2, 안혜연1

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1, 인하 학교 해양과학과2

  지난 2007년 3월 31일 서해안을 따라 발생한 이상 랑 발생 사례에 한 많은 연구들이 있

었다 (최병주 등, 2008; 오유리 등, 2008; 최병호 등, 2007). 이들 연구는 공통 으로 해양장 의 

발생시키는 원인을 기의 요란으로 가정하 으나 국 동부 연안  해양 측자료 부족으로 

인해 한반도 육지에서의 측자료만을 활용해 해양장  발생의 원인인 기압 의 발생과 이

동을 유추하 다. 하지만 기의 이동속도  방향을 단순히 선형 으로 가정하는 것은 많

은 연구에서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기와 해양간의 공명 상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

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3월 31일 새벽에 발생한 이상 랑의 원인인 기압 의 방향

과 이동속도 등을 알아보기 해 종 기상분석 결과(김 수 등, 2013)를 바탕으로 

WRF(Weather Research Forecast) 모델을 활용하여 재까지 측자료를 통해 가정하 던 서

해상을 통과한 기압 의 이동속도  방향을 Hindcasting 하여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자 하 다. 그 결과, 기압 는 산둥반도 남단 칭다오 연안해상에서부터 발달하여 남 

연안까지 서북서진 하 으며 약 36 m/s의 속도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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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온에 미치는 냉수대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박명희1, 이 수1, 안지숙1, 서 상1, 한인성1, 김해동2, 배헌균2

1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2
계명 학교 지구환경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설치된 자동기상 측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온자료를 

활용하여 부산지역의 연안을 따라서 매년 거의 6월～8월 에 발생하는 규모 냉수 가 부산

지역 기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냉수  발생 유·무에 따른 국지기상변화를 살펴

보았다. 먼  평균기온의 변화를 보면, 연안지역은 주간에 냉수 가 발생한 날이 냉수 가 발

생하지 않은 날보다 약 2.1℃, 야간에는 평균 약 1.3℃ 낮았다. 이러한 기온의 차는 연안에서 

발생한 냉수 에 의해 차가워진 공기가 지속 으로 연안지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단된

다. 내륙지역은 주간에는 냉수 가 발생한 날이 냉수 가 발생하지 않는 날보다 평균 약 0.5℃ 

정도 낮게 나타났다. 야간에는 냉수  발생 유·무에 상 없이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둘째, 냉수  발생 유·무에 따른 도시의 열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온의 공간분포를 살

펴보았다. 냉수 가 발생한 날은 연안지역과 도심지역의 기온차가 약 1℃이상 차가 있었으며, 

냉수 가 발생하지 않은 날은 연안지역과 도심지역의 기온차가 약 0.5℃로 냉수 가 발생한 날

보다 낮은 기온차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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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측부이를 활용한 2013년 동해연안 냉수  발생 경향

한인성, 서 상, 이 수, 윤석 , 황재동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매년 춘계와 하계에 걸쳐 동해연안에서는 연안용승에 기인한 냉수 가 발생한다. 동해연안 냉

수   용승 상에 해서는 물리 인 상과 생물학  향에 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있

어왔다 (Kim and Kim, 1983; Seung, 1984; Lee and Na, 1985; Suh et al., 2001; Lee et al., 

2004). 이들 연구결과는 주로 선박을 통한 장조사, 인공 성 정보, 수치모델 등을 활용한 연

구로서 시공간 으로 냉수 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는데 제한 인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운 하고 있는 총 11개의 실시간 해양 측부이 (국

립수산과학원 : 양양, 강릉, 삼척, 덕, 기장; 한국수력원자력 : 양포, 월성, 정자, 진하, 고리, 

기장)에서 얻어진 수온자료로부터 동해 연안을 따라 냉수 의 발생이 시공간 으로 변동하고 

있는 결과를 살펴보았다. 한 2013년 5월에서 8월까지 5차례의 선박을 이용한 동해남부 해역 

집  모니터링 결과, 기상청 바람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자료도 살펴보았다. 2013년 동해 

냉수 는 5∼7월에 동해 부연안인 삼척과 덕을 심으로 발생하 으나, 7∼8월에는 주로 동

해남부연안인 덕 이남 해역에서 발생하여, 춘계에는 동해 부연안, 하계에는 동해남부연안을 

심으로 냉수 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해양 측부이가 집 으로 몰려있는 양포∼기

장간의 수온 변동 경향을 살펴보면, 7월에는 양포∼정자 부근 해역을 심으로, 8월에는 울산

∼부산 부근 해역을 심으로 냉수 가 발생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냉수

의 심이 변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수온변동의 상승과 하강경향은 15일 내외의 

주기성도 나타나고 있으며, 조석에 따른 수온 변동 향이 1∼2℃ 정도 있는 것으로 보 다. 따

라서 춘계와 하계에 동해남부연안의 수온 변화는 연안용승  조석주기에 의한 향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동해남부연안의 장조사에서 얻어진 클로로필-a와 식물 랑크

톤 생체량 자료 분석 결과, 5월과 7∼8월경에 두차례 극값이 나타나 춘계 Bloom과 연안용승에 

의한 향에 의해 생물학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다. 한 양염 역시 냉수 가 

발생한 시기에 연안에서 외해에 비하여 매우 높은 농도를 보여 층 수괴의 용승 상에 의한 

향으로 추정되었다.

참고문헌)

Kim, C. H. and K. Kim (1983) :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the cold water mass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 J. Oceanogr. Soc. Korea, 18(1), 73-83.

Seung Y. H. (1984) : A numerical experiment of the effect of coastline geometry on the 

upwelling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 J. Oceanogr. Soc. Korea, 19(1), 24-30.

Lee J. C. and J. Y. Na (1985) : Structure of upselling off the south east coast of Korea. J. 

Oceanogr. Soc. Korea, 20(3), 6-19.

Suh Y. S., L.-H. Jang and J. D. Hwang (2001) :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f the 

cold waters occurring in the 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 summer Season. 

J. Korean Fish. Soc., 34(5), 435-444.

Lee C. R., C. Park and C. H. Moon (2004) : Appearance of cold water and distribution of 

zooplankton off Ulsan-Gampo area, easter coastal area of Korea. The Sea, 9(2), 52-63.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발 소 냉각수(온배수)의 표층배수  수 배수의 비교 연구

- 동해안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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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호
2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원자력·화력발 시설의 경우 발 과정 상 안정 인 량의 냉각수 확보가 필수 이며, 국내 지리  

여건으로 인해 부분 해안가에 입지하고 있음. 향후 계획된 발 시설 증 에 따라 배출량 시설 내

에서 냉각활동을 마친 냉각수의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향과 범 에 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본 연

구는 동해안을 상으로 표층방류와 수 방류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배출방식을 상으로 배출방

식의 차이가 해양환경에 어떠한 향을 어느 정도  수 있는지를 상  에서 악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수행하 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첫째, 표층배수와 수 배수 방식의 냉각수 배출 42개 정 ((각 21개)을 상으로 한 서환경조사에

서 퇴 물의 성상 변화와 서동물 군집의 천이과정을 거치고 나면 체 으로는 표층방류 해역에 

비해 보다 안정된 군집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단됨. 둘째, 일본 오키나와 상 해수 유향분석에서 

수 배수의 경우 다량의 해수를 연안 내측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아가 해양수질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됨. 셋째, 신고리·신울진원 의 환경 향평가서 상의 온배수 확산범

  향 측 분석에서 수 배수 방식이 표층배수 방식 비 최 확산면 (㎢)에서 약 20%의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합 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동해안에서 건설되는 발 소의 경우 표층배수보다는 수 배수가 냉각

수 배출에 따른 환경 향을 감시키는데 효율 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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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S 해양모델 결과의 문가서비스를 한

Live Access Server 구축

              

김성 , 박 민, 백상호, 박 순, 이승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우리나라 운용해양시스템(KOOS)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 해역에 

한 해양순환모델을 이용하여 측정보를 매일 생산하고 있다. KOOS 해양모델의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문가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1단계 추진 이라는 과 용량 

자료의 유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가서비스는 내부용으로만 운 되었다. 2단계 연구의 시작과 함

께, 모델자료의 문가 제공을 하여 LAS 8.0을 이용한 KOOS Live Access Server(LAS)를 새롭

게 구축하 으며, 정보사용을 신청한 문가를 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 다. KOOS LAS에서는 

section plots, line plots, hufmuller plots 등의 다양한 가시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OPeNDAP 

서비스를 통해 원격 속  서 셋 추출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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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Live Access Server를 이용한

용량 해양자료서비스 

              

김성 , 박 민, 김 호, 강 우, 정미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용량 해양자료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한 문가용 정보서비스로 

KIOST LAS(Live Access Server)를 구축, 운 하고 있다(http://las.kiost.ac). KIOST 보유 해양자료

에서 해양모델 등을 통해 생산한 용량 자료는 3차원 공간과 시간를 포함한 4차원 자료로 

netCDF 형식으로 생산, 리되고 있으나, 방 한 용량으로 원하는 자료의 가시화와 추출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PMEL에서 개발한 오 소스 로그램인 LAS를 활용한 KIOST LAS에서는 netCDF 

용량 자료의 실시간 가시화, 원격 속, 서 셋 자료추출이 가능하다. 재, 지구 재분석 해양자료, 

동아시아 생태모델 자료, KIOST TS Data Set, NCDC SST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정

보제공 범 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지진해일 모의결과 가시화 MATLAB GUI 개발

Design Tool Developments of the COMCOT OUTPUT 

DATA using Matlab GUI

박범진, 임채욱, 우승범, 박순천

인하 학교 연안공학연구실, 국립기상연구소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지진은 지진해일에 한 국민들의 걱정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특히, 국내에서는 각각 1983년, 1993년 일본 서해안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 직 인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지진에 한 방재 책  보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수치 모형을 통

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 수치 모형인 COMCOT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값

을 이용해, 로그램에 가로  세로 격자수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수치 그림, 시계열 그

래  등을 도출하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로그램은 MathWork 사의 MATLAB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GUI GUIDE tool을 이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스크립트 일 사용시 사용

자의 부주의로 인한 로그램의 변경을 차단하 다. GUI GUIDE 도구는 MATLAB R2009b의 환

경에서 사용하 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수치모델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좀 더 효율 으

로 표출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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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북극해(Pan-Arctic) 복합 해양 순환 시뮬 이션

이은선, 권미옥, 이호진
*

한국해양 학교 해양생명환경학과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해양-해빙 합 모델을 이용하여 1979년부터 2012년까지 34년 동안 환 

북극해 복합 해양 순환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해양모델은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3.4 version을 이용하 고 해빙 모델은 Hunke and Dukowicz [1997]의 해빙 

동역학(EVP-유동학)  Mellor and Kantha [1989] 와 Hakkinen and Mellor [1992]의 해빙 열

역학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모델 역은 북  55° 이북 지역으로 베링해와 북극해 그리고 북 서양의 일부를 포함한다. 

수평격자는 곡선 좌표계를 이용하여 구성하 고 약 27-43 km 범 의 해상도를 가지며 북극

으로 갈수록 해상도는 조 해진다. 연직방향으로는 S-좌표계를 사용하 으며 총 70개의 격자

로 구성하 다. 수온, 염분의 기 조건은 PHC (Polar science center Hydrographic 

Climatology) 자료를 이용하 고 기강제력은 0.75° 간격의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RA interim의 12 시간 간격 자료를 사용하 다. 개방 경

계역의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높이 자료는 SODA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version 2.2.4를 사용하 고 1990년부터 2009년 자료를 월 평균하여 입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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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한반도 동쪽연안의 염분분포

정희동, 김상우, 최용규, 임진욱, 조 일, 박종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해양에서 염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증발과 강우 그리고 결빙과 해빙에 의하여 

일어나지만 한반도 남부 연안해역과 동해의 염분 변화는 주로 국지적 강우량 및 양

자강 담수 유출의 계절적인 변화가 그 원인이며 대마난류의 하류방향으로 갈수록 

염분 연변화의 진폭이 작아지고 위상이 지연된다. 즉, 양자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하

구를 통하여 유출된 담수가 동중국해로 흘러들어 북상하는 대마난류와 섞여 동해로 

유입되면서 고온, 저염의 난류표층수가 여름에서 가을까지 상층 해황에 영향을 미

친다. 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북한한류수역에 기원을 

둔 표층 저염분수가 강릉 동쪽 약 110km 지점까지, 남쪽으로는 경북 울진군 죽변 

연안까지 수심 약 5~10m 이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한반도 동쪽해역의 조사가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졌던 1930년대 자료(조

선총독부 조선근해해양도)를 이용하여 표층염분의 연변동을 조사하고 과거에도 북

한해역에서 형성된 표층 저염분수가 한반도 중남부 연안해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리만한류의 하류와 인접하고 북한한류가 시작되는 함경북도 청진근해 표층염분의 

연변화를 보면, 연간 31.82~34.27의 범위로서 1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 34.00 미

만의 염분이 나타나며 9월에 31.82~33.23의 범위로 염분이 가장 낮은 기간으로 

나타난다. 강원도 주문진 연안에서는 표층염분의 연간 범위가 31.76~34.52로 5월

까지 34.14이상이었고, 8~11월에는 33.00미만의 염분이 분포하면서 9월에 

31.76~32.95의 범위로 가장 낮았다. 경상북도 포항 연안은 32.09~34.76 범위로 

6월까지 34.11이상이었고 10월에 32.09~32.54로 가장 낮았다. 한편, 대한해협에

서는 22.23~34.85의 범위로 낙동강 범람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9

월에 31.82~32.01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 주목해 보면 1930년대의 북한 

함경도 연안의 염분은 1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 34.00 미만의 염분분포가 나

타나며 강원도 주문진의 연간 염분변화 패턴은 경북 포항연안보다 함경도 연안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1930년대에도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한반도 중

부 연안해역에는 북한한류수 기원의 표층 저염분수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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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구 해양순환 측시스템: 모델  자료동화 

결과 검증

장필훈, 김소연, 변재영, 강현석, 황의홍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최근 해양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양 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 기상 측에 

한 해양정보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선진국을 심으로 지구 규모의 해양순환 측시스템이 

개발·운 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청에서 운  인 계 측시스템(GloSea-5)의 해

양 기장 생산  지구 단기 해양순환 측을 목 으로 2012년부터 지구 해양순환 측시

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해, 국립기상연구소는 국기상청의 지구 해양순환 측시스템

(FOAM)의 해양-해빙(NEMO-CICE) 결합모델  해양자료동화(NEMOVAR) 모델을 도입하

다. 본 시스템의 해양-해빙 결합모델은 ORCA025L75의 격자 체계를 따르며, 수평으로 0.25도 

연직으로 75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자료동화는 3차원 변분법을 기반으로 한 NEMOVAR 

(Weaver et al., 2005; Q. J. R. Meteorol. Soc.)를 이용하여 해수면 온도  고도, 해양 로

일, 해빙농도를 용한다. 언 한 국기상청 업버  모델을 기상청 슈퍼컴3호기에 설치하여, 

hindcast simulation의 결과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설치  검증을 완료하 고, 한 업 운용

을 한 처리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 다. 처리 과정에는 측  경계자료의 비과정이 

포함되는데, 실시간 해양 측자료의 수집  품질 리(NEMOQC; Ingleby and Huddleston, 

2007; J. Mar. Sys.)와 기상청 지구 보모델 결과로부터 모델 경계치를 추출하여 내삽· 용

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 시스템은 2016년 업화를 통해 1일 1회 144시간 측 수행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된 해양 기장은 기상청 계 측시스템으로 제공될 정이다. 

한,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시험운  인 북서태평양 역의 고해상도 지역 해양순환모델의 측

면경계장도 추가로 생산· 용할 계획이다. 발표에서는 언 한 지구 해양순환 측시스템의 개

발 황  hindcast simulation 수행을 통해 얻은 분석장의 성능  자료동화 효과를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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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연안역에서 HF radar로 측된 계 별 조하주기 

표층해류의 연간변화 분석
 

김문진, 김창수, 이상호, 최병주

군산 학교 해양학과

  군산 학교에서는 새만  방조제 건설로 인한 군산 연안역의 해수유동 변화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기 해 HF radar(25MHz)를 설치하고 2004년부터 재까지 군산 비응도와 말도, 

서천 화력발 소에서 운용 이다. 

 군산 연안역은 몬순의 향으로 동계에는 담수유입이 히 감소하고 강한 북서풍이 탁월

하며, 하계에는 집 강우가 빈번하고 남풍이 우세하다. 특히 조석주기보다 긴 주기의 표층해

류(조하주기(sub-tidal)해류)의 변동성은 바람과 담수방류에 의해 좌우되어 연안역 순환 연구

에 있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하주기 해류가 바람과 담수 방류량의 변화에 하여 시·공간 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 동계부터 2013년 하계까지 약 8년간 

된 표층유동자료이며 측 자료를 동계(12월∼2월)와 하계(7월∼9월)로 구분하여 계 별 평

균해류분포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포특성의 연간변화를 분석하 다. 분석한 자료와 비교

하기 해 말도에서 측정된 바람과 강담수 일 방류량 자료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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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순환-생지화학 결합 생태계 모형을 이용한 

황동중국해의 생태계 계절변동특성

김한나, 강현우, 소재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물리(POLCOMS)와 해양생지화학(ERSEM) 결합모형을 황동중국해, 동해, 오호츠크해 등 

북서태평양 전영역을 포함하는 경도 117.5 ~ 164.7 E, 22.4 ~ 62.7 N에 적용하였으며, 

1992년 ~ 2001년간 10년간 수치적분 하였다. 수평간격은 0.1도이며, 연직으로는 40개 층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영양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황동중국해를 중심으로  10년 적분결과로부터 월평균장을 도출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

반적으로 70m 이내의 수심을 갖는 황해중부해역에서는 겨울철 강한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인

해 전수층이 섞이는데 이로 인해 저층의 높은 농도 영양염이 표층까지 올라오게 되어 겨울철 

높은 농도를 보인다. 클로로필 농도 및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은 봄과 가을의 2번의 번성이 나

타나며, 여름철 중층 20m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이에 반해, 동중국해내 양자강수의 영향을 받

는 해역에서는 여름철 표층에서 영양염이 최대 농도를 보이며, 클로로필 농도 및 식물플랑크톤 

생물량도  여름철 표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양자강 하구역에서 규조류 및 편모류는 뚜렷

한 계절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황해중부와 동중국해의 하위생태계는 다른 특성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중국해가 높은 영양염 농도 및 높은 N/P 비율을 가지는 양자

강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여름철에 큰 차이를 보인다. 양자강수의 영향은 동

중국해 북부 및 황해 서부에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며, 조석 등 다른 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배

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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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변화 특성

Characteristics of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South Sea

and the waters around Ieodo

              

김국진1, 조창선2, 한정식2, 김 택2, 김민하1

1㈜ 략해양, 2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 측망 사업의 일환으로 형 해양 측부이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후 

이어도 종합기지)로부터 획득한 표층  층수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각 측 에서의 월평균 수온을 분석한 결과 반 으로 계 변화 양상이 잘 나타났으며, 2013년 

여름철(7월～8월)에 이어도 종합기지와 형-S01부이에서의 월평균 수온이 년평균 월평균 수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 이어도 종합기지와 형-S01부이가 거의 같은 도(∼

32°N) 상에 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종합기지에서는 계 에 따른 표층수온의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어도 종합기지의 경우 설치수심이 약 41 m로 겨울철 강한 바람, 활발한 해양

- 기 열교환  조석에 의한 혼합으로 주변해역이 표층부터 층까지 거의 균질한 상태가 되기 때문

으로 단된다. 

 이어도 종합기지에서 층수온의 연  최 치는 3월에, 연  최고치는 10월에 나타났으나, 비슷한 

도 상에 치한 형-S01부이에서는 층수온의 연  최 치가 7월에, 연  최고치가 1월에 나타나 

층에서 겨울보다 여름에 더 낮은 수온이 측되었다. 이러한 상의 원인은 황해 층냉수(Yellow 

Sea Bottom Cold Water)의 형성  확장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한해 에 치한 

형-S02부이의 경우 층수온의 연  최 치는 9월에, 연  최고치는 6월에 나타나 형-S01부이의 

경우와 유사하게 층에서 겨울보다 여름에 더 낮은 수온이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 한해 층

냉수(Korea Strait Bottom Cold Water)의 침투와 연 이 있다.

 이상과 같이 측  주변에서 나타나는 층냉수의 향은 측 당시의 해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향후 장기 측 자료를 사용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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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3년 남해 수온분석에 의한 마난류 변동 추론

              
김 택

1
, 김국진

2
, 이동환

3
, 김 윤

3
, 김호균

1
, 고지민

1
, 박명원

1
�

1
국립해양조사원, 

2
(주) 략해양, 

3
(주)지오시스템리서치

   국립해양조사원은 해류특성  물성을 악하기 하여 한국연안해류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해해역의 5개 정선라인을 2000년 3월～2013년 3월까지 년 4～6회 측한 수온 

염분 자료를 분석하 다. 측정 은 부산해역 5개(TSA1～TSA5), 여수해역 6개(TSB1～TSB6), 

제주북부 해역 6개(TSC1～TSC6), 모슬포 해역 6개(TSD1～TSD6), 성산포 해역 5개(TSE1～

TSE5) 으나 2011년 3월부터 여수해역은 5개, 모슬포 해역은 9개, 성산포 해역은 4개 정 으로 

소폭 조정하 다. 

   5개 정선라인의 표층(1m)과 층(50m) 수심의 수온 변화를 보기 해 개별 측라인의 정

별 수온을 라인을 따라 평균하여 측월의 표 수온으로 보고 직선휘귀식을 용하여 수온의 증

감률을 구한결과, 표층수온은 지난 14년 동안 약 0.99(성산포)～2.37℃(여수) 빠르게 상승하 다. 

층에서도 표층에 비해 작지만 수온 상승 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슬포를 제외한 해역에서 

0.38℃(제주북부)～1.42℃(여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수해역의 표층( 층) 수온상승

폭이 2.37℃(1.42℃)로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2000～2010년(11년)동안 표층( 층) 수온 상승률 

1.46℃(0.37℃)을 크게 상회하는 값으로 고온수의 유입증가율이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

로 보인다.  

   제주북북  여수해역에서 수온과 염분의 수직단면도를 보면 2000년 8월에 비해 2008년 8월의 

수온은 증가한 반면 염분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8월의 경우 제주북부해역보다 여수

해역에서의 수온변화가 뚜렷하 는데, 특히 24℃ 이상의 고온수가 2000년 8월에 비해 훨씬 두껍

게 나나타고 있어 여수해역 50m 수심의 가 른 수온상승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 2008년 고온수

의 유입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Wu, et al.(2012)에 따르면, 세계 5  서안 난류는 1900~2008년 동안 1.29℃(Kuroshio current), 

Gulf Stream(1.02℃), 1.30℃(East Australian current), 1.28℃(Brazil current), 1.40℃(Aguhlas 

current) 상승하여 세계 평균값(0.62℃)보다 약 2배가 크다. 따라서 1.29℃가 상승한 쿠로시오의 

지류로 알려진 마난류 자체도 수온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해 수온의 가 른 상승

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남해의 평균해수면(MSL) 상승률(3.22 mm/year)이 동해(2.60 mm/year)와 황해(1.67 

mm/year)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국립해양조사원, 2013).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열팽창에 따

른 MSL(평균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으나 남해 MSL의 높은 상승률은 열팽창 이외의 요인, 즉 앞

서 기술한 고온수의 유입량 증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남해해역에서 수온과 평균해수면의 동반

상승은 고온·고염의 마난류 자체의 수온 상승과 함께 마난류 수송량 증가도 향을  것으

로 추론(김 택, 2010)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한국 주변의 수온과 해수면자료

이고 자료의 길이 짧고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의 재분석과 함께 한해

의 장기 ADCP 자료에 의한 정량  수송량 산정이 필요하다.

 1. 국립해양조사원, 2013, 해수면 변동 정 분석  측 연구(5차) 결과보고서

 2. Wu, et al., 2012. Enhanced warming over the global subtropical western boundary currents,  Nature Climate 

Change, vol. 2, March 2012.

 3. 김 택, 유학렬, 김호균, 박명원, 이호정, 이종진, 백혜연, 2010, 남해 연안 수온  평균해수면 상승, 2010년 춘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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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생태계 합모델 개발  한해  정 에 한 1차

원 생태계 실험

소재귀1, 김한나1, 강 우1, 정경태1, 강석구1, 김소연2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국립기상연구소 

한반도 주변해역 생태계 연구를 하여 물리-생태계 합모델을 개발하 으며 이를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한해  정 (M1) 측 자료와 비교하 다. 물리모델의 경우, 수평면에서는 

유한차분 격자(Arakawa C-grid)를 사용하며, 연직으로는 힌반도 주변해역과 같이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과 수심이 깊고 경사가 격한 지형을 동시에 실 으로 표 하기 하여 

σ-z 혼합격자를 사용한다. 

생태계모델은 발트해(Baltic Sea)  북해(North Sea) 해양생태계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ERGOM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9개의 기능군(functional group)으로 구성된다. 즉, 질

산염(nitrate), 암모니아(ammonia), 인산염(phosphate) 등 3개의 양염, 규조류(diatoms), 편모

조류(flagellates), 남조류(blue-green algae) 등 3개 식물 랑크톤 그룹(phytoplankton group), 

하나의 동물 랑크톤 그룹(a bulk zooplankton group), 그리고 쇄설물(detritus),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해 면의 쇄설퇴 물(detrital sediment)도 2차원 

변수로 포함된다. 

식물 랑크톤에서 규조류는 크기가 크고 수온에 무 하게 양염이 풍부한 환경에서 빠르

게 성장하며 침강속도가 큰 특성을 반 한다. 편모조류는 크기가 작고 성부력을 가지며, 

양염이 빈약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반 한다. 남조류는 크기가 가장 작고 양성부력을 

가져서 항상 수면에 머무르며, 질소고정 기능이 있어서 질소 공 원의 역할을 하는 조류를 

표한다. 편모조류와 남조류의 성장률은 수온의 함수이다.

개발된 모델의 성능을 시험하기 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해  M1 정 (수심 

100m)에 용하 으며, 모델 결과를 측된 시계열 자료와 비교하 다. 모델 결과는 측 자료

와 어느 정도 유사한 형 인 계 변동 특성을 보여주었다. 식물 랑크톤 계 변동에서 규조

류는 짧고 강한  번식을 보 으나 가을 번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편모조류의 경우, 짧

고 강한  번식에 이어서 약하고 긴 가을/겨울 번식을 보 다. 남조류의 경우, 기에 표층에

서 약한 여름 번식을 보 으나 이내 사라져서 이후에는 번식을 보이지 않았다. 모델의 최  클

로로필 수심은 측치에 비해 얕았으나 여름 내내 지속되었다. 모델 결과에서는 측치에 비해

서 혼합층 수심이 얕게 나타났는데 이는 바람과 랑에 의한 표층 연직혼합 효과가 배제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1차원 실험에서 개발된 물리-생태계 합모델은 반 으로 양호하

게 상을 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황동 국해 등 3차원 역에 한 실험에서 그 

성능을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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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 of volume transport through the 

straits of East-Asian marginal seas estimated from 

multiple ocean models

Sooyeon Han, Naoki Hirose

Interdisciplinar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Sciences, 

Kyushu University, Japan

 Recently, ocean data assimilation results in East-Asian marginal seas are provided by 

several organiz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seasonal variation of volume transport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thod in order to estimate more accurate transport at the 

straits of Korea/Tsushima, Tsugaru, Soya and Taiwan by using four different data 

assimilation model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served data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different model results at each strait is represented by the statistical formula 

apply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Korea/Tsushima Strait 

show that similar strong weights to DREAMS and JCOPE2 models. The weak weight to 

MOVE may be attributed to the similarity with JCOPE2 (r=0.99).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multi-model ensemble should be carefully performed under the multicolinearity problem. 

To find the best combination for all of the straits, the variety of estimation results are 

examined with satellite altimeter data obtained in 5years from AV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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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츠크해 북동 사할린 륙사면에서 수  음향 조사를 

통한 수층의 온도 조 규명

김 균, 홍종국, 진 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오호츠크해 북동 사할린 륙사면에서 획득된 수  음향 조사 결과가 해당 수역의 상세한 수

층 구조를 해석하는 데 유용함을 밝히고자 한다. 국제 공동연구인 Hydro-Carbon Hydrate 

Accumulations in the Okhotsk Sea (CHAOS) 로젝트를 수행하며, 이 지역에서 12, 20, 그리

고 135 kHz를 사용하는 다주 수 음향측심기를 이용해 수  음향 조사를 하 다. 음향 임피던

스에 향을 주는 온도, 염분도 등 해수의 물성을 CTD를 이용해 획득하 고, 이 물성들을 수

증 음향 조사 결과와 비교하 다. 그 결과, 음향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강한 반사면은 염분

도보다는 온도 변화에 의한 수층내 음향 임피던스 조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도 변화는 

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계 인 냉수 유입에 의해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수  음향 조사 분

석은 넓은 지역에 걸친 수층내의 온도 조를 규명하기 한 효과 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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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아래 연직혼합 세기에 따른 구해양순환의 반응

              

김상엽1, 이호진1, 박재훈2, 김 호2

1한국해양 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연구에서는 해빙 아래에서 연직혼합의 세기를 여주고 그것이 구 해양순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OGCM은 수평해상도 1°도 간격의  지구 해빙-해양 합 

모형 MOM4p1 (Modular Ocean Model - version 4.1)이며 수직격자는 50개 층으로 설정하

다. 해빙모델 (Sea Ice Simulator)은 Hunke and Dukowicz (1997)와 Hunke (2001)의 해빙 동

역학  Winton (2000)의 해빙 열역학을 이용해 계산하 다. 수평 확산 기법으로 

Gent-McWilliams 등 도면 혼합방법을 사용하 고, 수직 혼합 기법으로는 K-Profile (Large 

et al., 1994)방법을 사용하 다. 기강제력은 Corrected CORE version 2 - Normal Year 

Forcing을 사용하 다. 수온과 염분의 flux는 Large and Yeager (2004)의 Bulk 방정식에 근거

하여 계산하 고 해표면 염분은 60일 간격의 보정조건을 용하 다. 모델 분은 200년간 수

행하 고 마지막 10년 평균자료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 다. 실험결과 해빙아래에서 연직혼합의 

세기를 측치에 가깝게 1/10로 인 경우 북극해 내부 서양 수의 순환과 염분약층의 분포

가 보다 실에 가깝게 재 되었고 Denmark Strait Overflow (DSO)를 따라 보다 높은 도와 

염분의 물이 북 서양 심층수 생성지역으로 달되어 열염순환의 세기가 약 15% 강화되는 결

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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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vorable condition for the El Nino onset

 in the CMIP5 multi-model datasets

              

김혜라¹, 상욱¹, 김지원², 안순일²

¹한양 학교 해양융합과학과, ²연세 학교 기과학과

El Nino is known as one of the most dominant atmosphere-ocean coupled modes in 

the Earth's climate system. There exist many studie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tmospheric and/or oceanic forcings that affect the onset of El Nino. Among them,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l Nino can be forced by the atmospheric forcing from the extratropics. 

In particular, a dipole-like structure of atmospheric sea level pressure variability in the 

North Pacific, which is called as the North Pacific Oscillation (NPO), is known to be a 

trigger of El Nino onset by perturbing the anomalous zonal wind stress in the subtropical 

Ocean. In this study, we examine a favorable condition to trigger the El Nino onset in the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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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Atmosphere-Ocean Coupling on Extreme 

Weather Events; A Case of Local Heavy Snowfall 

Event in the eastern Korea

Taekyun Kim and Kyung Jin 

Korea Institute of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s, Seoul, Korea

  A coupled regional atmosphere-ocean modeling system is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ir-sea interaction during extreme weather events. In order to 

simulate extreme events, we use the Coupled Ocean Atmosphere Wave Sediment 

Transport (COAWST) modeling system. In this study, coupled modeling system 

consists of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and the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 and ROMS is coupled to WRF through the Model 

Coupling Toolkit (MCT).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atmosphere and 

ocean during extreme events, two experiments are performed; standalone WRF 

and coupled WRF-ROMS model. In the coupled model, sea surface temperature 

(SST) from ROMS and meteorological parameters from WRF are exchanged to 

calculate the air-sea momentum and heat fluxes, while the initial SST provided 

from HYCOM+NCODA Global 1/12°Analysis is used in the uncoupled model.

  Through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upper ocean conditions, including 

diurnal SST varia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xtreme weather events. 

The coupled simulation clearly shows that the higher SST tended to enhance the 

magnitude of snowfall. SST condition acted as the source of energy for the 

formation of heavy snowfall modulates intensity of the moisture and turbulent heat 

fluxes, then regulates the convec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air-sea 

interaction is an important physical mechanism in the intensity of extreme weather 

events and the atmosphere model should include an interactive ocean for accurate 

weather prediction, particularly local extreme weather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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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variability of acoustic backscatter strength in the Amundsen Sea 

continental shelf, Antarc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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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temporal resolution time series of mean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MVBS) 

was observed in the Dotson Trough of the Amundsen Sea using a bottom-moored, upward-

looking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MVBS was 

clearly governed by the seasonal phase of surface solar radiation (SSR) and sea ice condition 

(SIC). During high SSR and low SIC period (before mid-April and after mid-November), the 

maximum depth of MVBS considered as a main habitation of zooplankton was primarily 

distributed around upper layer (~300 m) of water column, whereas during low SSR and high 

SIC period (mid-April to mid-November) it was found near bottom in the lowermost layers 

(>400 m). The temporal variation of main depths of MVB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SSR and SIC. Mean daily cycles of MVBS also showed a distinctive diel vertical 

migration (DVM) depending on the SIC. During the austral summer with low SIC, DVM 

initiated to descent at sunrise, reached a maximum depth around the highest SSR, and then 

ascended at sunset.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austral winter with high SIC, DVM was not 

associated with sun’s periodicity because high acoustic backscatter strength continuously 

remained near the bottom. The long-term mooring results suggest that light is the proximate 

cue for controlling the diel cycle of DVM, and both light and SIC control the seasonal 

variation of DVM because high SIC can cause to block out the detectable light intensity for 

DVM below intermediate depth. These result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seasonality of DVM near bottom under ice-covered region at the high-latitude Souther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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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GEM2-AO를 이용한 북서태평양해역의 

SST 변동 모의 실험 분석

김해진¹, 신홍렬², 김철호¹

¹한국해양과학기술원

²공주 학교 기과학과

국립기상연구소에서 해양 기결합모델인 HadGEM2-AO를 이용하여 산출한 과거실험 결과  

표층수온의 모의결과를 살펴보았다. 1950∼2000년 기간 동안 한반도 해역을 포함하는 북서태평

양 해역(110∼160 °E, 10∼60 °N)에서 모델은 측자료의 장기 인 변동추세를 잘 모의하 으

며,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층수온 모의특성을 악하기 해, 표층수온과 

한 련이 있는 표면열속에 하여 조사하 다. 모델은 재분석자료(OA Flux, CFSR)에서 

나타나는 북서태평양 해역의 열속의 시공간  분포특성을 양호하게 모의하 다. 모델의 표층수

온과 모델 순열속의 지연상 분석에서는 27.5 °N을 경계로 이북 해역에서는 표층수온이 순열속

을 3∼4달 선행하며 높은 음의 상 계를 나타냈고, 이남 해역에서는 순열속이 표층수온을 약 

2달 선행하며 높은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향후 본 모델에서 모의한 표층수온의 변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표면열속 이외에 

이류와 확산 등에 의한 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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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해역의 해양 순환 구조 연구를 한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모델 구축

김종규, 최병주, 이상호, 정희석, 조성훈

군산 학교 해양공학과

 북서태평양과 한국 주변해역의 해양 순환 구조를 연구하기 하여 수평 으로 

115°E ~ 165°E, 15°N ~ 60°N 역의 1/10°의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모델을 구축하

으며 사용한 모델은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이다. 기조건은 

World Ocean Atlas 2001년 자료에서 수온과 염분, HYCOM자료에서 유속성분과 해

수면 높이자료를 공 받았으며, 경계조건은 HYCOM으로부터 기조건과 동일한 

성분을 공 받았다. 조석자료는 TPXO6 10개 분조(M2, S2, N2, K2, K1, O1, P1, Q1, 

Mf, Mm)를 사용하 다. 해  지형 자료는 korbathy30s와 ETOPO5를 합성하여 사

용하 다. 한국과 국, 일본, 러시아의 강에서 유출되는 담수에 의한 국지 인 해

양순환 변동을 고려하기 하여 LivDis climatology 자료를 사용하여 담수 유입을 

있게 하 다. 

 모델의 표층 수온 결과는 인공 성 수온 자료와 비교하여 비교  잘 재 되었으

며, 쿠로시오와 마난류, 동한난류, 리만해류, 오야시오 해류  동해의 극 선

(polar front)과 쿠로시오 Extension에서의 변동도 잘 묘사되었다. 모델 결과로부터 

계산한 한해 의 1년 평균 수송량은 2.34 Sv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DCP

로 측된 월평균 수송량 결과의 1년 평균된 한해  수송량 2.55 Sv과 비교하여 

0.21 Sv 낮은 결과를 보 다. 북서태평양의 해양변화가 지역해(marginal seas)에 어

떤 과정을 통해서 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계속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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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 역전 발생에 관한 연구

탁용진¹, 조양기¹, 서광호¹, 김형록², 김영규²

¹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²국방과학연구소

겨울철 한반도의 기후는 북서계절풍으로 인해 서쪽에 위치한 황해의 수온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황해는 영양염이 풍부한 많은 양의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해양생물들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관측 자료의 부족으로 황해 수괴들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연구가 거

의 진행되지 않았다. 겨울철 황해 수온은, 강한 북풍으로 인해 대부분 해역에서 표층부터 중

층까지 잘 혼합된 상태이다. 그러나 황해의 중앙부에는 황해 난류수의 유입으로 저층에 상대

적으로 고온의 해수가 존재하는 수온 역전이 자주 관측된다.

본 연구는 인공위성 관측 수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개월 간격으로 관측하는 표준 수심별 수

온과 염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를 통해 관측한 수온, 염분 자료를 통해 겨울철 

황해에서 관측되는 수온 역전과 외부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수치모델링의 다양한 

민감도 실험을 통해 겨울철 수온 역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민감도 실

험결과는 겨울철 북서계절풍이 수온 역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다. 모델실험에

서 저층의 마찰력도 수온 역전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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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 소 가동에 따른 시화해역의 수질(용존산소) 변화

Changes of water quality(Dissolved Oxygen) due to 

operation of Shihwa Tidal Power Plant

              

채 기1, 김국진1, 이형래2, 김경태3

1㈜ 략해양, 2서울 학교 해양연구소,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화해역에 1994년에 12.7km의 시화방조제가 완공되어 형성된 시화호는 재 창조시 호 내측 방

향으로 해수가 유입될 때 단류식 발 을 하는 조력발 소가 건설된 후 2011년 하반기부터 상용목

으로 가동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델을 사용하여 시화해역의 수질에 

한 수치모델을 수립하 으며, 모델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하여 연구해역에서 측된 수질자료

를 이용하여 모델의 보정  검증을 수행하 다. 하계를 상으로 검증된 수치모델 결과로부터 조

력발 소 가동 과 가동 후 상황에 한 수온, 염분, 도  수질(용존산소)의 수직구조 변화 양

상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조력발 소 가동시 수온은 호 상류 일부구간에서 상승하지만 하류에서는 하강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염분의 경우에는 호 내측에서 반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

력발 소 가동으로 인해 체 수층에서 증가하며, 호 하류에서는 유입되는 해수와 혼합에 의해 수

직구배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존산소의 경우 조력발 소 가동 에는 낮은 농도를 나타

내던 층 용존산소가 조력발 소 가동에 의해 농도가 증가하고 수직구배는 약화되는 양상을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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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Ⅲ 랑모델의 물리모수화 방안 비교 실험

박종숙1, 박상욱2, 장필훈1, 변재 1

1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2기상청 수치모델개발과

최신의 WAVEWATCHⅢ ver. 3.14에서는  물리 인 옵션  모수화 방안들이 새롭게 추

가되었다. 에 지 입력  소산 방안으로 WAM cycle 4 가 도입되었으며, 해  산란, surf 

zone 에서의 쇄  등이 추가되었다. 한 비선형 성분 간 상호작용에 한 방안인 WRT 패키

지가 version 5로 업그 이드 되었다.  한, 모델의 격자크기보다 작은 섬 등에 의해서 에 지 

럭스가 감소되는 상을 완화하기 하여 obstruction 격자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에 지 입력  소산에 한 물리모수화 방안에 한 민감도 실험 

 obstruction 격자정보의 추가 유무에 따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다. 

새롭게 추가된 에 지 입력 소산항은 WAM cycle4(WAM4)로  Miles (1957)의  성장 

이론을 Janssen (1982)이 보완한 이론을 기본으로 한다. 의 생성과 련된 모수화 방안은 

Janssen(1991)을 이용하 으며, 의 소산항에는 측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울 감소 효과  

swell 스펙트럼이 포함되었다(Ardhuin et al., 2008). 본 연구의 실험은 남ㆍ북극 고 도 20°지

역을 제외한 경도 0°E～360°E, 도 70°S ∼70°N 해역에 한 랑 측을 목 으로 설계되었

다. 기상청에서 업 운  인 랑 측시스템의 결과에 비하여 WAM cycle 4 방안이 용

된 유의 고 RMSE는 약 11% 정도 감소하 다. 

Ardhuin, F., B. Chapron and F. Collard, 2008: Ocean swell evolution from distant storms. Nature Ge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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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변해역 해양기상 변동 특성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울릉도 주변해역을 동해 할수역 해양기상 특성을 이해하기 해 기상청 동해남부  동해

부 먼바다 풍랑특보 발령자료, 울릉도 인근 고부이( 암, 울릉읍, 구암, 독도), 해양기상부이 

(울릉도, 동해, 포항) 자료를 분석하 다. 울릉도는 최근 연간 객이 40만명을 돌 할 정도

로 해양 섬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독도에 한 국민  심으로 인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객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잦은 해상기상악화로 인하여 해

상교통 안 혹은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울릉도 주변해역에 한 해상기상 측 자료를 토 로 최근 울릉도 주변해역의 해양기상 분포 

 변동특성을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는 울릉도 주변해역의 해양기상 변동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 로 한반도 본토로부터 울릉도  독도에 한 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월  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1 6.46 3.96 8.83 12.29 9.42 13.54 9.21 8.42 9.18

2 5.17 3.46 5.71 4.83 10.58 6.75 9.17 5.83 6.44

3 6.00 6.62 2.71 7.58 13.21 6.00 12.71 6.58 7.68

4 13.42 3.79 3.29 6.71 8.25 8.42 6.17 5.58 6.95

5 1.75 2.63 3.33 4.46 5.58 5.13 2.17 1.42 3.31

6 0.75 0.75 2.63 1.38 0 3.67 1.67 0 1.35

7 2.25 1.79 0 4.88 0.96 4.13 2.50 2.21 2.34

8 2.33 1.33 2.33 3.21 1.04 0.79 3.33 1.17 1.94

9 6.58 6.46 0.46 3.13 6.87 10.08 1.96 2.42 4.74

10 4.96 1.38 0 5.21 9.08 3.92 2.46 8.46 4.43

11 9.87 4.71 7.83 9.58 8.46 7.12 11.04 9.33 8.49

12 6.37 2.75 7.71 8.54 15.54 11.83 14.62 13.13 10.06

합계 65.91 39.63 44.83 71.79 89.00 81.38 77.00 64.54 -

표. 2006~2013년 동안의 월별 동해남부 먼바다 풍랑특보 발령기간 합계(단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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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s of daily SST grid dat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백유 ,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재 다양한 기 에서 산출되어 지는 일평균 해수면온도 자료는 해상도와 산출 

알고리즘의 차이로 인해 자료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구름으로 인해 는 육

지부근에 성자료가 없는 경우에 내·외삽  자료동화 과정에서 그 차이는 더 커

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이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 연안에서 일일 합성 성 

 수치모델 해수면온도 자료의 정확도를 비교 검증하 다.

  2011-2013년에 한 RMSE 분석결과, 성자료는 OSTIA와 FNMOC-S 그리고 

모델자료는 F N M O C -M 가  가 장  낮 은  오 차 를  보 다 . 계 별로는 겨울철 보다 여

름철에 RMSE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안은 특히 강한 조석혼합, 

용승, 태풍으로 인한 수직혼합 등으로 인해 수온의 변화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  모델 자료의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먼  서해안 칠발도에서 7월부터 9월

까지 강한 조석혼합이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면, FNMOC-S와 FNMOC-M 자료가 

부이 값과  가장  비슷 한 경 향을 보 을  뿐 분의  자료 에서는  큰 오차가  나타 났

다. 동해안 포항에서는 2013년 7월에 용승 상으로 5
o

C 이상의 강한 수온하강이 

발생하 고 이 시기에 부분의 성  모델 자료에서 큰 오차가 나타났다. 이것

은 부분의 해수면온도 성자료처리 알고리즘에서 이러한 격한 수온변동을 오

류로 단하여 제거했기 때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태풍 볼라벤과 

산바가 통과한 시기에는 마라도에서 약 4
o

C 이상의 강한 수온하강이 발생하 지만 

JCOPE2를 제외하면 부분의 성  모델 자료는 측자료와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아직까지 부분의 성  모델재분석 일평균 해수면온도 

자료에서는 서해안의 조석혼합과 동해안의 용승 상에 의한 격한 수온하강을 

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향

후 성 해수면온도 자료처리 알고리즘과 수치모델에 이러한 한반도 근해의 특성

을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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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experiments of Typhoon-Ocean Coupled 

Model in the northwestern Pacific

김민 ,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본 연구에서는 태풍 심을 따라 움직이는 고해상도 이동둥지격자(moving nest)와 단순화된 

3차원 해양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북서태평양 태풍 측에 있어 태풍-해양 합 효과를 조사하

다. 수치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NCAR에서 개발한 규모 모델인 WRF(Skamarock et al., 

2008)와 Price-Weller-Pinkel 3-D ocean model(Price 1981)이 합된 모형이다. 모델의 계산

역은 북서태평양을 포함하는 27k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고정된 역과 태풍을 따라 움직이는 

9km와 3km의 이동둥지격자로 구성되었다. 기의 기  경계 조건은 미국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onmental Prediction)의 GFS(Global Forecast System) 자료를 사용하 고 해

양모델의 기 조건은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자료를 사용하 다. 수치실

험은 기모델만을 사용하여 태풍을 측한 경우와 태풍-해양 합 모델을 사용하여 측한 

결과로 나 어 수행하 다. 모델의 검증은 RSMC(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의 최 경로자료를 사용하 다. 수치실험 결과, 태풍의 경로 측은 두 수치모델이 비슷하 지

만 태풍 강도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 다. 즉, 기모델만을 수행했을 때는  측시간 동

안 태풍강도를 과  모의하는 경향을 보 지만 합모델의 경우는 해양모델에서 반부터 약 

5℃ 정도의 과도한 해수면 온도하강이 발생하면서 태풍강도가 과소모의 되었다. 향후 합모델

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과도한 해수면온도 하강의 문제 이 개선되고 태풍 기화와 모델 해상

도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합모델의 정확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상된다.

1. Price, J. F., 1981: Upper ocean Response to hurricane. J. Phys. Oceanogr., 1 1 ,  153-175.

2. Skamarock, W., J. Dudhia, D. O. Gill, D. M. Barker, M. G. Duda, X-Y. Huang, W. Wang and J. G. Powers, 

2008: A description of the advanced research WRF version 3, NCAR Technical Note TN-475+STR, NCAR, 

Boulder, Colo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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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북태평양 Seasalt 변동성의 특성 분석 

              

소지 1, 상욱1, 김민 2, 박록진2

1한양 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 가스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기에 존재하면

서 기후변화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최근 연구 결과들은 Sulfate 에어로졸, 

Black carbon, Seasalt 와 같은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들이 기  복사 강제력을 변화

시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들의 변동성이 기후 변동성과 어떤 상 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북태평양 지역은  지구 으로 기 으로 방출되는 

Seasalt 농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의 구름 생성  기 순환 변동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물리  과정에 한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

서는 1985-2010년 기간 동안 지구 화학수송 모형에서 모의된 겨울철 북태평양 Seasalt 의 

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주요 기 변수  해양 변수들간의 상 성을 조사하 다. 나아가 국

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 방출되는 주요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북태평양의 

Seasalt와 상 성에 해 분석하 다. 겨울철 국에서 발생한 Sulfate 에어로졸 양은 꾸 히 

증가하는 추세로 선형 경향성을 제거했을 때, Sulfate 에어로졸 농도가 높은 해와 낮은 해의 

북태평양 지역에서 해면 고도 기압의 패턴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태평양 지역의 

Seasalt의 변동성은 이 지역에 치한 알류샨 기압의 강도와 높은 음의 상 성을 보 다. 따

라서 겨울철 국에서 발생한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변화는 북태평양의 기압의 분포

를 변화시켜 해양에서 기 으로 방출되는 Seasalt 농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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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s of Typhoon Guidance Models in 2013

              

오유정1, 문일주1, 김성훈1, 변건 2, 이우정2, 장기호2, 강기룡2, 신도식2

1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2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최근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태풍으로 인한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정확한 태

풍의 진로  강도 측은 이러한 피해를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까지 태풍의 강도

측기술은 진로 측기술에 비해 그 정확도가 낮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태풍센터에서 태풍 강도

측 가이던스로 사용 인 13개의 수치모델들에 해 2013년 강도 측 성능을 평가하여 보

에 객 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모델의 태풍강도 측결과는 RSMC(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s)에서 제공하는 6시간 간격의 최 풍속 자료와 비교하 고, 

모델 자료는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기 해 하루 2회 측 자료만을 이용하 다. 태풍 강도 측 

정확도 분석은 모델별, 측시간 별로 구분하여 MAE, RMSE, Bias에 해 통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2013년 태풍 가이던스 모델들의 성능향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2012년과 비교하

다. 각 모델들의 보시간별 MAE는 부분의 모델들이 보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특히 JGSM, TEPS는 기시간에 MAE가 거의 0으로 매우 좋은 반면, 

GRAPES_TCM, UM, KEPS는 기시간부터 MAE가 약 15로 큰 오차를 보 다. 48시간 MAE

를 비교하면, HWRF가 5.7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고, 그 다음으로 KWRF, GFS가 각 각 

5.93, 6.82로 좋은 성능을 보 다. 모든 모델들의 72시간까지의 측 값을 종합한 MAE와 상

도(R)에서도 HWRF가 가장 좋은 측 성능을 보 다.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주 의 “태풍 강도 단기 측을 한 기법 개발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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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 수로에서 방류량에 따른 경압성 이층 구조 흐름

곽명택1, 조양기1, 서 호1, 조창우2, 김종규3, 추효상3, 윤양호3

1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2

(주)지오시스템 리서치
3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기술학부

 노량수로는 한반도 남해에 치하여 양만과 진주만을 연결한다. 양만은 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수로를 통해 외해와 연결되고, 진주만은 많은 섬으로 막  상 으로 외해와 고립되어 

있다. 하천 방류량이 큰 시기와 작은 시기에 노량 수로에서 장기간 유속 측  수온, 염분 

측을 시행하 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노량 수로에서 측 기간 동안 잔차류는 의 

방류량이 많은 시기에 표층 유속은 진주만에서 양만쪽으로 흐르는 서향류를, 층 유속은 동

향류를 보이는 경압성 이층 구조가 나타났다. 방류량이 은 시기에 표층과 층 유속 모두 동

쪽으로 흐르는 순압성 구조를 보 다. 방류량이 많은 시기에 양만의 물은 진주만의 물에 비

해 염분이 높고, 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주만수가 의 방류량에 직 인 향을 받

고, 양만수와 외해수의 강한 혼합으로 인한 것이다. 간단한 해석 모델 용 결과는 방류량이 

많은 시기에 수평 인 도 차이로 인한 표층 유속의 서향류와 층 유속의 동향류를 설명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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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typhoon prediction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using Hurricane WRF 

 

김성훈,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최근 태풍의 움직임에 향을 미치는 물리  과정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치모델의 발달로 

태풍 진로 측 정확도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태풍 강도 측은 아직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오와 문(2014)은 재 국가태풍센터에서 태풍강도 측 가이던스로 사용하고 있는 

13개의 업모델들 에 Hurrican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system (HWRF)의 강도 측 

성능이 최근 2년간 가장 우수했으며 매년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 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제주 학교 태풍연구센터(TRC)에서 구축한 HWRF 기반의 북서태평양 태풍 측시스템

과 이를 이용하여 2013년 태풍 Haiyan(1331)과 Soulik(1307) 그리고 2014년 태풍 Faxai(1403) 

측결과를 소개한다. HWRF는 2007년부터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에서 운 하고 있는 허리 인 용 수치모델로 NWS/NCEP의 Environmental 

Modeling Center (EMC) 주 으로 NOAA의 GFDL, AOML, 로드 아일랜드 학과 연계하여 

개발되었으며 Rotated Latitude-Longitude Projection을 포함하는 Non-hydrostatic Mesoscale 

Model (NMM)의 역학코어를 사용한다. 도메인은 80° x 80°범 의 Parent 도메인과 태풍을 따

라 움직이는 간(intermediate)  내부(inner) 둥지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의 해상도는 수

직 42층, 수평은 각각 27km, 9km, 3km로 되어 있다. 태풍의 기장은 NCEP GFS 분석장, 

NHC의 Message 자료, 그리고 이  6시간  보  분석장을 이용하여 3DVAR 자료동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구축된 TRC의 HWRF 기반 태풍 측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태풍 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모델의 검증을 해 2013년 7호 태풍 Soulik과 31호 

태풍 Haiyan을 측한 결과, 기존 역학모델들에서 나타난 태풍 강도 과소모의 상이 크게 개

선되었으나 일부 결과에서 과  모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

은 태풍 통과 시의 해수면 냉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 문제는 

해양모델의 합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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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별 한반도 향 태풍의 강도 분석

이태윤,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우리나라는 기온이 가장 높은 여름철보다 가을철에 내습하는 태풍이 일반 으로 더 강하다

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1959년 태풍 사라,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이 9월에 한반도에 상륙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 한반에

도 향을 미친 태풍들의 강도를 분기별(10일 간격)로 분석하여 어느 시기에 한반도 향태풍

의 강도가 가장 강했는지, 가을에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이 평균 으로 더 강한지, 그리고 

태풍의 최 강도 시 과 해수면온도 최고시 은 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기상학  계 구분은 1982년∼2010년까지 기상청 6개 측소(서울, , 강릉, 주, 부산, 제

주)의 일평균기온(meanT), 일최고기온(maxT), 일최 기온(minT)의 합을 7일 이동 평균한 

SDT를 이용하여 구하 다. 가을 개시일은 7일 이동 평균한 SDT가 60℃미만인 날짜로 정의하

다. 태풍강도분석은 각 월을 10일 단 로 나 어서 1∼10일까지는 , 11∼20일까지는 , 21

∼31까지는 말로 구분하여 진행하 다. 한반도 향태풍의 목록은 태풍백서의 기록을 따랐고 

태풍최 경로(Best track)는 RSMC 자료를 이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태풍강도는 태풍 일생

동안의 최 풍속을 의미한다. 한반도 향 태풍의 측최 풍속은 1982∼2010년까지 기상청 25개 

측소(속 , 순창, 강릉, 서울, 인천, 울릉도, 수원, 서산, 울진, 청주, , 추풍령, 포항, 군산, 

구, 주, 울산, 주, 부산, 통 ,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의 풍속자료를 이용하 다.

분석결과, 태풍 기간에 측된 최 풍속 기록에서는 9월 순이 가장 풍속이 강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을 개시일(9월 24일)이 포함된 9월말은 실제로 8월말과 7월 순보

다도 태풍의 강도가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에서는 가을태풍이 여름태풍이 더 강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강도(상  5% 평균)는 10월 

순에 최 를 보 다.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향태풍에서 강한 태풍이 출 하는 시 과 해수면

온도와 계를 찾기 해 북서태평양의 각 격자 에서 연  최 수온이 나타나는 시 을 조사

하 다. 북서태평양의 주요 태풍발생지 에서 최고수온이 나타나는 시기(7월∼8월)와 강한 태

풍이 발생하는 시기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한반도 향 태풍의 경우 한반도로 향하

는 태풍의 경로 상(동 국해  우리나라 근해)에서 수온은 7월 순에서 8월 말 사이에 최고

로 나타나 태풍의 최 강도가 측되는 9월 순과는 차이가 난다. 이것은 태풍의 강도는 수온 

이외의 다른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향을 미치는 태

풍의 이동경로는 북태평양고기갑의 성쇠  치에 가장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9월 순에 

강한 태풍들이 한반도에 내습한 이유는 그 시기에 북서태평양에서 강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

는 기압배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서태평양에서 가장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하

는 10월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태평양 외해로 향하는 태풍이 많은 것도 이러한 기압배

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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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에서 태풍 강도에 따른 태풍-해양 

상호작용 변화

김혜지1, 문일주1, 강기룡2

1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2기상청 국가태풍센터
                                  

태풍의 강도는 바람시어(Shear), 와도(Vorticity), 습도와 같은 기요소 외에 해

수면온도(SST), 해양열용량(OHC)과 같은 해양요소에 의해 향을 받는다. 본 연

구에서는 태풍의 일생동안 도달할 수 있는 최 강도와 해양요소와의 련성 그리

고 100knot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태풍들의 특징에 해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31년간(1981-2012) RSMC의 최 경로자료를 열 폭풍(TS )이상 태풍

에 해 강도에 따라 4개의 그룹(100-125kt, 75-95kt, 55-70kt, 35-50kt)으로 나

었다. SST와 OHC는 1시간 간격으로 내삽하여 태풍 심으로부터 반경 200km 이

내를 평균하여 구하 다. SST 자료는 1981년부터 2012년까지 NOAA에서 제공하

는 AVHRR 일평균 자료 그리고 OHC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NASA/JPL에서 

제공하는 10일 간격 ECCO 재분석자료를 이용하 다. OHC는 표면으로부터 26℃ 

깊이까지의 열에 지를 분하여 구하 다.     

분석결과, 태풍 강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태풍이 발생하여 최 강도에 도달되기 

까지의 SST와 OHC는 높은 경향을 보 다. 두 요소의 강도별 차이는 SST보다 

OHC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OHC가 태풍의 생애  도달되는 최 강도를 

결정하는 더 요한 해양요소임을 의미한다. 100-125kt 사이의 강도를 가지는 그

룹에 해 100kt에 도달될 때까지 지속시간과 태풍이동속도를 기 으로 같은 분석

을 해 본 결과, 지속시간이 평균보다 상 으로 짧은 태풍이 긴 태풍보다 SST와 

OHC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태풍이 짧은 시간에 최 강도에 도달되기 해서는 

더 좋은 해양환경 를 지나야 함을 의미한다. 한 태풍의 이동속도가 평균보다 

느렸던 태풍이 SST와 OHC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태풍이 느리게 움

직일수록 더 강한 표층냉각이 발생하여 빨리 움직인 태풍과 같은 강도에 도달되기 

해서는 해양환경이 더 좋아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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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internal atmospheric variability 

on the North Pacific in the presence of eddy 

activity

 

Hyun-Su Jo1, Sang-Wook Yeh1, and Ben P. Kirtman2

1Department of Marine Sciences and Convergent Technology, 

Hanyang University, ERICA, Ansan, Republic of Korea 
2Division of Meterology and Physical Oceanography, Resenstiel 

School of Marine and Atmospheric Science University of Mi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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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internal atmospheric variability on the North Pacific sea surface 

temperature (SST) variability is examined based on an eddy resolving 

high-resolution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 using the so-called the 

interactive ensemble coupling strategy. The design of the interactive ensemble 

procedure is to reduce the impact of internal atmospheric variability at the 

air-sea interface. This coupling strategy uses multiple realizations of the 

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 to a single realization of an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The atmospheric component models all experience the same 

SST, but the ocean model is forced by the ensemble averaged fluxes thereby 

reducing the impact of internal atmospheric dynamics at the air-sea interface. 

The SST variability in the eastern North Pacific is largely reduced from the 

control run to the interactive ensemble run. However, the oceanic SST 

variability is not much reduced by atmospheric internal variability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It is also found that a similar tendency is dominant from 

surface to sub-surface along the Kuroshio Extension path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ST variability, which is mostly 

associated with the oceanic eddy activities, is not much influenced by internal 

atmospheric variability in the Kuroshio Extension region. In addition, we suggest 

oceanic eddy activities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SST variability in the 

Kuroshio Extension region on the low-frequency time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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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인공 성 고도계, 랑 측 

시스템, 해양기상부이의 랑 특성 비교

우혜진1, 박경애2,*, 홍성욱3, 유상진3

1
서울 학교 과학교육과(hyejinwoo@snu.ac.kr)

2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3국가기상 성센터 성분석과

  랑은 해양- 기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요한 변수이며 

인간의 해상 활동에 긴 하게 항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랑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확한 측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의 공간분포 특성과 계  변동 특성, 장기변동 특성 등의 연

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가 높아지는 장기변동 특성을 보이는 것은 지역의 고 실측 자료

와 인공 성 고도계 유의 고 자료를 활용하여 이미 연구된 바 있다. 기후변화에 의해 유의 고가  

높아지게 된다면 고의 정확한 측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미국 해양 기청 등 각국의 기상

청에서는 Wave Model (WAM)과 제 3 세  랑 모델 (WAVEWATVCH-III (WW3)) 등을 이용하여 

랑 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청 한 재 WW3을 이용하여 랑 측을 실시하고 있다. 모델 

랑 측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하여 기상청 해양기상부이에서 측한 유의 고 자료를 이용하여 

일치  자료를 생성하 다. 모든 부이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 으며 황해에서는 동해에 비해 낮은 정확

도를 보 다. 인공 성 고도계 Ku 밴드 유의 고 자료와 랑 측 시스템의 유의 고 한 비교하

다. 랑 측 시스템의 고가 인공 성 고도계 고에 비하여 음의 편차를 보 으며, RMS 오차는 1 

m 이하로 비교  높은 정확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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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과학교과서 황해  동 국해 해류 모식도 분석

Analysis of oceanic current maps of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in the secondary school science 

textbooks

              

박지은1, 박경애2, 최병주4, 변도성5, 이은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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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최근의 격한 기후변화  인 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 해양의 물리

인 특성  생태계 구성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해양 

교육의 내용 한 되짚어 야 한다. 특히 국의 삼  건설로 황해  동 국해의 물성과 

계 변화가 바 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는 해류가 큰 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

할 해양 환경을 이해하기 해서는 해류에 한 교육을 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 까지 등 과학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한 내용은 오류가 포함된 해

류 모식도가 부분을 차지하며 각 교과서 마다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교사  학생들에게 혼

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과학교

과서 해류 모식도를 분석하고 문제 을 제기하 다. 재까지 축 된 해양학자들의 과학  지

식에 기반 하여 황해  동 국해 해류의 분석 기 을 만들었고, 각 교과서의 해류 모식도를 

디지털화 해 정량 으로 분석하 다. 동해의 해류 모식도를 통일하기 한 학회의 노력과 이를 

통한 결과가 있었지만 아직 황해  동 국해에 한 통일된 해류 모식도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통일된 등과학교과서 해류 모식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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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 염분의 정확도  오차의 시공간변동 특성 분석

박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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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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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인공 성(Aquarius)으로부터 산출한 염분자료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하여 

구 해양의 실측 염분자료와 인공 성 염분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 다. 그 결과, 성으로부

터 얻은 염분자료는 0.92 psu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최근 2년에 걸친 성 염분 측치

의 평균은 장기간에 걸친 실측 해양 측 염분 평균장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시간 변동

성도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30 psu 이하의 염분에서는 두 자료간의 유사성은 

히 떨어지며, 그 이상의 범 에서는 안정 인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오차들의 시공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도, 계 , 기  해양 조건에 따라 다양한 오차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오차 발생 요인도 조사하여 제시하 다. 구의 오차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별 

염분오차의 시공간변동 특성에 해서도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하여 제시하 다.

주요어 : Aquarius, 성, 염분, 정확도,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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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he NOAA/AVHRR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East Sea from 2005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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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accurat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data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short-term and long-term weather prediction. In this study, the accuracy of the 

SSTs from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were evaluated in the East Sea with 

satellite-tracked drifter data. A total 563 of collocation and cotemporal data were acquired 

from 2005 to 2010. The rms errors of Multi-Channel SSTs (MCSSTs) and Non-Linear 

SSTs (NLSSTs) were evaluated to 0.82oC and 0.74oC, respectively.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errors in the estimation of the satellite SST according to the atmospheric and 

oceanic conditions. The error should be corrected before they are used as the input data 

for diverse applications.

Keyword : sea surface temperature, NOAA, AVHRR, accuracy, East Sea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ffects and recoveries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 Korea: A review

Jong Seong Khim1,*, Seongjin Hong1, Jongseong Ryu2, Seong-Gil Kang3,
Won Joon Shim4, Un Hyuk Yim4

1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2 Department of Marine Biotechnology, Anyang University, Ganghwagun, Incheon, Republic of Korea
3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Daejeon, Republic of Korea
4 Oil and POPs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Geoje,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Hebei Spirit oil spill (HSOS) in December 7, 2007 spilled approximately 10,900 tons of crude 
oil in about 10 km off the Taean coasts in South Korea.  We first summarize and overview, in the 
present study,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ffects of the HSOS focusing on i) 
pollution status for surrounding environment (water, sediment, and porewater), ii) biological effects 
on living organisms, iii) potential toxic effects in vitro and in vivo, and finally iv) human health 
risk.  In particular, ecological impacts followed by the recoveries of coastal ecosystem are 
intensively addressed.  Water quality seemed to be rapidly recovered considering the background 
levels of oil pollution indices, while oil impacted sediments experienced fairly long history of 
contamination.  Meanwhile, the benthic epifauna mapping in the worst impacted area of Taean 
indicated that the coastal organisms are fairly or fully recovered after five years of the HSO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residual oils are still found in some inner part of small bays and 
mud dominant bottoms in Taean area which would cause the potential toxic effects on coastal 
organisms.  Finally, the current understandings and limitations of such effects from the HSOS are 
further discussed highlighting, i) long-term effects of residual oils, ii) identification of certain toxic 
chemicals in residual oils, iii) weathering characteristics of spilled oils, iv) possible effects from the 
unknown hydrocarbons in oils, and v) recovery of community level responses to the HSOS.

Keywords: Hebei Spirit oil spill, Oil contaminated sediment, Potential toxicity, Benthic community 
response, Human healt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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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l responses of a benthic meiofaunal community

to an artificial oil spill in the intertidal zone

강태욱1,2, 민원기3, 노현수3, 박흥식1, 김동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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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otential short-term effects within 1 month after applying

different amounts of oil spillage (0.125 to 1.25 L) to the intertidal sandy beach on meiofaunal

assemblages. We confirmed the short-term toxic effects of an oil spill caused an immediate

decline in meiofaunal community composition, but found that meiofaunal density returned to

normal within 1 month, depending on the amount of oil. There was no observable difference in

the structure of the meiofaunal community 1 month after oil application compared to that before

application. Both harpacticoid and nematode abundance were beginning to recover between 4 and

8 days after oil application, with all nematode feeding types being present 1 month after

application. The period of low density of meiofauna coincided with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T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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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생태계 회복을 위한 굴의 초기 가입, 성장 및 군집

형성 모니터링

이혜미1,2, 윤건탁1, 박흥식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생물학과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에서 발생한 Hebei Spirit호 유류 사고로

인해 유출된 유류 독성과 방제작업으로 인해 암반생태계 생물 다양성은 감소되었다.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암반조간대 생태계에 따개비, 굴과 같은 기반종의 가입이 이루어졌으며, 크기

가 작은 저서 생물들이 추가로 가입하는 천이를 통해 암반 생태계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

였다.

굴의 가입, 사망, 성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태안 의항리에

위치한 신노루 해수욕장에 설치된 양식 시설과 자연 암반에 매월 굴이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후, 두 지역에 부착되는 굴의 가입과 성장을 사진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두 지역

에 존재하는 암반 군집의 비교를 위하여는 자연암반의 경우 25cm2의 면적을 매월 두 곳 채집

하였고, 양식시설의 경우 기존에 양식 중인 수하연 1개를 채집하여 저서생물을 채집하였다.

굴의 초기 가입은 자연암반에서 우세하였으나 성장은 양식시설에서 유리하여 2배 이상의 성

장 차이를 보였다. 양식시설에서 굴은 고랑따개비와의 공간경쟁으로 자연암반보다 상대적으로

적은수가 가입되었으며, 성장에 있어서는 자연암반이 물리적,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양식

시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군집의 조사에서 자연암반은 최소 3년 이상된 군집이었으며, 양식시설은 2년 반까지 진

행된 군집이었다. 양식시설은 시간에 따른 군집의 천이 양상이 잘 나타났으며, 자연암반은 비

교적 안정된 군집이 유지되었다. 기본적으로 자연암반에서 굴을 가입시킨 후에 양식시설에서

육성을 시키는 것이 굴의 성장에 유리하지만 개체수 대비 산란능력 등에 대한 연구가 굴 군집

의 복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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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karyotic communities in fermented

skates (Raja pulchra) and isolation of novel marine

bacteria

김가희, 장광일, 조병철

미생물 해양학 연구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Fermented skate is popular traditional alkaline seafood in a few countries (i.e., Iceland

and Korea). Fermentation of skate is performed by mainly microbes, which may be

primarily derived from fresh skate and its associated marine environments.

The earlier studies on fermented skate have focused on its functionality such as

nutritional composition and quality improvement. Also, the bacterial community of

fermented skate had been studied, but they did not provide enough amounts of data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classical culture-dependent and classical

culture-independent approaches (i.e., DGGE and clone library).

To understand the roles of marine bacteria in alkaline fermented seafood, in-depth

analysis of bacterial community in fermented skate is needed. In this study, we employed

a barcoded pyrosequencing to investigate bacterial communities in fermented skates at

much higher resolution than previous approaches.

Three fermented skates, FS-N, FS-I and FS-S, were purchased from local skate

restaurants in Naju, Incheon and Seoul, respectively; each of them had been fermented

after removing internal organs for 27 days at 2-5℃, for 14 days at 14℃, and for 14 days

at 4-5℃, respectively.

Bacterial pyrosequencing data showed that bacterial compositions of fermented skates

varied depending on fermentation conditions; low temperature fermented skates (FS-N and

FS-S) were predominated by order Lactobacillales (34.6-69.0%); whereas high temperature

fermented skate (FS-I) was predominated by order Aeromonadales (20.1%) and

Flavobacteriales (18.67%). The most-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results was the order

Lactobacillales was dominant in low temperature fermented skates. The order

Lactobacillales is a representative group including lactic acid bacteria (LAB). In acidic

fermented seafood, LAB inhibits the growth of spoilage bacteria by producing lactic acid or

bacteriocin.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role of LAB in alkaline fermented seafood.

Further, out of 92 isolated strains, 25 isolates showed 16S rRNA gene sequence similarity

less than 97% with closest bacteria, indicating that fermented skates are a useful source

for finding novel marine bacteria.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북태평양 대한민국 KODOS 해역 내 망간단괴 및

심해 퇴적물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 다양성

조혜연1, 목진숙1, 김보미나1, 신재혁1, 유찬민2, 현정호1*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자원연구부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망간단괴는 미래의 잠재적인 광물자원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대(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CCFZ)내의 개발 광구인 KODOS(Korea Deep Ocean Study) 지역에서 망간단괴 개발을 위

한 정밀 탐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망간단괴의 채광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환경변화는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환경

교란 이전의 해양생태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채광 후 환경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광이전에 망간단괴와 망간단괴 주변부 퇴적물 내 미생물 군집 분포 및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16S rRNA gene 염기서열 정량 및 다양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생

물 세포수는 퇴적물에서 망간단괴 내에서보다 60 배 이상 높게 분포하여(9.5 X 107 cells

g-1 sediment)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미생물 군집 조성 분석 결과 퇴적물과 망간단괴 내에

분포하는 미생물 군집 조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망간 단괴 시료에서

Gammaproteobacteria의 비율이 퇴적물 시료에서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고(55 – 82%), 특

히 Marinobacter 그룹이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또한 Alphaproteobacteria 그룹 내 망간

산화 미생물 그룹인 Hyphomicrobium이 망간 단괴 시료에서 더 높은 비율로 관찰되어 두

그룹 모두 망간단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황산화 미생

물 진정세균 그룹(Sulfitobacter in Gammaproteobacteria)과 함께 암모니아 산화 고세균 그

룹 (Marine Group I related to Nitrosopumilus)이 관찰되어 이들이 연구지역에서 에너지

생산 및 영양염 순환에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망간단괴의 채광이 이루어

지기 전 미생물 군집 구조 분석 결과 망간 단괴 및 퇴적물 시료에서 나타난 미생물 군집들

은 대부분이 호기성 미생물 그룹으로 일차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화학합성 독립영양 미생물

군집이 대다수 검출되었다. 이는 다양한 경로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종속영양 미생물 그룹이

주로 검출되는 유기물 유입이 많은 연안역이나 수층 생산력이 높은 해역의 저층 내 미생물

군집 조성과 확연히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KODOS 지역 내 망간단괴 채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층 미생물 군집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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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promoting effects of Pseudomonas asplenii 
(Class Proteobacteria, Gamma subdivision) on harmful 

algal bloom species Chattonella marina (Raphidophyceae)

Kyung-Duck Baek1, Bum Soo Park2, Myung-Soo Han1,2,3

1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  
Hanyang University  

 2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 Hanyang 
University

3Research Institute for natural science, Hanyang University

   It is widely known that bacteria play an important role to generate harmful algal 
blooms (HAB) in marine ecosystem. However, there have been rarely studied how 
bacteria affect to initiate HABs due to difficulties of bacteria isolation. To investigate 
the role of bacteria as an HABs trigger, we used isolated bacteria, genus Pseudomonas, 
and observed the growth change of raphidophyte Chattonella marina, one of HAB taxa 
through inoculating isolated bacteria.
   In advance, the result of screening 25 species of Pseudomonas for C. marina, we confirmed 
the growth enhancing effect in 21 species of Pseudomonas. Among 25 Pseudomonas strains, Ps. 
asplenii showed the best growth enhancing effect of C. marina that almost reached as 17 times.  
The inoculated bacterial densities were ranged from 105 cells ml-1 to 108cells ml-1. It appeared the 
best enhancing effect in 107 cells ml-1 densities. To investigate enhancing mechanism of Ps. 
asplenii, we compared bacteria abundance between only Ps. asplenii cultured and Ps. asplenii & 
C. marina co-culture O3 medium. The growth enhancing effect’s factor could not be caused by 
phagotroph of C. marina, because the bacteria abundance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We 
examined know the growth enhancing effect through supplied nutrients of bacteria. We spiked Ps. 
asplenii into C. marina culture in nutrient N, P limitation condition. As a result, it was not 
detected the growth enhancing effect in N limitation condition, but C. marina growth was 
increased in P limitation condition. The result of nutrient analysis, phosphate concentration was 
increased in P limitation condition after spiking Ps. asplenii. It did not appear the significance 
between the growth enhancing effect for C. marina and nitrate concentration in N limitation 
condition. However, we found that there was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enhance effect for C. marina and phosphate concentration in P limitation condition..
  Accordingly, we assumed that Ps. asplenii enhanced C. marina through supplied phosphate in P 
limit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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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marine intracellular parasite Euduboscquella n. sp. 

(Dinoflagellata, Syndinea) infecting the planktonic ciliate 

Schmidingerella arcuata

정재호1, 최정민1, 김영옥1, D. Wayne Coats2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남해특성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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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yndinean dinoflagellate Euduboscquella n. sp., an intracellular parasite of the 

tintinnid ciliate Schmidingerella arcuata was discovered from Korean coastal water and 

described based on morphology and nuclear 18S ribosomal gene sequences. 

Euduboscquella n. sp. shared its development process of trophnot with congeners, but 

differed from these species by (1) shield of the trophont with 25–40 grooves converging 

toward the center of the shield; (2) persistence of grooves during extracellular 

development; (3) single food vacuole during sporogenesis; and (4) dinospores ca. 14 µm 

in size. After sporogenesis, Euduboscquella n. sp. produced four different types of spore 

morphology that showed completely identical 18S nucleotides sequences. In addition, the 

18S sequences were completely identical with the previously reported population of 

Euduboscquella sp. ex Schmidingerella arcuata from Assawoman Bay, USA. It is assumed 

that the two populations are likely conspecific. When Euduboscquella n. sp. was detected, 

Favella ehrenbergii, a widely recorded tintinnid co-occurred with the host Schmidingerella 

arcuata. However, the parasite failed to shift to the alternative host, F. ehrenbergii, during 

a cross-infec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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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ic evidence for the polyphyly of the order Sessilia 

(Crustacea, Cirripedia, Thoracica): tRNAs rearrangement on 

the mitochondrial genome of hydrothermal vent barnacles

김세주, 주세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자원연구부

   Thoracican barnacles had been previously well established the order Pedunculate (goose

barnacles) and Sessilia (acorn barnacle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muscular

peduncle in the adult stage. It was recently revealed through phylogenetic analysis with the

multilocus sequences that two orders include para- and polyphyletic assemblages. Among

phylogenetic issues, it was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that barnacle species from

hydrothermal vents formed an independent clade separated from other thoracican barnacles.

Mitochondrial (mt) genomes have been known useful for understanding evolutionary history,

but only five thoracican species from coastal regions were determined and no vent species

have been characterized. For these reasons, we determined the mt genomes of two vent

species, the goose barnacle Ashinkailepas kermadecensis and the acorn barnacle

Imbricaverruca yamaguchii, and then they were compared with the other thoracicans. The

mt genomes of vent species has the identical gene arrangement of thoracicans with protein

coding genes (PCGs) and rRNAs. However, their tRNAs were extremely rearranged on the

region of control region – nad2 – CO1, nad3 – nad5, and cytB – nad1 in comparison to

the other thoracicans. So vent barnacles have several long intergenic regions from 132 bp to

1290 bp between tRNAs, and the duplicated appearance showed in parts of some intergenic

sequences. For characterizing global strand asymmetry, we analyzed a GC skew value and

vent species showed a higher value than the others. In the phylogenetic study with PCGs

and 22 tRNAs, the lineage of vent species was well supported the monophyly. These results

were presented that a ancestor of vent barnacles settled to a vent field, and then it

independently derived two lineages, goose and acorn barnacles, with a loss of peduncle and

asymmetry of plates regardless of coastal barnacles. Thus, the primary morphological

features using barnacle systematics reflect the possibility of homoplasy, and it also suggests

to need the reorganization of a barnacle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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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ve biology of solitary ascidian, Herdmania

momus (Savigny 1816) in Jeju Island, Korea

정희도1, 고준철2, 차형기2, 최광식1,*

1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BK21플러스)
2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

*Corresponding author: skchoi@jejunu.ac.kr

Herdmania momus is a solitary ascidian commonly occurring in tropic to subtropic

subtidal hard bottom in the west Pacific and Indian oceans. Recently, wide spreading of

H. momus has been reported from Jeju Island, altering the shallow subtidal ecosystem

and biodiversity.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life history and population growth, we

monitored annual reproductive cycle, population density and growth rate of H. momus in

Jeju Island. H. momus was collected from Sinheung-ri off the southern coast over 12

months in 2012 and 2013. To investigate population density and the growth rate, a 60 ×

60 cm plate was installed at 10 m depth adjacent to H. momus population and new

recruitment and height of individual was measured monthly. Histology revealed that H.

momus is a simultaneous hermaphrodite, having male and female gonads near the atrial

siphon. Mature oocytes ranging over 180 μm in diameter could be observed all year

around and sexually inactive stage could not be observed. Spawning individuals could be

observed from May to December, 2012, when water the water temperatures reached

18°C. The density of newly recruited H. momus in the plate reached 67.5±17.7 ind./0.36

m2 within 4 months, with a mean body height of 15.3±6.8 mm. Accordingly, monthly

growth rate of H. momus was calculated as 0.38 cm/month. Our results indicate that H.

momus in Jeju Island has an extended reproductive period and fast growth rate. It was

also believed that the prolonged reproductive capacity of H. momus is one of the factors

responsible for the range expansion of H. momu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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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겨울산란군의

황해 유입 메커니즘 분석

송지영1,이준수1,김중진1,이호진2

1국립수산과학원, 2한국해양대학교

살오징어는 북서태평양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어종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요한 수산자원

이다. 2000년대 들어 황해에서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 되었고, 이러한 어황변동은 살

오징어 어장으로써 황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황해에 서식하는 살오

징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동해에 비해 미비했고 주로 성어자원을 대상으로 한 어황과 해황

특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생물의 초기 생활사 단계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한 가입매커니즘을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영능력이 미약한 유생시기에 황해에서 어획되는 살오징어의 가입기작을 이해하기 위

해 3차원 해수순환 모델(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을 이용하여 황해의 해양

순환을 재현하고 입자 추적 실험을 통해 동계발생군 유생의 수송과정을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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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annual variability in distribution and

transport processes for the early life stages of

Todarodes pacificus using behavioral-hydrodynamic
modeling approaches

Jung Jin Kim1, William Stockhausen2, Yang-Ki Cho3, Gwang-Ho Seo3

, Joon-Soo Lee1 and Suam Ki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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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619-705, Republic of Korea.
2NOAA Fisheries, Alaska Fisheries Science Center, Seattle, Washington 98115, United States.
3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4Department of Marine Bi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Republic of Korea.

E-mail address: theocean1981@hanmail.net

To understand annual variability in distribution and transport process for the early life stages of

Todarodes pacificus summer spawning population, we used a coupled bio-physical model that

combines an individual-based model (IBM) incorporating ontogenetic vertical migration for paralarval

behavior and temperature-dependent survival process with a ROMS oceanographic model. From the

backward experiment using distribution of paralarvae collected in northern East China Sea (ESC),

the spawning ground for the summer-spawning population is estimated from southeast Jeju Island

to central ECS near the 29°N. Also, the forward experiment from the potential spawning ground

satisfactorily reproduced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paralarval distribution obtained by the field

survey; the survival individuals in northern ECS were substantially more abundant in late July 2006

than in 2007, corresponding to the paralarval density distribution from the observation. Total number

of survival individuals at 60 days after release based on simulation throughout summer spawning

period (June to August) was 20,329 and 13,816 individuals in 2006 and 2007, respectively. The

survival individuals are mainly distributed in EJS corresponding to pathway of nearshore branch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flowing along the Japanese coast during both years. However, in the

Pacific side of Japan, the abundance of survival individuals was extremely low in 2007 compared to

2006. Inter-annual variability in transport and survival processes made a substantial impact not only

the abundance of surviving parlarvae, but also on the flux of paralarvae to adjacent waters, as well.

Inter-annual variability of transport and survival process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not only

population’s abundance, but flux to adjacent waters as well. Our results of year to year variation in

the paralarval abundance estimated from the simulation coincide with the recruitment (year n+1) of

T. pacificus in the field. The coincidence between the simulation and field data indicates our model

is useful in predicting the recruitment of T. pacif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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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 climate-ocean forcing in the Korean marine waters 

and its impact on fisheries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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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th of atmospheric and oceanic forcing is detected in different marine waters of Korea. 

Arctic Oscillation (AO), Aleutian Low Pressure (ALP), Siberian High Pressure (SHP) and 

East Asian Winter Monsoon (EAWM) have direct influence to the upper layer (10m & 50m) 

water temperatures specially in the winter time. ALP-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systems play a vital role which controls the Kuroshio Current (KC) flow seasonally. Taiwan 

Warm Current (TWC) and Kuroshio Branch Current (KBC) both have seasonal influence to 

the Tsushima Warm Current (TSWC) which finally flows toward the South Sea and southern 

part of East Sea. In the autumn season, the KBC is the dominant flow to the TSWC whereas 

in other season, the TWC have continuous flow to the TSWC. From early 1960s to mid of 

1970s, the KC was slower because of negative phase of the PDO-ALP system, the KBC have 

the dominancy into the TSWC and the Korean marine waters became warmer. After 1976/77 

climate regime shift (CRS), the KC was become faster because of positive phase of PDO-

ALP system, but the KBC flow to the TSWC become weaker and the colder regime was 

occurred in the Korean waters. The PDO-ALP system again moved back to negative phase 

and the again the Korean waters became the warmer after the 1988/89 CRS. In this study, the 

direct forcing from the AO-ALP-SHP-EAWM systems via wind stress has been identified. 

Also we identify the seasonal pattern of KC-KBC-TSWC and TWC-TSWC currents system 

and try to merge with the warm-cold decadal regime in the Korean waters. Seasonal 

stratification and fisheries abundance also have been identified in the three major seas related 

with the decadal pattern of the climate variability and ocean forcing.     

 

 

Keywords: atmospheric forcing, oceanic forcing, Kuroshio Current, Tsushima Current 

 

1. Introduction 

 

 

Korean marine waters are consisted of three major marginal seas; the East China Sea in the 

southern region, the Yellow Sea in the western region and the East Sea in the eastern region. 

Three seas are different both in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In winter season, the 

vertical wind stress from the north Pacific large scale climate-ocean variability play a major 

role for vertical mixing in all the upper layer of the sea. Two warm currents; the Taiwan 

Warm Current (TWC) and the Kuroshio Branch Current (KBC) literally control the upper 

layer environment of the all seas. In the East Sea, there has been strong polar front (around 

40
0
 N) where the North Korean Cold Current (NKCC) and East Korean Cold Current (EKCC) 

meet each other.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which mention about atmospheric 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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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ceanic forcing in Korean waters (Kim et. al., 2007; Rebstock & Kang, 2003; Zhang et 

al., 2004) but there are very few which address the coupled impact.   

 

 

2. Materials and Methods 

 

Major North Pacific large scale climate-ocean variability have been added for this study;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Aleutian Low Pressure (ALP), Arctic Oscillation (AO), 

Siberian High Pressure (SHP) and East Asian Winter Monsoon (EAWM).  

 

10m and 50m oceanographic data (temperature and salinity) have been used for the following 

sites: 

 

1. Kuroshio Current: [25-27N, 125-127N]  

2. Kuroshio Branch Current (west of Kyushu): [29-31N, 127-129E]  

3. KC region (east coast of Japan): [29-31N, 131-133E] 

4. TSWC (South Sea region): [32-34N, 127-129E] 

5. TWC region: [29-31N, 124-126E] 

6. EKWC (East Sea): [35-36N, 129-130E] 

7. TSWC (Japan coast): [35-36N, 132-133] 

Pearson correlation and cross correlation were used. 

 

3. Results 

 

At first the direct climate forcing from the climate ocean variability has been done. In this 

case, winter and spring time water temperatures (both 10m & 50m) have been taken. The 

north East Sea region and the yellow sea also have been added for this direct forcing. 

 

For the oceanic forc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Kuroshio Current and the Kuroshio 

Branch Current has been done. It was found that both the Taiwan Warm Current and the KBC 

are flowing towards the TSWC seasonally. In autumn, the KBC is the dominant and in other 

seasons, the TWC is the dominant. 

 

4. Conclusion     

 

Both the atmospheric and the oceanic forcing can control the upper layer environment of the 

Korean marine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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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protection and DMS production of Ulva linza 

under various light conditions

 

              

강은주1, 박기태2, 김주형1, 한철3, 김 용1, 이기택2, 진언선3

1 남 학교 해양학과, 2포항공과 학교 환경공학과, 3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High light affects oxidative stress on marine plants, which respond to the light 

as photoprotection or damage. Drift green algal mats consistently expose to high light 

during floating and moving. Ulva linza was cultured to four different light conditions 

(limited: 50 μmol photons m
-2

 s
-1

, optimum: 175 μmol photons m
-2

 s
-1

, saturated: 475 

μmol photons m
-2

 s
-1

 and inhibited light: 1170 μmol photons m
-2

 s
-1

) for 48 hours to 

clarify the photoacclimation mechanism. Chlorophyll a fluorescence was measured to 

obtain photokinetic parameters, xanthophyll pigments and dimethylsulphide (DMS) 

which was analyzed after culture for 12 hours at each light conditions. Maximum 

quantum yield (Fv/Fm) was decreased at saturated and inhibited light conditions, but 

they recovered after 20 minutes as much as Fv/Fm. Energy quenching (qE) was 

increasing, while photoinhibitory quenching (qI) was decreasing under higher light 

level. Xanthophyll pigment concentration was increased at the high light level. These 

results represent that drift green mat might have photoprotection mechanism to 

overcome photodamage under excess light condition. Biomass specific DMS production 

increased under higher light level, and this contributes reducing photooxidation stress. 

Our results proposed that drift algal mats obtain the photoacclimation strategy to 

tolerate high light stress, and this related to extent and maintenance of green algal 

mat.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초음파 음향 시스템을 이용한 유해적조 blooming

시변동성의 실시간 탐지

              

강돈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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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1
, 정승원

2
, 이윤호

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 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발생하는 유해 조는 매년 발생하며, 발생 강도가 큰 경우 연안 수

산양식업과 해양생태계에 직·간 으로 큰 향을 주고 있다. 이때 수산업 측면에서 유해 

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해서는 기 탐지에 따른 응 시간이 가장 요한 변수이다. 

재 사용하고 있는 목시 측, 채수에 의한 계수 방법, 인공 성 탐지 방법 등은 각각의 장·단

이 있지만 무엇보다 실시간 탐지의 제한은 조 피해 책을 한 기 응이 어려워 새

로운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실시간 유해 조 발생 탐지를 해 

2010-12년에 걸쳐 3 MHz 이상의 음 를 이용한 탐지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 으며, 여수 

 통  해역에서 조 발생  비발생 조건에 따라 개발 시스템의 실시간 탐지 효용성 평가

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6월 말 - 8월말까지 통  해역에서 기 개발된 조 음향탐지 시스템의 

장 활용성 평가를 해 장기 운용 결과를 제시하 다. 부이형 시스템은 5분 간격으로 음향 

자료, 수온/염분 자료를 CDMA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여 육상 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원격 

송하 다. 음향 자료 분석 결과, 7월 11일 주의보 수 의 음향강도 측정되었고, 경보 수 은 7

월 13일에 처음 탐지되었다. 이후 조 음향 강도는 7월 24일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 으며, 

8월 8일까지 고 도의 음향 강도로 시스템에 탐지되었다. 이러한 음향 탐지 자료는 국립수산

과학원의 찰 결과에 비해 주의보는 약 5일, 경보는 3일 정도 빨리 탐지하는 실시간 조기 탐

지 가능성 결과를 제시하 다. 표층 2 m에 설치한 음향 센서에 의한 유해 조의 일주기 변

화 자료에서 낮시간에는 강도가 최 로 증가하고, 밤 시간에는 주의보 아래로 음향 강도가 낮

아져 뚜렷한 일주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채수 결과와 비교하 을 때, 최  음향 강도에 

해당하는 개체수는 5,800 cell/ml에 근 하여 상 성을 보여주고 잇었다. 2013년 통  해역에 

발생하여 막 한 피해를 유발한 고 도 조는 음향 시스템의 장기 운용에 기 주의보 수

에서 소멸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 다. 

시스템 성능 개선이 부분 으로 필요하지만 개발된 음  음향 시스템을 이용한 유해 조의 

실시간 시변동성 탐지에 유용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과제

(PE99211)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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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drifting macroalge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mapped using satellite image: A 

comparison of green and brown algal blooms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김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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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주형
2

1 남 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Floating macroalgal blooms has occurred for several years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since 2000. We used satelltie imageries (MODIS and Landsat) to make the 

distribution and pathway of the floating green (Ulva sp.) and brown (Sargassum sp.) algae, 

which moved into the Korean coastal water from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from 

2008 to 2013. During the study, green macroalgal bloom (green tide) appeared every year 

in China, while it only appeared in 2008, 2009 and 2011 in Korea. We became certain that 

the green tide originated in the east coast of China. Furthermore, brown macroalgal bloom 

(brown tide) moved into Korean coastal waters in 2012 and 2013. In contrast to green tide, 

brown tide  originated in northern Taiwan, and moved northeastward with the Kuroshio 

Current. Analysis of sea surface current data from 2008 to 2013 showed the pathway of 

both macroalgae patches were very similar to surface current of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Satellite image analysis showed that the patch had similar spectral shape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green tide from brown patches by using spectral characteristics in 

satellite images. Thus, additional method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accurately 

distinguish them when both macroalgae patches appear at the same time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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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 리를 한 GIS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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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최근  세계 으로 생물다양성에 한 요성이 커다란 화두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른바 나고야 의정서 약이 체결되어 생물자원 활용에 한 이익의 공유 방법에 하여 논의

가 채택이 되었다.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국립생물자원 , 국립생태원과 더불어 

국립해양생물자원 의 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기 한 탐사와 연

구로 해양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여 본 의정서에 비하고 있다. 재까지 채

집을 통하여 축 된 방 한 양의 해양생물자원 자료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일 형태의 시스템으로 리되어 일의 근과 복  활용 등에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 으로 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표 화하여 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구축된 치정보와 속성정보들을 상호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기존 일 형태의 데이터 리와 

시스템의 단 을 보완하고 방 한 양의 해양생물자원 자료 데이터를 체계 이면서 효과 으

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해 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고 오라클로 구축하 다. WEB 상

에서는 각 클라이언트 간에 입력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해

양생명자원 GIS 정보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과정에서 해양생물자원 문가의 요구분석 통

하여 재 사용하고 있는 자료 데이터를 표 화하고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을 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 다.

  본 시스템은 GIS를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로 다양한 공간분석과 공간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한 5종의 검색기능  분양, 기탁, 여 등록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인 리와 보   연구에 활용되도록 하 다. 

재 각각의 동ㆍ식ㆍ미생물별로 기탁등록보존기 이 지정되어 표본 확보  운 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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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서식하는 진주배말, Cellana grata의 생식소 

발달 특성

              

양 성, 윤성진,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본 연구는 울릉도에 서식하는 진주배말의 생식소 발달 특성을 찰하기 하여 조직학  연구

를 수행하 다. 실험생물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울릉도에 서식하는 개체를 매월 30

개체씩 채집하 다. 진주배말의 생식소 조직 시료는 생식소만을 따로 분리하여 Davidson's 

solution에 48시간 고정하 으며, Powell et al. (1993)의 방법에 따라 에탄올을 이용하여 탈수

한 후, 라핀 포매법을 이용하여 6㎛ 편을 제작하 다. 슬라이드상의 편은 Harris' 

hematoxylin과 eosin Y로 비교 염색하고, 학 미경을 이용하여 조직내 생식소 발달 황을 

찰하 다. 산란기를 간 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생식소지수(Gonad Index: GI)는 각각 Mann 

(1979)과 Eversole (1997)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 고, 생식소 량 지수(Gonad 

Somatic Index:GSI)는 Gonor (1972)의 방법에 따라 생식소 량(g)과 육 량(g)의 비율로 산출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진주배말의 각장은 23.2∼43.2㎜ 범 고, 평균 각장과 육 량은 각각 29.3

∼36.1㎜와 1.22∼3.43g으로 분석되었다. 생식소지수(GI)는 5월 수컷과 암컷 각각 2.04와 2.40으

로 조사되었고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수컷의 경우, 6월 생식소지수가 4.71

로 가장 높게 나타난 후 8월(3.33)까지 낮아지는 추세를 보 으며, 9월 4.38로 다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암컷의 생식소지수(GI)는 6월과 7월 각각 4.88과 4.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산란과 함께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학  찰 결과, 

수컷의 방정은 6월 시작되어 7월 처음 산란을 보인 암컷보다 한 달 먼  찰되었다. 수컷은 

두 번의 집 인 방정이 찰되었는데 8월 1차 방정(83%)이 일어난 후 9월 다시 성숙한 정자

들이 찰되었고 10월 2차 방정(80%)이 이 졌다. 암컷은 7월 처음 산란이 찰된 이후 8월과 

9월사이 주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단되며, 10월 퇴화  흡수되는 상태의 개체들이 나타났

다. 생식소 량지수(GSI)는 수컷과 암컷 각각 방정과 산란 이 인 7월 17.91과 18.31로 가장 높

게 찰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수컷의 경우에만 9월 다소 증가하 다가 10월 격

히 감소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생식소지수와 생식소 량지수 모두 조직학  찰로 조사된 

생식소 발달과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에서는 배말류를 칼국수, 밥, 미역국 등에 첨가되는 식재료로 활용하여 상업 으로 이용

하고 있다. 특히 진주배말은 량 자연에서 채취되고 있으며, 연  생산량은 매우 불규칙한 패

턴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울릉도 연안해역은 남획, 갯녹음 상  자원량 

리 실패로 인해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원량 감소 상은 어민들의 소득

과 한 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량 회복 책이 시 하지만 진주배말의 자원량 회복

을 한 기 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주배말의 자원량 회복  안정된 생물 공  방안을 마련하기 한 기  정보

를 제공하 다. 더불어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 인 생리-생태  연구를 통해 축 된 다양한 

결과들은 향후 울릉도 진주배말의 자연 증식뿐만 아니라 양식자원 증 에 필요한 수산자원학

 연구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사업(PE99203)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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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increased CO2 on early developmental stages

of marine medaka, Oryzias melastigma

Sooho Kim, Kyoungjun Lee, Jaehwan Seo, Seongjin Hong, 

Bong-Oh Kwon, Jinsoon Park, Sung Joon Song, Jong Seong Khim
*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ABSTRACT

Although an socioeconomic concerns together with scientific demands on the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the understanding of potential 

adverse effects on marine ecosystem have not been well documented. In particular, capturing CO2 

onto the deep seafloor might experience a leakage of CO2 followed by environmental and/or 

ecological deterioration both in water column and bottom sediments. Accordingly, the (in)direct 

damages on benthic organisms inhabiting bottom layers and free-living organisms such as nekton or 

plankton in given CCS area remains critical concerns. In this study, the lethal and sublethal effects 

of great CO2 exposure on embryo development of marine medaka (Oryzias melastigma) were 

investigated. The fish eggs within post fertilization 24 hours were exposed to varying concentrations 

(control air, 5, 10, 20, 30, and 50%) of CO2 (g) resulting pH values from 8.2 to 5.3 during 96 

hours of exposure.  As for testing lethal effects, experiment was designed by allocating ten eggs in 

three chambers each (10 × 3 = 30 eggs) and developmental inhibition was tested with one egg 

each in 12-well plates (1 × 12 = 12 eggs).  The lethal and sublethal effects determined by 

mortality, early developmental delay, and heartbeat inhibition of medaka eggs were monitored by 

microscopic counting. The lethal effects were found below the pH of 5.8 after exposure of 96 

hours, and similarly the developmental delay and decreasing of heartbeat rate were observed below 

the pH of 6.0. In gener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 CO2 exposure to fish embryo may 

cause significant developmental effects, even by a short-term period of exposure. Further, the 

adverse effects of long-term CO2 exposure over the full cycle of fish development, say embryo, 

larvae, juvenile, to adult are under investigation, thus such collective addition would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CO2 toxicology in pelagic ecosystem. 

Keywords: Carbon dioxide, fish development, marine medaka, short-term exposure, acute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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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l Biogeography along Stratified Water Columns 

in the Western 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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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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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2
극지연구소

The Arctic Ocean is hydrographically complex and considered to be a double estuary with 

Pacific water entering through the Bering Strait and Atlantic water entering through the 

Fram Strait. A northward Pacific-origin current enters through the Bering Strait into the 

Chukchi Sea and intermixes with the northern Atlantic water that enters through the Fram 

Strait. However, the mixed currents are distinctive along depths of water column by their 

own water masses. Of the stratified structure of the Arctic water columns, surface mixed 

layer water (0-10 m) is strongly affected by melting sea-ice and river discharge during 

summer. Beneath the mixed layer which strongly affected by wind, the influx of Pacific 

water is significant, and the highest and the lowest temperatures indicate Pacific summer 

water and winter water, respectively. Atlantic water flows below Pacific winter water. An 

expedition of the IBRV ARAON took place in the western Arctic Ocean during the 

summer of 2010. We collected seawater and sea-ice samples and measured physiochemical 

traits of that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bacterial communities influenced by 

hydrographic features of surface mixed layer and arctic water columns. First, we designed 

our study to encompass a bacterial biogeographic change in surface mixed layer along 

northern latitude during sea-ice melting (herein designated sea-ice level). Next, water 

masses below the surface mixed layer were categorized by Temperature-Salinity diagram 

along depths of water columns that ranged from euphotic- to subeuphotic zones defined by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a measure of sunlight. We then conducted a 

pyrosequencing targeting the V1–V3 region of the bacterial 16S rRNA gene to shed light 

on the bacterial communities in the collected samples.

Our result showed that Alphaproteobacteria, Flavobacteria, and Gammaproteobacteria taxa 

composed the majority of the bacterial communities in surface mixed layer (7 m). Of the 

major taxa, Alphaproteobacteria was the most abundant and ubiquitous in surface mixed 

layer, and its relative abundance varied along sea-ice levels. Linear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sea-ice melting denoted by a salinity gradient could affect the relative 

abundance of Alphaproteobacteria in the surface water. Interestingly, Alphaproteobacteria 

was mostly represented by sequences belonging to SAR11 group I (family level), and 

SAR11 group I and other major taxa of family level in surface mixed layer disappeared in 

near sea-ice samples, suggesting that they are dispersal to lower depths with sinking 

dense water in salting-out process during sea-ice formation. For instance, the 

Alphaproteobacteria, Flavobacteria, and Gammaproteobacteria, the most popular in surface 

mixed layer, were the majority of the bacterial communities in Pacific winter water (lower 

euphotic zone; > 80 m), and the relative abundance of SAR11 group I of that was similarly 

popular with surface mixed layer (it was gradually decreased through Pacific winter water 

to Atlantic water). In contrast with the Pacific winter water, the relative abundance of 

Deltaproteobacteria, SAR406, and SAR202 were the highest in Atlantic water (sub-euphotic 

zone; 145-1800 m), and they were rare or absent in Pacific winter water, suggesting that 

arctic marine bacteria have biogeography patterns along stratified water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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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종합결과
고병설, 정회인

해양환경 리공단 해양생태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 기 조사는 습지보 법 제4조에 의해 수행되는 국갯벌의 생태계 

황을 조사하는 법정조사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2차 연안습지 기 조사를 완료했

다. 2차 연안습지 기 조사를 통해 지 까지 지정, 리되고 있는 국의 12개 연안습지보호

지역 가운데 8개소의 모니터링에 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 다. (1)퇴 환경, (2) 형 서동

물, (3)주민인식변화에 한 공통항목 조사와 보호지역 특성에 맞게 염생식물, 물새 등의 조

사가 수행되었다. (1)무안, (2)진도, (3)순천만, (4)보성벌교, (5)옹진장 도, (6)고창, (7)서천,  

(8)증도 갯벌습지보호지역에 하여 과거 조사자료와의 생태계 변화 비교를 통해 각 개소별 

습지보호지역 리 항목을 도출하 다. 본 자료는 향후 연안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리방향 설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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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식 바지락 채취가 서동물군집에 미치는 향

윤상필, 송재희, 박 재, 최윤석, 정상옥, 안경호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고압분사식 바지락 채취 기구의 사용은 어 의 고령화 상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용 과정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표층퇴 물의 물리  교란

이 서생태계에 악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사를 통해 그 향을 알아보았다. 

북 고창군 하 리 갯벌에 세 개의 실험구(고압분사구, 압분사구, 조구)를 설치하고, 기구 

사용 , 사용 후 1일, 14일, 30일, 60일 경과 시 에서 변화를 모니터링 하 다. 한 기질 차

이를 알아보기 해 모래기질  펄기질 각각에 동일 셋트를 용하 다. 결과 으로 두 기질 

모두에서 기구 사용 ․후에 출 종수  다양도에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며, 개체 도만 고압

분사 시에 일시 으로 감소하 다. 이는 침보석요정갯지 이와 같이 서식깊이가 낮은 서생물

들의 도 감소가 반 된 결과 다.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기구사용 ․후 군집의 차이가 

명확치 않아 기구 사용에 따른 악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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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의항리 해변 해조상과 서식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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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충청남도 태안군 의항리 해변은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이 심

각하게 발생하 던 지역이다. 사고 직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유류오염에 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

행되어 오고 있으며, 해안 생물군의 회복에 한 심도 집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고지역과 

시기는 고되지 않고 발생된다는 과 해당지역에 한 생태계 조사가 수행되어 자료가 없는 경우

에는 생물상의 회복정도를 비교 단을 직 으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다양

한 형태의 해안 서식처가 복잡한 서식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식처 특성에 따라 생육하고 

있는 생물상도 다양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암반 조간 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데, 유류 오염 시 고착생활을 하는 해조류의 경우 직 인 피해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생활형태를 

지니고 있어 단시간에 넓은 범 에 걸쳐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사고 이후에도 방재와 

유류제거 작업등으로 서식처에는 상당한 양의 물리화학  해성분에 노출되거나 잔류함에 따라 해

조류 이입과 생육에는 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생산자 역할 뿐만 아니라 

서동물에게는 사육장, 산란장 그리고 서식처로도 활용되는 해조류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풍부성에 

기여되는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해조류 모니터링은 해양생태계 서식  환경 변

화를 종합 으로 단하는데 기  자료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원유유

출 사고로 인하여 해안 조간 에 서식하던 해조류가 훼손되었다가 자연 인 회복과정 정도 단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개월 간격으로 충남 태안군 의항리 해안에서 진행하

다. 의항리 해안은 암반 경성조간 , 모래 해안, 뻘 해안, 암석과 호박돌 그리고 독살과 같은 인공

구조물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항구와 해수욕장, 갯벌체험장과 국립공원 리지역 그리고 어

계 양식장 등 활용범 와 근 용이성이 다양한 지역이다. 2012년 조사에서는 총 44종의 해조류가 

조사되었으며, 2013년에는 83종이 확인되었다. 우 종으로는 상부에는 홍조류 불등풀가사리가 표

이었으며, 부에는 녹조류 구멍갈 래, 갈조류 지충이, 하부에서는 갈조류 미역과 다시마와 홍조류 

진둘발과 작은구슬산호말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출 종수와 우 종에 한 정보는 해조 서

식환경을 단하는데 한정 일 수 밖에 없으며, 정  측면에서의 회복 정도를 단하는데 부족한 

정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해조상을 통한 서식환경을 가시 으로 단하기 한 라미터를 제안하

고 용하고자 하 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가두리 양식장(통  MRC)  주변 서퇴 물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의 군집특성

이희갑1, 강태욱2, 민원기1, 김동성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본 연구는 가두리 양식장 운 으로 인한 퇴 물 내 유기물의 증가가 있을 것으

로 상되는 해역에서 서식하는 형 서동물 군집과 주변 인근에 치한 조해역

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 군집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가두리 양식장이 해양 서생

태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시료의 채집은 2013년 7월과 10월에 양

식장 인근 3개 정 과 조해역 2개 정 에서 SCUBA를 이용하여 소형 아크릴 주

사기로 정량 채집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형 서동물 그룹  선충류(Nematode

s)가  계  모든 정 에서 가장 우 한 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두리 양식

장 내 정 에서는 선충류 외에 다른 분류군이 출 하지 않았다. 반면 조해역에서

는 선충류 외에도 서성 요각류(Harpacticoids)와 유공충(Sarcomastigophorans) 등 

다양한 분류군이 출 하여 양식장 지역보다 상 으로 형 서동물 그룹이 서식

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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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of morphological variations of 

Sargassum thunbergii on rocky intertidal shores of 

the Korean coast: does thallus morphology reflect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김상일, 최선경, 신상효, 박상률

제주 학교 해양생명과학과

Macroalgal morphology can be affected by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through 

phenotypic plasticity or local adaptation. In additi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the 

most widely used criteria for species identific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morphological variations of Sargassum thunbergii on rocky intertidal shore of the Korean 

coast to understand the morphological responses to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A total 

of 20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from 16 locations along the Korean coast 

in spring 2011 and 2012. The size of holdfast and stipe highly varied with locations. 

Thallus height, branch length and diameter, and vesicle (including stalk and mucro) length 

in west coast populations of S. thunbergii were smaller than those of east and south coast 

and Jeju Island. The populations of west coast, however, showed the longest in internode 

interval. The texture of west coast populations was softer compared to that of other 

populations. The morphology of fulcrant leaf was dependent on location. Large 

broad-lanceolate fulcrant leaf was observed in other populations except Jeju Island 

populations. There was no difference in receptacle size among loc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phological variations of S. thunbergii might reflect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However, further studies (genetic diversity or variation using various markers) 

are still required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nvironmental factors and 

morphological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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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photobiological H2 production by the 

addition CO in unicellular N2-fixing cyanobacterial 

strains from Korean co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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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biological H2 production by marine cyanobacteria is known to be beneficial for both 

clean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upply. We established 77 cyanobacterial strains 

from 69 stations around the Korean coasts by the single cell isolation technique during last 

four years. Using two Korean N2-fixing unicellular cyanobacterial strains(Cyanothece sp. 

KNU CB MAL-031 and Cyanothece sp. KNU CB MAL-058) and Synechococcus sp. Miami 

strain BG043511, we performed cultivation experiments to find out the effect of CO addition 

on photobiological hydrogen production. For the CO test, 0, 1, 5, 10, 20 and 30% v/v of the 

N2 atmosphere in the head space of the experimental flask was replaced by CO, and the 

amount of the accumulated hydrogen after the CO injection was monitored. At CO 

concentrations over 5% any further enhanced hydrogen production was not detectable, 

which leads us to adopt 1-5% CO addition for practical photobiological hydrogen production 

by the cyanobacterial strains. Maximum enhancement of the photobiological hydrogen 

production by CO additions were 2-6 times over the conventional incubation without CO 

addition. Present results could contribute to novel technology for more efficient 

photobiological hydrogen production by unicellular marine cyano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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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Record of Family Chaetiliidae, Symmius 

yamaguchiensis (Crustacea: Malacostraca: Isopoda) 

from South Korea

송지훈, 민기식

인하 학교 생명과학과 진화유 체학연구실

  Symmius yamaguchiensis Shimomura, 2008 has previously been recorded in Japan. In the 

present study, we report for the first time the occurrence of S. yamaguchiensi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e family Chaetiliidae and genus Symmius is new to South Korea. 

The genus Symmius are distinguished b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the head with 

lateral parts expanded; 2) eyes small and situated on the part of the expanded portions of 

head; 3) coxal plates well–developed and visible dorsally on only pereonites 5–7; 4) 

pleonites composed of three segments (1–2 complete, 3 with no trace of suture lines); 5) 

antenna 2 flagellum consolidated and forming a single article. In this paper, we provide 

detail descriptions and illustrations of the diagnostic characteristics of the S. 

yamaguchiensis. Further, for the first time, we determined the partial sequence of the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CO1) gene for molecular characteristic. As a 

result of this study, distribution of S. yamaguchiensis is more widened, and provides 

information of genus Symmius from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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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Marine Cyrtophorid Ciliate,

Dysteria nabia nov. spec.

(Ciliophora: Phyllopharyngea: Cyrtophorida: 

Dysteriidae), from South Korea

박미 , 민기식

인하 학교 생명과학과 진화유 체학연구실

  We discovered a new marine cyrtophorid ciliate, Dysteria nabia nov. spec., in Incheon 

Harbor in the Yellow Sea and at Ihoteu Beach on Jeju-do Island, South Korea. This new 

species is described based on live observations, protargol impregnation, and silver nitrate 

impregnation. Dysteria nabia measures approximately 94 × 45 µm in vivo and has an oval 

to elliptical form, with a subcaudally positioned podite; 5 right kineties, with a single 

shortened innermost right kinety; usually 3 left frontal kineties; and 2 contractile vacuoles. 

The length of the small subunit ribosomal RNA (SSU rRNA) gene sequence is 1,700 bp. In 

comparison with the five previously identified sequences of Dysteria species, the 

inter-specific similarity of D. nabia ranges from 91.5% to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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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해 오징어에서의 롬계 난연제 PBDEs의 

시공간  변화

 

이효진, 정해진, 김기범

경상 학교 해양환경공학과

롬계 난연제 polybrominated diphenylehters, PBDEs에 해 우리나라 외해의 해양생물에서 

보고되어진 농도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omonitoring 생물로 알려진 살

오징어(Todarodes pacificu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외해에서 PBDEs의 시공간  분포  변화

를 악하고자 하 다. 살오징어 시료는 2006년과 2012년 동해 강릉항  서해 목포항에서 채

집하여 간을 따로 분리하 으며, 해양생물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주요 4개 PBDE congener 

(BDE-47, -99, -153, -154)에 해 채집된 시료에서 분석하 다.

  

2006년과 2012년 채집된 오징어 간에서의 ∑4PBDEs 농도는 각각 0.56∼33 (평균: 14) ng/g 

lipid weight(lw), 10∼235 (평균 97) ng/g lw로 나타나, 2012년 채집된 오징어에서의 PBDEs 

농도가 2006년에 비해 약 6배 감소하 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PBDEs 농도의 감소는 PBDEs 

사용 규제에 따른 소비 감소에 의한 향으로 단되어진다. 동해와 서해의 공간에 따른 

PBDEs 농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2006년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83, 110 ng/g lw, 2012년 동해

와 서해에서 각각 6.3, 23 ng/g lw로 서해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2006년과 

2012년 분석되어진 오징어 간에서의 평균 PBDEs 구성비는 BDE-47 (54%) > BDE-99 (28%) 

> BDE-154 (12%) > BDE-153 (6%) 순으로 나타났으며, BDE-47이 주요 구성 congener로 확

인되었다. 한편, 동-서해에서 채집된 오징어에서 지역에 따른 PBDEs 구성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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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마산만에 출 하는 Alexandrium spp.

(Dinophyceae)의 형태  특성

여 미1, 이 2, 신 호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2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마비성 패류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의 원인종으로 알려진 

Alexandrium spp.은 진해만에서 수산, 양식업에 막 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진해, 마산만에서 그 원인종에 한 분류학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진해, 마산만에 출 하는 Alexandrium 종을 명확히 악하기 하여 2011년 3월부

터 2012년 2월까지 매월 sediment trap을 이용하여 Alexandrium spp.의 시스트를 

채집한 후, 발아실험을 실시하 다. 발아한 Alexandrium spp.은 학 미경과 자

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 으로 동정하 다. 그 결과, Alexandrium tamarense, A. 

catenella, 그리고 A. insuetum이 동정되었다. A. insuetum은 1985년에 Balech에 의

해 국내출 이 보고된 후,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다른 

Alexandrium과 형태 으로 매우 유사하여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단된다. 이 

종은 일본에서 패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인 모니터

링이 요구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Effect of sampling frequency on detection of 

phytoplankton dynamics at fixed station

권오윤1,2, 강정훈2, 김윤배3

1상명 학교 생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등도·독도해양연구기지

1 . Introduction

Primary production plays a key role in marine food webs, and therefore 

information on potential changes in this parameter of natural or anthropogenic 

origin is important. The problems in obtaining representative phytoplankton data 

sets have been known for decades (e.g., Hardy, 1955; Harris, 1980). In 

phytoplankton dynamics there is a hierarchy of processes operating at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scales, which results in patchiness, in both time and space, 

in respect of biomass and species composition (e.g., Harris, 1980; Kahru et al., 

1986, 1990; Kononen et al., 1992; Leppa¨nen et al., 1994a, b).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is particularly high during phytoplankton blooms. 

Eutrophication increases the magnitude and frequency of blooms (Gro¨nlund and 

Leppa¨nen, 1992). Consequently, reliable detection of blooms is important in order 

to assess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traditional monitoring 

programmes based on infrequent sampling at a few stations in a sea basin, the 

detection of blooms is hazardous (Rantaja¨rvi et al., 1996). This study is aimed 

at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sampling resolution to detect 

plankton variability at fixed station. Suggestions for improving phytoplankton 

monitoring programmes in order to reliably reveal regional differences and 

long-term changes are given.

2 . Material and Methods

This study twice a weekly investigated phytoplankton biomass at fixed station 

from 04 January 2009 to 30 December 2009. Sampling was completed high tide 

periods. To determine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500ml of sampl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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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ed through a 47mm Whatman GF/F filter under low vacuum pressure. The 

filter was soaked in 15ml of cold 90% acetone-distilled water(v/v), then 

sonicated to break cell walls and extracted for 24 hours in the dark at 4°C. 

Finally,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using a 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 Statical analysis was conducted SPSS 12.0 statistical 

software.

3 . R esults and D iscussions

The maximum peak in chl-a concentration wad recoded during 

September-October in 2009. This periods dominated diatom and dinoflagellates. 

In most of costal waters, the euphotic layer is shallow and coincide mixed layer 

during the growing season (Hallfors et al., 1981). The chl-a concentration 

showed similar patterns in surface and bottom waters, excepted in October 2009. 

When frequency wad decreased to one weekly, the annual succession was well 

distinguished, but peak values were lost (Fig. 1). There are only few studies of 

the effects of temporal sampling frequency on phytoplankton estimates. In an 

attempt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temporal sampling resolution at fixed 

stations on annual primary production estimates. In conclusion, annual trend in 

phytoplankton biomass cannot be detected reliably without high sampling 

resolution. 

Table 1. Variation of chlorophyll a recording in the data set for studying effects 

of temporal sampling frequency.

L ayer
S ampling 

frequency
N Mean Min. Max. S D

Surface

Twice a week 195 1.53 0.15 6.68 1.21

Once a week 98 1.45 0.15 6.55 1.16

Twice a month 51 1.47 0.27 6.55 1.21

Once a month 24 1.69 0.29 6.55 1.57

Bottom

Twice a week 195 1.63 0.19 9.39 1.3

Once a week 98 1.59 0.19 9.39 1.3

Twice a month 51 1.51 0.21 5.84 1.07

Once a month 24 1.46 0.24 5.84 1.22



Fig. 1. Variation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at the Jang-Mok bay from 2009 

to 2010. a,e) twice a week; b, f) once a week; c, g) twice a month; d, h) once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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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fractionated phytoplankton biomass and 

community in the Yellow Sea: A comparison 

with north and south latitudes in spring and 

summer

권오윤1,2, 강정훈2

1상명 학교 생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1 . Introduction

As the basis of the food chain and the path ways for carbon and energy fluxes 

(Ryther, 1969), phytoplankton play an important role in marine ecosystems.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s of phytoplankton biomass is a necessary step 

in evaluating the role of the ocean in biogeochemical cycles (Longhurst et al., 

1995) and in determining the long term responses of coastal ecosystems to 

anthropogenic activity (Harding, 1994). The size structure of marine 

phytoplankton is known to be a key property affecting the fate of biogenic 

carbon and the trophic organisation of pelagic ecosystems (Froneman et al., 

2004; Cermeno et al.,2006). Many studies have evaluated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size-fractionated phytoplankton biomass in terms of chlorophyll a 

and primary productivity in different waters of the world’s oceans. It has been 

reported that picophytoplankton (< 2㎛) dominated in the oceanic oligotrophic 

waters of the Atlantic, Pacific, and Indian Oceans(e.g., Le Bouteilleretal., 1992; 

Savidge and Gilpin, 1999; Maran ´ on et al., 2001). In addition, pico- and nano 

phytoplankton were also reported to dominate in the open ocean waters of the 

Southern Ocean in spite of the high levels of nutrients when irradiance was 

weak or micro nutrients such as iron was limiting (Weber and El-Sayed,1987; 

Varelaetal., 2002; Hashihama et al., 2008). In general, the dominance of 

picophytoplankton(< 2㎛) was limited to stratified and oligo- trophic waters, 

while the prevalence of microphytoplankton (>20 ㎛) was associated with 

nutrient-rich and turbulent environments (Chisholm, 1992; Magazzu and 

Decembrini, 1995; Agawinetal., 2000; Cullen, et al., 2002). The aims of the 

present paper are to study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patterns of total 

and size-fractionated phytoplankton biomass in a full annual cycle (20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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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determine the major environmental factors controlling their seasonal 

variation. The Southern Yellow Sea has complex hydro-graphic conditions and 

contrasting nutrient regimes that provide an ideal place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forcing  and phytoplankton biomass and size 

structure.

2 . M aterial and M 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board R/V Eardo in the Yellow Sea in spring 

and summer 2012. The sampling area were selected along lines from coastal to 

off-shore waters (124.5 and 125.5°E) located at two latitudes (34.5 and 36°N), 

which included 8 stations (Fig. 1). Vertical profiles of salinity and water 

temperature were acquired CTD profiler (SBE 911 plus, Seabird Electronics Inc.).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5-8 depth (interval 10-20m) using a 10 L 

Niskin for analysis of nutrients and chlorophyll a concentrations during the 

study periods. Water samples for inorganic nutrients (nitrate, nitrite, ammonia, 

phosphate and silicate) analysis were filtered through GF/F filters. The filtered 

seawater was immediately kept under -20°C in refrigerator, and measured 

according to Parson et al. (1990). Chl-a was extracted in 10 ml 90% acetone in 

the dark at 4°C for 24h, and the fluorescence was then measured both before 

and after acidification with 10% HCl using a 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 Identification and enumeration of phytoplankton were taken each 

depth (interval 10-15 m) at every station and fixed Lugol’s solution (final 

concentration: 1%). Phytoplankton was enumerated under light microscopy 

(Axioplan, Zeiss) using a Sedgwick Rafter counting chamber.

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 in the Yellow Sea.



3 . R esults and D iscussions

In the summer, the temperature was varied 23.04-28.72℃ at A line in the 

surface waters (0-20m). No obvious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central 

and coastal waters, with mean temperatures of 27.7 and 27.4℃, respectively. The 

water column was well mixed in the coastal area but highly stratified in the 

central region. 

Fig. 2. Vertical variation of phytoplankton standing crops in the Yellow Sea.



Relationships between phytoplankton biomas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were 

studied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regulating seasonal variations in phytoplankton. 

Temperature, light conditions, nutrient availability and physical processes are among 

the environmental properties known to modify the phytoplankton biomass. Surface 

temperature spanned a wide range(>20℃) during our study period, and no 

statistical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total and size-fractionated chl a with 

temperature either with in each cruise or across the cruises.

Fig. 3. Relative ratio of phytoplankton community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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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가두리 양식장이 층-수층 생태연결고리에 미치는 

향

유정식1, 김성한1, 최아연1, 최재훈2, 이원찬3, 김정배3, 정호1*

1한양 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지오시스템리서치 ,3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수심이 얕은 연안 퇴 물에서는 유기물의 분해로 인해 유리되는 무기 양염이 수층으로 용

출되어 일차생산에 상당부분을 기여하는 층-수층 생태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양식어장에서는 

잉여사료와 양식어류 배설물의 상당부분이 수층에서 분해되기 에 퇴 물로 공 된다. 이 게 

축 된 유기물은 퇴 물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이때 다량의 양염이 수층으로 용출

어 수층의 부 양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면서  퇴 물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 

분해와 함께 수층으로 다량의 양염이 용출되며, 이에 따라 수층의 부 양화를 일으키는 원인

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층-수층 생태연결고리에 미치는 양식장의 향을 알아보기 해 

남해 강진만에 치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2013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양식장 정 과 조구 

정 에서 퇴 물 내 공극수 암모니아와 인산염 농도, 총 산소소모율, 양염 용출률을 각각 조

사하 다. 7월과 9월의 암모니아 농도는 퇴 물 표층으로부터 10 cm 까지 분한 결과, 양식장

에서 8.7-14.0 mmol m
-2

로 조구의 6.6-6.7 mmol m
-2 

보다 약 2배 높은 농도로 나타났고, 인

산염의 경우 양식장에서 1.3-3.0 mmol m-2로 조구의 0.9-1.2 mmol m-2 보다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과 9월의 총 산소소모율은 양식장에서 99.8-204.9 mmol m
-2

 d
-1

로 조구

의 42.5-43.1 mmol m
-2

 d
-1 

보다 2-5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의 용출률은 양식장에

서 5.8-16.2 mmol m-2 d-1로 조구의 1.1-1.2 mmol m-2 d-1 보다 5-15배 높은 값으로 나타났

다. 인산염의 용출률은 양식장에서 0.5-2.0 mmol m
-2

 d
-1

로 조구의 0.1 mmol m
-2

 d
-1 

보다 

5-20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7월과 9월 층 무기질소의 용출이 수층 일차생산을 지지하는 

비율은 양식장에서 52-166%로 조구의 8-12% 보다 4-22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층 무기

인의 용출이 수층 일차생산을 지지하는 비율은 양식장에서 86-301%로 조구의 15-17% 보다 

5-20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과도한 양식장의 운 이 양식장 하부 퇴 물에 

다량의 유기물축 을 야기하고, 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층으로부터 용출된 양염이 연안해

양의 부 양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수층의 성층이 약화되는 가을철에 연

안역에서 발생하는 식물 랑크톤의 증식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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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g cysts, and effect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n the growth of vegetative cells of 

the potentially harmful species 

Alexandrium insuetum Balech (Dinophyceae)

신 호1, 백승호2, 이 1,3, 한명수3, 임월애4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3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4국립수산과학원

The potentially harmful species Alexandrium insuetum established by the 

incubation of resting cysts isolated from sediment trap samples collected at 

Jinhae-Masan Bay, Korea was characterized by morphological and phylogenetic 

analysis. The effect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n the growth of A. insuetum 

were also investigated. The resting cysts are characterized by a spherical shape, 

a small size (20-25 μm) and the presence of either three or four red 

accumulation bodies. The similarity of 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resting 

cysts to those of other species of the minutum group (consisting of 

Alexandrium minutum and A. tamutum) indicates that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resting cysts might improve the accuracy of the grouping of Alexandrium 

species. A. insuetum germinated from the resting cysts is morphologically 

consistent with vegetative cells reported from Korean and Japanese coastal 

areas, and has an partial large subunit (LSU) rDNA sequence identical to that 

from Japanese strains. The growth of A. insuetum was observed between 20 

and 35 psu, with increasing temperature; however at 25°C, A. insuetum could 

grow even at 15 psu. The highest growth rate (0.60 d
-1

) was observedat 25° 

Cand 25psu, whichishigherthanthepreviouslyreportedgrowthrate of A. tamarense, 

which is responsible for outbreaks of paralytic shellfish poisoining and blooms in 

Jinhae-Masan Ba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liferation of A. insuetum 

in Jinhae-Masan Bay is likely to be highest during the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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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y and phylogeny of a new calcareous cyst 

producing dinoflagellate, 

Pentapharsodinium jinhaensis sp. nov. (Dinophyceae)

              

이 1, 한명수1, 신 호2

1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A new species of Pentapharsodinium jinhaensis sp. nov. was established by incubating resting 

cysts, which were collected from sediment trap samples of Jinhae Bay, Korea. The resting cysts 

of Pentapharsodinium jinhaensis are spherical or ovoidal with a large reddish pigment body and 

a thick wall covered by numerous needle-shaped calcareous spines. The size, shape and plate 

tabulation of vegetative cells are similar to that of P. dalei and Ensiculifera carinata, however 

the vegetative cells have a spine located in the anterior sulcal plate, many pores and spines on 

the theca plate. Comparisons of the partial large sununit ribodomal DNA gene sequences 

revealed that Pentapharsodinium jinhaensis is nested within Pentapharsodinium and formed a 

strongly supported clade with P. da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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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 내 녹조 발생(green tides)의 황  분포

백은란, 김상일, 최선경, 김민지, 황성욱, 강윤희, 박상률

제주 학교 해양의생명과학부

 제주 연안에서 매년 규모로 발생하는 래류는 다양한 생태   경제  문제를 래하고 

있으나, 래류 발생 규모, 분포  원인에 한 조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

에서 우리는  제주 연안에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래류의 분포, 생체량  발생 

원인에 해서 조사하 다. 제주도 연안에서 발생한 녹조 발생의 총 면 은 100,656m
2

이며, 

제주 남서부를 제외한 모든 연안에서 찰되었다. 특히, 제주 동부 연안에서 집 으로 발생

하여 그 발생 면 은 82,628m
2

로 매우 범 하 다. 제주 연안에서 발생된 주요 래 종은 구

멍갈 래(Ulva pertusa), 모란갈 래(Ulva conglobata), 잎 래(Ulva linza)이었으며, 이는 녹조 

발생이 국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 자연발생 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녹조류의 생체량은 7월에 가장 높았으며, 평균 으로 275.6g dry weight m
-2

로 나타

났다. 특히 하도(902.1g dry weight  m
-2

)와 신양해수욕장(405.2g dry weight  m
-2

)에서 매우 

높았다. 조사기간 동안 측정된 단 면 당 생체량과 잠재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면 을 토 로 

래 발생량을 추정하 는데, 생체량이 가장 높았던 7월에 6,014톤으로 가을과 겨울에 비해 약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해역에서 해수 내 암모늄(NH4
+

)의 농도는 3μM이하 으며, 인

산염(PO4
3-)은 모든 해역에서 2μM내외의 값을 보 다. 그러나 질산  아질산염(NO3

-+NO2
-)의 

농도는 조사기간 동안 평균 10μM로 높았으며, 생체량이 높았던 7월과 11월에는 평균 30μM로 

매우 높았다. 한 질산  아질산염의 농도는 녹조류의 생체량과 연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녹조 발생이 해수 내 질산  아질산염에 의해 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제주 연안에서 발생한 녹조 발생을 제어하기 한 

리 방법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과학 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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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i Spirit 유류유출 이후 암반 조간  하부 생태계의 

회복

윤건탁, 정윤환, 박흥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Hebei Spirit 호 유류 유출 사고는 사고 기에 태

안 해안지역에 피복되어 연성  경성 조간  생태계의 생물상 감소를 유발하 으며, 후속된 고압

세척  갯닦이 등의 방제작업으로 인하여 이  암반 조간  생태계는 해 요인이 가  되었다.

유류의 향을 직 으로 받았으며 방제작업이 실시된 도리 해안 부착생물 군집을 모니터링 

하기 하여 사고 이후부터 계 별로 군집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 에 따라 부와 하부를 구분

하여 조사하 다. 조사는 25cm
2

 방형구를 이용하여 매 시기마다 2곳을 선정하여 부착생물 군집을 

채집하 다. 채집된 시료는 1mm체에 걸러지는 형 서동물을 상으로 하 으며, 종동정을 실

시하고 개체수와 습 량을 계수하 다.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생태학  제지수를 구하 으며, 

군집분석 등을 이용하여 암반 생태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분석하 다.

부 조간 가 굴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우세한 반면 하부 조간 는 석회 갯지 이가 우세한 

군집이 우세하 으며, 부조간 가 굴의 가입시기와 맞물려 2년이 지난 여름부터 회복이 되는 형

태를 보이는 반면, 하부 조간 는 부조간 보다 회복되는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 

조간 는 굴의 성장에 따라 미소서식처가 발달하고 연체동물과 단각류가 가입되어 회복되는 형태

를 보 으며, 하부 조간 는 Eulalia viridis, Hydroides uncinatus 등의 다모류의 가입과 병행하여 

생태계가 회복되는 형태를 보 다. 서해의 조차 환경과 연계되어 하부 조간 는 생물의 다양성

이 높았으며, 종조성과 물리 인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태계의 회복이 보다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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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울릉분지 내의 퇴 물 코어의 

돌말류 화석종(fossil diatom) 분포  변화에 한 연구

윤석민1,2, 정승원1, 이태희3, 곽야옥2, 기장서2, 이진환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 2상명 학교 생명과학과,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 센터 

동해 울릉분지에서 2012년 7월에 시추된 두 정 의 피스톤 코어 퇴 물(PG1 길이: 395cm, 

PD3 길이: 349cm)에서 돌말류 화석종 군집의 분포 특징  변화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이 지

역의 고생태학  해양환경변화를 연구하 다. 분석은 각각의 코어에서 돌말류 화석종의 출 종

수, 종조성, 개체수를 조사하 고, 총 탄소(total carbon)와 총 유기 탄소(total organic carbon), 

총 질소(total nitrogen), 탄산칼슘(CaCO3)  C:N ratio의 환경요인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PG1 코어에서 규조류 화석종은 40속 69종, PD3 코어에서 35속 72종이 찰되었고, 출 종수는 

PG1 코어에서 19±4종, PD3 코어에서 25±3종으로 조사되었다. 개체수는 PG1 코어에서 

2.49×104 cells/g, PD3 코어에서 3.13×104 cells/g으로, 다양성지수는 PG1 코어가 2.22, PD3 코

어가 2.53으로, PD3 코어가 높은 다양성  개체수를 보 다. 우 종은 PG1 코어와 PD3 코어

에서 공통 으로 Paralia sulcata와 Coscinodiscus centralis가 우  하 으며, PD3 코어에서는 

PG1 코어와는 다르게 Thalassionema nitzschioides가 7% 이상의 높은 우 율을 보 다. PG1 

코어에서 총 탄소량은 2.72±0.89%, PD3 코어에서 2.08±0.68%, 총 유기 탄소는 PG1 코어에서 

2.22±0.89%, PD3 코어에서 1.73±0.62%, 총 질소는 PG1 코어에서 2.22±0.89%, PD3 코어에서 

1.73±0.62%으로, PG1 코어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C:N ratio의 변화에서도 PG1 코어가 

높은 결과를 보 다. 코어 내에서 깊이별 돌말류 화석종의 군집변화를 확인하기 해서 MDS 

분석을 실시한 결과, PG1 코어에서는 6개의 그룹(유사도 55%)으로 나뉘었고, PD3 코어에서는 

5개의 그룹(유사도 65%)으로 구분되었다. PG1 코어에서는 화산활동의 근거가 되는 Tephra 층

(코어 깊이: 113-115cm)을 기 으로, 화산활동 이 의 층들에서 유사한 돌말류 화석종의 군집 

분포를 보 고, 화산활동 이후에는 군집구조가 층별로 다양하게 변하 다. 이는 화산활동 이

의 다양성지수는 2.07이 고, 화산활동 이후에는 2.52로 증가하여, 화산활동 이후 다양성이 증

가와 연 이 있었다. PD3 코어에서는 화산 활동 후의 명확한 군집변화는 확인 할 수 없었

다. 해양 내의 수질을 단하는 지표로서 이용되는 심목 돌말류(Centric diatoms)와 우상목 

돌말류(Pennate diatoms)의 C:P ratio는 PG1 코어에서 5.50±3.05, PD3 코어에서 4.07±2.45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으로 양염이 풍부한 지역에서 높은 출 률을 보이는 심목 돌말류가 더 

많이 찰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 으로 환경요인 값이 높게 조사되었던 PG1 코어의 결과

와 일치하 다. 따라서 연안  해류의 향을 더 받을 수 있는 PG1 코어에서 양화가 PD3

보다 상 으로 심화되었으며, 지역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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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에 출 하는 돌말 Bacillaria 미기록종  

정 진
1,2

, 정승원
2

, 박종규
1

1
군산 학교 해양학과,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세계 으로 깃 돌말류 (Bacillariaphyceae Pennales) Bacillaria 속은 14 종이 보고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재까지 한 종(Bacillaria paxillifera)만 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우리나

라에서는 한 종만 보고되었고, 정말 한 종만 출 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런 의문을 확인하

기 하여 국내 출  Bacillaria 속내 종들의 다양성을 찾고, 명확한 종의 분류키를 정립하며, 

DNA 유 자(SSU rDNA) 분석하여 종간의 비교  다양성을 확인하 다. 2012년 2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국내 연안 6 정 에서 시료를 채집하여 학 미경(LM)과 주사 자 미경

(SEM)으로 시료를 찰하 다. 한 유 자 분석을 하여 Bacilliaria 종들을 배양하 다. 연

구 해역에 출 한 Bacillaria 종들은 B. paxillifera, B. kuseliae, B. paradox var. tropica, 그리

고 신종으로 추정되는 Bacillaria sp.이었다. B. paxillifera는 안면도와 태안, 군산에서 미세한 

형태  차이를 보 다. raphe flange의 칭과 뚜껑면 spine의 유무에 따라 국내 연안에 출

한 B. paxillifera는 3가지 type으로 출 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B. kuseliae, 

B. paradox var. tropica와 신종으로 추정되는 Bacillaria sp.가 출 하 다. Bacillaria sp.는 기

존에 보고된 16종보다 세포의 길이와 폭이 2∼3배 정도 작았고, striae 도가 1.5배 이상 높았

으며, flange도 특징 인 형태를 보 다. SSU rDNA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에서도 B. 

paxillifera와 B. paradox var. tropica의 단일 계통군을 형성하 고, B. kuseliae는 자매군으로 

구분되어 종간의 차이를 보 다. Bacillaria sp.(신종 후보)는 정  분석 에 있다. 결과 으로 

국내연안에 출 하는 Bacillaria 속은 B. paxillifera, B. paradox var. tropica, B. kuseliae, 

Bacillaria sp. 4종이며, B. paradox var. tropica와 B. kuseliae는 국내 미기록 종이었다. 한 

Bacillaria sp.는 신종 후보로 추가 연구를 통해 차후에 보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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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ENEANS FROM MARINE RANCHED FISHES 

OF TONGYEONG, KOREA

B. A. Venmathi Maran1, 오승용1, 이정아1, 최희정1, 이순길1, 명정구1, 서호 2

 
1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Ansan 

2Chonnam National University, Yeosu

Monogeneans (Platyhelminthes) are ectoparasites, frequently encountered with severe infection 

in cultured and farmed fishes around the world. But, the identification of monogeneans is 

difficult and also the studies on monogeneans are few in Korea. In Tongyeong, southern part 

of Korea, some of marine ranched fishes collected were encountered with the infection of 

following monogeneans. All ranched fishes are commercially important. The encountered 

monogeneans are: (i) Anoplodiscus spari (Yamaguti, 1958) (Anoplodiscidae) from the fins and 

body surface of blackhead 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i schlegelii (Bleeker); (ii) A. tai 

Ogawa, 1994 from the fins of red seabream Pagrus major (Temminck & Schlegel); (iii) 

Benedenia hoshinai Ogawa, 1984 (Capsalidae) from the fins and body surface of rockbream 

Oplegnathus fasciatus (Temminck & Schlegel); (iv) B. sekii (Yamaguti, 1937), Meserve, 1938 

from the body surface of P. major; (v) Bivagina tai (Yamaguti, 1938) (Microcotylidae) from 

the gills of P. major; (vi) Choricotyle elongata (Goto, 1894) (Diclidophoridae) from the gills of 

P. major. All reported monogeneans are having high host-specificity towards their fishes. 

Severe infection need to be studied in detail to prevent diseases in fish farms and also its 

imperative to study the life cycle of these monogeneans in order to develop biological contro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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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t assay를 이용한 유류오염 퇴 물의

 유 독성 향평가 

 

정해진1, 이효진1, 김기범1, 홍성진2, 김종성2, 심원 3

1경상 학교 해양환경공학과
2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3해양과학기술원 유류유해물질사업단

유출된 기름으로 오염된 퇴 물의 독성성분으로 인한 유 독성을 평가하기 해 2007

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가 일어난 태안지역(구름포, 신두리상, 신두리하, 의항

항) 퇴 물을 채취하여 comet assay를 수행하 다. 시료 퇴 물을 각각 속실렛 추출과 

TENAX 추출하여 F1, F2, F3 분획하고, 독성이 의심되는 F2 분액에 해 다시 6개(f2.1∼f2.6) 

세부분획을 수행하 다. 각 퇴 물 분액을 돌돔(Oplegnathus fasciatus) 구 세포에 1시간 노

출시킨 후 comet assay을 이용하여 DNA 손상정도를 측정하 으며, DNA 손상정도를 fold 

induction(처리구에서의 DNA 손상값/ 조구에서의 DNA 손상값)로 표시하 다.

속실렛 추출물에서는 구름포(DNA tail moment = 9.1)와 신두리상(3.9)에서 DNA 손상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그리고 추출원액(Raw extract) 과 F1분액에서의 DNA 손상정도

는 구름포 > 신두리상 > 신두리하 > 의항항 순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F2분액에 비해 높은 값

을 보 다. 한 F2의 세부분액(f2.1∼f2.6)에서의 DNA 손상이 F2분액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F2 세부분액의 독성물질들이 서로 길항작용(antagonistic)을 보여주었다. 한

편 상과는 달리 DNA 손상의 원인물질이 F2분액보다 F1 분액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해수와 담수를 사용하여 구름포, 신두리, 의항항 퇴 물의 유류성분을 TENAX추출법

으로 독성성분을 추출하여 동일 실험을 수행하 다. 구름포, 신두리등에서는 F2 분액에 비해 

F1과 F3분액에서 DNA손상정도가 높았다. 속실렛 추출물에서와 마찬가지로 TENAX 추출의 

F2 세부분액에서도 F2분액보다 DNA 손상정도가 높았다. 체 으로 볼 때 속실렛과 TENAX

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속실렛 추출은 물론 해수나 담수의 TENAX 추출 결과에서도 DNA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유류에 오염된 퇴 물이 해수나 담수에 용출되어 그 곳에 서식하는 해

양생물에게 유 독성의 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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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teriella속(탈리아강:살 목:살 과) 한국미기록 2종 보고

김선우1, 원정혜2, 김창배3

1해양환경 리공단
2국립해양생물자원

3상명 학교 생명과학과

탈리아강(Thalia), 살 목(Salpida), 살 과(Salpidae)에 속하는 Ritteriella속은  세계 으로 3

종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해양 탈리아류의 분류학

 연구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해, 남해, 한해 에서 채집된 표본을 동정, 분

류하여 한국미기록인 Ritteriella amboinensis  R. retracta를 확인하 다. Ritteriella속 단독

개체의 외형은 긴 원통형이며, 근육띠가 9～31개로 다양하다. 일반 으로 근육띠는 복면에서 

끊어져 있으며, 단부에서 후단부로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 반면, 배면에서 근육띠는 앙

선을 심으로 규칙없이 융합되어 있다. 장은 느슨한 고리형으로 감기거나 세로로 길쭉한 형태

를 한다. Ritteriella속 연쇄개체는 체 외각선이 마름모꼴로 Salpa속과 유사하다. 피낭은 매우 

두껍다. 6개의 근육띠가 있으며, 모두 배면에서 연속이고 복면에서는 멀리 끊어져 있다. 제1근

과 제2근은 배면에서 길게 융합되어 있으며, 제6근은 출수공을 둘러싸듯 환형을 이룬다. 

Ritteriella amboinensis의 단독개체는 장이 단단히 감겨 장핵을 이루는 반면, R. retracta의 장

은 직선형으로 장핵을 이루지 않는다. 한 R. amboinensis의 연속개체는 제4근과 제5근이 

근하지 않고 평행을 이루는 반면, R. retracta는 제4근과 제5근이 측면에서 근하여 두 종간 

구분이 용이하다. 

Ritteriella속은 기존 국내에서 보고된 Salpa속과 근연 계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형태도 유사하나, Salpa속 단독개체의 근육띠 배열은 체축을 심으로 칭 인 반면, 

Ritteriella속은 불규칙 이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한 연속개체의 경우, Salpa속은 제1근

과 제2근이 하거나 융합하는 길이가 짧은 반면, Ritteriella속은 제1근과 제2근이 배면 

앙에서 측면 부근까지 넓게 융합하므로 구분이 용이하다.

살 류는 단독개체와 연속개체를 반복하며, 세 교번 주기가 짧아 한 조건에서 기하 수  

증식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원  취수구 막힘에 의한 출력 감발  제주 남측, 남해, 동해에

서 어민 피해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피해는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함께 차 증가할 것으로 

단되므로 형태분류를 기반으로 한 생태  분포연구, 피해 방 시스템의 구축이 시 하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생물로서의 제도  장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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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 주변해역 식물 랑크톤 생태에 

한 연구

김소연, 박종규

군산 학교 해양학과

발 소의 온배수 배출은 주변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계 별로 4회씩 조사한 결과 원  주변에 출 한 식물 랑크톤은 109∼135

종으로 매년 조 씩 증가하 으며, 1986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24년 동안 연간 출 한 95∼

277종의 출 종수 변화 범  내에 있었다. 주요 출  분류군은 규조류 64∼95%, 와편모류 23

∼32%로 구성되어 국내 일반 연안 환경에서 찰할 수 있는 군집 조성과 유사하 다. 조사기

간에 찰한 식물 랑크톤 개체수는 연간 변동과 각 계 별 정 간 변동이 심하 으며, 이  

2008∼200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수구 정 에서 배수구 정 보다 높게 출 하는 경향을 보

다. 1986년 이후 장기간 변동 추이를 보면, 2003∼2009년 사이에 격한 개체수 감소가 나타

났으나 그 이후 지난 3년 동안에는 2002년 이 과 유사하거나 조  높은 수 을 유지하 다. 

하지만 연간 변화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Chl-a 농도도 연간 변동과 계

별 정 간 변동이 심하 고, 취수구 정 에서 배수구 정 보다 높아 개체수와 유사한 분포 경

향을 보 다. 2010∼2012년에 식물 랑크톤이 냉각계통에 연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성장

해 상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2011년에는 오히려 취수구보다 배수구에서 Chl-a 농도

가 더 높아서 식물 랑크톤 성장에 정 인 효과를 보이거나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3년간 체 성장 해율 평균치도 0에 가까운 -8의 값을 보여 원 가동  온

배수에 의한 결과가 거의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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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역 갈수기, 풍수기의 동물 랑크톤 

군집 변동 양상

김민정, 윤석 , 윤상철, 문성용

국립수산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낙동강 하구역의 동물 랑크톤 군집 변동 양상을 악하기 해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3

년간 갈수기(2월)와 풍수기(8월)에 10개의 정 에서 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기간 동안 출 한 

동물 랑크톤 평균 개체수는 갈수기에는 2013년, 풍수기에는 2012년에 높게 나타났다. 각 조사 

시기에 따른 우 종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 갈수기에는 내만과 기수역에 분포하는 

Acartia omorii (52%, 58%)가 최우 하 고, 2013년 갈수기에는 A.  omorii (35%)와 담수산 지

각류인 Bosmina longirostris (26%)가 우 하여 나타났다. 2011년 풍수기에는 해산 지각류 

Pleopis polyphemoides (28%)와 담수 요각류(21%, 주로 Cyclopoida)가 우 하 고, 2012년과 

2013년에는 해산 지각류인 Pseudevadne tergestina (60%, 31%)가 가장 높게 출 하 다. 낙

동강 하구역에서는 담수, 기수, 해수에 서식하는 동물 랑크톤이 혼재되어 출 하고 있다는 

에서 반폐쇄 인 낙동강 하구역이 일시 이거나 는 지속 인 담수의 향을 받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한 방류되는 담수의 양이 비교  많은 풍수기에 주로 높게 출 하는 담수산 동물

랑크톤은 2011년과 2012년 풍수기에 출 하 으나, 2013년에는 갈수기에도 출 하 다. 이를 

통해 낙동강 하구역은 인 인 갑문개폐로 정상 인 하구역 생태계의 특징과는 다른 동물

랑크톤 군집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러한 인

 군집 구조의 변화가 하구역의 표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해서 갑문개폐에 따른 표  생태계의 담수 향 범  산정  동물 랑크톤 개체군 가입에 

향을 주는 사망률에 한 추가 인 장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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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만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의 군집구조 

차승아
1,2

, 서진
2

, 최진우
2

1 남 학교 환경해양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특별 리해역인 울산만 주변해역의 형 서동물의 군집구조를 악하기 해 2013년 2, 5, 

8, 11월에 걸쳐 정  13곳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형 서동물 채집은 van Veen Grab (0.1 

㎡)을 이용하여 정 별 2회씩 채집하 으며, 총유기탄소(TOC) 함량과 입도 분석을 한 퇴

물은 생물채집과 동일시기에 채집하여 분석하 다. 총유기탄소 함량은 2월에 평균 1.3±0.4%로 

다른 계 에 비해 상 으로 높았으며, 5월에는 1.1±0.3%로 상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입

도 분석 결과 퇴 물은 4.0-10.9ø 범 를 보 고, 평균 8.4±2.0ø로 부분 정 들이 니질 상태를 

보 다. 울산만의 형 서동물군집의 출 종수는 4-43종, 서식 도는 25-3,255 개체/m2, 생물

량은 0.93-1,353.22 g wet/m
2

의 범 를 보 다. 출 종수와 생물량은 가을에, 서식 도는 여름

에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계 별 우 종을 살펴보면, 모든 계 에 다모류의 Tharyx sp.와 

Magelona japonica가 우 하 고, 그 외에 2월에는 다모류의 Heteromastus filiformis (6.1%), 

Parapionospio coora (4.6%), Pista cristate (3.9%), 5월에는 이매패류의 아기반투명조개 

(Theora fragilis, 20.0%), 다모류의 Cirriformia tentaculata (3.7%), Lumbrineris longiforia 

(3.5%)등이 우 하 다. 8월에는 아기반투명조개 (T. fragilis, 12.2%), 갑각류의 Caprella sp. 

(8.6%), Corophium sinense (8.3%)등이 우 하 고, 11월에는 다모류의 L. longifolia (4.0%), 

C. tentaculata (3.8%), Stemaspis scutata (3.5%)등이 우 하 다. 모든 계 에 다모류가 가장 

우 하 고, 오염지시종인 아기반투명조개 (T. fragilis)는 철과 여름철에 우 하게 출 하

으며, 여름철에는 갑각류 2종이 우 하여 다른 계 과 차이를 보 다. 울산만의 종풍부도지수

(R)는 가을에 평균 4.8±0.9로 가장 높았고, 여름과 겨울에 평균 4.2±1.7로 낮았다. 종균등도지수

(J’)는 가을에 평균 0.6±0.2로 상 으로 낮게 나왔으며 가을을 제외한 다른 계 들이 0.7±0.2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종다양도지수(H’) 평균 2.1±0.7로 겨울에 상 으로 높았고, 가을이 

1.8±0.7로 가장 낮았다. 개체수 조성을 바탕으로 Cluster 분석을 실시한 결과 2월에는 크게 2개

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태화강 하류의 정  1, 4가 포함된 Group A에서는 T. fragilis가 우 하 고, 나

머지 정 들로 구성된 Group B에서는 다모류의 M. japonica가 우 하 다. 5, 11월에는 유사한 군집구조

를 보 는데, 태화강 인근 정 들이 하나의 그룹 (그룹 A)을 형성하 고, T. fragilis와 Tharyx sp.가 5월

과 11월에 각각 우 하 다. 나머지 정 들로 구성된 Group B에서는 5월, 11월 모두 M. japonica가 우

하 다. 8월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 어졌다. 태화강 하류의 정 들로 구성된 Group A에서는 다모류의 

C. tentaculata가 우 하 으고, 정  13을 제외한 나머지 정 들(Group B)에서는 M. japonica가 

우 하 다. Group C (우 항 부근 정  13)에서는 출 종수와 서식 도가 매우 낮았고, L. longiforia 가 

우 하 다. 사계 의 군집구조분석 결과 담수와 유기물의 유입이 많은 태화강 하류의 정 들 

(정  1-4)에서는 다른 정 들에 비해 TOC 함량이 높았고, 오염지시종으로 알려진 이매패류의 

T. fragilis, 다모류의 C. tentaculata등이 우 하 다. 그러나 외해에 인 한 정 들에서는 모든 

계 에 M. japonica가 우 하여 태화강 하류에 인 한 정 들에 비해 상 으로 청정한 지역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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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강진만의 기  생산력과 피조개 성장과의 상호 계 

김정배, 이원찬, 김형철, 홍석진, 이유진, 강성찬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남해 강진만은 피조개 양식의 집산지로서 유명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 인 요인과 더

불어 피조개 먹이원에 의한 향으로 피조개의 성장과 생존에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탁물식자인 피조개의 먹이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단되는 1차 생산자(식물

랑크톤 + 서미세조류)의 생산력과 피조개 성장과의 상호 계를 악하기 하여 2013년 2

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조사하 다. 기  생산력은 량 1%까지 투과 수심에 상응하는 해수

에 
13

C를 주입한 후, 3-4시간 배양하여 측정하 다. 측정된 결과는 각 수층별로 시간당 고정된 

탄소량을 수직 분하여 단  면 당 흡수한 탄소량을 계산하 다. 피조개 양식장은 피조개 종

패를 2013년 5월 순에 살포하 으며, 매월 채집하여 각장, 각폭, 각고, 총 량, 습 량  건

량을 측정 하 다. 조사기간 동안 수온은 6.1-27.1℃, 염분은 30.1-32.9이었고, 피조개 양식장

의 일일 기  생산력은 6월부터 서서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월말부터는 속도로 증

가하 다. 피조개의 각장, 각폭, 각고  총 량의 월별 평균값의 범 는 각각 17.2-55.9mm, 

11.1-41.2mm, 8.5-32mm  0.8-41.9g  이었다. 피조개의 건육 량은 살포 직 에는 0.06g에서 

10월 순에는 1.03g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11월 순에는 2.14g으로 2배 이

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조개 건 량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에서 피조개 양식장에서의 기  생산력을 고려해 볼 때 탁물식자인 피조개의 성장은 

피조개의 먹이원인 1차 생산자의 생산력과 한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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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interstitial isopod of the suborder 
Microcerberidea (Crustacea: Isopoda) from East Coast 

of Korea and their molecular diversity

김정호1, 마리나 말리유티나2, 이바나 카라노비치1, 이원철1

1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2
A.V.Zhirmunsky Institute of Marine Biology Far Easter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Head of Laboratory

Most of isopods living in open water have relatively large body compared to their 

meiobenthic relatives, especially the interstitial isopods of the suborder Microcerberidea. 

Animals belonging to this suborder have tiny (meiobenthic scale), slender and elongated 

bodies, allowing them to move through narrow spaces. There are only two studies 

concerning Microcerberidea from the East Asia, and they involve Japanese marine 

interstitial. The interstitial isopods so far received little attention during the survey of the 

meiobenthic fauna of Korea. Recently, a new Microcerberus species was collected from 

several localities on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new species. Beside morphological characters we use mitochondrial COI sequences to 

study potential cryptic speciation and divergence rates between different populations. Our 

sequences are the first such data on the GenBank for the entire su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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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해 동부 해역의 계절별 수괴 변화에 따른 

중형 동물플랑크톤 군집 특성

정주학1,3, 이창래2*, 김병국2 ,윤성진1, 박원규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2국립공원 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3부경 학교 자원생물학과

  한국 남해 동부 해역의 계절별 수괴의 특징과 중형 동물플랑크톤의 분포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12월 까지 4회에 걸쳐 계절별 동물플랑크톤과 해양학적 조사를 하였다. 수온과 염분

은 겨울에 남해도 연안에서 모두 낮았고, 외해로 갈수록 수온이 높았다. 봄과 여름에 거제도 연안에서 

저온이 나타났으며, 여름과 가을에 외양에서 고온 고염의 해수가 관측되었다. 질산염과 인산염은 겨울

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Chl-a 는 봄과 가을이, 여름과 겨울보다 높았다. 중형 동

물플랑크톤은 총 52종(93개 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여름에 91,605 inds. m
-3

가 출현하여 가장 출

현 개체수가 많았고, 겨울에는 가장 적은 40,655 inds. m
-3

가 출현하여 계절별 출현 개체수의 변화가 

컸다. 외양성 난류종으로 알려진 Eucalanus subcrassus, Euchaeta rimana, Undinala vulgaris, 그리

고 Canthocalanus pauper 등의 종들이 여름을 제외한 전 계절에 걸쳐 거제도 남쪽 가장 먼 해역에서 

출현하였으며, 대마 난류의 영향이 가장 강한 추계에는 남해도 남쪽 해역에서도 일부 출현하였다. 또

한 쿠로시오 지표종으로 알려진 Paracalanus aculeathus가 가을에 통영 거제도 연안에 출현하였다. 

집괴분석과 nMDS를 바탕으로 중형동물플랑크톤의 계절별 군집은 가을을 제외한 계절에서 대체로 연

안, 외해, 연안과 외해 사이의 3개 그룹으로 구분되었으며, 가을에는 거제도 연안 정점들이 별도의 그

룹으로 나누어져 4개 그룹을 형성하였다. 한국 남해 동부 해역은 계절에 따라 남해 연안수의 확장, 대

마난류수의 유입과 육지로부터의 담수 유출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해황이 관찰되었으며, 중형 동물플

랑크톤의 종조성, 풍도, 그리고 개체수가 이러한 수괴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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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리해역 생태건강성 통합평가를 한 

형 서동물 건강성지수 비교 연구

              

이정호1, 장원근2, 이윤정2, 이지선1, 김보라1, 성용제1, 심규성1, 이 아1, 

권 오3, 박진순3, 류종성1,a

1안양 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2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특별 리해역과 환경보 해역에서 형 서동물 건강성지수를 이용

하여 해역의 건강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2013년 8-10월에 6개 환경 리해역(울산

연안, 부산연안, 마산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총 87개 정 이 조사되었다. 

이용된 서군집 건강성지수는 BPI, AMBI, M-AMBI, H’, UK MBITT이며, 각 지

수로부터 등 을 매긴 후 이를 다시 산술평균하여 최종 등 을 도출하 다. 한 

군집 건강성지수를 퇴 물 내 화학  독성자료와 비교하여 해역건강성 평가에 

한 시사 을 찾고자 하 다. 서동물군집의 건강성지수로 정해 본 결과 특별

리해역은 에서 간오염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보 해역은 체 으로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의 건강성을 평가함에 있어 오염물질 농도, 생태독성, 군

집을 통합 으로 평가하는 sediment quality triad방법을 토의하 다.

a교신 자: 류종성(jsryu@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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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완공이후 새만금호 식물플랑크톤의 군집 변화 연구 

김응권, 김성현, 박종규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착공되어, 2006년 4월에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완공되었다. 

본 조사는 공사완료 이후인 2006년 5월 26일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 총 57회의 조사를 

통해 새만금 식물플랑크톤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조사정점은 총 4개로 만경강과 동진강으

로부터 담수가 유입되는 구간과 신시와 가력 갑문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되는 구간을 지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수온은 2.3 ~ 34℃, 염분 0.1 ~ 34 psu, pH 0.1~10, 용존산소 

4.1 ~ 18.3㎎/L,의 값을 보였고,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80.4 ~ 1,012,220 cell/mL로 나타났

다. 출현종은 돌말류 178종, 와편모류 118종, 남조류 17종, 녹조류 55종 등 총 376종이 출현

하였다. 전체 종조성은 돌말류 47%, 와편모류 31%. 녹조류 15%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현종

중   Skeletonema spp.는 출현빈도 148, 평균 세포수 1,992 cell/mL로, 출현시 염분 0.11 ~ 

32.4 psu, 수온 2.33 ~ 34℃로 새만금호에서의 가장 높은 우점률을 보였다. Skeletonema 

spp.를 포함한 상위 15종의 경우 평균 31 psu의 염분 변화폭을 보여, 다른 종들과는 상대적으

로 염분스트레스에 강한 종들이 우점 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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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  발생에 따른 동해 남부해역의 표  생태계 변동 

2. 동물 랑크톤

신민경, 윤석 , 문성용, 김아람, 윤상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여름철 냉수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해 남부해역(부산∼울산)에서 냉수  발생에 따른 

동물 랑크톤의 출  양상을 밝히고자,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8개 정 에서 매월 1회 

장조사를 실시하 다. 수온과 염분 조사 결과, 2013년 7월과 8월에 연안 정 과 외양 정 의 

수온차가 크게 나타나 연안 정 에 냉수 의 향이 크게 나타난 반면, 외양 정 은 냉수 의 

향이 미비했다. 한 냉수  발생 시기에 고염의 해수가 수직 으로 균일하게 나타났다. 

동물 랑크톤은 총 29종(46 분류군)이 출 하 으며, 출  개체수는 266∼11,160 ind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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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 하여 시·공간 인 변동 폭이 컸다. 출  분류군는 냉수  향이 미비한 외양 정 에서 

높았고, 출  개체수는 냉수  향이 크게 나타난 연안 정 에서 높았다. 냉수  출  인 

5월과 6월에는 각각 Noctiluca scintillans (59.7%), Paracalanus parvus s. l. (15.4%)와 

Paracalanus parvus s. l. (29.3%), Oithona similis (21.5%)이 우 하 고, 체 요각류  

calanoida은 54∼58%를 차지하 고, cyclopoida는 41∼45%를 차지하 다. 냉수  출  후인 

7월과 8월에는 Paracalanus parvus s. l.(38.7%, 47.0%)와 Pseudevadne tergestina(10.4%, 

11.2%)이 우 하 다. Calanoida는 79∼80% 고, cyclopoida는 19∼20%를 차지하 다. 냉수  

발생 시기에 출 한 chl-a를 크기별로 구분하 을 때 미소(pico) 랑크톤이 감소하고 

소형(micro) 랑크톤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 다. 이는 미소(pico) 랑크톤 심의 

미세생물먹이망에서 크기가 큰 규조류 심의 먹이망으로 변화하는 것이라 단되며, 먹이망의 

변화로 인해 cyclopoida 비율이 감소하고, calanoida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더 명확히 하기 해서는 요각류 출  특성을 고려한 단주기 조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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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  발생에 따른 동해남부해역의 표 생태계 변동

1. 식물 랑크톤

김아람1, 윤석 1, 정미희2, 윤상철1, 문창호3

1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2해양미세조류연구소

3부경 학교 해양학과

 여름철 빈번하게 냉수 가 발생되는 동해남부해역(울산 정자∼부산 일 )에서 2013년 5∼8월 

동안 매월 1회 조사를 통하여, 냉수  발생 환경  식물 랑크톤 존량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해 조사해역에서 냉수 는 7∼8월에 뚜렷하게 발생되었으며, 연안정 과 외

해정 간의 해양 환경 요인  식물 랑크톤 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안 정 에서는 

냉수  세력이 가장 강했던 7월에 표층수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안 정 에서 염분은 6월

에 비해 7, 8월에 연직 으로 균일한 분포가 확인되어 냉수 의 향이 컸던 반면, 외해 정

에서는 냉수 의 발생과 무 하게 수온, 염분의 시간  변화 이외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

았다. 양염의 경우 연안정 에서 냉수  발생기간 동안 표층의 양염 농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외해정 에서는 양염 농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식물 랑크톤의 존량

은 5월과 7월에 높게 나타났으며, 5월과 냉수  발생기간인 7월과 8월에 출 한 우 종은 각각 

Leptoclindrus danicus, Chaetoceros curvisetus와 Cochlodinium polykrikoides로 세포크기는 각각 

2,088 μm
3

, 1,650 μm
3

와 20,496 μm
3

로 나타났다. 반면, 수온약층이 형성된 6월에는 우 종이 

Pseudo-nitzschia spp.이었고, 이의 출 세포크기는 309 μm
3

로 다른 시기에 출 했던 식물 랑크

톤 세포크기보다 약 5∼60배 이상으로 작은 값을 보 다. 6월은 수온약층의 발달로 수괴가 안정되어  

낮은 존량과 낮은 Chl-a 와 함께 크기가 작은 식물 랑크톤의 우 하 고, 냉수  향이 컸던 7

월에는 높은 존량과 함께 크기가 큰 식물 랑크톤의 우 이 발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동해 남

부 해역에서 발생하는 냉수 의 향으로 식물 랑크톤 군집의 종조성과 존량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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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변화에 의한 와편모조류 Amphidinium carterae의 

PCD 발

안소정, 강윤희, 이 백

제주 학교 지구해양과학과

수온 변화에 의한 와편모조류 Amphidinium carterae의 PCD (programmed cell death) 발 여

부를 확인하 다. 20℃에서 배양된 A. carterae 배양체를 각각 10, 20, 30, 35, 40℃의 온도조건

에서 배양하여 0, 1, 6, 24, 48, 72시간 후 각각의 개체수를 악하고 Sytox-green staining, 

Annexin-Ⅴ staining, in situ TUNEL assay, Caspase 3/7 assay를 하 다. 실험 결과 40℃에

서 1시간 만에 모두 사멸하 고 10℃와 35℃에서 Annexin-V staining와 Caspase 3/7 assay의 

반응이 차 증가를 보여 PCD 발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0℃에서는 PCD 발 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변동은 와편모조류의 세

포사멸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종 조성에도 향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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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species of free-living marine nematodes 
(Nematoda: Monhysterida: Comesomatidae) from East 

Sea, Korea

홍정호1, Alexei V. Tchesunov2, 이원철1

1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2Department of Invertebrate Zoology, Faculty of Biology, Moscow State 

University, Moscow, 119991, Russia

Two new species of the family Comesomatidae Filiepjev, 1918 were collected from marine 

sediments in the East sea, Korea: a new species of Cervonema Wieser, 1954 and a new 

species of Laimella Cobb, 1920. The genus Cervonema was established by Wieser in 1954 

with type species Cervonema allometricum. Fifteen species of Cervonema have been 

described to date. Cervonema sp. 1 is charaterized by its position of amphid, the presence 

of gubernaculum, and having 10-11 precloacal supplements. It is close to Cervonema 

proxiamphidum Tchesunov, 2000 from White Sea (210 m), Russia, but differs by the 

presence of gubernaculum, longer outer labial setae (R2) and cephalic setae (R3) 

(respectively, 6-7 ㎛ vs 5-5.5 ㎛ and 7-8 ㎛ vs 5-5.5 ㎛), somewhat shorter and chubby 

body (respectively, 1412-1501㎛ vs 1423-1563 ㎛ and a-index 35.7-37.2 vs 40.3-41.1). The 

genus Laimella was established by Cobb in 1920 with type species Laimella longicauda. 

Eleven species of Laimella have been described so far. Laimella sp. 1 can be separated 

from the congeners by its comparable length of the outer labial setae and cephalic setae, 

the length of gubernacular apophysis, and the de Man’s ratios a, b, and c. It is close to 

Laimella vera Vitiello, 1971, from Rhone River mouth (70-80 m), France and South-east 

Atlantic Sea (3615 m) but differs by the length of cephalic setae (10 ㎛ vs 7-8 ㎛), the 

comparable length of outer labial setae and cephalic setae (0.33 vs 0.51), the length of 

gubernacular apophysis (17 ㎛ vs 11 ㎛), the number of precloacal supplements (9-10 vs 

2-3), the amphid position on the anterior end (3 ㎛ vs 6 ㎛), and the length of the cardia 

(10 ㎛ vs 4 ㎛). Present study aims to describe these two new species from the East s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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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record of Nannopus (Copepoda: Harpacticoida: 

Nannopodidae) from Korea: a new species that live on 

mud flats from Dongum Island, West Coast.

              

Vinod Vakati, 이원철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A new species of the Harpacticoid copepod genus Nannopus was collected from the 

Dongum Island in Ganghwa-gun, Korea. The comparison of the specimen and 

congeners revealed the presence of series of specific features allowing the discovery 

of a new species. The new species resembles most closely N. palustris by Brady 

(1880), but can be discriminate from this species and other congeners by the unique 

characteristic scrutinized in the following aspects: (1) Ornamentation of setae on the 

P1 endopod, (2) Equally elongated plumose setae on exopod & endopod of P3, (3) 

Inner most seta of P5 exopod is fused, (4) Antenna exopod with increased number 

of elements and few other mouth parts. This new species extends the group 

distribution to the west coast of Korean peninsula and represent the first record of 

the genu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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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만에서 계 에 따른 양염 첨가가 식물 랑크톤 

성장에 미치는 향

  
              

배시우,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본 연구에서는 춘계, 하계, 추계 양만 해역의 식물 랑크톤 성장과 양염 제한 특성을 

악하기 해 춘계(2개 정 )에 채집한 식물 랑크톤에 +N (질산염 0, 5, 10, 20, 50, 100 μM), 

+P (인산염0, 0.5, 1, 2, 5, 10 μM)를 농도별로 주입하여 성장반응을 악하 다. 아울러, 하계

와 추계(10개 정 )에는 채집한 식물 랑크톤으로 +N(질산염20 μM), +P(인산염2 μM), 추계 

+NP(질산염20 μM; 인산염2 μM)을 주입하여 평가하 다. 춘계에는 정  8에서 농도별 N첨가

군에서 양염 농도가 높을수록 높은 성장을 나타내는 반면 P첨가군은 2, 5 μM의 농도를  주

입한  실험구가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외측 정  20에서 N첨가군이 P첨가군보다 높

은 성장을 나타내었다. 하계에는 정  1, 4, 9에서 N 첨가에 따른 성장능력이 매우 높았으며, 

섬진강 하구와 산업시설이 집된 정  10, 12에서 장의 풍부한 양염이 잔존하여 있어 

양염 첨가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 추계에는 각 정 별로 큰 폭의 성장 차이를 보 고, NP첨

가군이 N첨가군이나 P첨가군에 비해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다. 정 별로는 정  8에서 가장 높

은 성장을 나타낸 반면, 묘도의 남측 해역인 정  4와 정  9에서 상 으로 낮은 성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bioassay실험과 양만 장 자료를 비교한 결과, 춘계 정  8에서는 규조류

가 90%이상을 우 하 고, 그  Eucampia zodiacus가 극우 하 다. 하계에는 정  12와 20

을 제외한 모든 정 에서 규조류가 우 하고, 규조류의 90%이상이 Skeletonema spp.로 나타났

다. 반면 추계에는 은편모조류가 부분의 정 에서 85%이상 우 하 고 다음으로 높은 비율

을 차지한 생물군은 규조류 Skeletonema spp.와  Chaetoceros  spp.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낮

은 양염 조건의 외측 해역에 N과 P 첨가는 식물 랑크톤의 높은 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고, 

춘계 양염 첨가실험에서 E. zodiacus가 생물검정실험의 모든 실험군에서도 우  하 으며, 

특히 P첨가군 실험에서는 N 첨가군보다 낮은 농도에서 더욱 높은 성장을 보 다. 하계에는 P 

첨가에 한 성장 효과는 낮게 나타난 반면, N첨가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식물 랑크톤의 

세포내 P 양염의 축 략과 계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추계에는 성층붕괴와 같은 일

정 지속 인 양염 공 은 기회성 특징을 가진 세포크기가 작은 은편모그룹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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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meiofauna community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East Sea

              

정래혁
1
, 탁은지

1
, 전동구

1
, 이강현

2
, 이원철

1

1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2
(주)마린액트 부설 생물다양성 연구소

The northern region of the East Sea was surveyed to investigate fundamentals of 

meiofauna community living within. Survey took place twice in September and 

November of 2013 at total of 27 stations. These 27 selected stations run parallel to 

east coast of Korean peninsula from north to south, starting from Gosung to 

Youngduk. Samples were collected using van Veen grab and 10cm
2
 Acrylic corer for 

quantitative analysis. Preserved specimens were brought back for identification to 

investigate various factors such as species biomass and distribution. Total of 10 taxa 

were identified in both summer and autumn surveys. Summer showed average 

abundance of 462 indiv.10cm
-2

 and  average biomass of 259.2 µgC 10cm
-2

, whereas 

autumn showed comparably lower quantity of 215 indiv.10cm
-2

 and 159 µgC 10cm
-2

 

respectively. Additionally, several correlations between population size of distinctive 

taxa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recognized. Future survey for winter and spring 

should follow for complete understanding of meiofauna community with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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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근소만 조간  갯벌에서의 형 서동물

 군집 특성 연구

 

신아 ¹, 이지민¹, 강태욱¹, 김동성²

¹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²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근소만은 반폐쇄 인 만으로 간조 시에 체 면 의 70% 정도가 노출되는 조간  지역으로 

부분 뻘로 구성되어있는 해역이다. 한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이 없고 만 입구를 통

해 해수교환이 이루어져 인 인 향이 은 지역이다(김과 김 2008). 이런 갯벌 생태계 내

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형 서동물의 군집 특성을 연구하 다. 형 서동물은 해양의 

서생태계 내에서 퇴 물 입자 틈에서 살아가며 해수뿐 아니라 담수에서도 발견되고, 연안에서 

심해, 열 에서 극지까지 해양의 거의 모든 곳에 분포하며, 환경변화에 민감한 동물군이 많아 

생태  연구에 매우 효율 인 생물 그룹이다. 형 서동물의 산소소비량은 200~2000 ㎣O₂

/h/g(wet weight)로 형 서동물 산소소비량(200~500 ㎣O₂/h/g)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근소만의 4개의 조사정 에서 2013년 6월, 8월, 10월, 2014년 1월에 조사를 실시하 다. 퇴

물 채집에는 직경 3.6 ㎝ 아크릴 코어를 이용하여 각 정 에서의 3회씩 반복 채집하여 5% 

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 다. 고정된 시료는 Ludox HS-40을 이용해 원심분리하여 퇴 물로부

터 생물을 분리한 후, 각 크기별 체에 걸러 미경 하에서 계수  동정하여 근소만에 서식하

는 형 서동물 군집 특성(출 분류군수, 서식 도, 생체량, 다양도지수) 연구를 실시하 다. 

김동선, 김경희 (2008) 서해 근소만에서 양염의 조석  계  변화. Ocean and Polar Res 3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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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선형동물을 이용한 실험생물 개발을 한 배양 실험

              

신아 ¹, 이지민¹, 강태욱¹, 김동성²

¹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²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형 서동물  서식 도, 생체량이 매우 높고 생물종수가 매우 다양하여 서생태계 내에

서 높은 생태  지 를 차지하고있으며, 이들에 한 분류학 , 생태학  연구는 비교  잘 

연구되어 있다. 이러한 해양 선충류를 상으로 실험생물로 개발, 이용하기 하여 실험실 내 

배양을 시도하 다. 재까지 해양 선충류에 한 배양연구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매우 소수

의 연구만이 수행되어 있을 뿐이다. 해양 선충류의 배양을 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조건의 

인공 챔버 배양과 한천배지를 이용한 배양을 수행하 다. 실험 상 해양 선충류는 상 으로 

개체가 크고 확보가 용이한 Enoplolaimus sp.를 선정하 으며, 태안 만리포 조간  ·하부의 

표층에서 약 2～5 ㎝의 퇴 물에서 채집하 다. 소형 인공 챔버 배양은 자연 상태와 유사한 

용존산소(7.0～8.0 ppm), 염분도(29～31‰), 온도 (19～20℃), 주기(12 hr)의 환경을 설정하

으며, 장시간의 유지와 퇴 물 부패 방지를 하여 퇴 물 하부에서부터 표층까지 해수를 순

환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다. 배양에 이용한 한천 배지는 Killian medium을 다소 변형

하고, 한천 농도에 차이를 두었으며, 이 한천배지들을 직경 9∅ 페트리디쉬에 배지 높이가 2.0 

㎜가 되도록 분주하 다. 선충류의 먹이 생물로서 순수 배양한 미생물 5종을 혼합하여 40㎕, 

60㎕ 씩 각각의 배지에 첨가하 다. 각 배지에는 선충류 5개체를 종하여 20℃, 12시간 주

기로 설정된 배양기 내에서 배양하 다. 본 연구는 해양 선충류의 량 배양을 해 인공 챔

버와 한천배지를 이용한 최  실험 조건을 찾고 그에 따른 해양선충류의 생존율에 해 살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인공 챔버 내 퇴 물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군의 군집 구조 변화를 함

께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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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study areas in Aug. 2013.

제주 연안 해 림 에 서식하는 해조류와 무척추동물의 

“갯닦기” 과 후 생물상 비교

신상호, 오상희, 강 철

(주)제주오션 서생물연구소 

1. 서론

  암반 생물의 새로운 서식공간을 확보하기 해, 자원가치가 없는, 석회조류나 거품돌산호류 

따 의 부착성 동․식물들을, 자연암반이나 인공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인 으로 탈락시키는 

작업을 “갯닦기”라 한다. “갯닦기” 이후에 진행되는 “2차 천이”는, 무 석회조류와 같은 종들이 

완 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천이과정으로, 인공어 나 해 림 패 의 투입 이후에 

찰되는 “1차 천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의 목 은, 인 인 “갯닦기”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갯닦기” 과 후의 종 조성과 생물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2. 재료  방법

   2012년 10월에 “갯닦기” 작업이 수행된 

제주도 연안 4개 해역의 해 림 에서, 2013

년 8월, 부착성 해조류와 서동물의 생물상

을 조사하 다(Fig. 1). 서생물상 분석을 

해 조사해역 별로 각각 16개의 방형구 시

료를 확보하 다. 방형구의 크기는 25×25㎠ 

고, 시료는 채집 당일 실험실로 운반하여 

생물종을 분류하고 습 량을 측정하 다. 

   조사해역 해 림 의 “갯닦기” , 후의 생

물상 분석를 해, 한국수산자원 리공단(201

2)1) 자료(2012년 9월)와 본 조사자료(2013년 8

월)를 비교․분석하 다. 본 조사해역에서의 

“갯닦기” 작업은, 2012년 10월에 수행되었다.   

      

3. 결과  고찰

  
   무척추동물의 경우, 해역별 평균 출 종수는 14종에서 34종으로, 서식 도는 73개체/㎡에서 

159개체/㎡으로 증가하 지만, 생물량은 4,722.9g/㎡(wwt)에서 133.4g/㎡(wwt)으로 크게 감소

하 다. 특히,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가 생물량의 부분을 차지했었던, 능리의 경

우, “갯닦기” 이후 격하게 생물량이 감소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Fig. 2). 생물량 측면에서, 

“갯닦기” 이 에는,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 호박해면(Cliona celata), 바퀴고둥(Asrtalium 

haematragum), 국굴(Hyotissa hyotis), 무륵(Pyrene testudinaria tylerae) 등이 우 종이었으나, 

“갯닦기” 이후에는 팽이고둥(Omphalius pfeifferi carpenteri),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 바퀴

1) 한국수산자원 리공단 (2012) 해 림  부착기질 재생기술개발. p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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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Asrtalium haematragum), 보라왼돌이굴아재비(Pseudochama retroversa) 순으로 바 었다.

  

Fig. 2. Biomass changes of zoobenthos on artificial seaweed reefs before- and after- 

surface clearing (occurred in Oct., ‘12). Bars indicate the range of SD (★ : 

Mann-Whitney U test, p<0.05)

   해조류의 경우, 해역별 평균 출 종수는 7종에서 15종으로 증가하 고, 생물량은 763.6g/㎡

(wwt)에서 425.6g/㎡(wwt)로 55% 수 으로 회복하 다(Fig. 3). 문별로는 종수와 생물량 측면

에서 모두 홍조류가 높았다. 

Fig. 3. Changes of algal biomass before- and after- surface clearing (in Oct., ‘12). 

Bars indicate the range of SD (★ : Mann-Whitney U test, p<0.05)

   “갯닦기” 에는, 생물량 측면에서 우 종이, 방황게발혹(Marginisporum aberrans), 방울산호

말(Corallina confusa), 넓은게발(Amphiroa anceps), 혹돌잎(Lithophyllum okamurae), 둘 게발혹

(Marginisporum crassissimum), 명주비단풀(Ceramium flaccidum) 순이었으나, 갯닦기 후에는 방울

산호말(Corallina confusa), 작은구슬산호말(Corallina pilulifera), 둥근띠게발(Amphiroa ephedraea), 

둘 게발혹(Marginisporum crassissimum), 넓은게발(Amphiroa anceps), 감태(Ecklonia cava) 순으



로 바 었다. 우 종의 부분은 유 석회조류 종들이었으며, 무 석회조류인 혹돌잎은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 

   “갯닦기” 이후, 해조류의 유형별 가입 패턴 변동(생물량 기 )을 살펴보면, 유 석회조류는 

74.6%에서 93.0%로 증가, 무 석회조류는 17.6%에서 0.51%로 감소하 으나, 연질  기타해조

류는 7.8%에서 6.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Fig. 4).  

Fig. 4. Composition evolutions of functional-form groups of algae before- and after- 

surface clearing (occurred in Oct., ‘12). 

  본 조사 결과는, “갯닦기” 작업이 수행된 후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찰한 것으로, 어 의 

빈 공간에 지속 으로 새로운 종이 가입할 여지가 있으며, 엽상체 해조류가 우 하는 극상천이 

단계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한, 조사시기가 해조류가 쇠퇴하는 여름철인 

8월에 시행되어, 조사결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 인 “갯닦기”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단하기 해서는, “갯닦기” 작업 시기에 따른 가입패턴의 비교, 분석과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Faunal study of the brachyuran from Palau.

Sang-kyu Lee, Hyun Soo Rho, Dongsung Kim 

East Sea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The interested hot spot of the biodiversity is located mainly in tropical pacific. 

The hot spot, located tropical pacific region, consist of various habitats such as 

the coral reef, the mangrove colony, rocky shore, and beach. Therefore, the 

geographical condition of tropical pacific region have a definite advantage for 

studying undiscovered useful marine animal because of higher biodiversity and 

various habitats. The present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ying brachyuran 

from 6 stations in Koror state, Palau. The six stations was comprised of the 

coral reef and the sea grass in subtidal zone, and sandy bottom in tidal zone. 

As a result, 35 inds. 7 species 5 families belonging to the brachyuran were 

collected from the six station in Koror, Palau. The present study is provided the 

descrip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e collected brachy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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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ecklist of the marine Harpacticoida (Copepoda) of 

the Indian Seas, (Arabian Sea, Bengal and Indian 

Ocean)

              

Madhuri Saindane, 이원철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An enormous research surveys on the benthic harpacticoids in the Indian seas have 

called attention to lack of a list of marine Harpacticoida species from this area. We 

have tried to furnish a first check list with this literature based data. Records from 

adjacent zone were included like Andaman and Nicobar islands. This complete list 

includes 208 species, the species recorded in the Indian seas belongs to 29 families 

and 95 genera. Overall, the most speciose family is Miraciidae (29), followed by 

Ectinosomatidae (23), Ameiridae (20). However, with considering the present 

impression on Harpacticoida from the selected area, there are enormous hiatus in the 

knowledge of the Indian Ocean harpacticoids in terms of geographic, bathymetric and 

environmental coverage.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will grow rapidly and many 

undescribed species will be discovered when unexplored environments are surveyed 

in details. We anticipate that this survey would provide up to date information to the 

researchers working in the allied field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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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랑크톤 생사판별을 위한 Neutral red 염색법 적용 

가능성 연구

 

현봉길
1,2

, 최근형
1

, 신경순
1

, 정한식
1

, 최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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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철
1

, 이우진
1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평형수센터

2
국립부경대학교 해양학과

 

선박평형수를 통한 왜래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분의 선박들은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을 

통해서 해양 생물을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 배출해야 하며, 이는 플랑크톤의 생사판별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후 생사판별법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FDA (3’, 6’-diacetyfluorescein) 염색방법의 제한성과 이의 대안으로 Neutral red (NR) 염

색방법사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FDA 염색법은 대부분의 플랑크톤 염색에 되어서 현

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Ditylum brightwellii 을 제외한 모

든 식물플랑크톤 그룹에 대해서 염색이 되지 않거나 식물플랑크톤이 갖는 고유한 형광(적색)에 

간섭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DA는 형광파장에 노출된 후 빠르게 색이 바래지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반면에 NR은 조사된 모든 동·식물플랑크톤에 대해서 90% 이상의 높은 염

색 효율을 보였다. 두 염색법 모두 포르말린을 이용해서 사멸시킨 동·식물플랑크톤에 대해서는 

염색이 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NR 염색법을 이용한 동·식물플랑크톤 생사판별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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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연안 조하  사질 퇴 물에 서식하는 간극생물의 

분포 특성
              

민원기
1

, 노 수
1

, 이희갑
1

, 강태욱
2

, 김상미
1

, 김동성
1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본 연구는 독도 주변 수심 30 m 이내의 연안 암반 조하  주변의 사질퇴 물과 인근 수심 

42~83 m의 조립한 퇴 물에 서식하는 간극생물( 형 서생물) 군집의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하여, 2012년, 2013년 조사해역의 총 15 정 에서 스쿠버 다이빙(수심 30 m 이내)과 SM 

grab을 이용하여 퇴 물을 정량채집하고 서식 도, 생체량 등의 존량을 분석하 다. 분석결

과, 총 14개의 간극성 형 서 분류군이 출 하 으며, 가장 우 하여 나타난 간극생물 분류

군은 서성 요각류와 선형동물로 나타났다. 간극동물의 체 서식 도는 140~1215 개체/10㎠

로, 생체량은 18~225 ㎍/10 ㎠ 범 를 나타냈다. 독도 근  수심 30 m 이내 정 보다 그 이상

의 연안 조하  정 에서 높은 존량을 보 으며, 모든 정 에서 망목 크기 0.063～0.125 ㎜ 

체에 걸리는 개체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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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태평양 CCFZ(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해역의 형 서생물 존량  공간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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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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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 자원연구부

 본 연구는 북동태평양 Clarion-Clipperton 균열 에 치한 KODOS(Korea Deep Ocean 

Study) 해역에서 향후 해  망간단괴 채 을 비한 환경 층 교란 시험 상해역 선정을 

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하 기에 심해 퇴 물에 서식하는 형 서생물 군집 특성

을 분석한 결과를 고찰하여 조사해역의 형 서생물의 공간 분포 특성을 기술하 다. 향후 계

획하고 있는 층 환경충격시험 후보지역(BIS)과 조해역(KOMO)에서 각 정 의 퇴 물에 

서식하는 형 서생물을 수직 으로 정량 분석한 결과, 평균 3~6 개의 형 서생물 분류군이 

출 하 으며, 평균 총 서식 도는 12~43 개체/10㎠, 총 생체량은 9.3~39.7 ㎍/10㎠의 값을 보

다. 두 해역의 형 서생물의 서식 도와 생체량, 출 분류군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각 해역의 정 간의 편차가 지역별로, 조사시기별로 상 으로 크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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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후정리 해빈  연안 조하  퇴 물에 서식하는 

간극생물 분포 특성 
              

민원기
1

, 노 수
1

, 강태욱
2

, 김상미
1

, 이희갑
1

, 김동성
1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본 연구는 동해안의 형 인 해안구조인 해빈과 수 암반 주변의 조하  사질 퇴 물에서의 

간극생물 군집의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해, 경북 울진군 후정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

구소 주변의 해빈 18정   조하 의 수심 3~70 m의 13정 에서 퇴 물을 채집하여 정량 분

석하 다. 해빈 쇄 의 총 18 정 에서 14개의 형 서생물 분류군이 출 하 으며, 간극생

물 체 서식 도는 1~1,011 개체/10㎠의 범 를 나타냈다. 도의 작용이 큰 wave zone에는 

빈약한 생물상이 나타났으며, 건조한 해빈 상부에서 역시 낮은 서식 도를 나타낸 반면에 담수 

유입원 부근의 정 의 퇴 물에서 와충류에 의한 우  상을 보여서, 1,000 개체/10㎠가 넘는 

가장 높은 서식 도와 생물량을 보 으며, 담수의 직  유입의 통로가 없는 일반 인 해빈에

서는 10 개체/10㎠ 미만의 매우 낮은 서식 도를 나타냈다. 조하  정 에서는 8개의 출 분류

군 수를 나타냈고, 체 서식 도는 10~1,087 개체/10㎠의 서식 도를 보 고, 생물량은 

3-1,180 ㎍/10㎠의 범 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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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만 수하식 양식장의 크기별 식물 랑크톤의 

일차생산력과 색소 조성을 통한 양식장 먹이환경 악 

; 13C 추 자 사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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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폐쇄 인 여수 가막만은 소규모 해역으로, 로부터 육상 기원의 양염 공 이 원

활하여 굴과 같은 패류 양식  어류 양식이 성행하는 곳이다. 이처럼 양식업이 활발

한 가운데, 먹이 수용량을 과한 양식 시설 증가와 그에 따른 부 양화는 어장 주변 

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반 인 양식 생물에게까지 악 향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태계에 있어 일차 인 먹이 지 로서의 식물 랑크톤의 일차생산력 조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가막만 수하식 양식장의 일차 생산자인 식물 랑크톤의 크기별 일

차 생산력  군집 구조를 악하는데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안정동 원소 
13

C 추 자를 이용하여 크기별 식물 랑크톤의 일차 생산력을 악하고, HPLC를 이

용한 색소 분석을 통해 식물 랑크톤의 군집 구조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식물 랑

크톤의 크기 구분에 따른 양식 생물에 한 먹이 기여도를 악하여 가막만 수하식 양

식장의 먹이환경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장 시료 채취는 수하식 홍합 양식장 2 정 과 수하식 굴 양식장 3 정 에서 시행되었으

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매월 조사를 실시하 다. 식물 랑크톤의 size class는 

100㎛-20㎛ 사이의 Micro(소형) 크기와 20㎛ 이하의 Nano(미소) 크기로 구분하 다.  

본 정 에서의 식물 랑크톤의 크기별 일차 생산력은 Micro(소형)에 비하여 Nano(미

소) 크기의 식물 랑크톤에서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랑크톤의 종 조성 결과에서는 Micro(소형) 크기와 Nano(미소) 크기에서 반

으로 Fucoxanthin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Diatom(규조류)이 우 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POC / Chl.a 비는 비교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막만 수하식 양식장 

주변의 입자성 유기물  식물 랑크톤의 생체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홍합과 굴의 탄소  질소 안정동 원소 분석 결과, 이들의 먹이원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탄소 안정동 원소비를 통해 이들의 주 먹이원

이 Micro(소형) 크기의 입자성 유기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Micro(소형) 크기

의 입자성 유기물의 질소 안정동 원소비와 양식생물의 질소 안정동 원소비의 차이

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막만의 수하식 양식 생물이 20㎛ 이상의 

Micro(소형) 입자 내에서 식물 랑크톤을 선택 으로 섭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라 양식생물의 주 먹이원이 아닌  Nano(미소) 크기의 식물 랑크톤의 일차생

산력이 Micro(소형)크기의 식물 랑크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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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에 따른 산강 하구의 식물 랑크톤 군집 변화

 

유행선,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조사 지역인 산강 하구(해수역)는 서남해에 치해 있으며 1981년 산강 하구둑이 건설되

어 자연형 하구가 아닌 인공형 하구시스템으로 변화하 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조

석 형태가 변화하 으며 유속이 감소하 다. 이러한 산강 하구의 변형은 하구의 수질이나 식

물 랑크톤의 군집에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방조제가 존재하는 인공하구에서의 식물

랑크톤은 시·공간 변화와 조석, 담수방류와 같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산강 하구의 식물 랑크톤은 계 인 요인보다는 담수 방류에 의해 민감하게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있으며 선행 연구로는 담수 방류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크기구조  군집변

화와 식물 랑크톤의 계  변동의 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조석변화에 따른 식물 랑크

톤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석( 조기·소조기)에 따른 산강 하구의 식물 랑크톤 군집 변화를 

악하기 해 산강 하구의 한 정 을 선정하여 2012년 8월 12일(소조기), 8월 17일( 조기)

에 24시간동안 2시간간격으로 Monitoring을 실시하 다. 

 식물 랑크톤은 크기에 따라 Micro-size(>20 ㎛), Nano-size(2-20 ㎛), Pico-size(<2 ㎛)로 분

류하여 생체량을 측정하 고, 식물 랑크톤 군집 분석은 시수를 Lugol 용액으로 고정시킨 후, 

Axioskop 2MAT(ZEISS)를 이용하여 계수  동정하 다. 한 식물 랑크톤과 조석의 상 성

을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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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mental factors on the egg morphology and the 

hatching rate in the calanoid copepoda 

Acartia erythraea 

  

최서열1,2, 장민철1, 신경순1, 서호 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평형수센터, 2 남 학교 환경해양학과

 Acartia erthraea was sorted from Zooplankton samples taken from Gamak Bay, located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Acartia erythraea produced three morphological types of 

egg. One with a smooth surface and another with Long spines surface and other with 

short spines. Under a light microscope long spines eggs and short spines eggs on the 

surface but difficult to distinguish exactly. Acartia erythraea EPR (egg production rates) 

ranged between 1 and 25 (mean of 6)eggs female
-1
 d

-1
.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CCA),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egg types, Do (dissolved 

oxygen), and environmental variables, EPR (egg production rates) showed that three egg 

types and EPR (egg production rat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mperature, Do 

(dissolved oxygen), Chl-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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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강 하구 와편모조류의 출  형태 모니터링

 

정병 ,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산강 하구는 1981년 하구둑이 건설된 변형하구로 채 이 좁고 짧으며 폐쇄 인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 방조제 건설로 해수의 유동이 차단되어 매우 느린 유속을 나타내며 만내 흐름이 

불량하게 변하 다. 이와 같은 인  하구 환경변화는 연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

라 해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연안 생태계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으며, 하구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군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한 인 인 담수유입으로 수 생태계의 교란과 

양염의 과잉 공 에 의해 하계에는 조종의 이상 증식들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의 조정

보시스템과 련 규정들은 직 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양식장이 집된 지역에 비 을 두

고 있는 실정으로 조선과 항만의 기능이 우세한 산강 하구와 인근 연안에서는 조 련 연

구와 방에 한 인식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산강 하구는 방조제 건설 이래 조종

이 진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독성을 포함한 조종의 출  빈도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한 

하계의 량의 방류가 지속되면 하구 채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  도서지역까지 방류의 

향권에 포함되는데, 이 때 내항에서 출 한 와편모조류가 방류의 흐름을 따라 인근 도서지역의 

양식장까지 확산 될 수 있으며 충분한 양염 공 에 의해 량 증식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강 하구 방조제 인근에 정 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총 52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서 연간 식물 랑크톤의 군집 변화를 확인하

고 와편모조류의 개체수, 출 빈도, 출 시기를 악하 다.

 산강 하구에서는 연간 총 12속 20여종의 와편모조류가 출  하 으며, 출  주요 와편모조

류에는 Alexandrium sp., Gymnodinium sp., Heterocapsa sp., Prorocentrum sp., Protoperidinium 

sp.로 구분되었다. 출 기간은 2월에서 10월사이로 거의 모든 시기에 출 을 나타내지만 하계

에는 체 군집의 50% 이상의 유율을 보이면서 집  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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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of harpacticoid copepods according 

to the various exposure methods as regards 

ocean acidification

Je Hyeok Oh1,2, Ok Hwan Yu1, Wonchoel Lee2, Dongsung Kim1

1Korea Institute Ocean Science & Technology
2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In recent years, many studies are carried out on the effect of increased 

dissolved carbon dioxide in seawater and reduced seawater pH (ocean 

acidification). For our studies, as part of growing need to ascertain the effe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marine ecosystem and organisms, harpacticoid copepods, 

one of the most abundant meiofaunal groups were subjected to laboratory 

experiments. We evaluated and compared the responses of harpacticoid copepods 

using different exposure methods to determine the most efficient experimental 

method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dissolved CO2 in seawater. Survival rates of 

harpacticoid copepods collected from the tidal flat were 35% in control groups 

exposed to 400 ppm and 30% in treatment groups exposed to 1000 ppm for 48 

hours. Survival rates from the experiments using the CO2-addition experimental 

system at the Seto Marine Biological Laboratory, Kyoto University, were 63.3% 

in control groups exposed to 400 ppm, 55% and 55.4% in treatment groups 

exposed to 600 and 1000 ppm for 24 hours. Specific survival rates of Tigriopus 

japonicus, one of harpacticoid species, were 93% in control groups, and 80% in 

treatment groups exposed to 1000 ppm for 4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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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survival rates of the harpacticoid 

copepod, Tigriopus japonicus sensu lato, with 

increases in dissolved CO2 in seawater

Je Hyeok Oh1,2, Ok Hwan Yu1, Wonchoel Lee2, Dongsung Kim1

1Korea Institute Ocean Science & Technology
2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The recent rapid ocean acidification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marine life. Accordingly, we used the entity of each growth stage of 

Harpacticoid copepod, believed to be ecologically important for its reaction, to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carbon dioxide (CO2). Tigriopus japonicus sensu 

lato was selected as the experimental organism and was categorized into either 

collected or adopted species. The concentrations of dissolved CO2 were 400, 

1,000, and 1,550 ppm, and the changes in the survival rate over a 14-day period 

of the 2 different stages, adult and nauplius, were analyzed. The decrease in the 

survival rate escalated with the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ver time. 

Particularly for the 1,550 ppm concentration, the survival rate decreased by more 

than 20% compared to 400 ppm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Furthermore, the 

survival rate decreased by a greater amount in all concentrations in nauplius 

rather than in the adult, and in the collected rather than in adopt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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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tudinal variation of mesozooplankton community in relation 
to typhoon in the Yellow Sea    

강 정 훈, 권 오 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1. Introduction
The Yellow Sea, as one of large marine ecosystems over the world, receives great concern 

concerning future response to rapid warming resulted from natural climate variability (Belkin et al., 

2009).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regional changes to the physical variability, study about 

physico-biological relationship in terms of ecosystem approach could be efficient rather than 

one-dimensional response of organism in interest. As temperature of surface waters is increasing,  

possibility of formation of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typhoon and visiting to the Yellow Sea 

could be higher (Salinger, 2005). Recently, most studies related to the effects of typhoon have been 

focused to dynamics of environment factors and phytoplankton by episodic events at the coastal 

environment of China and Taiwan (Valiela et al., 1998; Zhang et al., 2009; Zheng and Tang, 2009; 

Fan, 2011; Herbeck et al., 2011; Zhou et al., 2011). Effects of typhoon on offshore ecosystem of 

the Yellow Sea remain unknown because formation and visiting possibility of the extreme events are 

unpredictable, which make it impossible to arrange proper sampling time. Besides, immediate 

sampling after typhoon is not available for rough weather condition and the response of ecosystem 

to typhoon could be dissipated in a few days (Valiela et al., 1998). Time lag between present 

survey and Typhoon Muifa was nearly within 4 days in summer 2011. 

Normal condition of vertical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Yellow Sea in summer is characterized 

by stratification consisting of high temperature of surface waters (~28℃) and Yellow Sea Bottom 

Cold Waters (<10℃) (Wang et al., 2003; Pu et al., 2004; Kang et al., 2013). High temperature of 

surface waters led the copepod Calanus sinicus stay in the cold bottom waters below the 

thermocline in summer (Pu et al., 2004; Kang et al., 2013). And,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depth commonly located at the thermocline depth which is changed accompanied with the thickness 

of surface mixed layer in summer. However, after passage of typhoon, strong wind stirs the whole 

water column, leading to the surface cooling and nutrient input into euphotic layer by duration of 

vertical mixing (Zheng and Tang, 2007). Subsequently, blooming of phytoplankton and the related 

response of zooplankton dynamics are expected. So, we investigated concentration of nutrient and  

chlorophyll-a, and mesozooplankton community after passage of Typhoon Muifa (2011) and no 

passage (2012, 2013). Present study will give us insights about typhoon-induced characteristics in 

the planktonic ecosystem in the southeastern part of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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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and materials
In 2011, sampling was immediately carried out shortly after typhoon "MUIFA" passage through the 
station northward. On the contrary, the water column at the same stations was very stable and 
stratified in summer 2012 and 2013. The sampling data was compared between the period after and 
no passage of typhoon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Yellow Sea. 
Samplings for analysis of zooplankton community were undertaken from R.V. "EARDO"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Yellow Sea in summer 2011, 2012, 2013 (Fig. 1). The surveyed stations 
were selected along lines from coastal (longitude 124.5 °E) to off-shore waters (longitude 125.5°E) 
located at two latitudes (34.5 and 36°N). Zooplankton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stations with 
an 60cm diameter closing net (mesh size 200㎛) by vertical tows based on the different layers 
(0-10m, 10-20m, 20-40m, 40-60m, 60-80m). Samples in the cod-end bucket were transferred to 1-L 
sampling bottles and immediately fixed to a final concentration of 5% with borax-neutralized 
formalin. Mesozooplankton were identified under a stereomicroscope (ZEISS model Stemi-2000C). 
Copepods were identified to species according to Chihara and Murano(1997). The volume filtered 
by the net was calculated based on the readings of a flowmeter (Hydro-Bios Model 438-115) fixed 
at the mouth of the net frame. Temperature and salinity profiles were acquired with a SBE 911plus 
conductivity-temperature-depth (CTD)meter, binned into 1-m depths, during the survey. Discrete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eight depths (0, 5, 10, 20, 30, 50, 75, and 87m) using 10-L 
Rosette-mounted Niskin bottles (General Oceanics) for chlorophyll-a and phytoplankton sampling. 
Water sample was taken at additional depth showing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Seawater 
samples (1-L) for the measurement of chl-a were filtered through GF/F glass-fiber filters. The filters 
were extracted in 90% acetone overnight at 4 ℃. (size fraction) Chl-a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using a 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 based on Parsons et al.(1984). Samples (500 mL) for 
phytoplankton were preserved with 1% Lugol's iodine solution. Phytoplankton were concentrated and 
subsamples were identified and enumerated using a Sedgewick Rafter counting chamber under a 
light microscope (Zeiss, Axiovert 135M). Water samples for nutrient (nitrate) analysis were frozen 
in 20 mL polycarbonate scintillation vials until they could be analyzed using an autoanalyzer 
(Alliance) according to the procedures recommended by Parsons et al. (1984).

Fig. 1. Map showing stations for sampling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mesozooplankton conducted in the 
Yellow Sea in summer 2011, 2012, 2013. 



3. Results and discussion
  

After typhoon "MUIFA" passed through the study area, water mass was relatively well mixed 
through the whole water column based on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in 2011 
(Fig. 2). Surface temperature ranged from 19.20 to 19.97 ℃ at north latitude and from 18.72 to 
21.47 ℃ at south latitude. The temperature is very low compared to the surface temperature 
range (25.8 to 29.2 ℃) in 2012 and 2013. As result of water mixing, the water column was 
thermally weakly stratified concurrent with observation of thermocline depth below 50m. In 2011, 
the YSBCW (<10℃) was confined to the offshore stations (E01, E03) at south latitude, whereas 
nearly cold water (ca. 10.06℃) was limited to the offshore station (A03) at north latitude. In 
contrast, area of the YSBCW is relatively larger in 2012 and 2013 than that in 2011. 
Surface salinity varied from 32.39 to 32.62 psu at north latitude, and from 31.95 to 32.32 psu at 
south latitude, while bottom salinity changed between 32.92 and 33.75 psu in 2011(Fig. 2). Less 
saline waters covered the surface layer in 2012 and 2013. Concentration of nitrate and phosphate 
was high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water column in 2011, while relatively limited concentration 
of the nutrients was found in 2012 and 2013 (Fig. 3). Chlorophyll-a (chl-a) concentration in 
surface waters of north latitude ranged from 0.78 to 2.91 ㎍ L-1, 0.39 to 0.54 ㎍ L-1 in bottom 
waters. At south latitude, chl-a concentration in surface waters varied between 1.20 and 1.86 ㎍ 
L-1, and 0.42 and 0.49 ㎍ L-1 in bottom waters. Chl-a concentration at sub-surface chl-a 
maximum layer along the stations at south latitude ranged higher than that at north latitude during 
the study (Fig. 4). Relatively low concentration of chl-a and phytoplankton abundance were found 
in the surface waters in 2012 and 2013 (Fig. 4). In 2011,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total 
abundance of mesozooplankton was opposite pattern to that in 2012 and 2013 (Fig. 5). The 
higher abundances were found in the surface water in 2011, while higher abundances were 
observed in the Yellow Sea Bottom Cold Waters in 2012 and 2013. The exceptionally high 
abundances of total abundances at surface waters of stations E05 and E07 in 2012 was explained 
by Noctiluca scintillans, immature copepods and Paracalanus parvus s.l.
In 2011, the total abundance of zooplankton in surface waters (0-10m) ranged from 3,488 (A05) 
to 56,181 (A07) inds.m-3 at north latitude (A-line) (Fig. 5). At south latitude, total abundance of 
zooplankton (0-10m) ranged from 1,069 to 13,558 inds.m-3. High abundances of zooplankton were 
observed at coastal stations of north latitude, whereas high abundances were found in offshore 
stations of south latitude (Fig. 5). The highest abundance at station A07 was stemmed from high 
abundances of Paracalanus parvus s.l. (>40,000 inds.m-3). The highest abundances at stations E01 
and E03 of south latitude were characterized by Paracalanus parvus s.l., Calanus sinicus, Acartia 
omorii and Sagitta crassa (Fig. 5). Zooplankton community was numerically dominated by 
Paracalanus parvus s.l. at north and south latitudes (Fig. 5). The next abundant species was A. 
omorii, C. sinicus and appendicularians at north latitude, while C. sinicus and A. omorii 
dominated the zooplankton community at south latitude (Fig. 5). 

 



 

Fig. 2.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t north (A-line) and south (E-line) latitudes in the 
Yellow Sea in summer 2011, 2012 and 2013. 



Fig. 3. Vertical profiles of nitrate and phosphate concentration at north (A-line) and south (E-line) latitudes 
in the Yellow Sea in summer 2011, 2012 and 2013. 



Fig. 4. Vertical profiles of total chlorophyll-a concentration and standing crops of phytoplankton at north 
(A-line) and south (E-line) latitudes in the Yellow Sea in summer 2011, 2012 and 2013. . 



Fig. 5. Vertical profiles of mesozooplankton community at north (A-line) and south (E-line) latitudes in the 
Yellow Sea in summer 2011, 2012 a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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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species of the deep-sea Neotanais Beddard,
1886 (Crustacea; Tanaidacea) from the North East

Pacific

위진희¹, 서해립¹, 유옥환²

¹전남대학교 해양학과, ²한국해양과학기술원

Two new species of the deep-water family Neotanaididae Lang, 1956 are described,

which are collected from the North East Pacific during recent KODOS12-1 cruises.

Neotanais sp. 1 is very close to species belonging to the ‘hastiger-group’, but

differs from following morphological characterisitics: in female, 1) length to width

ratio of proximal article of antennule is shorter than other species; 2) in chelipd,

distal claw of fixed finger is protruded outward and almost equals to length of

distal claw of dactylus, 3) length to width ratios of pereonites 3 to 5 are relatively

larger; 4) in uropod, exopod is shorter than first endopodal segment; 5) endite of

maxilliped with three plumose setae on inner posterior margin and four small setae

and strong plumose seta on distal margin. In addition, setal raw of left mandible

bears two bi-serrated setae and one unipinnate seta, of which the latter has not

been described in other species of hastiger-group. Neotanais sp. 2 female is similar

to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americanus’ group, but distinctly differed from

other species of the group by following points: 1) lengths of pereonites 4 and 5 are

larger than width; 2) pleonites without midventral spur; 3) in cheliped, distal claw

of dactylus is longer and stronger than that of fixed finger; 4) endite of maxilliped

with very long plumose seta on outer distal corner and two inner plumose seta on

inner posterior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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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iodinated Acetylenic Acids Isolated from the Marine
Sponges Suberites mammilaris and Suberites

japonicus

이상범1,2, 황병수1,2, 김민우1,2, 이경1, 차오 양1, 정은주3, 노정래1,2

1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차세대 융합 기술연구원
3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학,한약자원학부

As members of the oldest phylum of metazoans, Suberites species have been served

as model organisms to elucidate features of the earliest animals. Suberites sp. is also

used as models to elucidate the evolution of transmembrane receptors and cell-junction

proteins. During search for new bioactive compounds from the Korean marine specimens,

the previously unreported characteristic compounds, four acetylenic acids with one or two

iodine atom(s), were isolated from the marine sponges Suberites mammilaris and

Suberites japonicus.

Their complete structures were determined by the combination of NMR and mass

spectrometry. Four compounds are highly unstable, easily decomposed at room

temperature. For further study, four compounds was methylated. Interestingly, the

methylated compounds having two iodine atoms exhibited a strong NO inhibitory effect

on RAW264-7 cells, while the others with one idoine showed inactive in RAW264.7

cells, instead highly active in BV 2 microglia cells. The isolated acetylenic acids

containing iodine atom(s) in this research were very rare compared with other acetylenic

acid with halogen atoms like chlorines or bro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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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성 해조류 넓미역(Undariopsis peterseniana)의

울릉도 연안 서식분포

윤성진,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넓미역(Undariopsis peterseniniana)은 쓰시마 난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일본의 혼슈지역과

우리나라 남해안의 제주도 일부 지역, 완도 부근에서 서식하며, 우점 군락은 제주도의 우도 지

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종은 7월경에도 채집이 가능하며, 미역(Undaria

pinnatifida)보다 생존기간이 길기 때문에 4월경부터 수확량이 줄어드는 미역을 대체하여 식용

뿐만 아니라 양식용 전복(Haliotis discus hannai)의 먹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종으로 제안되었다

(Hwang et al., 2012). 또한 넓미역은 남해안 일부지역에만 서식할 뿐 동해안 연안, 울릉도 및

독도 연안에서 서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원보존 차원에서 보호

종으로 지정재하여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넓미역의 자원육성을 위한 증양식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울릉도 연안에서는 총 3개 지역의 넓미역 서식 군락이 발견되었는

데, 울릉군 태하리 심층수 라인 부근에서 200×200m 면적의 대규모 넓미역 군락이 형성되어 있

었으며, 자원량은 적으나 울릉도 북쪽과 남쪽 연안 2개 지역에서서 추가로 서식지가 확인되었

다..

넓미역은 생태적 특성상 따뜻한 물에서 내성을 지닌 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Kirihara et

al (2006)은 겨울철 해수의 온도가 1℃ 상승한 경우 해조류의 출현 및 생체량은 warm species

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cold species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해류의 흐름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울릉도 연안지역의 넓미역 군락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동해 전체의 수온상승과 더불어 울릉도 주변해역

이 쿠로시오 난류의 연장선인 동안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넓

미역은 울릉군의 주요 수산생물인 홍합, 홍해삼, 오징어 등의 자원량 감소에 따른 대체 수산자

원으로써 대량 증식을 통해 어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종으로 활용 가치가 높으며, 더불어 동해

안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부착성 지표생물로써 연구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사업(PE99203)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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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변해역 동물플랑크톤의 장기간 연간 변화    

강 정 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1. 서론

독도 주변해역은 매우 다양한 형상의 물리, 화학적 요인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관계를 나타

내는 곳으로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양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계절적 관점보다 중규모의 해양특성

을 고려한 연구가 더욱 요구되는 곳이다 (나 등, 1991; 양 등, 1991; 박 등, 해양수산부, 2000,

2005, 2008; Kang et al., 2004).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독도 주변해역에서 접근 가능한 시기에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개체수 및 종조성에 대한 일반 보고에 국한되었다 (김 과 최, 1996; 독도

해양수산연구회, 2003; 해양수산부, 1999, 2000, 2005). 독도 주변해역에서 출현하는 동물플랑크

톤 분포는 해류의 상호관계의 결과로 다양한 범위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대표

적으로 동해로부터 떨어져 나온 동한난류, 쓰시마 난류의 강한 북상 및 확산, 난수성 소용돌이

구조존재, 차가운 물의 남하로 인한 극전선의 존재가 되겠다(강 등., 2008). 동해에서 위 해류들

의 변화양상이 역동적이어서, 변동성에 따른 동물플랑크톤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 동물플랑크톤 위도별 분포특성이 울릉분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난수성

소용돌이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이 이를 반증한다(Kang et al., 2004). 따라서 독도 인근

해역의 소규모의 조사를 통해서 독도환경과 동물플랑크톤 분포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시스템의 현 자연상태를 파악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관리자 및 연구자가 서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자료형태가 필요하다. 동물플랑크톤을 통해 그에 적합한 자료도출을 위해, 상향조절 및 하향조

절 관점에서 동물플랑크톤의 역할과 물리, 화학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

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사형태는 장기간 모니터링이 적합하며, 기후변동과 같은 거시적

환경변화와 동물플랑크톤의 먹이망 내 역할 및 반응을 규명할 수 있다. 동물플랑크톤은 부유시

스템에서 일차생산자와 포식자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결역할을 하여, 저서생태계를 부양하는 역

할을 한다. 독도주변해역에서 나타나는 생태계 변동성, 변화추세 및 전환점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 변동을 확인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독도 주변해역의 동물플랑크톤 개체수 조사를 2008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6개 정점(16,

20, 30, 47, 45, 50)에서 매년 수행하였다. 채집에 앞서 CTD (SBE 911 plus)를 통해 수온

profile을 확인 후, 온도 변화가 작은 표면 혼합층, 급격한 온도변화가 일어나는 수온약층,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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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아래 수층으로 100m까지 구별하여 채집하였다. 망구 60㎝, 망목 200㎛의 Opening-

Closing (G.O.)네트를 사용하였으며 네트 입구에 유량계(Hydro-Bios Kiel 438110: back-run

stop)를 부착하여 여과된 해수의 양을 계산하였다. 채집된 시료를 1리터 폴리에틸렌 시료병에

옮겨 담은 후 중성포르말린으로 최종 농도가 약 5%가 되도록 고정시켜 보관하였다. 실험실에

서 시료병 속의 동물플랑크톤 시료를 잘 섞은 후 스템펠 파이펫(Stempel pipette; 10mL)으로

부표품 (subsample) 8mL을 채취하여, 계수판(Bogorov counting tray)에서 계수하였다. 요각류

는 속 수준까지, 그 외 동물플랑크톤은 분류군별로 현미경(Zeiss Discovery V8) 하에서 동정되

었다. 계수된 시료는 최종적으로 inds./m3으로 환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Fig. 1. Temporal variation of surface temperature and salinity around Dok-do from 2008 to 2013. 

Fig. 2. Temporal variation of mesozooplankton abundances at long-term monitoring stations around Dok-do 
from 2008 to 2013. 



연구기간동안 수온과 염분은 계절적 특성을 보이며, 연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Fig. 1). 2008년

이후 독도 인근해역의 동물플랑크톤 총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정

점 30에서 뚜렷한 증가경향을 나타냈다. 증가경향을 주도한 동물플랑크톤은 야광충, 살파류, 요

각류 미성숙체, 요각류 Clausocalanus sp.와 Paracalanus sp. 로 나타났다(Fig. 2). 계절적 양상

을 보면, 춘계는 정점 16, 30에서 2㎜미만의 크기그룹이, 하계는 정점 30과 50에서 2㎜이상 크

기그룹의 생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층별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표면혼합층에서 높

고, 저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춘계와 하계 모두 동물플랑크톤 군집 중 요각류가 최우점 분류군

으로 나타났다. 출현 분류군은 계절별 변화를 보이며, 여름에는 지각류, 야광충 및 탈리아류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춘계 우점종은 요각류인 Oithona sp. copepodid,

Calanoida copepodid, Pseudocalanus minutus이고, 하계의 우점종은 Doliolium nationalis,

Paracalanus parvus s.l., Penilia avirostris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점 30에서의 점진적인 증가

에 영향을 끼친 환경 및 생물요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물플랑크톤 개체수 증가경향

을 위해 검증해야할 대표적인 가설로서, 동해연안을 따라 흐르다가 연안에서 이안되어 나오는

해류가 울릉도를 지나 독도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축적요인이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울릉도 기인 영양염류의 표층유입이 일차생산력을 증가시켜 동물플랑크톤의 높은 개체수

를 유지하는 것이다. 향후 이를 고려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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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팔라우 코로르지역 퇴적물에 서식하는

간극생물의 군집특성

김동성1, 노현수1, 민원기1, 이상규1, 이희갑1, 권문상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팔라우는 남태평양에 있는 제도로 필리핀 남동쪽 800㎞ 지점에 위치하며, 200 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태평양도서국 개황, 2011). 적도 태평양지역의 발

달된 산호초 생태계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아 미개척 해양동물 발굴에 유리한 입

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팔라우 산호초 주변 퇴적물과 조하대 해초지의 퇴적

물에 서식하는 간극생물을 대상으로 적도태평양 도서국 주변 미개척 해양동물군의

다양성과 생태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팔라우 코로르 연안역의 대표적인 산호초 주변 퇴적물, 해초지퇴적물의

간극생물 군집 구조 및 분포 특성이 남태평양 축 라군의 군집구조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팔라우 연안 역시 축 라군과 유사하게 저서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식생의 존재 유무 및 그 종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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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참김과 방사무늬김 미토콘드리아 게놈 전체 서열

비교 분석

이상래1, 이지은1, 황미숙2,3, 김승오2, 하동수2

1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 2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3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홍조식물(Rhodophyta, red algae) 김(Porphyra/Pyropia)은 유용해조류로써 국내외에서 널리

양식되고 있고, 최근 김속식물이 가진 유전정보를 파악하여 품종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전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한국산 주요 양식품종인 참김(Pyropia

tenera)와 방사무늬김(Py. yezoensis)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게놈 전체서열 해독을 완료하고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참김의 미토콘드리아게놈은 전체 42,268 bp(NC_021475)이고

방사무늬김은 35,596 bp(KF561997)로 분석되었다(Hwang et al. 2013, 2014). 참김과

방사무늬김의 종간 및 종내 미토콘드리아 게놈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조변이와 이에 따른 게놈

크기변이 및 다양한 염기변이들이 발견되었다. rnl 및 cox1 유전자 부위에서 발견된

exon/intron 구조변이가 게놈 크기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trnfM-trnQ 반복구조의

유무 및 참김과 방사무늬김 고유한 ORF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변이와 다양한

염기변이의 존재는, 미토콘드리아 게놈 비교유전체 분석이 홍조식물의 진화양상 해석과 더불어

유용해조류인 김품종 구분을 위한 분자마커개발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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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COI 유전자를 이용한 수산가공식품의 표기

종 확인

양은지1, 최명진1, 정대위2, 김은샘1, 조홍찬1, 정예찬1, 김창배1,*

1상명대학교 생명과학과
2충북대학교 의학과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수산가공식품의 종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DNA 바코드 기법을 이용한 분자동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재료는 해물탕거리 5종, 초밥 3

종, 날치알 1종을 이용하였다. 분자동정을 위한 DNA 바코드 마커로는 미토콘드리아 COI 유전

자를 이용하였으며, 유전자를 증폭한 PCR products를 DNA sequencing 하였다. 분석한 염기서

열을 BLAST 검색한 결과 얻어진 유사종의 염기서열과 함께 multiple alignment하여 Kimura

2-Parameter 모델에 의한 Neighbor-Joining 계통수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수산가공

식품에 표기된 대부분의 종은 GenBank와 같은 국제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참조표준데이터와

99-100% 유사도를 보여서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2종의 식품에서는 분석된

시료가 표기된 종과 다른 종으로 파악되었다. 즉, 미더덕으로 표기되었으나 주름미더덕(Styela

plicata)과 99% 일치하였고, 날치알로 표기된 경우는 열빙어(Mallotus villosus)와 98% 일치하

여, 식품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 COI 유전

자를 이용한 DNA 판별기법은 수산가공식품에 표기된 종의 판별이나 원산지 확인 등 식품 안

정성 검사에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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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cological Impact and/or Risk Assessment of Brine 

Discharge Produced by the Seawater Reverse Osmosis (SWRO) 

Desalination Test Bed 
Jin-Soo Chang

Biological & Genetic Resources Institute (BGRI), Molecular Biogeochemistry 

   The seawater desalination poses environmental risk and/or the impact assessment by ecological 
indicator species provides the information about the marine ecosystem disturbance, disappearance 
of symbiosis, and change of living group. The living group of ecological indicators risk or 
impacts assessment checks in determining the status of the health damage on marine ecosystems. 
A combination of various methods are used to formally examine the potential effects of marine 
ecosystems, a proposed government-policy, surveillance-program, or next-desalination project plan. 
It has began 1590`s, when began a steady desalination process started the contamin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ecological damage has been such a risk, so impact assessment must be 
appreciated. The international ecologically damaging mechanism of marine ecosystem and 
checking to determine the risk or impact on assessment is difficult to prove for confirmation 
with other methods. Various damages on marine ecosystems have been reported near desalination 
plants located in shoreline area. Effect of these plants` operations, however, have not been 
exactly evaluated due to immediate dilution of the concentrated seawater effluents in huge ocean 
body and other factors as wel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the initial stage of research will 
use the level of sample number to report the degrees of contamination, and although desalination 
process is obviously damaging the marine ecosystem, simple numbers do not represent 
environment risk and impact assessment that can be caused in the living organisms. Seawater 
desalination assessment using various indicators can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can be 
expanded to the gene level. In many developed countries of desalination process, the government 
supervise the basic and applied research, continuous monitoring on the ecological indicators 
species, and application on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We present the various operation modes 
for seawater desalination. The chemical emissions in the marine ecosystem and pipeline around 
the concentrated pollution can be expected by looking at the approximate number of ecological 
indicators species. The changes in marine life can be expected in the damaged marine ecosystem 
with fish, coral reefs, shellfish, sea urchin species, algae, seaweed, and garcia. The ecological 
damage changing these species, manage acids or marine resources, underwater plants, and marine 
animals, are described in this paper and they can be expected on DNA, RNA, protein, and cel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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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동해남부해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의

단백질(Proteins) 농도

김예원, 이정윤, 윤지윤, 이상헌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식물플랑크톤은 해양에서 기초 먹이원으로 해양생태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

히, 식물플랑크톤의 생화학적성분은 먹이의 양이 아니라 먹이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요소

이며 그 중 단백질의 농도는 식물플랑크톤의 성장과 생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주요 지표

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6월, 8월, 9월 동해남부해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정점

에서는 세키디스크(Secchi disk)를 이용하여 유광층 내에서 광량에 따른 수심 (100%, 30%,

1%) 에서 채수하였으며 채수 후 0.7 μm Whatman GF/F (47mm)로 필터 하여 즉시 -80℃에

냉동 보관하고 Lowry et al. (1951)의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 조

사에서 단백질의 농도는 6월 68.2±35.6 μgL-1(평균±표준편차), 8월 125.6±85.5 μgL-1(평균±표준

편차), 9월 86.0±12.5 μgL-1(평균±표준편차)로 8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 단백질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빛, 질산염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 환경적인 요소 중 질산염 농도

를 비교해본 결과 6월 179.1±57.3 mmol m-2 (평균±표준편차), 8월 85.1±78.9 mmol m-2(평균±

표준편차) 9월 128.9±62.8 mmol m-2 (평균±표준편차)로 8월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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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에서 시기별 전체 식물플랑크톤 체내 지질(Lipids)

농도에 대한 Pico-sized phytoplankton의 기여도

조나은, 성병관, 이상헌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해양생태계에서 식물플랑크톤은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로 상위영양단계의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질(lipids)은 생화학성분 중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질의 농도는

식물플랑크톤의 생리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나

는 광양만에서 플랑크톤 체내 지질 농도의 변화를 보기 위해 2013년 8월, 10월, 2014년 1월에

3개의 정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샘플은 광량에 따라 100%, 30%, 1% 수심에서 채수하여

total ( >0.7 ㎛)과 small (0.7 ㎛- 2 ㎛)로 구분하여 필터 하였다. 필터 한 시료는 –80℃에서

냉동 보관 후, Blighr and Dyer (1959) 와 Marsh and Weinstein (1966)의 방법을 적용하여 농

도를 측정 하였다. 2013년 8월 체내 지질 농도의 평균값은 1393±676 ㎍ L-1 (평균±표준편차)이

고, 2013년 10월에는 평균값이 143±48 ㎍ L-1 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월의 평균값은 57±8

㎍ L-1으로 2013년 8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엽록소 a의 농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2013

년 8월 63.2±3.3 ㎍ L-1 (평균±표준편차), 2013년 10월 8.4±0.2 ㎍ L-1, 2014년 1월 11.1±0.2 ㎍

L-1 로 지질농도와 같이 8월에 가장 높았다. 크기에 따른 체내 지질 농도 비율을 비교했을 때

2013년 8월 13%, 10월 33%, 2014년 1월 57%로 겨울철 체내 지질 농도에 대한 Pico-sized

phytoplankton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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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안 대형저서동물군집의 시·공간적 분포

양범식1,2, 서진영2, 최진우2

1전남대학교 환경해양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본 연구는 남해안 특별관리해역의 하나인 부산연안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의 출현 종수,

개체수, 생체량 및 군집구조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총 25개 정점을 선정하여 2013년 2월부

터 11월까지 정점 당 2회씩 계절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생물채집과 동일시기에 퇴적물을 채

집하여 입도 및 총유기탄소(TOC) 함량을 구하였다. 표층 퇴적물의 입자크기는 2.0-10.1ɸ (평
균 7.4±2.4ɸ)로, 낙동강의 삼각주에 속하는 정점 16, 18, 19에서만 사질 퇴적상을 보였고, 그 외
정점들에서는 니질 퇴적상으로 나타났다. 총유기탄소 함량은 자갈치 시장 인근 정점 11에서

1.77±0.16%로 가장 높았고, 낙동강의 삼각주에 속하는 정점 16, 19에서 각각 0.15±0.1%,

0.09±0.03%로 낮았다. 부산연안에서 조사 기간 동안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은 총 4-46종였고, 서

식밀도는 70-9,045 개체/m2, 생물량은 1.91-911.03 g wet/m2의 범위를 보였다. 출현종수와 서식

밀도는 11월(가을)에 7-46 종/0.2m2, 75-9,045 개체/m2로 가장 높았고, 2월(겨울)에 9-35 종

/0.2m2, 70-1,420 개체/m2로 가장 낮았다. 가장 풍부한 저서생물군집을 보인 곳은 11월의 정점

3 이였다. 생물량은 극피동물의 모래무치염통성게 (Echinocardium cordatum)의 출현으로 인하

여 8월(여름)에 4.9-911 g wet/m2로 가장 높았고, 11월(가을)에 3.9-347.6 g wet/m2로 가장 낮

았다. 저서생물군집의 종다양성지수(H')는 2월에 1.18-3.10(평균 2.08±0.49), 5월에 0.73-3.34(평

균 2.17±0.59), 8월에 0.38-3.28(평균 2.07±0.83), 11월에 0.24-3.42(평균 1.99±0.63)의 범위를 보

였다. 사계절 평균값이 가장 높은 곳은 정점 3으로 평균 3.12±0.30였고, 가장 낮은 곳은 정점

11로 평균 0.94±0.47였다. 다변량분석 결과, 군집이 3-4개의 정점군으로 구분되었다. 부산연안

의 대형저서동물군집은 정점 11로 이루어진 군집 (그룹 A)과 낙동강 삼각주에 위치한 정점 16,

18, 19로 이루어진 군집 (그룹 B), 연안에 가까운 정점들로 구성된 군집 (그룹 C), 외해역에 위

치한 정점들로 구성된 군집 (그룹 D)등 4개의 군집으로 구분 되었으며, 계절에 따른 정점군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 A에서는 4계절 모두 다모류의 Polydora ligni, Polydora sp., 갑

각류의 Caprella sp.등이 우점하였고, 그룹 B에서는 다모류의 Goniada maculata, 이매패류의

Solen sp.등이 우점하였는데, 여름철에는 사질퇴적상임에도 불구하여 오염지시종인 다모류의

Pseudopolydora sp.가 우점하여 다른 계절과 차이를 보였다. 그룹 C에서는 Magelona

japonica, Praxillella affinis, Sternaspis scutata, 그리고 그룹 D에서는 S. scutata, M. japonica,

Theora fragilis 등이 우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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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mesocosm facility of CO2 enrichment experiment 

designed for benthic organisms: methodological approach

김주형, 강은주, 김근용, 김광용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Research on ocean acidification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 with the growing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thus data verifying ecosystem-level responses that are estimated from

individual- and population-level responses are sorely needed. In situ mesocosm experiments

have received more attention and are considered a nice tool for verifying ecosystem level

responses. In situ mesocosm studies for pelagic systems have been conducted using large-scale

mesocosms containing communities of pelagic organisms, whereas benthic systems have not been

well-developed by comparison. In this study, we describe a novel outdoor continuous-flowing

mesocosm system designed for ocean acidification experiments where seawater pH and carbon

chemistry are tightly controlled but irradiance, temperature and nutrients are allowed to vary in

along with natural fluctuations in the environment. Target CO2 concentration was manipulated by

CO2 saturated seawater, and it was slowly added into the ambient condition of seawater, which

is pumped up from the sea directly. High CO2 conditions were manipulated along the dilution

ratio between natural and CO2 saturated seawater. Target ocean acidification treatments were

created within four hour after adding CO2-saturated seawater into ambient seawater. Gradient of

ocean acidification treatment could be regulated by increase flow rate of CO2 saturated seawater

along the dilution ration between ambient and CO2 saturated seawater. We confirmed that

increased seawater carbon chemistry fluctuated naturally along the daily cycle, and these daily

patterns of carbon chemistry were parallelled along the acidification gradients.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ed that this system is suitable for in situ CO2 perturbation experiment for

benthic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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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잘피군락지 조성을 통한 암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박정임, 박재희, 손민호

해양생태기술연구소

말잘피는 북태평양 연안의 대양에 개방된 해역의 암반에 서식하는 해양현화식물이다.

말잘피 서식지는 다양한 해양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탄소원을 공급하여 암반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공사와 부영양화등 인위적 요인으로 말잘피 서식지가 심하게 훼손

되어, 말잘피 서식지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말잘피의 서식 환경은 연

약지반에 서식하는 잘피와 상이하므로, 이미 개발된 연약지반 대상의 잘피 이식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우리는 2013년 11월 말잘피 이식 프레임 방법(PTFM, Phyllospadix Transplantation

Flame Method)을 이용하여 경북 울진 연안에 말잘피를 이식하였고, 매월 이식한 말잘피와 인

근 자연 말잘피의 밀도, 형태, 성장성과 광합성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식한 말잘피의 생존율은

이식 후 1개월 90.6%에서 4개월에 100%로 증가하였다. 잘피의 형태, 성장성과 광합성 특성은

이식 잘피와 자연 잘피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말잘피 이식 프레임 방법(PTFM)은 파도가 심한 암반 조하대에 서식하는 말잘피의 유용한

이식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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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통한 동해안 말잘피 분포의 변화 분석

박재희, 황용훈, 박정임, 손민호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해양 현화식물인 잘피는 광합성으로 높은 일차 생산성을 가지며, 산소를 생산하고 해

양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매립, 환경

오염, 부영양화 등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잘피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 그 중 북태평양 연안 동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 서식하는 말잘피(새우말, 게바다말)는 개방수역의 파도가 심한 암반에

서식하고 있다. 현재 잘피서식지의 분포 현황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지만, 말잘피서식지의 분

포 현황과 변화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해안 말잘피 분포 현황과 변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해안 연안의 어촌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말잘

피의 분포현황으로 대부분 단절된 소형군락의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70년대

와 비교한 결과 약 8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원인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화

현상,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말잘피서식지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

로 인한 매립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하고 있는 말잘피서식지의 분포 현황과 변화원

인을 파악함으로써 말잘피서식지의 보전과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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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coral gene responding to the

marine acidification and the elevated

temperature

이애경*, 염승식*, 원효경, 김정희, 우선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Coral reefs are the most magnificent and diverse marine ecosystems on Earth.

Coral reefs have had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ecosystems that have

dominated tropical oceans over the past 200 million years. Recently major

impa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elevated temperature and marine

acidification, might have accelerated the process of destruction on coral reefs

worldwide. By investigating changes in coral gene expression triggered by

particular environmental stressors. we can characterize coral stress responses at

molecular level, which develop powerful diagnostic tools for evaluating coral

health in the field. In this research, we studied the physiological aspect, and

transcriptional responses of the soft coral (Scleronephthya gracillimum) in Korea

against combination of heat and carbon dioxide (CO2). We collected corals from

Jeju , Korea. The pH, heat stress(28 ℃ + pH 7.0, 28 ℃ + pH 7.5, 28 ℃ + pH

7.8) exposure for 24 hr and 48hr induces morphological changes. For the

microarray experiment, we exposed corals to various pH and heat stress(28 ℃ +

pH 7.0, 28 ℃ + pH 7.5, 28 ℃ + pH 7.8). As the results, we found the shared

genes in corals responding to various stresses. The common genes (1105 genes)

expressions were induced and 572 common genes were reduced over 2 fold by

28 ℃ + pH 7.0, 28 ℃ + pH 7.5 and 28 ℃ + pH 7.8 for 24 hr. The common

genes (609 genes) expressions were induced and 892 common genes were

reduced over 2 fold by 28 ℃ + pH 7.0, 28 ℃ + pH 7.5 and 28 ℃ + pH 7.8 for

48 hr. These genes showed the higher changes in expression by dual stresses

(pH and temperature) than single stress like as only pH or only temperature.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isolated gene candidates could be used as

molecular biomark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environmental change. * These two

authors equally con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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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opepod Species of Monstrilla (Monstrilloida,

Monstillidae) from Korea

이지민1, 손영진2, 장천영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2대구대학교 생명과학과

A monstrilloid species belonging to the genus Monstrilla is reported from South Korea.

Specimens were obtained from inshore waters on the coasts of East Sea, South Sea and

Jeju Island, using a light trap installed at quays and wharves overnight since May, 2012.

The light trap is made with a PVC pipe (10 cm in diameter, 42 cm long) and a flashlight

for SCUBA divers, mostly placed on rocky or sandy bottom of 3-6 m in depth at the end

of piers or seawalls after sunset. Monstrilla n. sp. is characteristic in having a huge body

(about 6.2 mm long in female, about 4.3 mm long in male) and the polygonal ridge pattern

(cuticular reticulation) on whole body surface. Monstrilla n. sp. is allied with three

congeneric species showing the setal armature of 1:3 on endopodal/exopodal lobes of leg 5

in female: M. lata Desai & Bai, M. gibbosa Suárez-Morales & Palomares-Garcia and M.

careli Suárez-Morales & Dias. However, besides the remarkable characteristics

above-mentioned, the new species differs from them by elongate endopodal lobe of leg 5 in

female (its tip nearly reaching to distal end of exopodal lobe, against about half the length

of exopodal lobe in others), peculiar shape of male genital lappets carrying marked

undulation along whole margin, and relatively long antennule (accounting for 62% of

cephalothorax length in female and 81% in male, respectively, while less than half the

cephalothorax length in others). This presentation deals with description of the new

species, with brief taxonomic accounts and detailed illustrations of the morphological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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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각류 난의 개체군 가입에 대한 seabed 산성화의

간접 영향

장민철, 신경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1. 서론

전 세계의 연안역에서 부영영화와 성층 형성에 기인한 빈산소(hypoxia, <2.8 mg L-1 O2) 및

무산소 수괴(anoxia)의 발생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저서 생태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Diaz, 2001). 생물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빈산소 및 무산소 수괴가 발생한 해역을

‘dead zone’이라고 칭한다(Rabalais et al., 2002). 이러한 dead zone은 전 세계 연안에 400 여곳

이상이 존재하며(Diaz and Rosenberg, 2008), 우리나라 연안에도 진해·마산만, 가막만, 시화호

등에서 매년 여름철에 dead zone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9).

빈산소 및 무산소 환경은 필연적으로 퇴적물의 H2S 농도 상승을 동반한다(Reiffenstein et al.,

1992). 또한, 무산소에 기인한 퇴적물의 H2S 농도 상승은 pH를 낮추어 퇴적물의 산성화를 유

발한다. 즉, 해수의 정상 pH가 7.9-8.3인 반면에 H2S가 용출되는 퇴적물 공극수의 pH는

6.0-6.5까지 낮아진다(Vismann 1996, Wang and Chapman 1999).

요각류의 대부분은 수층내에 자유롭게 자신들의 난들을 낳으며, 이 난들에는 보통 수일내에 부

화하는 subitaneous egg와 불응기(refractory phase) 상태로 부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diapause egg이 포함되어 있다(Grice and Marcus, 1981). 일반적으로 해저 퇴적물에는 요각류

의 난이 104-107 eggs m-2의 범위로서 매우 높은 밀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Lindley, 1990; Marcus, 1995; Uriarte and Villate, 2006; Glippa et al., 2011). 이러한 높은 밀

도는 육상식물의 'seed bank'와 동일한 의미에서 ‘egg bank'로 표현되며, 높은 밀도에 기인한

요각류의 난은 개체군 가입을 위한 잠재적인 중요한 source 역할을 함과 동시에

benthic-pelagic coupling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먹이망내 에너지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Marcus et al., 1994; Marcus and Boero, 1998). 일반적으로 요각류 난의 침강속도(sinking

speed)는 해류의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13 m day-1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Miller & Marcus

1994), 연안역에서의 subitaneous egg는 부화되기 전까지 수시간에서 수일을 해저면의 퇴적물

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요각류의 난들이 밀집된 해저면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면, 난들은 부화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빈산소 및 무산소, 고농도의 H2S,

낮은 pH 등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요인들에 의해 난의 부화가 저해 받는다면 일차적으

로는 요각류의 개체군 가입이 제한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해양 먹이망의 건강성에 악화시키

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산소 환경에 의해 야기된 seabed 산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실에서 요각류

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seabed 산성화의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남해 연안에서 우점하는 Acartia omorii, Acartia erythraea, Paracalanus parv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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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대상으로 seabed의 산소 농도와 pH가 요각류 난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난들은 남해 진해만의 장목항(A. omorii, P . parvus)과 가막만(A.

erythraea)에서 원추형 네트로 채집한 동물플랑크톤 시료에서 위 두종의 암컷 성체를 선별하여

실험실에서 한시적으로 사육하며 획득하였다. 실험 해수의 산소 조건과 pH는 해수의 화학적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 Air balance CO2 및 N2 balance CO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pH 영향 실험은 빈산소해역의 여름철 seabed 산소 농도가 대부분 무산소(anoxia) 환경임을 감

안하여 N2 balance CO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pH 6.1에서 pH 8.1까지 0.2 간격으로 11가지 구

배로 조절하였고, pH 8.1의 산소 포화조건을 대조구(control)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pH 조건

에 대한 CO2 농도, 산소 조건을 맞추기 위한 gas balance 정보를 Table 1에 나타냈다. 모든 실

험은 무독성 밀폐용기에 가스관을 연결하여 일정한 온도 및 광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배양기

내에서 진행하였다. 난 부화율 실험은 채집당시의 현장 수온조건에서 실시하였고, seabed의 광

조건을 감안하여 배양기의 조명을 암조건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Multiwell plate에 미리 산소

및 pH 조건이 조절된 해수를 채운 후 실험 난들을 투입하여 용기내에 가스 유량계(KOFLOC,

RK1200)로 50-100 ml min-1의 혼합가스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험 조건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였다. 실험 조건이 유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Unisense사의 미세전극을 이용하

여 산소 농도와 pH를 실험 초기, 중간, 종료시에 측정하였다. 각 실험 조건에서의 난 부화율은

multiwell plate를 해부현미경하에 관찰하여 부화된 유생의 수를 매일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였고, 실험은 7일간 진행하였다.

Target pH CO2 (ppm) Gas balance Oxygen condition

8.1 400 Air Normoxia(Control)

8.1 400 N2 Anoxia

7.9 800 N2 Anoxia

7.7 1300 N2 Anoxia

7.5 2100 N2 Anoxia

7.3 3300 N2 Anoxia

7.1 5300 N2 Anoxia

6.9 8400 N2 Anoxia

6.7 13300 N2 Anoxia

6.5 21100 N2 Anoxia

6.3 33400 N2 Anoxia

6.1 53000 N2 Anoxia

Table 1. The experimental condition of mixed-gas for target pH and

dissolved oxygen.

3. 결과 및 토의

빈산소 수괴에 의해 야기된 seabed 산성화가 요각류의 난 부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남해에서 우점하는 요각류 Acartia omorii, Acartia erythraea, Paracalanus parvus를 대상

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pH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난 부화율을 실험하였다.

우선, 산소가 실험대상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pH 8.1의 동일한

조건에서 정상(normoxia; control) 및 무산소(anoxia) 환경을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정상 및

무산소 환경 모두에서 90% 이상의 부화율을 보여 산소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Fig. 1, 3). 이러한 결과는 산소 하나의 조건에 의해 난 부화율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는 Marcus (1997)와 Nielsen et al. (2006)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또한 요각류의 난이 무산소 환경을 극복하는 방어 기작(mechanism)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요각류 Acartia omorii의 난 부화율에 대한 pH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 조건[대조구

(control): normoxia, pH 8.1]과 무산소 환경 하의 pH 6.1-8.1 조건에서 실험을 한결과, pH 8.1

에서 pH 7.7까지의 조건에서 90% 이상의 부화율로 대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H

7.5와 7.3에서는 80% 내외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 그러나 pH 7.1 이하의 조건

에서는 70% 이하로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pH 6.7 이하에서는 20% 이하로 극히 낮

았다. 특히, pH 6.3과 6.1의 조건에서는 전혀 부화가 되지 않았다(부화율 0%). 따라서 A.

omorii의 난은 무산소 환경 하의 pH 7.7까지는 부화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pH 7.1 이

하의 조건에서 부화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artia omorii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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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pH on hatching rate of copepod Acartia omorii eggs and recovery rate

of unhatched eggs in the condition of pH 6.1-6.7.

pH 6.1-6.7의 조건에서 부화되지 않은 A. omorii의 난들을 대상으로 seabed의 환경이 정상 조

건(normoxia, pH 8.1)으로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난들의 부화율을 알아보는 회복 실험을 7일간

진행하였다. 그 결과, pH 6.1-6.7의 조건에 부화되지 않았던 난들의 18.2-57.1% 만이 정상 조

건 하에서 부화되어 회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2). 또한, 부화된 일부 유생의

경우 형태와 부화과정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상적인 유생은 부화된후 즉시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에 pH 6.1-6.7의 조건에서 부화된 유생은 부화된 된후에 자신의 기관(촉

수, 다리)을 펴지 못하고 잠시 후에 사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Fig. 2). 또한, 부화되는 과정

에서 일부 기관만이 난 바깥쪽으로 노출된 채 사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화 과정은 난들이 pH 6.1-6.7에 노출되었을 때 이미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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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normal eggs and nauplii of Acartia omorii occurred

in the condition of pH 6.1-6.7.

A. erythraea의 난의 부화율은 pH 7.7-8.1에서는 90% 이상으로 높았으며, pH 7.1 이하의 조건

에서는 70%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으로 A. omorii의 난 부화율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변동을 보였다 (Fig. 3).

P . paruvs의 난 부화율 실험결과, pH 8.1에서 pH 6.7까지는 90% 이상의 부화율로서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그러나 pH 6.5의 조건에서 60%의 부화율로 감소하기 시

작하였고, pH 6.3 조건에서는 30%의 극히 낮은 부화율을 보였다. 또한, pH 6.1의 조건에서는

부화율이 0%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A. omorii 및 A. erythraea의 실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pH 6.1과 pH 6.3의 실험 조건에서 부화되지 않은 난들을 관찰한 결과, 난의 껍

질을 제외한 안쪽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는 현상이 대부분의 난에서 나타났고, 또한 부화한 유

생의 경우에도 비정상정인 형태로 관찰되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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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alanus parvus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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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pH on hatching rate of copepod Acartia erythraea and Paracalanus parvus eggs.

Fig. 4. Abnormal eggs and nauplii of Paracalanus parvus

occurred in the condition of pH 6.1 & 6.3.

실험결과, 요각류 가운데 우리나라 남해 연안을 대표하는 A. omorii, A. erythraea, P . parv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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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pH 7.1이하와 pH 6.5이하의 조건에서 부화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난 외벽 두께와 부화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

한 결과는 빈산소 및 무산소 수괴가 발생하는 해역에서 seabed의 pH가 7.1 이하로 낮아질 경

우 요각류 난의 개체군 가입이 저해됨과 동시에 먹이망의 건강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빈산소 수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산만과 가막만의

seabed에서 7.1 이하의 pH가 빈번하게 측정되고 있다는 점(장 등, 미발표자료)에서 현장적용

실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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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biomass and lipid, changes of fatty acid

composition by supplement of myo-inositol with

oceanic microalga Dunaliella sa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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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ositols which are well-known plant growth-promoting

agent on the growth of oceanic microalga Dunaliella salina. Of the four inositol derivatives

tested (myo-inositol, scyllo-inositol, d-chiro-inositol, and l-chiro-inositol), myo-inositol

(MI), acting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had the greatest growth promoting

effect. The yield of biomass from the alga cultured with 500 µg·mL-1 of MI was 1.48 times

that of the control culture. No significant effect of MI on the total carotenoid content was

observed, but neutral lipid content was increased 1.34 times. MI also influenced the fatty

acid composition, with the levels of linoleic, linolenic, and linolelaidic acids in particular

being clearly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culture. This is the first demonstration that

MI promotes the growth of a marine microalga. Our results suggest that MI has potential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iofuel production by D. salina through growth promotion

and increasing lipi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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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cDNA library scleractinian

Corals

이애경1, 염승식1, 원효경1, 김정희1, 송준임2, 황성진2, 우선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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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life possesses unlimited potential value as its industrial use is at only

1% despite making up 80% of entire world’s life. From marine life, coral is a

very important taxonomic group that creates the foundation of marine ecosystem

and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manages

and protects all species belong to hard corals and antipathes sp. as global

endangered species in Appendix II. Coral and coral reef are decreasing due to

sharp changes in earth’s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y and this is becoming a

worldwide problem. Coral reefs are becoming seriously affected by increase in

sea water temperature, change in chemical composition, and over-development,

overfishing, and pollution of seacoasts. As non-model biota, corals also have

many areas left to research and in particular, due to its uniqueness of nucleic

acid extraction, the fact that techniques applied in other organisms cannot be

similarly applied has to be overcome to raise research on individual gene to

genome level to fulfill the need to discover specific genetic resource and

manifesting trend possessed by the organism. This study extracts nucleic acid

from 20 coral species collected from 3 countries including Korea, Taiwan, and

Palau and the extracted RNA is converted to 1st level cDNA to arrange a

method to preserve in complete state. Using house keeping gene which

manifests continuously under any condi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occurs and image of the amplified clone is checked through electrophoresis for

qualitative analysis. After checking that 1st level cDNA state is created

perfectly, final confirmation on whether amplified gene is originally intended

gene is performed through cDNA sequencing of gene clones. As a result, we

were able to secure physical materials of useful cDNA stock of coral resources

from the 20 coral species. The industrial application cDNA stock can be

increased by discovering functional genes in marine life in the future and this

result enables the applied coral research at molecular level which has not

performe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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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and temporal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four

northeastern Pacific littorinid gastropods: the effect of

mode of larval development

Hyuk Je Lee1,2 and Elizabeth Grace Bould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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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development mode on the spatial and temporal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four littorinid gastropod species. Snails were collected from the same three sites

on the west coast of Vancouver Island, Canada in 1997 and again in 2007. DNA sequences

were obtained for one mitochondrial gene, cytochrome b (Cyt b), and for up to two nuclear

genes, heat shock cognate 70 (HSC70) and aminopeptidase N intron (APN54). We found that

the mean level of genetic diversity and long-term effective population sizes (Ne) were

significantly greater for two species, Littorina scutulata and L. plena, that had a planktotrophic

larval stage than for two species, Littorina sitkana and L. subrotundata, that laid benthic egg

masses which hatched directly into crawl-away juveniles. Predictably, two poorly dispersing

species, L. sitkana and L. subrotundata, showed significant spatial genetic structure at an 11-

to 65-km geographical scale that was not observed in the two planktotrophic species.

Conversely, the two planktotrophic species had more temporal genetic structure over a 10-year

interval than did the two direct-developing species and showed highly significant temporal

structure for spatially pooled samples. The greater temporal genetic variation of the two

planktotrophic species may have been caused by their high fecundity, high larval dispersal, and

low but spatially correlated early survivorship. The sweepstakes-like reproductive success of

the planktotrophic species could allow a few related females to populate hundreds of kilometres

of coastline and may explain their substantially larger temporal genetic variance but lower

spatial genetic variance relative to the direct-developing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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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i Spirit 유류유출 사고 이후 굴기반 서식처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 변화 및 회복 감시

정윤환1, 윤건탁1, 박흥식1, 심원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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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류ㆍ유해물질연구단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유출된 유류는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에 의해 해안으로 빠

르게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두꺼운 기름층은 암반조간대 생태계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었

다. 대형 유류유출 사고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유류오염 이후 암반조간대 생태계 변화와 회

복에 대한 연구를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류의 영향과 피해 이후 회

복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는 오랜 기간 환경에 잔류하는 원

유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고 해역 인근 암반조간대의 대형저서동물군집 변화 모니터링을 통

해 유류의 영향과 훼손 이후 회복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조사는 2008년 1월부

터 2014년 1월까지 계절별로 오염지역(구례포와 파도리)과 대조구(연포)로 구분하여 각 지역

의 굴기반 서식처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오염지역에서 생태지수는 2009년 이후 서서히 증

가한 이후 2012년부터는 변동폭이 크지 않고 유사하게 유지되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평균 서식밀도는 2013년까지 대조구의 50% 이하 값을 보여 사고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요 우점종은 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연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밀

도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오염지역과 대조구가 유사하거나 오염지역에서 높은 밀도를 나타

냈다. 우점종간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례포에서 조무래기따개비, 총알고둥은 파도가재더

부살이조개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난쟁이총알고둥은 조무래기따개비를 제외한 주요 우

점종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파도리에서는 조무래기따개비를 제외한 주요 우점종

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연포에서 조무래기따개비와 파도가재더부살이조개

는 배말류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굴은 난쟁이총알고둥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유류오염 이후 대형저서동물 군집 구조는 6년 동안 크게 오염지역과 대조구로 크게 구

분되었고, ANOSIM test 결과에서도 두 군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PER 분석 결과, 두 군집의 차이는 주요 우점종들의 개체수 차이에 의해 구분되었고, 특

히 조무래기따개비가 크게 기여하였으며, 배말류, Monocorophium acherusicum, 두툼회오리

고둥 등은 오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개체가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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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활용한 해양 사퇴 지형 변화 관측

이숭지1, 이관홍1, 김태림2

1인하대학교 해양학과
2군산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남단에 위치한 풀등은 경기만에 존재하는 거대 사주의 일부를 구성

하며, 조석에 따라 간조시에는 드러나고 만조시에는 바다에 잠기는 연안사주이다. 풀등의 지

형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경 대이작도 중앙에 위치한 송이산 정상에 약 

1600만 화소를 가지는 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고, 매 10분마다 풀등을 촬영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풀등의 영상은 기하보정과 해안선 추출 등의 영상처리 과정을 통하여 정사영상으로 

변환하였고, 이렇게 변환된 영상을 이용하여 풀등의 면적을 산정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풀

등의 면적은 2008년과 2010년에 획득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정된 각각의 풀등의 면적

과 비교를 하였고, 2008년의 위성영상이 촬영될 당시의 조위는 137cm였으며, 산정된 면적

은 약 1.79㎢이다. 2010년의 위성영상이 촬영될 당시의 조위는 148cm였으며, 산정된 면적

은 약 1.59㎢이다. 조위에 따른 면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위성영상이 촬영된 조위와 

동일한 조위를 가질 때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면적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2008년에 촬영된 조위와 동일한 조위를 가질 때의 풀등의 면적은 약 1.37㎢이며, 

2010년에 촬영된 조위와 동일한 조위를 가질 때의 풀등의 면적은 약 1.24㎢로 산정되었다.

2008년에서 2013년 동안 풀등의 면적은 약 0.4㎢가 감소하였고, 2010년에서 2013년 동안

은 약 0.35㎢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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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메트릭스를 이용한 해안사구의 분류와 기후와의 관계

Classification of Coastal Dunes using Landscape Metrics 

and the Relationship with Climate

유완상1, Douglas J. Sherman2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2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Alabama

해안사구는 육지, 해양 및 대기 환경의 접합점으로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

히 전사구와 그것을 지탱하는 식생과의 관계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전사구와 사구식생의 특징에 대

해서는 그동안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전사구 표면에 드러나는 모래나지 패턴의 공간적 특성(foredune

texture, 전사구의 표층피복 형태)과 그 패턴을 조절하는 기후변수에 관한 체계화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미국 대륙의 22개의 해안사구지대의 전사구의 표층피복형태를 경관 메트릭스(landscape

metrics)를 이용하여 정량화하고, 클러스터 분석을 통하여 분류하였다. 총 네 가지의 형태로 분류되었

는데, 그 중 첫 번째는 ‘Active’으로 분류되었으며 사구표층의 약 80% 이상이 모래나지로 구성되며 모

래나지는 서로 가까이 위치한다. 두 번째 형태는 ‘Composite’이며 약 50%의 모래나지로 구성되며 모

래패치는 서로 가깝고, 가장 적은 복잡성을 보였다. 세 번째 형태는 ‘Aggregated’로 약 23%의 모래나

지로 구성되며 모래 패치는 적당하게 인접하고, 비교적 낮은 복잡성을 지닌다. 네 번째 형태는

‘Inactive’로 모래나지가 약 6%이며 모래패치의 모양은 복잡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분류

된 해안사구의 전사구 지대는 네 개의 기후변수(연평균강수량, 연평균잠재증발산량, 연평균강수량의

표준편차, Lancaster 사구이동성지표)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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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의 해안선변화조사(2)

- 해안선변화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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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

의 장기간 해안선 변화를 조사하였다. 1985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도의 축척

1:10000 또는 1:20000 수치 항공사진을 대상으로 VRS-GPS 수신기로 측량한 지상

기준점과 검사점을 이용하여 표고 조정 지상기준점에 의한 2단계 항공삼각측량의

방법을 이용하여 항공사진 표정을 수행하였다. 조사지역의 해안선은 약최고고조면

3.5 m이고, 이러한 3차원의 해안선과 1 m 및 2 m의 등고선을 도화하여 해안선 및

등고선의 시계열자료를 구축하였다. 수치해안선분석시스템이 결부된 GIS 분석 방법

으로 해안선 및 등고선의 변화율을 산정하였다. 백사장 해수욕장의 길이는 2012년

에 약 1.8 km에 달하였으며, 자연해안선은 약 45%, 인공해안선은 약 55%를 차지하

였다. 조사지역의 북부는 사주(사취)의 발달에 의한 퇴적현상이 우세하였고, 남부는

침식현상이 우세하였다. 남부 지역에서 2 m와 1 m 등고선의 약 25년 동안 평균 후

퇴율은 각각 1 m/yr와 3 m/yr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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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의해안선변화조사(1)

- 항공삼각측량의 정확도 파악

김백운1, 윤공현2

1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 2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의 장기간 해안선 변화를 조

사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항공삼각측량의 정확도를 파악하였다. 항공사진 표정과 항

공삼각측량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VRS-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

(Ground Control Point)과 검사점(Check Point)을 측량하였다. 연안지역에서 지상기

준점과 접합점(tie point)이 육상에 편중하여 분포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측량의 정확

도가 저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고 조정 지상기준점에 의한

2단계 항공삼각측량의 방법(Kim et al., 2014)을 이용하여 항공사진 표정을 수행하

였다. 항공삼각측량의 오차 평가는 수치표고모형과 검사점 간에 표고차를 계산하는

수치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표고차 분포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지상기준점을 조

정하여 2차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였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수치표고모형과 검

사점을 다시 비교한 결과, 7개년도 중 정확도가 불량한 4개년도의 항공사진측량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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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t of latitudinal difference on benthic foraminifera

along the ∼131oW transect in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Ocean after ∼120 ka

H. Takata1, B.K. Khim1, C.M. Yoo2, H.J. Kim2

1Pusan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We investigated fossil benthic foraminifera at two piston cores (PC5101 and PC5103)

collected along the ∼131oW in the central equatorial Pacific Ocean in order to clarify the

biotic response of abyssal benthic foraminifera during the last 200 ka. Epistominella exigua
was more common at core PC5103 (∼6oN) than at core PC5101 (∼2oN) after ∼120 ka. In

addition, species diversity (Shannon-Wiener [H’]) between the two cores diverged after ∼

120 ka. Northward increase of E. exigua from the equator to ∼6oN is similar to the

seasonal variation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s of the surface water and the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TCZ) along ∼131oW. Hence, the present-day latitudinal difference of

benthic foraminifera between ∼2oN and ∼6oN along this transect has been established

since ∼120 ka and particularly intensified in Marine Isotope Stage 5.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sonality of primary production and the seasonal ITCZ

migration, the latitudinal divergence of benthic foraminiferal fauna since ∼120 ka seemed

to be attributed to more distinct contrast of the seasonal ITCZ movement between ∼2oN

and ∼6oN along ∼131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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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극해 척치 북부 사면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고환경 복원

박광규1, 김부근1, K. Ohkushi2

1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고베대학교

서북극해 척치해 북부 사면의 수심 558 m에서 채취된 피스톤 코아 PC01 (길이 약 5.8 m)

과 수심 370 m에서 채취된 코아 PC04 (길이 약 9.8 m) 퇴적물의 색도값 (L*, a*, b*)과

지화학 인자들 (CaCO3, 총유기탄소, C/N 비 및 유기물 탄소동위원소), 그리고 빙하쇄설물

(ice-rafted debris, IRD)의 함량과 성분을 분석하였다. PC01의 층서는 방사성 탄소동위원

소 측정과 인근 지역의 암석학적 연구 결과와의 대비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코아 PC04의 층

서는 코아 PC01과의 대비를 통해 결정하였다. 두 코어들은 모두 마지막 빙하기(Unit I)-후

빙기(Unit II)-간빙기(Unit III)의 층서로 구성된다: Unit I - 빙하쇄설물층을 포함하는 마

지막 빙하기의 회색 점토층, Unit II - 후빙기의 두꺼운 빙하쇄설물층, Unit III - 홀로세의

갈색 사질 점토층. 제한된 일차생산성을 특징을 보이는 마지막 빙하기 구간은 매우 높은 퇴적

률이 특징이며 이것은 척치 연변지 또는 척치 대륙붕에 존재하던 소규모의 빙상 하부에서 기

원된 세립한 퇴적물들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퇴적물의 지화학적-암석학적

특성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마지막 후빙기 구간은 로렌타이드 빙상의 붕괴로 유발된 빙산과 융

빙수의 유출에 의한 많은 양의 육상 기원 물질이 퇴적되었다. 온난한 기후를 보이는 홀로세

중-후기 구간은 마지막 후빙기 이후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해 육상기원

물질의 유입은 감소한 반면에 표층해양의 일차생산성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코어퇴적물

에 보존된 빙하쇄설물들의 광물학적 특징은 이들이 북극해 군도로부터 빙산 또는 해빙에 의해

수송되었으며 서북극해의 주요 표층 해류인 버포트 환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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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of shallow gas using TVOCs and stable carbon

isotopes from sediments of the South Gunsan Basin,

central Yellow Sea, off the southwest of Korea

이준호1, 정갑식1, 강정원1, 김한준1, 김성렬2, 장 석2, Urumu Tsunogai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
3나고야대학교 생물지구화학연구실

In the Gunsan Basin, southern central Yellow Sea, shallow gases, dome structure,

pockmark, and gas seepage in the upper sedimentary layer are found in some areas, that

are very important indicators of marine resources, environmental changes, and geohazards.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s) and stable carbon isotope ratio were

determined in 17 surface and 2 core sediments (2013EEZ-PC-U-B and 2013EEZ-PC-V-B)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igin of shallow gas in the South Gunsan Basin collected on

board of R/V Eardo in November 22 to December 5, 2013. TVOCs values range in 5.1 to

385.7 ㎍/m3 (average, 93.0 ㎍/m3) and δ13CCH4,–70.2 to–49.0 ‰VPDB (average, δ
13CCH4–55.0

‰VPDB). The two compounds are positively related (R2=0.67). Thes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compounds reveal that the methane in the uppermost sediments

of the South Gunsan Basin is a mixture of biogenic and thermogenic ori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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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dynamics and stratigraphy of compound dunes

on the Yeochari tidal flat (Ganghwa Island) in

Gyeonggi Bay, Korea

조주희1, 오청록2, 최경식1

1서울대학교 해양학과, 2전남대학교 해양학과

Compound dunes are present in close proximity to tidal channels in the lower intertidal

zone of Yeochari tidal flat. Dunes are asymmetrical with their steeper (28 ~ 35o) lee face

toward ebb current direction. Dunes consist of crossbedded medium to coarse sands that

are interbedded by thinner laminated to bioturbated muds. Crossbeddings are bounded by

low-angle master bedding planes, which is formed by a medium to large superimposed

dunes as it migrates down the larger dune’s lee face. Reactivation surfaces formed by

subordinate current (flood) occur within the crossbeddings and have greater dip angle than

the master bedding planes. Compound Dune troughs are scoured by dominant tidal current

and superimposed simple 3D dune troughs are draped by thick and bioturbated slack-tide

muds. The deposits of compound dunes coarsen upward from laminated to bioturbated mud

at base to crossbedded medium to coarse sand at top, reflecting forward accretion of tidal

dunes. Two-year long morphologic observation revealed that simple dunes migrate

ebbwardly as fast as 1 m per day. In contrast, compound dunes migrate either seaward or

landward at much slower rate. Landward migration of compound dunes seems to be

associated with high wave energ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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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실험을 이용한 멀티빔 음향측심기 성능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Multibeam Echo Sounder

in Water Tank

고지은, 박요섭, 장남도, 이용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수로 측량 및 해저 지형 조사에 사용되는 기본 측심 장비로서 보다 정

밀한 해저 지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주요 계측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멀티빔 음향측심기의 보유 유무를 수로조사업 등록의 기준으로 제

정하여 멀티빔 음향측심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수심 계측이라는 멀티빔 음향측심

기의 장비 목적에 따라 계측의 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나 해상의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연결

되어 있어 정도를 계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멀티빔 음향측심기의 핵심

성능인 측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국

립해양조사원의 대형 실험 수조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수조의 규격은 폭 15m, 길이 50m, 깊이

5∼10m이며 종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1.2m 높이의 이동 전차와 15톤의 크레인이 함께 설치

되어 있다. 이동 전차에 설치되어 있는 문풀은 횡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상하 방향의 높낮

이 조절이 가능하다. 평가 대상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Imagenex사의 Delta-T(260kHz, 3°),

R2Sonic사의 2024(200 ~ 400 kHz, 0.5°), Reson사의 Seabat 7125(400 kHz, 0.5°)이다. 측심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이격거리를 10∼40m까지 조정하여 이격거리별 측심 정확도를 측

정하였으며 각 장비의 사양에 따라 가능한 경우 주파수, 송신 강도, 빔 개수의 조건에 따른 측

심 정확도도 함께 측정하였다. 실험 시에는 멀티빔 음향측심기의 성능만을 평가하기 위하여,

GPS 및 모션센서, SVP 항목을 상수화하고, 자료취득 SW를 Hypack사의 HySweep으로 일관

되게 사용함으로 부가 센서 및 자료취득 SW에 의한 오차 발생을 방지하였다. 그 결과 총 53

개의 dataset을 취득하였으며 각 dataset은 Python 2.7 기반의 Python(x,y)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아스키 파일로 추출하여 측심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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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beach 모델의 실제 해안 모의를 위한 실험 연구

김태림, 장성우
군산대학교 해양공학과

  최근 미 육군 공병단에서 지원하고 UNESCO-IHE, Delft Hydraulics, Delft 공과대학 그리

고 Miami 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XBeach모델이 해안 지형 변화 및 해안 물리 현상 모의

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Xbeach 모델은 기존의 경험식 등에 의존할 수 없는 태풍이나 폭풍

해일과 같이 극한(eXtreme)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안(Beach)의 침식을 모의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델로 사구 절단이나 침식과 같이 해안사구의 형태적 변화양상을 2차원적으로 수치 모의 한

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연구진이 거의 없지만 외국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모델 활용을 위하여 대표적인 경우에 대하여 모델을 수

행하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외국에서 대형 2차원 수조에서 수행한 해안 지형 변화 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Xbeach 모델을 수행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Xbeach

모델의 경우 공간적인 퇴적물 이동율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연안 사주 형성은 제

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연안 구조물인 돌제와 이안제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모델을 수행한 결과 그러한 구조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해안선 변화를

잘 모의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해안에 Xbeach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나라 해안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실제 관측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서 우리나라 해안에 적합한 모델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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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홍조단괴 해빈지형 변화 연구

정주봉1, 서영교1, 김태정2

1지마텍 주식회사
2제주대학교

제주도 우도 홍조단괴 해빈은 2014년 3월 제주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로 추가 지정되어 지

질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우도 홍조단괴해빈은 현무암 파식대지와 해식애

사이의 만입부에 형성된 암석 돌출형 해빈으로 해빈 연속성이 빈약한 소규모의 해빈이다. 해빈

의 총 길이는 397 m이고, 8°∼13°의 비교적 급한 경사와 폭은 29.0∼33.2 m, 소량의 장석감람

석 현무암편과 주로 홍조단괴(90%이상)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진다.

연구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자료와 현장조사 사진을 통해 홍조단괴 해빈의 지형변화 양상을 파

악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은 대규모의 개발은 아니지만 호안벽이나 해빈에 인접하여

숙박 시설을 포함한 인위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해빈지형의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이들 인공구

조물들은 폭풍이나 태풍으로 인한 홍조단괴 해빈 퇴적물의 퇴적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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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대흑산도 북부해역 표층퇴적물의 물리적 성질 및

지음향특성

서영교1, 강성윤1, 박경희1, 임문수1, 김경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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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대흑산도 주변해역 표층퇴적물의 물리적 성질과 지음향특성 연구를 위해 총 9개 정점

의 피스톤 코어 시료를 채취하여 퇴적물의 조직 특성과 물리적 성질(공극율, 함수율, 전밀도,

입자밀도) 및 음향특성(음파전달속도, 음파감쇠 등) 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입도는 공극율과 밀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평균입도가 감소할수록 공극율은

증가하고 전밀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구지역의 코어 시료 분석결과도 일반적인 결과

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코어에서는 세립한 입도에서 전단응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

났으며 이로 인하여 전밀도의 증가와 공극율, 함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음파전

달속도와 전밀도는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전밀도의

증가에 따라 체적탄성률과 전단탄성률의 증가로 인해 속도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

다. 본 연구지역의 각 분석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른 지역의 연구와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

하나 절대값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른 광물조성 및 퇴적환경에 따른 차이

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연구지역의 경우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변화와 연계된 다

양한 퇴적환경의 변화에 따른 퇴적상의 변화가 물리적 성질 및 지음향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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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영산강 하구역 퇴적물 내 인의 생지화학적 특성:

(Fe-bound P vs. Al-bound P)

최재훈1,2, 김성한1, 목진숙1, 이효진2, 현정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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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의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인은 필수적인 영양염으로 식물플랑크톤의 생장과 분포를 조절하

는 제한 요소이며, 육상으로부터 유입되거나, 해양 동물로부터의 분비과정 및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과정을 통해 재생산된다. 연안역에서 인의 다량 유입과 생산은 식물플랑크톤의 대

증식과 적조생물 출현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한 유기물의 과도한 생성은 수괴 내 빈산

소를 야기한다. 따라서 인의 생지화학적인 순환 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하구 및 연안역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영산강 하구호와 하구역에서 퇴적물 내 인의 지화학적 거동 및 분

포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영산강 상류부터 영산호 하구둑에 이르는 영산강 수계

내 2개 정점 및 하구역 내 1개 정점에서 공극수 및 퇴적토 내 인의 존재형태를 분석하였다. 영

산호 하구둑 인근 정점 YL5에서 저층수의 용존산소는 0.3 mg/L로 빈산소 환경이 형성된 반

면, 하구둑 인근의 하구역 정점 YE1에서는 5.3 mg/L의 상대적으로 호기성 환경을 나타냈다.

퇴적물 0 - 10 cm 깊이 내 공극수내 지화학적 성분들을 누적한 결과, 유기물 분해의 최종산물

인 NH4
+는 빈산소 환경이었던 영산호 하구둑 인근 정점 YL5(66 mmol/m2)이 하구역 정점

YE1(20 mmol/m2)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Fe2+는 영산호 하구둑 인근 정점 YL5에서

14.9 mmol/m2으로 하구역 정점 YE1(0.4 mmol/m2)보다 4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황산염 환원

물인 HS-는 하구호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하구역 정점 YE1에서 0.72 mmol/m2 로 나타났

다. 반면, 공극수 내 PO4
3-는 영산호 정점들 YL1(0.3 mmo.l/m2), YL5(0.2 mmol/m2)에서 영산

강 하구역 정점 YE1(1.4 mmol/m2)보다 5 - 7배 이상 낮게 나타났지만, 퇴적물 내 총인은 영

산호 정점 YL1과 YL5에서 각각 240와 148 μmol/g으로 하구역 정점 YE1(30 μmol/g) 보다

5～8배로 높게 나타났다. 저층수와 공극수 인의 농도구배에 따른 인의 용출률을 계산한 결과,

영산호 정점 YL1과 YL5에서 각각 –0.026와 -0.021 mmol P/m2/d로 호기성 환경인 정점

YE1(-0.047 mmol P/m2/d) 보다 약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구역 정

점 YE1에서 황산염 환원력에 의해 환원된 황화수소가 철과 결합(FeS, FeS2)하여 인이 공극수

상에 해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반면, 황화수소가 결여된 영산호 정점 YL1과 YL5에서는 철이

황화수소 대신에 인과 흡착하여 대부분의 인이 퇴적물에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퇴적물 내

인의 존재형태는 하구호 정점 YL1과 YL5에서 Al-bound P가 각각 66% 및 40%를 차지하여

Fe-bound P(17%, 30%)를 차지한 형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호기성 환경인 하구역 정

점 YE1에서는 인이 철에 결합한 형태(43%)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하구호

정점 YL1, YL5와 같은 빈산소 환경에서는 철과 결합된 인이 해리되어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

나지만, 영산호에서는 빈산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이 안정된 형태인 Al-bound P를 형

성하여 인의 용출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하구둑의 건설로 인해 담수호와 기수

역으로 나누어진 영산강 하구역에서 인의 지화학적 거동이 다르게 나타난 사례이며, 향후 이로

인한 영산강 수계 생태계 반응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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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lved and colloidal trace elements in the

Mississippi River delta outflow after Hurricanes

Katrina and Rita

Moo Joon Shim1, Peter W. Swarzenski2, Alan Shiller3

1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al Remediation

Group
2 U.S. Geological Survey

3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Department of Marine Science
.

The Mississippi River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ajor fluvial source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materials for the Gulf of Mexico. This region is periodically disturbed by

tropical weather systems including major hurricanes. Such storms have the potential to

stir up the normally stratified water column of the Louisiana Shelf and thus can serve as

a mechanism for the abrupt termination of seasonal bottom water hypoxia. Additionally,

strong tropical systems can cause the resuspension of shelf bottom sediments which could

result in the injection of trace elements into the water column. In the summer of 2005,

two major hurricanes, Katrina and Rita, passed over the Louisiana Shelf within a month

of each other. Three weeks after Rita, we participated in a survey of the waters of the

Mississippi River delta outflow, examining the distributions of trace elements (including

Ba, Co, Cr, Cs, Cu, Fe, Mn, Ni, Re, U, V, and Zn) in a comparison with previous results

in this area. We indeed observed that there was limited stratification on the shelf and that

bottom waters were no longer hypoxic. This resulted, for instance, in bottom water

dissolved Mn being lower than is typically observed during hypoxia. Interestingly, for no

element were we able to identify an obvious effect of sediment resuspension on its

distribution. In general, elemental distributions were compatible with previous observations

in the Mississippi outflow system. Co and Re,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for this

system previously, showed behavior consistent with other systems: input for Co likely

from desorption and conservative mixing for Re. For Cs, an element for which there is

little information regarding its estuarine behavior, conservative mixing was also observed.

Our filtration method, which allowed us to distinguish the dissolved (<0.02 µm) from

colloidal (0.02 - 0.45 µm) phase, revealed significant colloidal fractions for Fe and Zn, only.

For Fe, the colloidal phase was the dominant fraction and was rapidly removed at low

salinity. Dissolved Fe, in contrast, persisted out to mid-salinities, being removed in a

similar fashion to nitrate. This ability to distinguish the smaller Fe (likely dominantly

organically complexed) from larger colloidal suspensates may be useful in better

interpreting the bioavailablity of the Fe in estuarin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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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생체지표를 이용한

양식어장 기원 유기물의 분포특성연구

갈종구1, 최보형1, 강수진1, 이동헌1, 이원찬2, 김형철2, 신경훈1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사료의 일부는 양식어류에 섭식되지 않고 바로 퇴적되거나 주변 해역

으로 퍼지며, 어류의 배설물 또한 주변 해역에 퇴적된다. 그 결과 퇴적물 내 유기물 증가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로 인한 산소의 소모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식어장에서 기원한 유기물이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해양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양식어장의 경제적 측

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양식어장 주변해역 퇴적물에서 유기탄소량 및 지방산 함량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코어 퇴적물 분석을 통해 과거 어장기원 유기물의 기여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수 가막만과 거제 한산만에 위치한 두 곳의 양식어장을 중심으로 주변해역의 표층퇴적물

의 채집을 실시하였다. 코어 퇴적물의 채집은 표층퇴적물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점

을 선정하였다. 또한 어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료의 지방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장 기

원 사료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건사료와 생사료, 그리고 분말 사료에서 16:0, 18:0 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육상기원 지방산으로 알려진 C18:3w3, C18:2w6, 그리고 C18:1w9 가 높

은 함량을 보였다. 이는 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옥수수나 콩 등의 원료에 의해 육상기원의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막만 양식어장 주변해역에서 총 지

방산 농도는 어장을 중심으로 약 20m 이내에서 급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료기원

의 지방산의 함량 또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한산만 양식어장의 주변해역에서 분석된

총 지방산의 농도는 가막만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한산만 어장 퇴적물에서 사료기원 지방산

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어 퇴적물에서 분석된 총 지방산의 함량은 한산만 양식어장에 비해 가막만 어장에서 높

은 농도를 나타냈다. 두 어장에서 모두 총 지방산의 깊이별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

막만 어장의 코어 퇴적물에서는 사료기원 지방산이 표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은 보였

다. 반면 한산만 퇴적물의 경우 총 유기물 함량은 가막만과 유사하였으나 사료기원 유기물

의 함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어장에서 사료 기원 지방산의 농도 차이는 한산

만과 가막만의 수심의 차이와 수괴의 안정성, 해류의 흐름 등 해양환경의 차이에 의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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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게놈(metagenomics) 분석을 통한

대한해협 수괴특성 이해

송은혜1, 이상래2, 김민지1, 이동섭1

부산대학교 해양학과1,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2

대한해협은 동해를 구성하는 수괴와 해양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해류들의 통로이다.

물리화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수괴해독과는 독립적으로, 최근 분자생물학적 방법론인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생물다양성정보가 융합가능한 새로운 생물해양학적 데이터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대한해협에 존재하는 진핵 플랑크톤 생물종의 유전정보와 분포양상에 대한 메타게놈

분석을 실시하여, 2010년 5월, 2011년 8월, 2013년 7월의 대한해협 수괴의 생물수직분포를 대표

하는 18S rDNA 클론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10개 클론라이브러리들에서 1762개의 clone을

분석하여 871개의 phylotype을 발굴하였다. 분석된 phylotype에서 Stramenopiles, Alveolata,

Metazoa, Rhizaria, Opisthokonta, Haptophyceae, Telonemida 등 다양한 분류계급에 속하는 생

물종을 발굴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주요 동․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종수준의 정확한 생물정보를

비롯하여, 신종과 숨은 종다양성(cryptic biodiversity)을 발견하였다. 또한, 물리화학적 수괴수

직분포에 상응하는 생물학적 정보인 독특한 생물종조성 역시 발굴되었다. 따라서, 메타게놈분

석으로 발굴된 생물학적 정보들은 기존에 보고되어온 생물해양학 정보들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전정보 데이터는 축적 및 호환이 가능하므로 양질의 정보 축적을 통하여 수괴의 흐름을 해

석하고 해양생태계 이해를 위한 중요 기반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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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ing diurnal variation of dissolved carbon monoxide in the 

surface mixed layer of the North Pacific and the Amundsen Sea 

 

권영신 1,2, 이태식 1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Carbon monoxide (CO) plays a primary role in regulating the oxidizing power of the atmosphere. In 

the upper ocean, CO exhibits a strong diurnal cycle being produced by photolytic decomposition of 

chromophoric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consumed by microbes, and outgassed by the gas 

exchange process. To investigate dominant processes that govern the budget of dissolved CO in the 

mixed layer, we measured air-sea CO flux and microbial consumption of CO during the two 

expeditions in the Amundsen Sea and the North Pacific in summer season of 2012. In the North Pacific, 

the sea-to-air flux (FCO) was about twice higher than in the Amundsen Sea. The irradiation for the 

photolytic production was also twice more intense in the North Pacific. Onboard dark incubation 

experiments revealed that microbial consumption rate of the CO are quite different.  The mean 

residence time against the microbial consumption in the North Pacific was 4.1 hours while 163 hours in 

the Amundsen Sea. Our observation indicates that the amplitude of diurnal variation of dissolved CO 

appears to be determined by both photolytic production and microbial consumption of CO in the 

surface mixed layer with small contribution by air-sea gas exchange. In the presentation this will be 

further discussed with a simple box model of the upper ocean applied to the two differen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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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different types of Antarctic Bottom Water in the

South Pacific Ocean

Il-Nam Kim1, Kitack Lee1, and Alison M. Macdonald2

1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 Pohang

790-784, Korea.
2Department of Physical Oceanography,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

MA 02543, USA.

Here, we report on a multi-parameter analysis of two different types of Antarctic Bottom

Water (AABW) found in the southwest Pacific Ocean along the WOCE/CLIVAR P06 line

at ∼30°S. AABW is the densest and most widespread abyssal water mass in the global

ocean. It is primarily formed through sea ice-formation and surface cooling by winds in

the Weddell Sea located in the Atlantic sector of the Southern Ocean, along the Adelie

coast located in the Indian sector, and in the Ross Sea located in the Pacific sector. Of

particular interest in the Pacific Ocean is the role of AABW as the medium through

which oxygen is supplied to the deep North Pacific Ocean and the pathways this water

mass follows on its way through the basin of the South Pacific Ocean. In this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the AABW found in the Tasman Sea was relatively warmer, saltier,

lighter and older (potential temperature: 0.83±0.01˚C, salinity: 34.715±0.001, dissolved

oxygen: 196.3±0.4 μmol kg-1, tracer-based mean age: 288±13 yr) than the AABW

observed in the Southwest Pacific Basin just to the east of Kermadec Ridge (potential

temperature: 0.68±0.09˚C, salinity: 34.710±0.003, dissolved oxygen: 206.0±1.5 μmol kg-1,

tracer-based mean age: 220±13 yr). Based on the extended Optimum Multi-parameter

analysis, the younger AABW in the P06 line was a mixture of the old AABW (∼70%)

with the AABW (∼30%) originated from the Ross Sea. This conclusion implies that the

Ross Sea ma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upplying oxygen to the deep North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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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부해역 퇴적물의 황산염 환원과
철 환원에 의한 유기물 분해특성

안성욱1, 이재성1, 김동선2, 박영규2, 박재훈2, 서성봉2, 노재훈3, 나태희1, 김은수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 기후연구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연구부

2013년 10월 동해 남부해역의 대륙사면과 대륙대의 퇴적물에서 유기물 분해 경로를 정량화

했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심해저 benthic chamber를 개발하여 총산소소모율과 저층영양염

플럭스를 추정했다. 이와 별도로 선상에서 퇴적물 표층(0~10 cm)에서 황산염 환원율, 철환원

율, 이산화탄소 생성율 등을 측정하여 유기물 분해에 각각의 기여율을 파악했다.

퇴적물 공극수 내 NH4
+, PO4

3-의 현존량은 대륙사면(NH4
+: 9.02 mmol m-2, PO4

3-: 0.71 mmol

m-2)과 대륙대(NH4
+: 12.31 mmol m-2, PO4

2-: 0.99 mmol m-2)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Fe2+와 총 환원황(TRS)의 현존량은 대륙사면(Fe2+: 0.65 mmol m-2, TRS: 2054 mmol m-2)이

대륙대(Fe2+: 0.24 mmol m-2, TRS: 1459 mmol m-2)보다 각각 3배와 1.4배 높았다. 총산소소모

율은 대륙사면에서 6.3 mmol O2 m
-2 d-1으로 대륙대(3.9 mmol O2 m

-2 d-1)보다 2배 이상 높았

다. 또한 대륙사면에서 NH4
+ 플럭스(0.51 mmol m-2d-1)는 대륙대(0.15 mmol m-2d-1)보다 3배

높게 추정되었다. 혐기성 유기물 분해의 주요 경로인 황산염 환원율(SRR)과 철환원율(FeRR)

을 퇴적물 깊이 10cm까지 누적한 플럭스는 대륙사면(4.79 mmol S m-2d-1, 9.60 mmol Fe

m-2d-1)에서 대륙대(3.15 mmol S m-2d-1, 4.66 mmol Fe m-2d-1)보다 1.5∼2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지역에서 유사한 유기탄소 함량(대륙사면: 1.76~2.45%, 대륙대: 1.84~2.82%)을 가지지

만, 대륙사면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유기물 분해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지역에서

유기물 분해에 황산염환원이 전체 유기물 분해에 약 86∼91% 차지하고 있어 황산염 환원이

퇴적물 내 유기물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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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Kongsfjorden 내 해빙에 따른 자외선 흡수 물질 및

유기물 변화에 대한 연구

하선용1, 민준오1, 김상일1, 박세영1, 박미옥3, 신경훈2, 김현철1

1 극지연구소 극지해양환경연구부
2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3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본 연구는 2011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북극 스발바드 연근해 Kongsfjorden 만 내해역에서

R/V Teisten를 이용하여 총 10개 정점 표층 및 중층 (30 m)의 해수와 2013년 6월 26일부터 7월 4

일까지는 총 19개 정점의 표층 해수 시료를 채취 하였다. 각 현장 해수 내 입자성 유기물질 (POM)

의 자외선 흡수 물질인 Mycosporine-like amino acids (MAAs) 및 입자성 유기물질 내 유기 탄소를

분석하였다. 2011년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Kongsfjorden 만 POM 내 엽록소 a의 농도는 표층에

서 0.42 (±0.16) µg/L를 보이는 반면 중층의 해수는 0.63 (±0.23) µg/L를 보이고 있다. 자외선 흡수

물질의 경우 총 MAAs의 농도는 표층 해수에서 중층 (0.86 (±0.37) µg/ µg chl a)에 비해 상당히 높

은 2.96 (±1.87) µg/ µg chl a 값을 보이고 있다. 2013년에 분석된 엽록소 a의 농도는 표층에서 1.5

(±0.85) µg/L로 2011년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총 MAAs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0.31

(±0.32) µg/ µg chl a를 보이고 있다. 총 MAAs의 농도는 공간적으로 Kongsfjorden 만 내에 비슷한

농도로 분포하고 있으나 용존 유기질소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Krossfjorden 내측 정점에서 총

MAAs 농도 또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용존 유기탄소 및 질소의 농도는 1.1 (±0.3) mg/L 과 0.11

(±0.05) mg/L 값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 비해 2013년은 초여름시기로 주변 동토층 및 빙하

로부터 다량의 융빙수가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변 빙하 및 동토층 해빙기 전후 시기에

유입하는 융빙수의 영향에 따라 Kongsfjorden 만 내에 서식하는 식물플랑크톤의 광보호 물질의 변

화 및 유기물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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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novel detection tool for heavy

metal hazardous substances

Moon-Young Yoon

한양대학교 화학과

Contamination of the environment with heavy metal ions has been an important

worldwide concern for decades. Once enter in the body, they compete with and

displace essential minerals and interfere with organ system function. Atomic

absorption and plasma mass spectrometry are widely used in determining trace

amount of heavy metal ions. However, these methods require expensive

equipment and time consuming sample preparation.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design a tool for the rapid, sensitive detection system for heavy

metal.

In this study, we screened to find single stranded DNAs that were tightly

bound to heavy metal ions such as Pb2+,Hg2+,andCd2+bySELEX. We have

developed the Fluorescence turn-on detection system of heavy metal ions using

FRET effect. This method showed high sensitivity, selectivity and detection

limits in the low nano molar range. Relative to other techniques for the

detection of heavy metal ions, our present approach is simpler, faster, and more

cost-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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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dissolved CO2, CH4, and N2O during Antarctic 

diatom culture experiment in the laboratory  

 

권영신 1,2, 이태식 1, 김미선 3, 김선영 1,4, 최만식 3, 양은진 1, 신형철 1, 김영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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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부 4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5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생태관리팀 

 

 We performed laboratory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response of phytoplankton to iron enrichment in 

view of change in dissolved CO2, CH4, and N2O, nutrients, and various trace metals along with their 

growth. A dominant diatom species in the Southern ocean, Flagilariopsis kerguelensis, was chosen to 

culture in a closed chamber at a typical temperature (2 °C) of the Southern Ocean, under continuous 

irradiation for 14 days. The culture media contained 2 nM and 11 nM of dissolved iron before inoculation. 

F. kerguelensis grew 1.4 ± 0.3 times faster at high dissolve iron medium (+FeD) than at the low dissolved 

iron (-FeD). Uptake rate of inorganic carbon was 1.7 ± 0.6 times faster in +FeD medium than in –FeD. 

N2O was gradually decreased in -FeD while released in +FeD, suggesting that F. kerguelensis produces 

or consumes N2O during the nitrogen assimilation depending on dissolved iron concentration. CH4, 

however, did not show a clear tendency at the two dissolved iron contents. Among the trace metals 

analyzed Mn, Co, Zn, Mo, Cd, and Pb show tendency of decrease in +FeD, but not in –FeD. However, 

Cu was released in +FeD. As the macro-nutrients in the media were sufficient to nourish the diatom, they 

did not show a clea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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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effect of Tsushima Current Warm Water on 

the phytoplankton biomass of a coast and continental 

shelf in the western Korea Strait  

장풍국, 신경순, 차형곤, 현봉길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선박평형수센터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수괴인 대마난류의 계절적 변화 및 연변화에 따른 영양염 및 엽록

소-a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위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안 정점(정점 R)과 대한해협 

서수로 정점(정점 M)에서 월별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대마난류는 정점 M에서 연중 우점하는 

수괴인 반면 정점 R은 겨울철과 봄철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두 정점 영양염의 계절적 변화는 

수층 혼합되는 겨울철에 전 수층에서 높은 영양염 농도가 나타나는 반면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발생 이후 전체 수층의 농도가 감소한다. 여름철 수괴의 상층부에서 정점 R은 높은 농도의 

영양염 농도가 나타나는 반면 정점 M은 영양염 농도가 낮은 값을 나타낸다. 높은 농도의 엽록

소-a는 늦은 봄에 주로 나타나며, 엽록소-a의 분포 및 농도는 연안수와 외해수 사이의 수온 

전선의 형성과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름철 엽록소-a는 두 정점 사이에 

유입되는 다른 수괴의 영양염 특성과 연안수와 외해수 사이의 수온 전선의 위치에 영향을 받

는다. 가을철은 성층 강도가 약화되는 늦가을(11월)에 엽록소-a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겨울철은 바람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2월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한해

협은 TCWW의 세기 변화와 바람 방향이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통영만내 해양생태계에서의 브롬화 난연제 PBDEs의

분포 및 농축 특성

이효진, 정해진, 김기범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

해양생태계의 다양한 매체에 있어서 브롬화 난연제의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통영만 해수,

퇴적물, 생물(굴, Crassostrea gigas)에서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를 분석하였

다. 해수의 경우 계절에 따른 분포특성을 파악하기위해 2012년 5월, 8월, 2013년 1월에 채취하

였으며, 생물과 퇴적물은 2012년 3월과 8월에 각각 채취하였다. 또한 고성만 해양 생태계 내의

생물 농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bioaccumultaion factor (BAF)를 계산하였다.

해수에서의 ∑19PBDEs 농도는 0.33∼14 ng/L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2012년 5월, 8월, 2013년

1월의 평균농도가 각각 3.4, 3.7, 2.2 ng/L로 계절에 따른 뚜렷한 농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퇴적물에서의 ∑19PBDEs 농도는 2.2∼307 (평균; 48) ng/g dry weight로 나타났다. 통영만 해

수와 퇴적물 내의 PBDEs 농도는 통영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접한 내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내었으며, BDE-209가 전체 PBDEs 화합물의 71%, 90%를 차지하며 우세한 조성비를 나타내

었다. 또한 퇴적물 내의 PBDEs의 경우 총 유기탄소(TOC)와 높은 상관관계 (r2=0.88, p<0.01)

를 나타내었다. 굴에서의 ∑19PBDEs 농도는 4.7∼37 (평균; 48) ng/g lipid weight의 농도를 나

타내었으며, BDE-47과 -100, -206, -207, -209가 전체 PBDEs 화합물의 각각 12, 15, 14, 13,

20 %를 차지하여 주요 구성 화합물로 확인 되었다. 통영만 굴에서의 logBAF 값은 0.2∼2로

BDE-100에서 가장 높은 농축계수를 나타내었으며, BDE-209에서 가장 낮은 농축계수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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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용존산소와 해양환경 특성

윤상철1, 박종우1, 윤석현1, 황재동1, 서영상1, 윤이용2

1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2관동대학교 공과대학 보건환경학과

동중국해 북부해역은 양쯔강 유출수의 영향을 받는 서부해역과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동부해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부해역은 고온저염의 영향으로 동부해역에 비해 수온과 염분

이 낮게 나타나며, 높은 영양염 농도를 타나낸다. 그런데 2013년 하계 서부해역에서 저층을 중

심으로 3.0 ㎖·L-1 이하로 다른 수층과 비교하여 낮은 용존산소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낮은 용존산소로 인한 해양환경과의 영향을 구명하고자 2012년과 2013년 하계에 동중국해 북

부해역을 동부와 서부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항목은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 부유물질, 엽록소-a, 식물플랑크톤의 조성 및 현존량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에 비해 2013년 하계의 수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염분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용존산소의 경우에는 2013년 하계에 서부해역의 저층에서 2012년과 비교하면 상대

적으로 낮은 용존산소의 농도를 보였다.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해역에 비해 동부해역에서 낮은 현존량을 보였다. 또한 표층에

비해 저층의 현존량도 낮은 분포를 보였다.

낮은 용존산소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저층의

유기물의 산화로 인한 용존산소의 감소, 둘째 계절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강한 수온약층에 의한

성층의 형성으로 표층으로부터의 산소공급의 차단으로 인한 영향을 들 수 있으며, 외부 요인으

로는 하계에 동중국해를 통해 유입되는 양쯔강 희석수의 유입 또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의 복

합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낮은 용존산소 수괴의 생성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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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피지분지의 중앙확장해령에서 열수 플룸 검출

손주원, 김종욱, 유옥례, 김경홍, 손승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자원연구부

남서태평양 북피지분지(North Fiji Basin)의 중앙부에 위치한 중앙확장해령(Central Spreading

Ridge, ∼173.6°E, ∼14.5°-22°S)에서 활동성 열수 광체 탐지를 위해 수층 내 열수 플룸을 추적

하였다. 중앙확장해령은 약 800 km의 길이를 가지며 크게 4개의 확장구간(segment)으로 구분

되고, 우리나라가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해 탐사권을 획득한 세 개의 광구지역(KF-1, -2, -3)

이 위치해 있다. 현장 조사는 2011년 5월과 2013년 1월에 R/V 온누리호를 이용해 수행됐으며,

CTD 및 CTD Tow-yo 시스템 그리고 MAPR(miniature autonomous plume recorder) 장비를

이용해 탁도 아노말리(△NTU)의 강도 및 분포 형태 그리고 산화-환원 전위(△Eh)의 변화 양

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수 시료를 채취해 지화학 추적자인 메탄(CH4) 농도도 분석하였다. 조

사 결과, 연구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KF-1 지역에서는 탁도 아노말리 증가 현상이 관측

되지 않았으며, 메탄 농도 또한 열수 플룸의 영향이 없는 배경 농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구체적인 열수 분출 지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에 열수 광체가 존재하는

않음을 지시하기 보다는 활동적인 열수가 배출되는 과정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것

으로 여겨진다. 기존 연구에서 열수 활동이 보고된 바 있는 KF-2 지역에서는 세 지역에서 활

동적인 열수 분출을 확인하였는데, 낮은 탁도 아노말리에 비해 높은 메탄 농도를 보인 두 지역

과 탁도 아노말리가 비교적 높게 관측된 지역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아직까지 열수 활

동이 보고된 바 없는 KF-3 지역에서는 세 지역에서 뚜렷한 탁도 아노말리 증가 현상과 산화-

환원 전위 감소가 관측됐으며, 메탄 농도도 배경 농도보다 높은 값을 보여 활동적인 열수 분출

작용을 지시했다. 수층에서 확인된 열수 분출 현상에 대한 결과는 해저면의 기반암/암석 자료

와 더불어 활동성 열수 광체 탐지를 위한 열수 분출구 지역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추

후에는 열수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 조사 및 활동성 열수 분출수 시료를 확보해 연구 지역의

열수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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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한 해양환경의 현황

맹준호, 서재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안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영향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

이 해양환경의 현황조사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해양수질, 해양저질, 해양생물 및 해양물리가 있다.

해양환경의 현황조사는 조사해야할 항목이 많고, 방법이 어려우며, 특히 계절별 조사를 수행해야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비용이 상당하다. 이에 비해 조사된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충

분히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안개발사업에서 수행한 현황조사의 결과는 국내 연안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보고된 해안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토

대로 해양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안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179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간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안해역의 특성은 인천·경기연안 24개 사업, 충남·전

북연안 33개 사업, 전남연안 40개 사업, 경남연안 38개 사업, 부산·경북연안 37개 사업, 강원연안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해양수질에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용존산소량(DO)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해양저질에서는 저질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강열

감량(IL), 그리고 산휘발성황화물(AVS)을 보고하였다. 해양생태계의 현황은 조하대 저서동물, 조간대

저서동물 및 해조류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양수질의 경우 COD 1.56∼2.31㎎/ℓ, TOC 1.53∼2.96㎎/ℓ, TN 0.324∼0.756㎎/

ℓ, TP 0.027∼0.059㎎/ℓ, DO 8.07∼8.48㎎/ℓ의 농도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 해안의 수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경기연안의 수질은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해양저질의 경우 조사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해양저질을 나타내는 강열감량을 보면 인

천과 충남·전북 해역에서 4.0∼4.1%로 비교적 낮은 농도를 보였으며 경남연안이 7.2%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조하대 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경남해안이 52종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종이 발견된 반면, 그

외의 연안에서는 59∼85종으로 유사한 종수를 나타내었다. 조간대 저서동물은 강원도 연안이 평균 25종

으로 관찰되어 타 해역에 비해 출현종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나 해조류는 28종으로 타 해역에 비해 높

은 출현종수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2013년 수행한 2008년∼2012년 해양환경 현황의 연구에 이어 2013년 해역의 현황 조사 결

과를 추가하여 조사한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해 국내 연안의 해양환경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분석된 결과는 추후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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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onitoring of the Tidal flat

in the West coast of Korea

최윤석, 박광재, 송재희, 정상옥, 윤상필, 안경호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Surface sediment and sea water samples from the Taean to the Mokpo of intertidal areas

at cultured clams were analyzed for 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ochemical

parameters. The geochemical characteristics(Chemical oxygen demand, ignition loss(IL), acid

volatile sulfide(AVS), enrichment factor(Ef), accumulation rate(Igeo), C/N ratio and C/S

ratio)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of between the contents of inorganic

elements in surface sediments of research area. The grain size for research area were

different at the ratio of silt and clay. The C/N, C/S ratio were showed that survey area

had anoxic or sub-anoxic bottom conditions, respectively. The cultured clams for the

survey areas was effected by the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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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SSS derived from 

Corrected Aquarius/SAC-D in the East Sea

 

Lim Jin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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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Sa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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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Chung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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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 Bioscience and Technolog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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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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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Marine Bio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in Aug. 2011 – Dec. 2013 

of SSS derived from Aquarius/SAC-D and monthly mean SSS data of the WOD2013, 

NEAR-GOOS and Serial oceanographic observation data at National Fisheries 

Research Development and Institute in the East Sea. In Spring and Summer season, 

monthly mean Aquarius/SAC-D SSS and inSitu SSS shows similar variations and 

concentrations, but in Autumn and Winter, Aquarius/SAC-D SSS was underestimated 

up to 1.61 psu and salinity concentration was low than inSitu.

To correct underestimate of SSS used linear regression by month using 

Aquarius/SAC-D SSS and inSitu SSS. Corrected Aquarius/SAC-D SS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increased 0.1216  and standard deviation was decreased 0.686 to 

0.301.Particularly corrected Aquarius/SAC-D SSS was similar to inSitu SSS 

variations and concentrations. In the East sea, corrected Aquarius/SAC-D SSS was 

high salinity over 34 psu in Autumn and Winter season, 33 psu low salinity was 

extended to latitude 40°N in Summer, in Autumn, salinity concentration was 

increased. Corrected Aquarius/SAC-D SSS was shown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s except May. This result may improve using more long term 

Aquarius/SAC-D SSS and inSitu 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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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levated dissolved CO2 and 

temperature on the growth, skeleton formation and 

malformation on early life stage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caceus)

 

김경수, 심정희, 김수암

부경 학교 해양생물학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elevated CO2 in the atmosphere are causing the Ocaen 

acidification and Global warm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the effects of both climate 

problems on the early development stage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Fertilized egg s of olive flounder were reared during 4weeks from fertilization in artificial 

conditions. Rearing conditions were decided based on the climate change scenario in IPCC 

report 2007, and combined 3 different CO2 concentrations(400-present day, 850 and 1550 

ppm) with 2 different temperatures(18 and 22 ℃). During experiment of rearing, larvae 

were sampled once a week, these samples were used to calculate of the Growth rate. 

After 4 weeks, all live larvae were sampled and measured length and weight. In addition, 

to check skeleton malformation, we used skeleton 2-color dying method and bone density 

were examined for differences using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SEM). Also, we 

researched the hatching rate among the different conditions in order to check the effects 

of changing environment on the hatching rate. Results of experiment, growth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CO2 concentration in the rearing water. However, skeleton was 

influenced the negative effect by high CO2 concentration in the rearing water.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 시뮬레이터(GAIA) 개발 

    

김영호
1
, 국종성

2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2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 기-해빙 모형을 합한 GAIA 기후 측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후 측시스템은 지난 4년간의 개발을 통해 국제 인 수 의 기후모의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여 히 개선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기 류과정, 행성혼합층, 복사, 층운 류와 해양 연

직, 수평 모수화 방안, 경계 조건등을 개선하여 기후 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IA 모형의 품 를 개선하기 한 민감도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을 둔 부분

은 모형의 복사균형, 해수면 온도  강수의 평균장, 그리고 엘니뇨의 강도 모의이다. 모형의 복

사 균형과 연평균 해수면 온도  강수장의 모의는 서로 강하게 연 되어 있고, 모형의 구름과

정 모수화에 민감하다.

GAIA 기후 측시스템을 한 자료동화시스템 합한 DASK(Data Assimilation System 

of KIOST) 기후재분석체계를 개발하 다. DASK를 용하여 수온, 염분 로 일, 해면수온

(SST) 그리고 해면고도변이 자료를 동화하여 1947년부터 2012년까지 KIOST 기후재분석 자

료를 생산하 다. KIOST 기후재분석 자료는 측 자료  다른 기 의 기후재분석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품 를 검증하 으며 특히 북태평양  북 서양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KIOST 기후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과거 기후 측 실험이 소개될 것이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모델 개발 황

변 화, 이조한, 부경온, 강 석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국가 기후변화 응정책의 지원과 함께 식량, 에 지, 물자원 등 

지속가능 발   미래 수요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한 국가 차원의 과학  기반 자료의 생

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후변화 측을 한 지구시스템모델의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국립기

상연구소의 지구시스템모델은 지난 2008년 양국 기상청 간 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

기상청의 지구모델 UM (Unified Model)을 기반으로 개발 인 것으로서 해양-해빙 모듈로 

미국 지구물리유체역학연구소(GFDL)의 해양-해빙모델인 MOM4-SiS를 결합한 것이다. 특히 

국립기상연구소 지구시스템모델의 기모델 성분은 국기상청 해들리센터(Hadley Centre)가 

주축으로 에어러솔, 탄소순환, 기화학 등 지구시스템모듈을 개발․ 합시킨 모델로서 IPCC 

제5차평가보고서(AR5)의 기여를 해 개발되었던 기후변화 측모델인 HadGEM과 맥락을 같

이 하고 있다. 

   지구시스템모델의 개발은 지난 수년간 기-해양-해빙 결합모델의 구축이라는 기반모델의 

안정화에 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학계와의 공동 력을 통해 지구시스템에 

한 주요 요소기술의 개발을 수행하여 왔다. 즉, 지구시스템모델 개발의 핵심은 기-해양-해

빙모델을 기반으로 에어러솔, 탄소순환 등 수년~수십년~수백년 시간 규모에서 요하게 취 되

는 단  기후과정 모듈의 개발과 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국립기상연구소는 구름물

리-에어러솔과정, 력  모수화, 생태역학모델에 한 개발․개선에 집 하고 있다. 한 

UM-MOM4-SiS 결합모델의 안정  수행을 한 모델 수행 환경 최 화, 모델 모의 성능 평

가를 한 진단 Metrics의 구축, 해양모듈에 한 평가, 결합자를 통한 기-해양-해빙 결합 

환경의 개선, 국기상청 HadGEM에 포함된 지구시스템모듈에 한 진단 등 모델 개발  진

단에 필요한 기술을 꾸 히 개발하여 오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련 성과와 함께, 

향후 모델 개발 추진 방향  활용 계획 등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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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ir-Sea Interaction in a Coupled Climate Model

홍 성 유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개발 사업단

A multiscale oceanic/atmospheric modeling system with unified physics, the Global/Regional 

Integrated Modeling system (GRIMs), has been created for use in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seasonal simulations, and climate researches from global to regional scale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the model system are carried out by the Korean modeling 

community, taking advantage of both operational and research applications. This talk 

outlines the history of the GRIMs, its current capabilities, and plans for its future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Also, application of GRIMs to climate studies is investigated, 

with the focus on effects of air-sea interaction in global and regional models. The use of 

the GRIM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IAPS global model for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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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climate modeling and prediction system 

              

Young-Min Yang and In-Sik Kang 

School of Earth Environment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is talk introduces a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SNU climate model 

and prediction system. The SNU model has an improved conventional parameterization and 

reproduces the large-scale pattern of observed precipitation and SST reasonably well. The 

seasonal and sub-seasonal prediction system include multi-perturbation methods and have a 

relatively higher prediction skill compared to those of other prediction systems. Recently, a 

high-resolution climate model with cloud microphysics of a cloud resolving model has been 

developed to improve simulated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and its potential predictability. 

We are also developing a dynamical core and a physics package for a very high resolution 

climate model with a horizontal resolution of an order of 5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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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해양생지화학과정 모델링  계획

국종성

포항공과대학교 

 

최근 들어 전지구 탄소순환에 대한 필요성과 해양 생태의 기후 피드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지구 해양생지화학 과정 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예측 모형이 기후시스템 모형에서 탄소순환

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모형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해양생지화학과정의 

필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포항공

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지구 해양생지화학 과정 모델링이 소개될 예정이

다. 사용된 해양생지화학과정은 미국의 GFDL에서 개발된 TOPAZ 생지화

학과정 모형에 기반하여, 전지구 기후시스템 모형에 접합하여 생태피드백의 

기후피드백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후피드백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해양모형 접합실험, 대기-해양 접합실험, 기후변화 실험등과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해양 생태피드백이 현재 및 미래기후 변동/변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특히, 북극의 기후변화에 생

태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향후 해양생지화학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토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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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 지구 기-해양 측 시스템을 이용한 

계   장기 보 활용

              

안 배, 이수

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구 합 모형인 PNU CGCM이 포함된 PNU 지구 기-해양 측 시스템을 소개하

고 이를 기후 측에 활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PNU CGCM은 기-지면-해빙-해양 

합모형으로 각 성분모형으로 CCM3( 기), LSM(지면), MOM3(해양)와 자체 으로 개발한 

EVP(해빙) 모형이 사용되었다. 자료동화된 해양 기조건을 사용하는 PNU CGCM V1.1과, 

그 지 않은 PNU CGCM V1.0 두 버 으로 나뉘어져 있다. PNU CGCM은 매월 기화되어 

12개월의 측을 수행하고, 각 월마다 최소 6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구성되어있다. 

PNU CGCM의 측자료는 기상청의 계 측과 APEC 기후센터 (APCC)의 다 기후모델 

앙상블 (MME) 시스템을 이용한 3개월  6개월 보,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에 정

기 으로 제공되고 있다. 각 기 들은 PNU CGCM의 계   장기 측자료를 사용하여 기

후 문가 혹은 비 문가 모두가 활용할 수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보를 표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PNU CGCM의 측결과는 규모모형의 경계조건으로 사용되어 규모의 상세 계  

측에도 활용되고 있다. 

PNU CGCM이 생산한 측자료는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ENSO와 같은 도의 변동성에

서 부터 AO와 같은 고 도의 변동성에 이르기 까지 측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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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OF분석을 이용한 해양기후모델 Downscaling

               

서 호, 조양기, 김 렬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지구 해양기후모형(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OGCM)의 공간 해상도는 약 100km 

정도이어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심  해안선을 정확하게 표 하지 못하여, 지역해의 해류, 

수온 구조  변화를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북서 태평양에 downscaling 기법을 용하여 지역기후모형

(Regional  climate model, RCM)을 수행하 다.  부분의 downscaling은 GCM의 결과를 내

삽하여 개방경계값으로 사용하여, 장기간 분하지 못하고 재와 미래에 해서 각각 단기간

(  10년간) 동안 모델을 수행하 다 [Sun et al. 2012]. 이런 경우 PDO, ENSO와 같은 단주기 

성분이 포함되어 장기간의 수온 상승을 측하는데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단기간의 모델 수행

은 모델이 정상상태에 도달했는지에 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CSEOF(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분석[Kim et. al., 1996; 

Kim and North, 1997]을 이용하여 장기 기후변화 성분만 추출하여 지역해모델의 개방경계 값

으로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용한 CSEOF분석은 구기후모형 결과에서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동성

(cyclostationary)을 고려하여 자료에 포함된 물리 인 양상 (physical mode)과 각 모드의 시간

인 변화(principal component time series)를 경험직교함수로 분리하 다. 분석에 사용된 

지구모형은 MIROC, HADCM, ECHAM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모델은 ROMS(regional 

oceanic modeling system)이다. 모델 수행 기간은 2001년부터 2100년까지이다. CSEOF분석을 

통해 지역해 모델의 개방경계값으로 사용한 변수는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유속이다. 바람, 

기온, 습도, 복사에 지도 같은 방법을 용하여 표층 기 조건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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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기후모델 Kiel Climate Model 

박원선 

독일 GEOMAR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킬기후모델(Kiel Climate Model, KCM; Park et al. 2009)은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 유럽의 기

후요소 모델을 접합하여 개발한 해양-해빙-대기 접합모델이다. 대기모델 ECHAM5(Roeckner et al. 

2006), 해양-해빙모델 NEMO(Madec 2008), 접합자 OASIS3(Valcke 2006)를 이용하였다. KCM은 

기후모델성능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적도 해양-대기상호작용을 잘 표현하여, 동태평양 적도해수면온

도의 연변동 및 남방진동을 잘 재현한다. 또한 PDO(Pacific Decadal Oscillation)와 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AMO)를 관측변동성과 상당히 유사하게 재현한다. 5000년 이상의 장기적

분을 통해 수 십년 및 수 백년 주기의 풍부한 장기해양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KCM은 현재 및 미래 기후변화 연구 외에도 홀로세(Holocence), 에미안(Eemian)과 같은 간빙기, 

Last Glacial Maximum의 빙하기, 백악기(Cretaceous) 등의 과거기후재현에 사용되고 있다. KCM을

활용한 논문 목록은 아래의 사이트에 정리하였다. 

http://www.geomar.de/en/research/fb1/fb1-me/research-topics/climate-modelling/kcms/ 

 

현재 KCM 개발의 촛점은 연구소의 주 관심사인 해양을 고해상도로 표현하는데 있다. 하지만 장기

적분의 필요성과 지구시스템모델로 발전을 고려하여 저해상도 버전의 모델재현오류를 줄이데도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stochastic parameterization 도입, flux correction 고려, 

parameterization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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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P 2단계 사업 추진현황 및 한반도 주변해역 시추제안 전략

             

김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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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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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68년부터 시작된 국제해양탐사프로그램이 2013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과학계획을 담은 New IODP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어 2023년까지 계속된다. New IODP는 4

개 연구주제 분야 (Climate and Ocean Change, Biosphere Frontiers, Earth Connections, Earth in 

Motion)로 구성된 과학계획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알

리는 아웃리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IODP 2단계 사업이 2011년 시작된 후 14명이 시추선 승선연구를 수행하였고 2014년에는 2명이 

추가로 승선하기로 결정되었다. 2단계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중 하나는 Exp. 346으로 수행된 동해 시추이다. 

New IODP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과학시추로서 2013년 7월 29일에서 9월 28일까지 동해에서 IODP 시추선 

JR (JOIDES Resolution)을 이용한 과학시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시추후에도 sampling party를 통한 시

추시료 확보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과학분야의 후진양성을 위해 K-IODP Summer 

School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J-DESC core school에 6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파견교육을 실시하였다.

IODP 시추를 위해서는 우수한 시추제안서를 제출해야하며 전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SEP (Science 

Evaluation Panel) 심사에 통과 되어야 시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 과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둔 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 IODP 시추제안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

다. Preliminary-Proposal, Full-Proposal, APL (Ancillary Project Letter), MDP (Multi-phase Drilling 

Project), CPP (Complementary Project Proposal) 등이다.

한반도 주변지역에 대한 시추제안을 위하여 현재 동해, 남해, 황해를 대상으로 하여 지구조, 지질재

해, 고해양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시추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상으로 보다 빠른 시추를 위해 CPP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

는 후원기관을 설정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IODP에도 미리 K-IODP에서 CPP를 제출할 계획

이라는 것을 알렸고 시추제안서 제출 시 심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은 연구주제 발굴이며 시추제안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안서 작성이다. 이를 위해 K-IODP는 연구주제 발굴

을 위한 준비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연구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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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al-scale benthic foraminiferal oxygen isotope 

stratigraphy at  Site U1343 (IODP Expedition 323) 

and its Pleistocene paleoceanographic significance 

in the Bering Sea

H. Asahi 1,S.Kender2,3, M.Ikehara4, T.Sakamoto5,6, K.Takahashi7, A.C.Ravelo8, 

C.A.Alvarez-Zarikian9, B.K.Khim1, M.J.Leng2,10

1.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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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xas A&M University

10. British Geological Survey

Establishment of the orbital-scale chronology is on its primal importance to precede 

detailed paleoceanographic studies. Due to lack of continuous presence of single benthic 

foraminifera throughout the core, there is a general difficulty to establish orbital-scale age 

model by oxygen isotope in the subarctic Pacific. Successful inter-species calibration yields 

continuous composite benthic foraminiferal oxygen isotope records in the Bering Sea (IODP 

Exp. 323 Site U1343) back to 2.4 Ma. With constrained orbital-scale age model, most of 

notable paleoceanographic change appeared at ~0.9 Ma, as regional sea-ice extended over 

the Bering Slope. Notable change of the time difference between oxygen isotope and 

physical properties (PP) at Site U1343 suggest that age constrain solely by PP matching is 

not appropriate to constrain orbital-scale age model. In stead, such time change (lead-lag 

relation to Glacial-Interglacial cycle) can be interpreted displaying regional sea-ice 

extension over the Bering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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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te and nitrate utilization changes in response to 

surface-water productivity during the last 600 kyr

in the Bering Sea (IODP Exp. 323 Site U1343)

Sunghan Kim1, Yoshiyuki Kanematsu2, Hirofumi Asahi1, Minoru Ikehara3, 

Kozo Takahashi4, Boo-Keun Khim1

1
Pusan National University, 

2
Kyushu University, 

3
Kochi University, 

4
Hokusei 

Gakuen University

Multidisciplinary paleoceanographic analyses (biogenic opal, δ
30

Siopal (diatom silicon 

isotope), and δ15N (nitrogen isotope of bulk sediments) were conducted for core U1343 of 

IODP Exp. 323,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nutrient utilization in response to 

orbital-scale (glacial-interglacial) changes of surface-water productivity in the Bering 

Sea. The study interval of core U1343 presents a record of 600 ka. High δ30Siopal values 

(+0.7‰∼+1.3‰) during interglacial periods were attributed to increased opal production 

under nutrient-replete conditions, which would have resulted in higher silicic acid 

utilization along with increased diatom productivity. In contrast, low δ30Siopal values (+0.

2‰∼+1.1‰) during glacial periods were caused by reduced opal production due to 

extensive sea ice distribution. Such condition leads to lower silicic acid utilization along 

with decreased diatom productivity. High δ
15N values generally occurred with high 

biogenic opal contents, particularly during warm (low δ
18

O) periods, indicating increased 

nitrate utilization with enhanced diatom productivity. In contrast, low δ
15

N values were 

found primarily in conjunction with low biogenic opal contents particularly during cold 

(high δ
18

O) periods, reflecting decreased nitrate utilization with reduced diatom 

productivity. Thus, silicic/nitrate acid cycling between subsurface and surface waters was 

active during interglacial/warm periods, but weak during glacial/cold periods. Diatom 

productivity at Site U1343 plays a key controlling role in recycling silicate and nitrate 

between subsurface and surface waters in terms of orbital-scale nutrient utilization in the 

slope area of the Bering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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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ntarctic Ice Sheet during the Pliocene

at IODP Exp 318 Site U1359 (Wilkes Land)

B.K. Khim, B. Song

Department of Ocean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Warm intervals within the Pliocene epoch (5.33-2.58 million years ago) were characterized 

by global temperatures comparable to those predicted for the end of this century and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s similar to today. Estimates for global sea level highstands 

during these times imply possible retreat of the East Antarctic Ice Sheet, but ice-proximal 

evidence from the Antarctic continental margin is scarce. Here we present new data from 

Pliocene marine sediments recovered offshore of Adélie Land, East Antarctica, which reveal 

dynamic behaviour of the East Antarctic Ice Sheet. Core U1359A (196.4 m long) was 

drilled at the continental rise of Wilkes Land during IODP Expedition 318. Based on the 

shipboard biostratigraphy and paleomagnetic stratigraphy, this core represents approximately 

2 Ma at 37.1 mcd and about 5 Ma at 140.6 mcd, which belongs to the Pliocene. Biogenic 

opal contents of core U1359A vary between 4 and 43% in average and mean grain size of 

some selected samples is in the range between 4 and 17 ㎛. Biogenic opal contents show 

the positive correlation to the grain size such as high content to coarse grains, whereas 

these show the negative correlation to the natural gamma ray values such as high content 

to low values. It is of note that biogenic opal contents of core U1359A are higher during 

the early Pliocene than during the late Pliocene. High biogenic opal contents indicate 

increases in Southern Ocean surface water productivity, associated with elevated 

circum-Antarctic temperatures. These warm intervals suggest active erosion of continental 

bedrock beneath the East Antarctic Ice Sheet within the Wilkes Subglacial Basin, and our 

results conclude that the East Antarctic Ice Sheet was sensitive to climatic warmth during 

the Pli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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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daptation of the siliceous 

phytoplankton in the Southern Ocean during the early 

Pliocene (IODP Exp 318 Sites U1359 and U1361)

K. Katsuki1, B. Song2, B.K. Khim2, M. Iwai3

1KIGAM, 2Pusan National University, 3Kochi University

Retreat of sea-ice and ice sheet in the polar region became global event, because it 

affected global heat transport farther a field throughout circulation change. Melting of the 

East Antarctic Ice Sheet due to high global temperature and high sea-level must be one of 

the primary factor to the past ocean stratification. However, compar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behavior of sea-ice, ice sheet, and water mass production during the early 

Pliocene warm period off East Antarctica, except for the Prydz Bay Sector.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Expedition 318 succeeded to recover the sediment cores from the 

near Wilkes Land of the East Antarctica in 2010. Sediments of Sites U1359 and U1361 on 

the Wilkes Land continental margin were deposited from mid-late Miocene to the 

Pleistocene. Here we show the historical changes of sea surface environmental and water 

front since the late Miocene based on the biogenic opal content and diatom and 

silicoflagellate assemblages. Biogenic opal contents at Sites U1359 and U1361 are high 

during the early Pliocene warm period, and then it gradually decreased. Silicoflagellate 

shows the similar variation pattern to the biogenic opal contents. Although diatom has 

been the main primary producer since the late Miocene, absolute number of diatom valves 

shows the gradual increase since the early Pliocene, which is opposite pattern to the 

biogenic opal and silicoflagellate. We will discuss the actual primary production change 

related to such difference, and further discuss the evolution of siliceous phytoplankton 

adapted to environment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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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오세 -후기동안 동남극 크스랜드 해역의 고기후 

변화 (IODP Exp 318 Sites U1359와 U1361)

송부한, 김부근

부산 학교 해양학과

동남극 크스랜드(Wilkes Land) 해역에서 수행된 IODP Expedition 318동안 크스랜드 륙

지역(Sites U1359와 U1361)에서 시추를 하 다. Sites U1359와 U1361은 각각 수심 3020.9 m

와 3465.5 m로 Jussieau 해 수로(submarine channel)의 동쪽 제방에 치하며 총 6개의 시추

공(U1359A, U1359B, U1359C, U1359D, U1361A, U1361B)이 획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코아 

U1359D (450 m)와 U1361A (266 m)를 이용하 고, 선상과학자들에 의해 결정된 생층서  고

지자기층서에 의해 코아 U1359D의 최상단부의 연 가 약 5 Ma이며 최하단부는 약 13 Ma로 

결정되어 마이오세 -후기에 해당된다. 기후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표층해수의 생산

성 변화를 복원하기 하여 코아 U1359D(238개)와 U1361A(182개)에서 총 410개의 시료를 획

득하여 Mortlock and Froelich (1989)가 사용한 습식-알칼라인 연속추출법을 이용하여 생물기

원 오팔 함량 측정하 다. U1359D와 U1361A의 오팔함량은 각각 3-60%와 3-50%의 범 에서 

변화한다. 마이오세 -후기 동안 두 코아들의 오팔함량 변화 양상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며, 

선상과학자들에 의해 측정된 L
*

값과는 정비례 계를 보이며, 자연감마선(Natural Gamma 

Ray)  자율(Magnetic Suceptibility) 값과는 반비례의 계를 보인다. 마이오세 -후기 동

안의 지구  산소동 원소 기록은 재보다 2-3‰ 정도 낮은 값을 보인다. 그리고 산소동

원소 값이 증가하는 마이오세 동 원소 이벤트(Miocene Isotope Event)인 Mi3-Mi7 냉각기가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났다. 코아 U1359D와 U1361A의 생물기원 오팔함량은 13.2-12.8 Ma, 

12-11.8 Ma, 10.4-10.2 Ma, 9.5-9.2 Ma에 감소하며 이들 시기는 각각 Mi4-Mi7에 해당되는 것

으로 해석된다. 한 6.0-5.5 Ma에 오팔함량의 격한 감소는 지 해가 서양으로부터 고립되

어 남극 층수의 기원인 북 서양 심층수 생성이 감소되었던 메시니아 이벤트(Messinian 

Event)와 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남극 크스랜드 륙  지역의 마이오세 -

후기 시기는 반 으로 오늘날보다 온난하 지만 간헐 인 냉각에 의해 동남극 빙상이 발달

하는 기후 을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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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Pacific Drilling (WEPAD) 최근 활동 보고

이경은

한국해양 학교 해양환경생명과학부

WEPAD는 기존의 KJOD 모임의 후속 로그램으로 2013년 5월에 한국, 일본, 만, 국 과

학자들이 모여 서태평양 시추계획을 목 으로 새롭게 결성한 모임이다. 그 내부에 3개의 소규

모 워킹그룹이 있으며 각각의 그룹은 NW Pacific group, East China Sea group, Western 

Equatorial Pacific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 인 모임은 1년에 한번이며, 참여하는 4개국

에서 해마다 번갈아 개최한다. 가장 요한 목 은 IODP 시추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이고, 이를 한 과학  토론을 목 을 한다. 올해 2014년도 모임은 2014년 5월 19일-21일 

국 청도에서 “Asian Margins Evolution and Western Pacific Drilling"이란 제목으로 개최된다.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 회 개최 바로 직 에 열린 이 모임에 참석하여 WEPAD 모임에서 토

의된 가장 최근 활동내용을 본 발표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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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imentation and Paleoceanography in South China Sea 

(review)

              

상민, 이경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보 연구부

   서태평양 · 도에 치한 South China Sea (남 국해)는 동해(East Sea)나 베링해(Bering 

Sea), 오호츠크해(Okhotsk Sea)와 더불어 연변에 치한 marginal sea로서 남 국해가 열개

(opening)된 이후 동아시아의 지구조(tectonic) 상이나 기후변화와 련된 다양한 퇴 학 , 

고해양학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리 인 요성 때문에도 남 국해는 최근 십수 년간 가장 많

이 연구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ODP (Ocean Drilling Program)이나 IODP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에서는 생  이후의 기록을 알아보기 해 심해퇴 물을 시추한바 

있으며 그에 의한 연구로 지구조와 고해양 진화(paleoceanographic evolution)에 한 많은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e.g., Li et al., 2006). ODP Site 1148에 한 고분해 연구결과 남 국해 북

부지역 퇴 물에 한 암석층서가 확립되었으며 33 Ma간의 퇴 작용과 고해양변화에 한 연

구결과가 도출되었다. 퇴 작용은 올리고신(Oligocene)때의 륙 융기와 더불어 빠른 퇴 작용

을 보이는 것으로 단되고 있으며, 고해양 변화  탄산염 용해는 5단계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

는 심층수괴의 발달과 Oligocene이후의 분지변화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해양 변화

는 6단계의 변화를 보이는데 조산운동과 계된 시기(~33-28.5 Ma), 남 국해가 남쪽방향으로 

열개되는 시기(28.5-23 Ma), 안정화된 열개  열개의 종료(23-15 Ma), 열개후의 안정화된 시

기(15-9 Ma), 몬순 향과 그 후의 조정시기(9-5 Ma)  빙기의 향을 받은 시기 (5-0 Ma)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남 국해의 퇴 과 고해양 진화에 한 기존 

연구결과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Li et al., A 33 Ma lithostratigraphic record of tectonic and paleoceanographic evolution of the 

South China Sea. Marine Geology Vol. 230, pp. 217-23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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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seismic data interpretation of Mass Transport Deposits (MTD)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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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nalyzed a large 2-D seismic reflection dataset from the Ulleung Basin, East Sea to document the 

distribution of Mass Transport Deposits (MTDs) and their relation with tectonism, volcanism, and gas 

hydrates and related gas and/or fluids. For this purpose, the key elements interpreted in the 2-D seismic 

data analysis are; (1) MTD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ransparent and/or chaotic seismic zones, by 

tracking their upper and lower stratigraphic unit boundaries on seismic profiles, (2) MTD related seafloor 

geomorphologies such as submarine landslides and slide scars, (3) the top of the acoustic basement, and 

(4) seismic indicators of gas hydrates (i.e., BSR) and related gas and/or fluids such as; seismic chimneys, 

pockmarks, small mounds and vents, enhanced and convex reflections.  We have identified 10 distinct 

MTD units throughout the basin. The MTD units in this study are referred to as MTD1 to MTD10 from 

oldest to youngest, respectively. The acoustic basement is characterized by structural highs/ridges in the 

north, northeast, and northwestern parts of basin near Korea Plateau, and is disrupted by volcanic 

intrusions in the west and center. The depth of the acoustic basement varies from about 100 m to over 

4700 m below sea level (mbsl) although the depth in the central basin cannot be resolved from seismic 

data. Total sediment thickness occurs in the central basin reaching over 3800 m. Total MTD thickness is 

more than 2000 m at the southwest dip-slope. Generally, MTD units are deeper and thicker forming 

sigmoids at the dip of slope and basement highs, and become shallower and thinner in the central basin 

due to the interferences of volcanic intrusions. The upper boundary of MTD1 is a sub-layer that exists 

partially in the central basin. MTD2 is a widespread down-slope unit and is thick (over 400 m) in the 

southwest and southeastern basin. MTD10 is thick around 100 m in the southwest, southeast and 

northeast, and it comprises mass transport geomorphologies such as submarine landslides and slide scars 

which are concentrated on the western shelf and slope, and southern and southwestern parts of the study 

area. We consider tectonic activity as the main trigger for mass transport process. However, at least one or 

more of the seismic indicators of gas hydrate and associated gas/fluids, i.e., BSRs, seismic chimneys, 

enhanced and convex reflections, were observed nearby the locations of submarine landslides and scars 

which may suggest that the mass transport process might be related to gas hydrate generation and possibly 

dissociation accompanied with tectonic/volcanic activity. 

 

Key words: 2-D seismic reflection data, Ulleung Basin, Mass Transport Deposits, gas 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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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DP 교육 로그램(J-DESC Core School) 소개

              

최이
1,2∗

, 이진
1,2

, 김길
1

, 장세원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한국 국제해 지각시추사업(Korea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K-IODP)은 해양

지구과학 분야의 문가양성을 해 일본 고치코어센터와 력하여 국외 교육 로그램인 

J-DESC(Japan Drilling Earth Science Consortium) Core School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4년도 J-DESC Core School 교육은 기존 K-IODP Summer School에 참가하 던 국내 

련분야 학원생 2명을 선발하여 일본 고치 코어 센터에서 8박 9일간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기

 코어 분석과 동 원소 분석의 두 가지 코스로 이루어졌으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 다. 

기  코어 분석과정은 코어센터에 보  인 IODP 시추시료를 이용하여 4가지 과정으로 진행되

었다. MSCL(Multi Sensor Core Logger)을 이용한 코어 로깅, X-ray CT Scanner를 이용한 코

어 정 분석, 코어 육안 찰  기재방법(Visual Core Description; VCD), 그리고 Smear Slide 

제작  편  미경 찰을 통한 시료분석 실습을 진행하 다. 동 원소 분석 과정에서는 

IsoPrime(Mass Spectrometer)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 근처의 호수에서 취득한 이매패 시료의 산

소  탄소 동 원소 분석을 수행하 다. 이번 교육은 이론 으로는 IODP 로그램 반에 걸친 

내용의 습득  해 지각시추 연구의 요성, 연구 목 에 따른 각 분석들의 방법, 분석 결과의 

활용 등 해양지구과학 분야의 문 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한 실습 교육은 분석에 사용

되는 각종 장비들을 직  경험함으로써 자료처리  해석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K-IODP의 J-DESC Core School 교육지원 로그램은 해양지구과학을 공하고 있는 학생들

에게 재 IODP 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직, 간 인 승선 연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다. 본 교육 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향후 한국 해역 연구  국제 인 승선과

학자로 IODP 로그램에 참여하여 코어시료의 처리  분석에 있어서 이수한 교육내용을 바탕

으로 보다 능숙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일본 지의 연구원  학생, 

그리고 만, 미주국가의 학생과의 직, 간 인 교류를 통하여 공통주제에 한 커뮤니티를 구

축하여 향후 연구교류에 활용함으로써 향후 국제 인 과학자로 성장 하는데 거름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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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P Expedition 346 Sampling party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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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DP(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2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해양

탐사프로그램이다. 이 IODP는 최첨단 시추선(JOIDES Resolution, Chikyu, MSP)과 시추기술로 전 세계 대양

을 탐사하고 코어를 획득하여 해양지구과학업적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IODP 시추선 JOIDES 

Resolution호의 과학시추(Expedition 346)가 동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9개의 시추정점(U1422~1430)에

서 총 6,135.3m의 코어를 획득하였다. 그 중 U1430 코어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울릉분지)에서 시추

된 코어로 많은 한국인 과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과학시추 후에는 Sampling party(시료분배 모임)를 통

해 시료분배가 이루어지고, 승선과학자(shipboard scientist)뿐만 아니라 사전의 Sample request를 통해 

shore-based scientist로 선정되면 시료를 요청하여 연구할 수 있다. 

   이번 IODP Expedition 346 Sampling party는 일본 고치코어센터(KCC, Kochi Core Center)에서 3월 17

일부터 28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되었다. Sampling party에는 약 15개국으로부터 지질해양과학분야 40여명의 

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이 승선과학자와 shore-based scientist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우리 연구팀은 이번 

Sampling party를 통해 9개의 시추정점 중 울릉분지 U1430과 동중국해 U1427에서 각각 1700개와 770개의 

시료를 획득하였다. 앞으로는 이들 시료를 이용하여 유기질 미화석분석을 실시하고 울릉분지 표준 생층서 연

구와 동아시아 몬순변화에 따른 고생태 환경변화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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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P Expedition 336 결과:

부 서양해령 North Pond의 석회질 미화석 생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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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P Expedition 336은 부 서양해령에 치한 North Pond에서 시추탐사를 수행하 다. 

Expedition 336의 주요 주제는 수리학, 지질학  생지화학  특성간의 계를 통하여 심해  

미생물군집을 연구하는 것이다. 주요 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 연구의 목 은 North Pond에

서 시추된 두 개의 시추공(U1383D, U1384A)에서 석회질 미화석을 이용하여 생층서를 규명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North Pond 퇴 물에서는 주로 마이오세- 라이오세의 요

한 석회질 미화석 종들이 산출되었다. 두 시추공에서 산출된 석회질 미화석 , 특정 종들의 

뚜렷한 산출빈도 변화에 따라 생층서 분 를 결정하고, 퇴 시기를 추정하 다. Hole U1383D 

퇴 물에서는 3속 11 종의 석회질 미화석이 산출되었고, 5 개의 생층서 분 가 설정되었다. 

83D-A 분 는 D. brouweri, D. asymmetricus, D. variabilis, A. primus 등에 의해 기존의 표

 미화석 분 인 NN13-NN14 zone에 비되며 퇴 시기는 기 라이오세(약 5 Ma∼)로 

추정된다. 83D-B 분 는 D. asymmetricus의 풍성(acme)에 의해 D. asymmetricus 

subzone(NN15-NN16zone)에 해당되며 기 라이오세(약 3.6 Ma∼)에 퇴 된 것으로 추정된

다. 83D-C 분 는 D. asymmetricus의 산출이 감소하고, D. brouweri, D. triradiatus 등이 출

하는 것으로 보아 D. brouweri zone(NN17-NN18 zone)과 비되며 후기 라이오세(약 2.6 

Ma∼)에 퇴 된 것으로 추정된다. 83D-D 분 는 C. telesmus가 격히 증가하는 구간으로 

NN18 zone에 해당되며 라이스토세(약 2 Ma∼)에 퇴 된 것으로 추정된다. 83D-E 분 는 

해 면에 가까운 구간으로 종이 다양하게 산출되지 않고, C. telesmus만이 최  산출도를 보여

다. 따라서 이 분 는 NN19-NN21 zone과 비되며 라이스토세부터 퇴 된 것으로 추정

된다. 결과 으로 Hole U1383D의 퇴 층은 표  미화석 분 인 NN13-NN21 zone에 속하며, 

가장 오랜 퇴 시기는 약 5 Ma로 단된다. Hole U1384A 퇴 물에서는 3속 13종의 석회질 

미화석이 산출되었고, 5 개의 생층서 분 가 설정되었다. 84A-A 분 는 A. primus가 처음 출

(FO)하는 구간으로서 A. primus subzone(NN11B-NN12 zone)에 해당되며 후기 마이오세(약 

7.42 Ma∼)에 퇴 된 것으로 추정된다. 84A-B 분 는 A. primus와 A. tricorniculatus의 마지

막 출 (LO)이 나타나기 때문에 A. tricorniculatus zone(NN13-NN14 zone)에 비되며 퇴 시

기는 후기 마이오세- 기 라이오세(약  5.12-3.6 Ma)로 추정된다. 84A-C 분 는 D. 

asymmetricus의 풍성이 나타나고, D. surculus가 더 이상 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D. 

asymmetricus subzone-D. brouweri zone(NN15-NN18 zone)에 해당되며 기-후기 라이오

세(약 3.6 Ma∼)에 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84A-D 분 는 C. telesmus가 격히 증가하는 

특징으로 NN18 zone에 잘 비되며 퇴 시기는 라이스토세(약 2 Ma∼)인 것으로 추정된다. 

84A-E 분 는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구간에 비해 종이 다양하게 산출되지는 않지만 C. 

telesmus가 가장 풍부하게 산출된다. 따라서 84A-E 분 는 NN19-NN21 zone과 비되며 

라이스토세부터 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 으로 Hole U1384A의 퇴 층은 표  미화석 

분 인 NN11B-NN21 zone에 속하며, 가장 오랜 퇴 시기는 약 7.4 Ma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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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Costa Rica: Holes U1378B and U1379C, IODP Ex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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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core images provide the highest resolution of core properties available to scientific 

investigators. The digital core scanner used aboard the JOIDES Resolution during IODP Expedition 

334 captured ∼10 pixels per millimeter of core. Physical properties for core samples were 

measured using weight-volume method and MSCL (multi-sensor core logger). Digital core images 

from each core section were assembled and processed using IGOR software. In this study, we tried 

to interpret physical property related to digital core images in Holes U1378B and U1379C.

In depth interval between 85 and 195 mbsf (meter below seafloor) of Hole U1378B, magnetic 

susceptibility is generally increasing trend (82.6→360 SI), and porosity is high, bulk density is low 

value. These core sections are characterized by dark color image. However, although several tephra 

layers in depth intervals between 162 and 171 mbsf show light color, bulk density is low value due 

to mineral compositon. Magnetic susceptibility in these intervals is also slightly increased. The high 

carbonate content in several depth intervals (36, 222, 224 mbsf) shows light color, and bulk density 

is also high. Below 190 mbsf, core image reveals light color due to high sand content (∼65%). 

In Hole 1379C, core image is slightly darker color than U1378B, caused by high clay content 

(20% on average). However, several intervals (63, 68, 159, 162, 175, and 274 mbsf) are 

characterized by light color image, caused by high carbonate content. Thus, bulk density is high, and 

porosity is low.

In general, the increasing clay content indicates dark color on the core image, characterizing 

by low grain density and bulk density and high porosity. In addition, magnetic susceptibility and 

natural gamma show high values on dark core image. The physical properties in light color section 

on the core image show opposite pattern in comparison with dark color section. The carbonate 

content contributes to be lighter color on the core image. The digital core image in Hole U1378B 

generally shows slightly lighter color compared to Hole U1378C, caused by high sand and silt 

content. Therefore, digital core images are likely to reflect the variation of physical property and 

sediment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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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ion of secondary minerals from
basalt-sediments interface, South Pacific Gyre: IODP

Expedition 329

양기호1, Kogure Toshihiro2, 백현석3, 김진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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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samples of basalt-sediments interface at a depth of 74.79 mbsf were recovered

from the IODP expedition 329 (2010.10.10-2010.12.13) in the South Pacific Gyre (SPG). This

is the first time to collect the basalt and sediment samples in the SPG since HMS

Challenger expedition (1872). In this basalt, two distinct regions of yellow and red colored

zone were observed.

Mineralogy, elemental composition, Fe-oxidation state, and structure of minerals were

analyz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with the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pattern, electron dispersive spectrometer (EDS), and 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 (EEL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the micro x-ray

fluorescence (μ-XRF)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K-nontronite, and Fe-oxides

from the basalt alteration.

In the yellow part, K-nontronite, and feroxyhyte (δ’-Fe3+O(OH)) were the dominant

mineral phases compared with the magnesium rich smectite (saponite), chlorite, hematite

and goethite in reddish sediment. In the more oxic condition, hematite and goethite could be

formed from the oxidation of feroxyhyte.

The existence of K-nontronite and feroxyhyte mineral assemblages at altered part may

indicate that there was oxidative basalt alteration between basement aquifer and basaltic

crust concerned to the secondary minerals formation. The results of EELS may suggest the

oxidation state of Fe and its relations to the K-fixation of smectite resulting in the

K-nontronite during basalt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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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에 사용되는 국내 통계기법 활용 황(OPR 심)

최 우․오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최근 해양과학에서는 기존의 통 인 측기법과 더불어 인공 성, 부이, 자동 모니터링 등

을 통해 다양한 종류와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 차원에서부터 그

룹, 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가시화의 과정을 통

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술 습득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  속도에 

비해  개별 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 인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KIOST에서는 작년 6월부터 ‘해양데이터사이언스 연구회’를 만들어 월 1회 자발 인 참

여 형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회의 취지는 개별 으로 보유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에 

어떤 고민을 하는지와 각자 보유한 분석기법을 공유하여 문제 해결에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해양과학의 발 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아울러 해양의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기법  정보 

공유의 상 범 를 보다 확장시키고자 본 학회의 ‘해양데이터사이언스 II’ 특별세션을 구성하

게 되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사이언스 범   통계분석 기법에 을 두어 국내 해양과학자

들의 활용 황을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기  작업으로 국내 해양과학 련 학술지  하

나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계간지 Ocean and Polar Research(OPR)에 최근 10년(2004 ∼ 2013, 

vol 26 ∼ 35) 동안 게재된 총 365편의 논문을 상으로 데이터 처리,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

에 한 통계를 도출하여 해양과학분야의 통계 활용 경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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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SST로부터 

수  수온의 측 가능성

윤동 ․최 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장기간 측된 수층별 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해수면온도(SST) 자료로부터 수  수온을 측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용가능성을 실험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  수온 측원

리는 SST와 수층별 수온 차(∆T)를 계산하여, 수심에 따른 ∆T의 출 확률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수온자료는 50년간(1961∼2010) 격월별로 측된 정선해양 측자료(국

립수산과학원) 이며, 수심에 따른 ∆T의 출 확률 분포를 구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

법을 용하 다. 종속변수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인 수층별 ∆T 이상의 출 유무, 독립

변수는 연속형변수인(continuous variable)인 수심층으로 설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식을 산출하

다. 이 회귀식은 확률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 CDF)의 형태로 연속이

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여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PDF)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식을 미분하여 ∆T의 출 확률 분포(PDF)를 구함으로써, ∆T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최 인 수심이 측 가능함을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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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le Regression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연안의 극한수온 자료의 변동특성 분석

김태훈․최 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수온의 시계열  변동패턴을 분석하기 한 다양한 통계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범용

으로 사용되는 Ordinary regression(OR) 은 정규분포 가정 하에 평균의 변동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극한 값을 이상치로 별하여 극한변동특성을 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Quantile 

regression(QR: 분 회귀) 은 다양한 분 의 변동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QR 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극한수온자료의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 상은 우리나라 연안정지 측(국립수산과학원) 23개 지 에 한 최근 30년(1981년 - 

2010년)의 표층수온 자료로 하 다. 분석 결과 겨울철에 해당하는 10분 의 시계열  변동패턴

은 OR 분석결과에 비해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름철에 해당하는 90분 는 부분

의 정 에서 OR보다 변화율이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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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수 회귀분석으로부터 추정된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 

대형저서동물 군집의 서식처 다양성/공간적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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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자원인 서식처의 다양성, 곧 공간적 이질성은 landscape scale의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 가운데 하나이며, 균질한 서식처의 규모나 서식처 변화 구배의 급격 또는 완만한 정도를 가늠하

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서식처 관리 방안 및 평가 기법의 마련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면은 수층에 비해 환경적 복잡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서식처

의 다양성 평가에는, 이동성이 적은 반면 생물 다양성 수준이 높은 대형저서동물 군집을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연안의 퇴적물에 분포하는 대형저서동물 군집 표

본으로부터 서식처 다양성 지수로 활용될 수 있는 백분율 유사도(percent similarity, %)와 정점 간 

거리(inter-station distance, km)를 추정하였으며, 이것에, 주어진 독립 변수(즉, 정점 간 거리) 값에 

대한 반응 변수(즉, 백분율 유사도)의 특정 분위수를 예측하는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을 적용하였다. 이 때, 반응 변수의 분위수는 서식처의 이질화가 심화되는 정도에 따라 95, 90, 75, 

50, 25, 10, 5 백분위수로 설정하였다. 표본 간 유사도는 모든 분위수에서 정점 간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패턴의 계절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고, 대부분

의 모형에서 유의성 p는 0.001 이하였다. 가장 균질적인 표본의 서식처 간 구배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된 95 백분위수 예측 모형으로부터, 동일한 표본으로 볼 수 있는 백분율 유사도의 기준(계절별, 

51~53%; 평균 52%)을 추정하였다. 이 값의 평균을 기초로, 생물 군집 조성의 차이가 절반을 초과하

여 다른 군집으로 볼 수 있음을 지시하는 유사도의 기준을 26%로 간주할 수 있었다. 서식처 다양성에 

대한 중위수와 평균 모형식(일반 회귀모형)으로부터, 27~28%의 y-절편과 10km의 거리마다 유사도

가 1% 감소하는 기울기가 추정되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서, 남해 연안 저서동물 군집은 일반적으

로 약 10~20km의 거리마다 다른 유형의 대형저서동물 군집 서식처가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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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모니터링 자료의 결측 자료 보충

조홍연․조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보 연구부 

  

  연안의 부이  기지 등에서 측되는 자료는 다양한 장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빈번하게 

자료 결측이 발생하게 된다. 결측 구간이 있는 자료는 통계분석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한 과정을 통한 자료보충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 보충은 실제 측 자료는 아니지만 기

존의 가용한 측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으로 가장 그럴듯한(most likely) 자료로 보충한다는 

에서 다양한 기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시간 -공간 인 변동양상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법 하나로 모든 측인자를 보충하는 방법은 다

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자료의 변동양상을 고려하여 결측 구간을 추정한다는 기본 개념은 동

일하기 때문에 자료의 변동양상을 하게 고려하는 방법과 보충된 결측 자료에 한 다양한 

검정이 수행된다면 기본 인 방법제시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 구간의 크기(규모)에 따라 자료의 변동양상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구

성하고,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다수의 측모의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결측 자료 보

충기법을 제시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다수의 가능한 측 모의는 가상의 기지 결측구간

을 이용하여 오차분석을 수행하 으며, 오차가 가장 은 모의를 하나의 실 (realization)으로 

간주하여 자료를 보충하 다. 연구 수행결과, 연안 모니터링 자료를 보충하는 방법은 자료의 

결측구간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간단한 AR 모형 등을 이용하거나 선형 내삽법에 변동성분을 

추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추정하여도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악되었으나, 결측 구간이 증가

하는 경우에는 결측 구간보다 더 장기가의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결측 구간을 추정할 필요

가 있으며, 장기 인 추세 추정이 매우 요한 요인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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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서생태계 군집구조와 환경요인 분석에 이용되는 

다양한 통계 방법

유옥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해양 서생태계의 군집구조와 생물들의 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해 다양한 통계분석 방

법이 활용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한 객 인 신뢰  해석과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하기 

해 통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 결과에 한 정확한 해석  한 통계 분석 

사용에 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5년 동안 해양 서생태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통계 분석 방법 가운데, 다양도 지수 분석과 ANOVA분석 사용 빈도가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normality, similarity, ANOSIM, cluster analysis, MDS, SIMPER, correlation 분

석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와 같은 통계 분석 방법들을 통하여 해양 서생물의 시

공간 인 분포와 군집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생물의 분포와 군집구조에 향을 주

는 환경요인들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해서는 해양 서동물의 

군집구조에 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기 해 사용될 수 있는 BIO-ENV 

(biota-environment matching using step algorithm) 분석과 CCA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Path analysis 등의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과 해석 방법 등을 고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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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지연모드 SST 산출 개요

              

양찬수1,2,3, 김선화2, 백지훈1, 김태호1,3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2 한국해양 학교, 
3 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1970년 이후, 10개 이상의 외선밴드를 가진 학 성과 마이크로웨이  성에서 다양한 해수표면

온도(SST)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총 6종의 성기반 SST자료와 장 수온자

료를 합성하여 1km 고해상도 SST자료를 실시간  지연 모드로 각각 생산하고, 이를 시범 서비스 하고 

있다. 지연 모드의 경우, 일별 8시간 간격 자료와 일별 평균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드의 경

우 보다 안정 인 야간 시간 SST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합성기법은 OI (optimal interpolation) 합성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재 지연모드는 버  3자료를, 실시간 모드는 OI에 통계기법을 목시킨 버  2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본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이메일로 달하고자 하며, 과거

자료(2013년 1월 이후)에 해서는 NC 혹은 바이 리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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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조사 측기술의 연안해양 리 활용방안

 

임종서, 남정호,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물과 사람간 는 사물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이에 기반을 둔 지능형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최근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유인항공기·선박에 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연안해양 측탐사 시스템은 조사비용이 

높고 기상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효율 ·안정 인 획득에 한계가 있다. 

특히 지형이 험한 바닷가, 수심이 얕거나 불안정한 해역  낙도(落島) 등 근성이 낮은 지

역과 법정조사 제외 해역, 수 ·해  등 연안해양의 많은 부분은 여 히 리의 사각지 에 놓

여 있다.

술한 한계 은 연안해양 리를 고도화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바, 이 연구에서는 리 

고도화를 해 IoT 기반 조사 측기술을 용한 지능형 무인탐사 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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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일반세션

포스터세션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일정표 ●●●

5월 22일(목)

5월 23일(금)

장소
시간

제1발표장
(106호)

제2발표장
(107호)

제3발표장
(108호)

제4발표장
(109호)

포스터
(로비)

10:30-12:00
A1

해양오염
B1

해양CCS I
C1

선박평형수
D1 

해수플랜트이용기술 I

포스터 전시

12:00-13:30 점 심
이사 및 평의원회

(12:00~13:30/옥돌정)

13:30-15:00
A2 

해양정책 I
B2

해양CCS II

C2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I

D2
해수플랜트이용기술 II

공동워크샵 III
(15:30~17:00/105호)

해양환경방사능

15:00-15:10 휴 식

15:10-16:40
A3 

해양정책 II
B3

해양쓰레기

C3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II

D3
해수플랜트이용기술 III

17:00-19:00
공동심포지움 (바다, 미래창조의 터전)

[2층 205호]

19:00-20:00 만 찬 (B1 카페테리아)

장소
시간

제1발표장
(106호)

제2발표장
(107호)

제3발표장
(108호)

제4발표장
(109호)

포스터
(로비)

09:00-10:30
A4 

해양환경
(09:00 ~11:00)

B4
사고선박 구난 I

C4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I

D4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I

포스터 전시

공동워크샵 IV 
(10:00-11:30/105호)

해양 토

10:30-12:00
A5

해양공학
(11:00 ~12:00)

B5 
사고선박 구난 II

C5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II

D5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II

12:00-13:00 점 심

13:00-13:20 포스터 발표

13:20-14:50
A6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해양정책

B6
원전기반 신재생에너지

(13:20~15:20)

C6
해상풍력 설치기술개발

D6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III

14:50-16:20
A7

국가 관할해역 관리와
해양과학기술 I

C7 
해상풍력

D7
해양에너지-파력발전 I

16:20-17:50
A8

국가 관할해역 관리와
해양과학기술 II

B7 
해양유류오염 방제기술

(15:20~16:50)

C8
해양에너지-조류발전

D8
해양에너지-파력발전 II



좌장 : 김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남항 중금속 오염 모니터링
민병규, 주미조, 김대진(전남대학교), 이종혁, 차종록(㈜해양수산연구개발),
조현서(전남대학교)

2013년 남해연안 조간대 퇴적물 유기주석화합물, 노닐페놀, 비스페놀
A 분포
주미조, 민병규, 김대진(전남대학교), 이종혁, 차종록(㈜해양수산연구개발),
조현서(전남대학교)

시화호 유역 오염원 조사 - Part 3. 스마트허브 토구를 통한 중금속 비점
오염 유출 특성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김은수, 이정무, 이승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rtificial Mussel을 활용한 우리나라 해양환경 중금속 연구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김은수, 이정무, 이승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nchor Handling Tug Supply(AHTS)선의 배기가스 거동 수치해석
박선호(한국해양대학교), 최문길, 박정수(SPP조선)

좌장 : 신철오(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산업의 분야별 경제적 파급효과
신철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및 우선순위 도출 방안
임종서, 남정호, 최지연, 정지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수용, 강태순
(㈜지오시스템리서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개편방안
최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명국((사)한국연안협회), 남정호,
임종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과 중국의 해역관리체계 비교·분석과 적용 시사점
최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 방치 위험시설물의 분포실태와 안전관리 방안
최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태순(㈜지오시스템리서치)

좌장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Real options pricing valuation: technical development on the deep
seabed manganese nodule in Republic of Korea
최효연(고려대학교),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곽승준(고려대학교)

신해양거버넌스 출범에 따른 해양생명자원법의 재정비 방안에 관한
고찰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전예방적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공간계획 활용방안
정지호, 남정호, 육근형, 최희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신산업 분야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수요 예측 연구
한기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보전해역의 관리여건을 고려한 정책방향
장원근,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2의 해양수송ㆍ저장ㆍ관리에 관한 입법방안
박수진,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CCS 제도 기반 국제비교 연구
육근형,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CCS 해양지중저장 운용 주체 관련 국내외 동향과 방향
김경신,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CCS 위험평가 및 비상대응 사례 조사 및 분석
노현정, 허철, 강성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2 수송-주입-저장 비용분석 및 경제성 평가
허철, 강관구, 조맹익(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서 균,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이주석(호서대학교)

좌장 : 허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CO2 주입 온도 변화에 따른 주입정내 CO2의 거동 변화 수치해석
강관구, 정경선, 조맹익, 허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elf Pressurization에 의한 CO2 저장 탱크내에서 압력 변화 수치해석
정경선, 강관구, 조맹익, 허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CO2 임시저장 설비 적하역 거동 안전해석 모의실험장치 설계
조맹익, 정경선, 강관구, 허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슬을 위한 이산화탄소 액화점 비교
서 균(한국과학기술원), 허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천부 퇴적층 내 CO2 누출 거동 실험장치 제작 및 예비실험
백종화, 허철, 강성길, 조맹익(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좌장 :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화지수를 이용한 GIS기반 해양침적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이승현, 이문진, 김선동(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진환(㈜해양기술ENG),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숙희(해양환경관리공단), 서재준(한밭대학교)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 전환과 향후 방향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질흐름분석을 이용한 굴 양식장 폐부자 쓰레기 유출량 추정
홍수연, 홍선욱, 이종명, 장용창(㈔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이찬원(경남대학교)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저어새 둥지의 비율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장용창, 홍선욱, 이종명(한국해양쓰레기연구소)

전국모래해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조성 및 분포특성
송 경, 심원준, 장미, 한기명, 홍상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종명, 홍선욱,
장용창, 이미정(㈔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환경보전해역 해양쓰레기 조사 및 관리방안 - 함평만 해역을 대상으로 -
김창원, 최상길, 신상원, 유정석(㈜한국해양기술), 김동선(부경대학교)

B3: 해양쓰레기
제2발표장 [107호]  15:10~16:40

B2: 해양CCS II
제2발표장 [107호]  13:30~15:00 

B1: 해양CCS I
제2발표장 [107호]  10:30~12:00

A3: 해양정책 II 
제1발표장 [106호]  15:10~16:40  

A2: 해양정책 I 
제1발표장 [106호]  13:30~15:00 

A1: 해양오염
제1발표장 [106호]  10:30~12:00

5월 22일(목) 



좌장 : 김은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김은찬, 오정환, 이승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내 선박평형수 배출량 추정 및 분석 : 2012년
이승국, 김은찬, 오정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운용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독성 향
최태섭, 김성우, 김 라, 박혜민 (㈜네오엔비즈환경안전연구소)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오존과 전기분해 공정의 평가
정유미, 홍은경, 강준원(연세대학교)

좌장 :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연결부 구조해석 및 실험에 관한 연구
손정민, 천호정, 신승호,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파랑 중 운동 및 계류시스템 안정성
평가
박지용, 남보우, 홍사 ,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임창혁, 박지용, 최종수,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정훈(신동디지텍)

좌장 :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피로강도 안전성 해석
조규남, 김용대, 이헌경, 배재형, 이한솔(유진테크㈜)

실증용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설계
신승호, 최종수, 박지용, 임창혁, 천호정(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 양, 
장경식(한국선급엔지니어링), 박진 , 전기 , 장래대(한국선급)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기술개발 및 실증
김재환, 김병곤, 권 준, 문진삼(유원산업㈜),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omiji Watabe(T-Wave Consulting Volunteer)

좌장 : 이승수(충북대학교)

해상 바아지식 1MW OTEC Plant의 개념설계
김현주, 이호생, 차상원, 홍사 , 남보우, 권용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심층수 취수용 대구경 FRP 라이저 시편의 유한요소해석
김동하, 나원배(부경대학교),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심층수 취수용 대구경 FRP 라이저 시편의 인장 및 굽힘 시험
김동하, 나원배(부경대학교), 권용주,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R32, R22에 따른 판형 열교환기의 전열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정 권, 김현주, 이호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윤정인(부경대학교)

핀 형상에 따른 plate fin 열교환기의 성능해석
정 권, 김현주, 이호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윤정인(부경대학교)

좌장 : 윤정인(부경대학교)

20kW급 해양온도차발전플랜트 설계 및 실험
이호생, 차상원, 정 권,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범석(한국기계연구원)

해양온도차발전용 R32/R152a 혼합냉매의 최적조성비 기초성능해석
차상원, 이호생, 문덕수,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압력비 변화에 따른 증기-액 이젝터를 적용한 OTEC 성능분석
김현욱, 예병효, 하수정, 윤정인, 손창효(부경대학교)  김현주, 이호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고단터빈 출구압력이 증기-증기 이젝터를 적용한 OTEC 성능에 미치는
향

예병효, 하수정, 윤정인, 손창효(부경대학교), 이호생,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High Pressure Ratio Application of OTEC Turbine
한상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범석(한국기계연구원)

좌장 : 문덕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000RT 탠덤 히트펌프 설계 및 성능 해석
이호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장기창(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성규(삼양에코너지),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산해석 및 실험을 이용한 Vortex Separator 입자 분리 성능 분석
이승수, 손현아(충북대학교),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나노여과 막을 활용한 고경도 농축수 제조
지호, 김광수, 최미연, 문덕수,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기투석 장치를 이용한 수질조정
김광수, 지호, 원혜정, 최미연, 김현주, 문덕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고경도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특성
문덕수, 김광수, 지호, 최미연,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좌장 : 이문옥(전남대학교)

현장관측 자료에 의한 구시포 해안의 수온 및 염분 변화
최형욱, 이문옥(전남대학교)

석탄회 조립물 파일을 이용한 점토질 갯벌의 개선
김경회(일본히로시마대학), 이인철(부경대학교), 
日比野忠史(일본히로시마대학)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발생의 특징
이문옥(전남대학교)

해양생물 위해성 저감을 위한 해양환경 관리 방향
이지선(안양대학교), 장원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석((주)네오앤비즈),
류종성(안양대학교)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환경상태 현황과 시사점
김경진, 정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철(충남대학교)

A4: 해양환경
제1발표장 [106호]  09:00 ~11:00  

5월 23일(금) 

D3: 해수플랜트이용기술 III
제4발표장 [109호]  15:10~16:40

D2: 해수플랜트이용기술 II
제4발표장 [109호]  13:30~15:00 

D1: 해수플랜트이용기술 I 
제4발표장 [109호]  10:30~12:00 

C3: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II
제3발표장 [108호]  15:10~16:40  

C2: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I  
제3발표장 [108호]  13:30~15:00  

C1: 선박평형수
제3발표장 [108호]  10:30~12:00 



좌장 : 김유택(한국해양대학교)

모형시험을 통한 OC3 Hywind FOWT의 운동성능 평가
김병철, 정광진, 이성배, 김정태, 신현경(울산대학교)

LNG-FSRU용 재기화 시스템의 기화방식에 따른 특성
이윤호, 김유택, 강호근(한국해양대학교)

위성정보를 통한 2014년 유류오염사고 해석과 활용 방안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좌장 : 강대석(부경대학교)

제돌이 방류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선 (고려대학교)

해양바이오디젤 개발의 외부 편익 추정
임슬예,김호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옹진 장봉도 갯벌의 보전가치
권 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세헌(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머지 방법론과 해양공간관리
강대석(부경대학교),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의 공간관리 적용방안-가치이전을 중심으로
장정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 최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할해역의 해양생태계 관리현황과 정책방향
손규희, 박혜민(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자원 관리현황 및 정책 개선방향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관할해역 공간관리 여건 및 시사점
정지호, 임종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북한 관할해역 관리 동향 분석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반도 주변해역 안보상황과 강화방안
박성준(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법의 국내입법 적용 문제
최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할해역 관리의 경제적 가치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정인,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 남택근(목포해양대학교)

국내외 구난대응 체계 비교분석 연구
최혁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황대식, 강웅, 김윤섭, 이강학, 오세진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 구난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혁진, 이승국, 이승훈(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황대식(한국해양구조협회)

사고선박 구난계산 지원 시스템 개선 및 활용방안
최혁진, 이승국,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고선박 구난대응 및 예인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최혁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창현(목포대학교)

좌장 : 전상엽(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난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전상엽(한국해양수산연수원), 최혁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심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변화에 관한 연구
정창현, 남택근, 김진만(목포해양대학교), 최혁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새유달호 예인저항 계산에 관한 연구
남택근, 정창현, 김진만(목포해양대학교), 최혁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실선 실험을 통한 사고선박 예인저항 계측에 관한 연구
정창현, 남택근, 김철승, 김진만, 신호식(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예인저항 계측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진만, 남택근, 정창현(목포해양대학교)

좌장 : 송무석(홍익대학교)

신재생 공급 의무제도 환경에서의 원전기반 신재생에너지 전략
송무석(홍익대학교), 박종천(부산대학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이용귀, 이연도(한국수력원자력)

원전주변 신재생에너지원 분포 현황
황성철, 신희성, 윤상문, 김태 , 박종천(부산대학교)

원전의 태양광과 풍력터빈 적용 연구
문채주, 박태식, 장 학, 정문선(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의 위상과 원전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
이문옥(전남대학교)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의 원자력발전소 시설 적용방안
김 덕,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원자력발전소 배수구 냉각수 에너지 활용방안 소고
이정기(한국해양대학교), 송무석(홍익대학교), 김현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B6: 원전기반 신재생에너지
제2발표장 [107호]  13:20~15:20  

B5: 사고선박 구난기술 II 
제2발표장 [107호]  10:30~12:00  

B4: 사고선박 구난기술 I
제2발표장 [107호]  09:00~10:30

A8: 국가 관할해역 관리와 해양과학기술 II
제1발표장 [106호]  16:20~17:50  

A7: 국가 관할해역 관리와 해양과학기술 I
제1발표장 [106호]  14:50~16:20 

A6: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해양정책
제1발표장 [106호]  13:20~14:50 

A5: 해양공학
제1발표장 [106호]  11:00~12:00 



좌장 :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유출유 확산예측 모델의 해양사고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이문진, 김혜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유출유 확산예측 모델의 방제효과 모델링 기술 연구
이문진, 오상우, 정정열(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유류오염대응 시스템의 공간 정보 고도화 방안
김혜진,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상 유출유 탐지를 위한 전자광학 기반의 센서기술
오상우, 이문진, 이승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TO 박막을 이용한 유출유 탐지센서 개발
구지은(한국해양대학교), 정정열(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상태, 장지호(한국해양대학교), 이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좌장 : 송창용(목포대학교)

NREL BModes를 적용한 부유식 파력-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이강수, 손정민, 김경환, 박세완,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구조물의 개념설계
김경환, 이강수, 손정민, 박세완,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구조물의 운동응답 해석
박세완, 김경환, 손정민, 이강수,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플랫폼 초기 형상설계를 위한 위상최
적화 응용
송창용, 김우전(목포대학교), 이강수,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의 풍력터빈 후류효과 추정을
위한 CFD 해석
박연석, 김우전, 송창용, 김경환(목포대학교),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해상 풍력터빈의 동적 거동 해석
오용운, 백인수(강원대학교)

좌장 : 최장 (충남대학교)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구조물의 전선구조강도 평가
김현진, 이동범, 장범선(서울대학교)

파력에너지변환용 직선형 구자석 발전기 타입별 특징 리뷰
최장 , 강한빛, 홍상아(충남대학교)

Optimized power control method of wave-offshore wind hybrid
generation system
김현욱, 정승민, 장길수(고려대학교)

초대형 부유식 복합발전 플랫폼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이송 및 설치에
대한 실용적 연구
권창섭, 김현조, 최용호, 육래형, 이동연(삼성중공업)

해상풍력발전의 이송과 설치를 위한 일정계획 및 비용 분석 시뮬레이션
김보람, 장왕석(서울대학교), 손명조(한국선급), 김태완(서울대학교)

좌장 : 장화섭(한국선급)

서남해 해상풍력 설치공정 및 장비조합 방안 분석
심인호, 박광식, 김정규(현대스틸산업)

서남해 해상특성과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한 설치 보조장치 설계기술
개발
윤 국, 최순용(신성선박설계)

서남해 해상특성을 고려한 잭킹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박현민, 정 석(대신하이시스)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설치공정을 고려한 해상풍력 전용부두 개발 및
운 에 관한 연구
김병규, 김경모, 양성민, 양기석(한국항만기술단)

좌장 : 배경태(대우건설)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 개발
장화섭, 김호선, 윤세웅, 곽연민(한국선급), 오홍섭(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해상풍력 신형식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개발
배경태, 김유석, 진병무, 이종필(대우건설), 조용우(유신), 
안용호(에드벡트), 김병규(한국항만기술단)

대형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정연주, 유 준, 박민수, 김병철, 이두호, 황윤국(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을 위한 연결부 설계기법 소개
지광습, 최국권, 김지환(고려대학교)

해상풍력 구조물 주변의 세굴 향 분석
고동휘, 정신택(원광대학교), 장화섭, 김호선(한국선급)

해상풍력 지지구조물(버켓기초)의 지진시 거동-원심모형실험
추연욱, 이경중, 양상국(공주대학교), 배경태, 김유석, 
진병무(대우건설), 김남룡(K-water연구원)

좌장 : 양창조(목포해양대학교)

예인 수조용 SPIV 시스템을 이용한 조류발전 터빈의 후류 유동 계측
및 TSR 에 따른 터빈의 효율과 후류 유동간의 관계
박성택, 서정화, 이신형(서울대학교)

100kW급 H-다리우스형 및 헬리컬 터빈의 유체동력학적 특성 비교 연구
이정기,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A FULL ROTOR SIMUL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10kW SCALE COUNTER-ROTATING TIDAL TURBINE
황안둥, 양창조(목포해양대학교)

A Study On Performance Of Vane Tidal Turbine - From Concept To
Application
웬만훙, 황안둥, 양창조(목포해양대학교)

2kW급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발전장치 성능시험
최종수, 홍섭, 민천홍, 성기 , 김성순, 김기섭, 박 하, 안종우, 신승호, 홍기
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C8: 해양에너지-조류발전
제3발표장 [108호]  16:20~17:50

C7: 해상풍력
제3발표장 [108호]  14:50~16:20

C6: 해상풍력 설치기술개발
제3발표장 [108호]  13:20~14:50  

C5: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II
제3발표장 [108호]  10:30~12:00 

C4: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I 
제3발표장 [108호]  09:00~10:30  

B7: 해양유류오염 방제기술
제2발표장 [107호]  15:20~16:50 



좌장 : 이광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진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과제소개 및 총괄발표
이광수, 박진순, 고진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능동제어형 조류터빈 설계에 관한 연구
고진환, 이진학, 박진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류발전기 Yaw 제어를 위한 제어기 설계에 대한 연구
황태규, 추진훈, 이규명, 권욱, 김성규, 윤종수, 권성용, 김정환(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용 250KW급 발전기 제어기술 연구
김지원, 박병건, 문석환, 방덕제, 한필완(한국전기연구원)

좌장 : 박진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고광오(현대건설)

수평축 터빈 설계를 위한 BEMT 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증
박훈철, 판레쾅, 강태삼(건국대학교), 고진환, 레쾅투엔, 
이광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실증실험 위치 선정 연구
박준석, 박진순, 고진환, 이광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모델기반 칼만필터를 이용한 강구조 피로수명 추정
심성한, Rajendra Prasath Palanisamy , 조수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케이슨식 조류발전 지지구조 특성 분석
고광오, 정광회, 윤제성, 이상휴, 이명은, 박창범 (현대건설)

리프팅을 이용한 조류발전장치 유지보수 방법 연구
조철희, 김도엽, 구찬회, 이강희(인하대학교)\

좌장 : 고진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합토의(비공개)

좌장 :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진자판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천호정, 손정민, 박지용, 홍기용,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파랑 중 유체력에 의한 구조하중의
계산
박지용, 남보우, 김정석, 손정민,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설계파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손정민, 천호정, 박지용, 신승호,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운동성능 해석에 관한 연구
김정석(한국해양대학교), 박지용, 남보우,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FSI Analysis on 20W-Class WEC Buoy Test Model
Patrick Mark Singh, Zhenmu Chen, 최 도(목포대학교)

좌장 :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tructural Analysis on 200W-Class WEC Test Model
Zhenmu Chen, Patrick Mark Singh, 최 도(목포대학교)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 표준설계용 S/W 개발
김길원, 홍기용, 김 덕(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유황진(㈜한국해양기술)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한 해양 조사
김상호, 황석범, 유정석((주)한국해양기술),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실증용 유압변속시스템의설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병곤, 김재환, 권 준, 문진삼(유원산업㈜), 신승호, 박지용(선박해양플랜
트연구소), Tomiji Watabe(T-Wave Consulting Volunteer)

P1 한국연안에서 대체 방오제 농도 분석
최수완, 박상화, 이성언, 이동섭(삼육대학교), 이용우(한양대학교)

P2 국내 하구 담수호 ( 암호·금호호) 염분 변화 추이분석
최정훈, 오찬성, 조 권(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P3 새만금호 내 염분 및 수온 모니터링 결과 분석
오찬성, 최정훈, 조 권(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P4 분석 온도와 시료 농도의 변화에 따른 개별 화합물 탄소안정동
위원소 분석(CSIA) 정 도 및 정확도
김은식, 김문구, 임운혁, 심원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

P5 산화제 및 계면활성제 세척에 의한 PCBs 오염 해양퇴적물의
정화 가능성
최진 , 김경련(한국해양과학기술원)

P6 아세트산과 알루미늄으로 표면 개질된 활성탄을 이용한 중금속
제거
나규리, 김 기, 신우석, 우은정(한경대학교)

P7 분리 및 세척 처리기술을 이용한 해양오염퇴적물의 중금속
처리 가능성
심 섭, 김경련(한국해양과학기술원)

P8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 해양침적쓰레기 분포 특성 연구
이진환, 강윤향, 이광석(㈜해양기술ENG), 이숙희, 이 준(해양환경
관리공단)

P9 해상공사시 부유사 확산 예측을 위한 해수유동모델링 적용
이명은, 고광오(현대건설), 김건우(목포해양대학교)

P10 거제한산만의 해수순환 특성과 물질체류시간 산정
김진호, 김동명, 정용현(부경대학교), 이원찬, 홍석진, 박성은
(국립수산과학원)

P11 초소형 풍력발전기의 전력변환기 개발
려우호우, 문채주, 김태곤, 정문선, 박태식(목포대학교)

P12 AWS 자료를 활용한 가사도 연간 발전량 예측
정문선, 문채주, 장 학, 박태식(목포대학교)

P13 3차원 스캔 되어진 런너를 이용한 화천수력발전소 수차 성능 평가
황태규, 추진훈, 이규명, 권욱, 김성규, 윤종수, 권성용, 김정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5월 23일(금)  13:00~13:20

D8: 해양에너지-파력발전 II 
제4발표장 [109호]  16:20~17:50 

D7: 해양에너지-파력발전 I 
제4발표장 [109호]  14:50~16:20 

D6: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III
제4발표장 [109호]  13:20~14:50  

D5: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II
제4발표장 [109호]  10:30~12:00

D4: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I
제4발표장 [109호]  09:00~10:30  



P14 블레이드 회전 역의 난류현상이 세미마이크로수차 효율에
미치는 향
황태규, 추진훈, 이규명, 권욱, 김성규, 윤종수, 권성용, 김정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P15 빈산소층 관리를 위한 수직 확산계수 산정 및 적용
정우성, 김동명(부경대학교), 이원찬, 홍석진(국립수산과학원)

P16 연안완충구역의 지정과 바닷가 공간관리의 정책적 시사점
신철오,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7 해수 중의 리튬 이온 회수를 위한 새로운 흡착제 개발
박정민, 전진우, 이민규(부경대학교)

P18 해수 중에 존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인 스트론튬 이온의 제거를
위한 새로운 흡착제의 개발
전진우, 박정민, 이민규(부경대학교)

P19 시화호 유역 오염원 조사 - Part 1. 시화호 유역 하천수 일반수질
및 중금속 농도 연구
조경덕,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이승용, 이정무, 홍민지, 유수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P20 시화호 유역 오염원 조사 - Part 2. 하천 퇴적물 내 중금속 오염
및 위해성 평가
이승용,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이정무, 조경덕, 홍민지, 유수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P21 우리나라 전국 연안 토양 내 중금속 농도 연구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이승용, 이정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P22 지역별 지하염수의 수질특성 및 냉난방 이용 가능성
최미연, 문덕수, 이호생, 김현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23 독도·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연안의 조간대무척추동물의 공간적
분포
차재훈, 김광배, 송지나, 김동 , 엄두찬, 권철휘(㈜국토해양환경기술단)

P24 상조도 해안의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기원 특성
한해광(서남해환경센터), 조현서(전남대학교), 김세훈(전북대학교) 

P25 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대응 체계 및 현황
조광우,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26 오존을 이용한 해수내 유기물 제거에 관한 연구
송수진(국립수산과학원), 양재삼(군산대학교), 
서 상(국립수산과학원)



부산 남항 중금속 오염 모니터링

민병규, 주미조, 김대진(전남대학교) 이종혁, 차종록((주)해양수산연구개발), 조현서(전남대학교)

The heavy metals pollution in Busan Southern Port

B.K. Min*, M.J. Ju, D.J. Kim, J.H. Lee, J.R. Cha, H.S. Cho(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부산광역시 영도의 남항동과 서구의 남부민동사이에 위치한 부산 남항은 총면적 90,000㎡로서

항만에 소형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부두와 어시장인 부산공도어시장, 자갈치사장이 있으며,

특히 대형 선박과 소형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가 위치해 있으며, 수리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부두도 위치해 있다. 이러한 이용 목적이 매우 복잡한 남항에서 행해지는 인위적인

행위와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오폐물로 인하여 남항의 해양퇴적물 오염도(중금속)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오염퇴적물 정화 목적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준설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부산 남항의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에 중금속을 분석

하고, 해양환경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고 평가하여 향후 대상 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부산 남항의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에 미량 금속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모니터링은 2013년 4월,

6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퇴적물 모니터링은 2013년 11월 한차례 실시하였다.

해수는 반돈 채수기(van Dorn water sampler)를 이용하여 채수하였으며, 미리 산으로 처리된 테

플론 병과 나일론 줄을 이용하여 배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수를 채취하였으며, 용존

성 중금속인 구리(Cu), 니켈(Ni), 코발트(Co), 아연(Zn) 카드뮴(Cd), 납(Pb)을 분석하였다. 해저퇴

적물의 경우 그랩 퇴적물 채취기(grab sampler)를 이용,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여 표층의 약 1~3c

m를 채취하여 잘 혼합한 후, 냉동 및 냉장 보관 상태에서 실험실로 옮겨 알루미늄(Al), 철(Fe),

망간(Mn), 구리(Cu), 납(Pb), 니켈(Ni), 아연(Zn), 카드뮴(Cd), 크롬(Cr), 비소(As), 수은(Hg)을 분

석하였다.

해양 수질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카드뮴(Cd)에서 0.028 μg/L, 납(Pb)에서 0.058 μg/L, 구리(Cu)에

서 0.704 μg/L, 아연(Zn)에서 4.100 μg/L, 코발트(Co)에서 0.022 μg/L, 니켈(Ni)에서 0.571 μg/L를

나타내었다. 해저 퇴적물 중금속의 평균 농도는 알루미늄(Al)에서 6.14% 철(Fe)에서 4.12%, 망간

(Mn)에서 336.13 mg/kg, 구리(Cu)에서 734.80 mg/kg, 납(Pb)에서 123.31 mg/kg, 니켈(Ni)에서 2

8.20 mg/kg, 아연(Zn)에서 570.77 mg/kg, 카드뮴(Cd)에서 0.64 mg/kg, 크롬(Cr)에서 52.32 mg/k

g, 비소(As)에서 9.04 mg/kg, 수은(Hg)에서 0.23 mg/kg을 나타내었다. 부산 남항 중 폐쇄적인 만

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정점에서 최대농도를 보였며, 항목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소와 수리선의

정박과 근접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에 비해 다소 높은 농도 값을 볼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해저 퇴적물 중금속 기준에서 부정적인 생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주의기

준(TEL)과 부정적인 생태영향이 발현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관리기준(PEL)과 비교한 결과, 총 8

개 정점 중 납(Pb) 3개, 카드뮴(Cd) 2개, 비소(As) 1개, 수은(Hg) 1개의 정점에서 주의 기준(TE

L)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납(Pb) 4개, 구리(Cu) 7개, 아연(Zn) 7개, 니켈(Ni) 1개, 수은(Hg) 1개

정점에서 관리 기준(PEL)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Keywords : Busan Southern Port(부산 남항), Seawater(해수), Marine sediment(해저퇴적물),

heavy metal(중금속)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013년 남해연안 조간대 퇴적물 유기주석화합물, 노닐페놀,
비스페놀 A 분포

주미조*, 민병규, 김대진(전남대학교), 이종혁, 차종록((주)해양수산연구개발), 조현서(전남대학교)

Distribution of organotins, NP and BPA in sediment of intertidal zone
around the south coast of Korea

M.J.Ju, B.K.Min, D.J.Kim, J.H.Lee, J.R.Cha, H.S.Cho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남해연안 및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대형 조선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 해
역의 해저퇴적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 주 오염원이 선박활동과 관련이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유기주석화합물과 산업 활동 및 도시 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노닐페놀 및 
비스페놀 A의 화합물을 대상으로 오염실태를 파악 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퇴적물 시료 채취지점은 10개 정점으로 스푼을 이용하여 표층 1~2cm를 경질 유리병에 채

취하였으며 A, B, C 조선소 및 D 발전소 앞바다 4개 정점에서는 잠수 채취를 하여 퇴적물
을 채취하였다. 퇴적물은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담아 즉시 연구실로 운반하여 -20℃ 
이하에 냉동 보관하였다.
퇴적물 중 유기주석화합물, 노닐페놀, 비스페놀 A의 분석은 내분비계장애물질 측정분석방

법(국립환경연구원, 2002),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토해양부, 2010)과 일본 외인성내분비
교란화학물질조사잠정매뉴얼(環境廳水質保全局水質管理課, 1998)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지역의 퇴적물 중 유기주석 화합물의 정점별 퇴적물 농도분포 특성을 보면, 부틸계 화

합물 중 MBT의 경우 조선소 B 연안에서 379.17 ng/g-wet wt.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
며 고흥 금당 해역에서 0.06 ng/g-wet wt.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박의 정박과 유동이 
많은 여수 신덕 연안, 계동 연안에서 각각 62.28, 101.30 ng/g-wet wt.을 보였으나 선박의 
유동이 많은 가덕도 성북 연안에서는 퇴적물의 성질이 사질로 다소 낮은 1.45 ng/g-wet w
t.값을 보였다. DBT의 경우 조선소 B 연안에서 56.96 ng/g-wet wt.을 보였으며, A, B, C 
조선소에서 15 ng/g-wet wt. 이하의 값을 보이며, 그 외 정점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났다. TBT의 경우 대부분의 정점에서 MBT보다는 낮고 DBT보다는 높은 농
도를 보였으나 조선소 A, B, C에서는 MBT와 DBT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보였다.
 페닐계 화합물 중 MPT의 경우 조선소 B 연안에서 140.11 ng/g-wet wt.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여수 신덕 연안과 조선소 C 연안에서 각각 22.22, 12.40 ng/g-wet wt.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소 A와 가덕도 성북 연안, 조선소 C에서 5 ng/g-wet wt. 전후의 값으로 
그 외 정점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DPT의 경우 조선소 B 연안에서 
15.73 ng/g-wet wt.을 보였으며, 그 외 정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TPT의 경우 조선소 B 
에서 126.78 ng/g-wet wt.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여수 계동 연안에서 6.83 ng/g-w
et wt.의 값이 나타났다. 그 외 정점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정점별 퇴적물에서의 노닐페놀과 비스페놀 A의 농도분포를 보면 노닐페놀의 경우 조선소 

B 연안에서 41.28 ng/g-wet wt.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A,  C 조선소에서 각각 35.6
1, 27.77 ng/g-wet wt.로 다른 정점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BPA의 경우 조선소 B 연안, 조선소 A, C에서 각각 8.71, 6.57, 5.36 ng/g-wet wt. 으로 

다른 정점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며, 그 외 정점에서 1 ng/g-wet wt. 전후의 농도
를 보였다.
 유기주석화합물은 유기주석화합물의 사용금지 이후 시간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해연안에서 검출되었으며 산업활동과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선박의 유동이 많은 
해역과 정박지 기능을 하고 있는 해역 인근에서 검출이 되었으며, 특히 조선소가 위치한 곳
에서 다른 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노닐페놀과 비스페놀 A도 유기주석화홥물과 같이 산업활동이 밀집된 지역에서 높은 농도

로 검출되었으며  조선소가 위치한 곳에서 다른 정점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Keywords : south coast(한국 남해연안), intertidal sediment(조간대퇴적물), organotins(유기주

석화합물), NP(노닐페놀), BPA(비스페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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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유역 오염원 조사

- Part 3. 스마트허브 토구를 통한 중금속 비점오염 유출 특성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김은수, 이정무, 이승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udy on the contamination sources around Lake Shihwa – Part 3. Heavy

metals of non-point pollution loads in storm water runoff

from industrial regions

Kongtae Ra, Kyung-Tae Kim, Joung-Keun Kim, Eun-Soo Kim, Jung-Moo Lee, Seung-Yong 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시화호 유역에서 비점오염 형태

로 유입되는 중금속 농도 및 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반월 스마트 허브에 위치

한 토구 유출수 내 용존성 및 입자성 중금속(Co, Ni, Cu, Zn, Cd 및 Pb)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우유출수 내 용존성 중금속은 강우초반 농도가 높고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입자성 중금속은 강우량이 증가할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용존성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Zn>Ni>Cu>Co>Pb>Cd

순이었으나 입자성 중금속은 Cu>Zn>Pb>Ni>Co>Cd의 순으로 나타났다. Ni은 강

우유출수 내 용존성 중금속이 우세하게 존재하나 Co, Cu, Zn, Cd 및 Pb는 입자성

중금속이 더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용존성 중금속은 유량과 음(-)의 상관성

을 보였으나 입자성 중금속은 부유물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3

토구 유출수 중 용존성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시화호 내측 표층수에 비해 7.1(Cd)에

서 133(Zn)배 높았다.

ABSTRACT

Storm water runoffs from industrial region contains significant quantities of

pollutants, especially heavy metals. Heavy metal levels in dissolved and

particulate fractions have been studied in the storm water runoffs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non-point metals pollutants and to estimate the total fluxes of

those metals from the sewer outlets at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anweol

Smart Hub) around Shihwa Lake. The dissolved metal concentrations were

gener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of the duration of rainfall. The average

values of dissolved metals in the storm water runoffs decrease in the order of

Zn>Ni>Cu>Co>Pb>Cd. For particulate metals, this order is different with

dissolved metals with the order of Cu>Zn>Pb>Ni>Co>Cd. The dissolved

fraction for Ni was dominant in the storm water runoffs while Co, Cu, Zn, Cd

and Pb are mainly particulate form in the storm water runoffs. The dissolved

metals such as Co, Ni and Zn were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rate of

discharge and the particulate metal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suspended

particle. The average of dissolved metal concentrations in the storm water

runoffs were 7.1∼133 times higher than that in seawater of Shihwa Lake.

Keywords: Heavy metal(중금속), Lake Shihwa(시화호), non-point

pollutants(비점오염물질), storm water runoff(강우 유출수),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연안오염총량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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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화호 관리구역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및 화성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유역의 면적은 328.7 km2으로 1994년 12.7km의 방조제 공사에 의해 인공적으로 생성

된 시화호 해역 수표면적 48.90km
2
에 비해 6.7배 크다. 특히 안산시와 시흥시에는 각각 반월 및 시화 스마트

허브인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며 총면적과 가동중인 업체수는 각각 31.9km2와 15,948개(2012년 12월말 기준)

이고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업체가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반월스마트허브에는

7개의 토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비강우시에는 전량 차집되어 안산 및 시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과정을 거친

후 시화외해에 위치한 방류관거를 통하여 유출하고 있으나 강우시에는 차집되는 양보다 원류되는 양이 많아

별도의 처리없이 시화호로 직접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적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강우유출수의 관리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시화호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초

자료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선 연구에 의하면 반월스마트허브의 토구를 통하여 1회 강우시 많은 양의

총부유물질,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가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나 등, 2011). 반월 스마

트 허브의 총면적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유역에 약 5%에 불과하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

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비점오염원을 통한 오염물질 발생량이 높기 때문에 시화호 퇴적물 내 중금속 오염

의 오염원이기도 하다(Ra et al., 2011; 나 등, 2013). 중금속은 자연적 및 인위적으로 기원으로 발생하여 강우

나 비강우시 하천, 강, 지표유출수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며, 독성 및 환경내 지속성으로 인하여

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준다(Cook et al. 1990). 반월 스마트 허브의 연간 강수량 및 강우일수는 각각

1541mm와 107일(2012년 기준)로 비점오염원을 통한 중금속 유출은 시화호 환경에 지속적으로 악 영향을 줄

것이나, 시화호를 포한 국내의 중금속 비점오염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중 반월 스마트 허브 내에 위치한 토구 강우유출수 내 용존

성과 입자성 중금속(Co, Ni, Cu, Zn, Cd 및 Pb)의 유출특성 및 농도변화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강우시 발생

되는 중금속 원소간의 상관관계와 함께 중금속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부하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Fig. 1. Sampling sites in stormwater runoff of sewer outlet around Shihwa Lake

2. 재료 및 방법

강우시인 2009년 7월 9일 약 10시간에 걸쳐 3토구와 7토구에서 15분∼1시간 간격으로 PVC 막대에 산 세

척된 폴리에틸렌 시료병을 매달아 강우유출수를 채수하였다(Fig. 1). 채수된 시료는 실험실로 옮겨서 미리 산

으로 세척되어 무게가 측정된 pore size 0.4 um 폴리카보네이트 막여과지(Whatman 47 mm)로 여과하여 용

존성 중금속과 입자성 중금속을 분리하였다. 여과된 용존성 중금속은 고순도(ultrapur grade, Merck Co.,

Germany) 질산(HNO3)을 가해 pH 2 이하로 보존하였으며, 여과지는 건조하여 입자성 부유물질의 양을 측정

한 뒤 산세척된 petri dish에 보관하였다.

반월 스마트 허브 토구 유출수 내 용존성 중금속은 청정벤치(class 100) 내에서 시료를

APDC-DDTC-Freon(HCHC 141b) 용매추출법으로 추출한 뒤(Statham, 1985), ICP-MS(Thermo-Elemental

X7)로 측정하였다. 부유물질 내 중금속은 여과지를 60 ml PFA digestion bomb에 넣고 고순도의 불산(HG)

과 질산(HNO3)을 가한 뒤 가열판에서 180℃로 24시간동안 가열하여 완전분해 시킨 뒤 증발건고하고 1% 질

산으로 재용해시켜 ICP-MS로 측정하였다. 분석된 용존성과 입자성 중금속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



Metals

MESS-3 (mg/kg) SLRS-4 (ug/L)

Certified

value

Measured

value

Recoveries

(%)

Certified

value

Measured

value

Recoveries

(%)

Co 14.4 ± 2.0 13.6 ± 0.5 94.6 0.033 ± 0.006 0.031 ± 0.005 95.4

Ni 46.9 ± 2.2 44.4 ± 0.6 94.5 0.67 ± 0.08 0.72 ± 0.07 108.1

Cu 33.9 ± 1.6 32.6 ± 0.9 96.1 1.81 ± 0.08 1.76 ± 0.14 97.2

Zn 159 ± 8 155 ± 4 97.7 0.93 ± 0.10 0.91 ± 0.10 98.0

Cd 0.24 ± 0.01 0.25 ± 0.01 103.7 0.012 ± 0.002 0.011 ± 0.001 93.9

Pb 21.1 ± 0.7 22.0 ± 0.8 104.5 0.086 ± 0.007 0.083 ± 0.009 96.6

Table 1.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s of metals for marine sediment reference material (MESS-3; n=6)

and river water reference material (SLRS-4; n=6) from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with certified

value

Metals
3rd sewer outlet 7th sewer outlet Shihwa Lake

1

Dissolved Particulate Dissolved Particulate Dissolved Particulate

Co
2.00

(0.58-3.93)

4.76

(0.28-14.8)

2.11

(0.52-9.87)

8.90

(0.60-36.8)

0.17

(0.11-0.25)

0.03

(0.01-0.05)

Ni
80.6

(35.0-249)

89.2

(13.5-384)

42.9

(8.0-281)

69.5

(6.0-345)

3.53

(2.24-7.16)

0.09

(0.02-0.18)

Cu
56.8

(6.6-216)

1,416

(86.3-15,305)

11.1

(0.80-93.0)

847

(137-4,748)

1.77

(1.21-2.68)

0.25

(0.06-0.57)

Zn
339

(159-807)

789

(36.7-2,970)

577

(24-1,723)

2,077

(116-12,320)

2.53

(1.24-4.53)

1.41

(0.36-3.39)

Cd
0.39

(0.04-1.75)

1.57

(0.02-7.96)

0.07

(0.002-0.36)

0.95

(0.12-4.14)

0.055

(0.049-0.062)

0.002

(0.001-0.003)

Pb
0.60

(0.06-2.78)

123

(1.0-580)

0.83

(0.03-3.35)

170

(4.4-670)

0.02

(0.01-0.04)

0.16

(0.06-0.36)

1국토해양부 2009

Table 2. Mean and range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heavy metal concentrations(ug/L) in storm water runoffs

from sewer outlets at Banweol Smart Hub and in seawater of Shihwa Lake.

여 하천수 중금속 표준물질인 SLRS-4(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와 퇴적물 표준물질인

MESS-3(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를 시료와 함께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하천수 미량금속 표준물

질인 SLRS-4의 중금속 회수율(n=6)은 93.9(Cd)%∼108.1(Ni)%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MESS-3의 회수율

(n=6) 역시 Ni(94.5)%∼Pb(104.5)%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Table 1).

3. 결과 및 고찰

3.1. 토구 강우유출수 내 용존성 중금속의 비점오염 유츨특성

3토구에서 용존성 Cu의 농도범위는 0.58-3.93 ug/L(평균 2.00 ug/L)로 강우 초반 3.61 ug/L의 농도에서 강

우가 시작된 후 약 10% 농도가 증가하여 3.93 ug/L의 최대농도를 보인 뒤 강우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and Table 2). 용존성 Ni의 농도범위는 35.0-249 ug/L(평균 80.6 ug/L)으로

조사시간에 따라 7.1배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시간에 따른 강우유출수 내 용존성 Ni은 강우 초기 249 ug/L

으로 가장 농도가 높았으며 강우시작 약 2시간 후 37.4 ug/L로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였고 40 ug/L 전후의

농도를 유지하다가 강우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2 and Table 2). 용존성 Cu의 농도

범위는 6.61-216.5 ug/L(평균 56.8 ug/L)이었으며 강우 시작 후 38.6 ug/L에서 217 ug/L로 급격히 농도가 증

가한 뒤 약 2시간 동안은 10 ug/L 이하의 낮은 농도를 유지하다가 강우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



는 시간변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Fig. 2 and Table 2). 10시간의 조사시간 동안 강우유출수 내 용존성 Zn

의 농도범위는 159-807 ug/L(평균 339 ug/L)로 5.1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는 용

존성 Cu와 유사하게 나타나 강우 시작과 함께 급격히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뒤 강우량(유량)이 증가

하는 시간대에 최대값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용존성 Cd의 농도범위는 0.04-1.75 ug/L(평균 0.39

ug/L)로 조사시간에 따라 43.8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있었으며 Cu와 Zn와 유사한 시간에 따른 농

도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Fig. 2 and Table 2). 용존성 Pb의 농도범위는 0.06-2.78 ug/L로 본 연구에

서 측정된 6개의 중금속 원소 중 가장 큰 농도차이를 보이고 있었다(Table 2). 강우시작 직후 2.22 ug/L의

높은 농도를 보인 뒤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강우량이 증가하였던 9시 45분경 급격히 농도가 급증하여

2.78 ug/L의 최대농도를 나타낸 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Fig. 2. Discharge patterns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metal concentrations (ug/L) in the storm water

runoffs from 3rd sewer outlet.



Fig. 3. Discharge patterns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metal concentrations (ug/L) in the storm water

runoffs from 7th sewer outlet.

7토구에서 강우유출수 내 용존성 중금속의 시간변화 특성은 Fig. 3에 나타냈다. 용존성 Co는 3토구와 마찬

가지로 강우초기에 9.87 ug/L로 가장 농도가 높았으며 강우가 진행됨에 따라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였고, 농

도범위는 0.52-9.87 ug/L(평균 2.11 ug/L)로 19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Table 2). 용존성 Ni의 농도범위

는 8.0-281 ug/L(평균 42.9)로 35배의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강우 초반 167 ug/L의 농도에서 30

분 뒤 281 ug/L로 증가하였다가 급격히 감소한 뒤 20 ug/L 전후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 3 and Table 2). 용존성 Cu의 농도범위는 0.8-93.0 ug/L(평균 11.1 ug/L)이었으며, Ni과 유사한

시간변화 특성을 보였으나, 강우량이 증가하였던 10시 이후 Cu의 농도가 Co 및 Ni 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존성 Zn의 농도범위는 24.0-1,723 ug/L(평균 577)로 조사시간에 따라 718배의 매우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시간에 따른 Zn의 변화 특성은 강우 초반에 1,724 ug/L의 가장 높은 농도였으나 강

우시작 후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는 Co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으나, 조사시작 4시간 이후 강우량이 증가한 뒤

에 큰 폭으로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 and Table 2). 용존성 Cd는 강우 시작 30분 뒤 0.21

ug/L로 농도가 증가한 뒤 감소하였으나 다시 강우량이 증가한 조사시간대에 급격히 농도가 증가하여 0.36

ug/L의 최대농도를 보인 뒤 감소하고 있었다. 용존성 Pb는 강우 초반부에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였으나,



앞서 설명한 용존성 Zn와 Cd의 농도가 급증한 조사시간대 이후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도범위

는 0.03-3.35 ug/L(평균 0.83 ug/L)로 112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Fig. 3 and Table 2).

3.2. 토구 강우유출수 내 입자성 중금속의 비점오염 유츨특성

반월 스마트 허브 3토구 강우유출수 내 입자성 Co의 농도범위는 0.28-14.8 ug/L(평균 4.76 ug/L)이었으며,

강우초반에는 0.28 ug/L의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으나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강

우시작 1시간 30분 14.80 ug/L로 53배 농도가 증가하였다. 최대농도를 보인 후 강우중반부로 갈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강우량 및 유량이 증가한 시기에 입자성 Co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Fig. 3 and Table 2). 입자성 Ni의 평균농도는 89.2 ug/L이었으며, Co와 마찬가지고 강우시작 직후에

는 20.6 ug/L의 낮은 농도를 보였으나 강우량이 증가한 시간대에 급격히 농도가 증가하여 384.5 ug/L로 18.6

배 농도가 증가한 뒤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강우 후반에는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Fig. 3). 입자성

Cu의 농도범위는 86.3-15,305 ug/L(평균 1,416 ug/L)이었으며 입자성 Ni와 마찬가지로 강우 초반에는 낮았으

나 강우량 증가시기에 급격히 농도가 증가한 뒤 감소하는 시간변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입자성 Zn의 농도

범위는 36.7-2,970 ug/L(평균 789 ug/L)으로 입자성 Zn와 유사하게 강우량이 증가하였던 강우초반과 후반부

에 급격한 농도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자성 Cd의 농도범위는 0.02-7.96 ug/L(평균 1.57 ug/L)로

조사시간에 따라 약 400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강우유출수 내 시간에 따른 입자성 Cd의 변화 특

성은 다른 중금속 원소와 유사하게 강우량이 증가한 조사시간대에 농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으나, Co 및

Zn와 같이 강우 후반부에 급격한 농도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입자성 Pb의 농도범위는 1.0-580 ug/L(평균

123 ug/L)로 580배의 큰 농도차이를 나타냈으며,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는 Cd와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3).

7토구 강우유출수 내 입자성 Co의 농도범위와 평균농도는 각각 0.6-36.8 ug/L와 8.90 ug/L으로 3토구의 평

균에 비해 1.8배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Table 2). 시간에 따른 강우유출수 내 입자성 Co의 농도변화는 3토구

와 유사하게 강우 시작 후 급격히 농도가 증가한 뒤 감소하여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Fig. 4). 입자

성 Ni의 평균농도는 69.5 ug/L로 3토구의 89.2 ug/L에 비해 78%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농도범위는 6.0-345

ug/L로 3토구에 비해 농도차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 초반에 7.0ug/L의 낮은 농도를 보였으나 강

우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강우시작 1시간 45분 후에 344.9 ug/L의 최대농

도를 보인 뒤 감소하는 시간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입자성 Cu의 농도범위는 137-4,748 ug/L(평균 847

ug/L)로 약 35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으며 Co와 Ni은 강우시작 1시간 45분 뒤에 최대농도를 보였으나 Cu

는 2시간 뒤에 4,748 ug/L의 최대농도를 보였다(Fig. 4). 입자성 Cd의 농도범위는 0.12-4.14 ug/L(평균 0.95

ug/L)로 평균농도는 3토구에 비해 낮았으나 강우시간에 따른 변화 특성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입

자성 Pb의 농도범위는 4.4-670 ug/L(평균 170)로 조사시간에 따른 농도차이가 152배로 다른 중금속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7토구의 경우, 입자성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Zn>Cu>Pb>Ni>Co>Cd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Ni, Cu 및 Cd의 평균농도는 3토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Co, Zn 및 Pb는 7토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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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heavy metal levels in the coastal environments of Korea using

the Artificial Mu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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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Artificial mussel(A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해양환경 내 중금속 오

염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5개의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여 10개 지역 총 17개 정점

에서 AM과 홍합(Mytilus edulis)을 12주 동안 이식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및

시간에 따른 중금속(Cd, Cr, Cu, Pb 및 Zn)의 오염도 및 농축특성을 조사하였다.

정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AM과 홍합 모두 이식실험 시간이 진행될

수록 농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Zn의 축적이 다른 중금속 원소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시화호 상류지역에서의 중금속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M이 홍합에 비해 뚜렷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the heavy metal levels such as Cd,

Cr, Cu, Pb and Zn in the Artificial Mussel and the transplanted mussel

(Mytilus edulis) at 17 monitoring sites of 10 different regions in the coastal

environments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12 weeks. Both the AM and the

transplanted mussels showed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all five metals. Higher

accumulation for Zn were observed in both the AMs and mussels comparing

with other metals. Our results showed the heavy metal levels of the seawater

in Lake Shihwa had the most serious and the AMs could provide a better

resolution to reveal the spatial differences in the metal concentrations.

Keywords: Heavy metal(중금속), Mussels(홍합), Transplantation(이

식실험), Seawater(해수), Artificial mussel

1. 서론

우리나라 Artificial mussel(이하 AM)은 해양생물을 활용한 biomonitoring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Wu et al.[200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플라스틱 튜브에 중금속 자유 이온과 복합체가 투과가능한

polyacrylamide gel, 인공해수 및 Chelex-100으로 이루어져 있다. Chelex-100은 다원자 금속이온과 킬레이트

를 이루는 특성을 가지므로 수 환경 내 생물이용가능한 중금속(Cd, Cr, Cu, Pb, Zn) 연구가 가능한 것이 장

점이며, 수온 및 염분에 의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강, 하천, 지하수, 해수 등에 다양한 수 환경에서 적용되고

있고 Artificial Mussel Watch program이 홍콩(Wu et al.[2007]), 스코틀랜드(Leung et al.[2008]), 남아프리카

(Degger et al.[2011]), 포르투갈(Gonzalez-Rey et al.[2011]) 및 호주(Kibria et al.[2012]) 등의 국가에서 최근

진행되기 시작하여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M을 우리나라 해양환경 내 중금속 연구에 처음으로 활용하였으며, 홍합(Mytilus edulis)의

이식실험을 함께 진행하여 우리나라 10개 지역, 17개 정점에서 중금속(Cd, Cr, Cu, Pb, Zn)의 해수 중 중금속

오염 시·공간적 변화 및 각각의 중금속 원소의 농축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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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monitoring sites of the heavy metals in coastal environments of Korea

using the Artificial mussel

2. 재료 및 방법

AM(n=346)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고정시켰으며, 홍합(n=427)을 함께 1m 수심의 우

리나라 10개 지역, 17개 정점의 표층수에 총 12주간 이식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 이식실험에 사용한 홍합은

시화호 외측에서 채취하여 7일 동안 여과된 해수를 사용하여 depuration 시켜 사용하였고, 개체(크기) 에 따른

농도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유사한 크기만을 선별하여 평균 각장은 72.0 ± 1.3 mm(N=427)였다. AM과 홍

합은 2주, 4주, 8주, 12주에 각각 6개체씩 채취하였다. AM은 채취한 해수를 적신 타올로 감싼 뒤 플라스틱 bag

에 넣어 분석시까지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관하였다. 홍합은 족사(byssus)를 제거한 뒤 현장에서 각장과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오염되지 않게 플라스틱 칼을 이용하여 연질부만을 분리하였고 지퍼백에 담아 냉동보관 후 동결

건조(Labconco Freezone 6, USA)를 실시하였다. 홍합 각 개체는 자동분쇄기(Pulverisette 6, Fritsch Co.

Germany)로 분쇄 및 균질화하였으며 분석시까지 산 세척된 폴리에틸렌 시료병에 넣어 보관하였다. 홍합 내 중

금속 분석은 분쇄된 시료 약 0.1 g을 테프론 digestion bomb에 넣고 질산(suprapur, Merck Co., Germany)을 가

한 뒤 가열판(hot plate)에서 24시간 동안 180℃로 가열하였다. 시료가 완전분해된 후 증발건고 시켰으며 1% 질

산으로 재용해시켜 ICP-MS(Thermo Elemental X-7)로 중금속(Cd, Cr, Cu, Pb 및 Zn)을 분석하였다. 홍합 내

중금속 결과는 건중량(mg/g dry weight)으로 표현하다. 분석된 홍합 중금속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

여 홍합 표준물질인 SRM-2976(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USA)를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

로 분석하였으며 보증값에 대한 회수율은 96.7(Zn)-100.0(Cd)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AM 내 중금속은

내부에 Chelex-100이 손실되지 않도록 산세척된 여과지 위로 옮긴 후 Milli-Q로 3회 세척하였고 Chelex-100 표

면에 흡착되어 있는 중금속을 6M 질산(suprapur, Merck Co., Germany) 10 mL를 넣어 침출 시킨 후 여과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중금속은 테프론 vial에서 증발건고 후 1% 질산으로 재용해시켜

ICP-MS로 분석하였으며 AM 내 중금속 농도는 Chelex resin에 대한 건중량(mg/g Chelex)으로 표현하였다.



Fig. 2. Temporal patterns of metal accumulation (mean±SEM) in the transplanted Mytilus edulis (closed circle)

and artificial mussels (open circle) deployed in Shihwa Lake(SH-1; left) and Masan bay(MS-1; right). All

concentrations are presented as mg/g dry mass for transplanted mussel and mg/g Chelex for the AMs

3. 결과 및 고찰

3.1. 시간에 따른 중금속 농축 특성

시화호 상류지역으로 반월 스마트 허브에 인접하여 신길천 등 하천을 통한 중금속 오염의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고 있는 SH-1에서 홍합 내 Cd은 초기에는 1.33 μg/g에서 4주까지는 2.73 μg/g으로 2배 농도가 증가

하였으나 8주, 12주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Fig. 2). AM 내 Cd은 홍합에 비해서 농도의 증가 폭은

적으나 12주까지 지속적으로 농도가 증가하여 이식 12주 후에는 1.02 μg/g으로 초기 0.02 μg/g에 비해 51배

농도가 증가하였다. 홍합 내 Cr은 12주 동안 0.30 μg/g에서 3.01 μg/g으로 10배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AM

내 Cr은 2주까지만 농도가 증가한 뒤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Fig. 2). Cd와 Cr은 모든 조사시기에서

홍합이 AM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Cu는 AM의 농도가 홍합보다 높은 농축특성을 보였다. 홍합 내

Cu는 12주까지 꾸준히 농도가 증가하여 7.5배 농도가 증가하였다. AM 내 Cu는 초기 0.93 μg/g의 농도에서

이식실험 8주 후 34.36 μg/g으로 45배 농도가 증가한 뒤 이후 감소하는 변화 특성을 보였다. 홍합 내 Pb는

샘플링 시기에 따라 농도의 증가 폭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초기 0.57 μg/g에서 12주 후 2.84 μg/g으로 1.6배

농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AM 내 Pb 초기 0.35 μg/g에서 2주까지는 큰 폭으로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큰 변화가 없어 12주에는 1.22 μg/g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홍합 내 Zn는 초기 95.9 μg/g에서 4주까지 186.7 μ

g/g으로 2배 농도가 증가한 뒤 감소하였다. AM 내 Zn는 모든 조사시기에서 지속적으로 농도가 증가하여 12

주에는 초기 3.91 μg/g에서 195.4 μg/g으로 50배 농도가 증가하였다. Zn의 경우, 4주까지는 홍합이 AM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AM의 농도가 오히려 홍합에 비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Fig. 2).

마산만 내측에 위치한 MS-1에서 홍합 내 Cd 농도는 초기 1.33 μg/g에서 8주까지 3.03 μg/g으로 농도가

증가한 뒤 12주에는 2.46 μg/g으로 감소하였다(Fig. 2). 홍합 내 Cr은 Cd와 마찬가지로 초기 0.30 μg/g에서 8

주까지는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50 μg/g의 농도를 보인 후 12주에서는 1.73 μg/g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홍합 내 Cu는 초기 2.64 μg/g에서 이식실험 2주 후 2.88 μg/g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4주 이후 급격히

농도가 증가하여 8주에는 9.72 μg/g의 최대농도를 보였다.



Fig. 3. Spatial patterns of metal accumulation (mean±SEM) at 8 weeks in artificial mussels (left) and

the transplanted Mytilus edulis (right) at 17 different sites of Korea.

홍합 내 Pb는 다른 중금속 원소와 마찬가지로 초기 0.57 μg/g의 농도에서 이식시간 증가에 따라 체내 농

도가 증가하였으며 8주에 3.21 μg/g의 최대농도를 보인 뒤 12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었다. 홍합 내 Zn는 초

기 95.9 μg/g에서 2주 129.7 μg/g로 약 30%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농도의 증감이 다른 중금속 원소에



비해 큰 특징을 보였다. 마산만 MS-1정점에서 AM 내 Cd 농도는 초기 0.02 μg/g에서 시간 증가에 따라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12주후 에는 0.55 μg/g로 초기에 비해 약 28배 농도가 높아졌다(Fig. 2). AM 내 Cr은 초

기 0.09 μg/g에서 4주까지는 0.25 μg/g으로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8주에는 0.28 μg/g로 증가폭이 감소하

였다가 12주에는 0.48 μg/g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5.3배 농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M 내 Cu는 초

기 0.93 μg/g에서 2주 후 3.66 μg/g로 급격히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농도의 증가폭은 작으나 시간 증가

에 따라 AM 내 Cu 농도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AM 내 Pb는 초기 0.35 μg/g에서 2주 후 1.19 μ

g/g로 Cu와 유사하게 이식 초반에 급격히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M 내 Zn의 농도는 초기 3.91 μg/g에서 지속적으로 농도가 증가하여 12주에는 116.0 μg/g으로 약

30배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역에 따른 중금속 농축 비교

우리나라 17개 다른 지역에서의 8주간 이식실험 후 AM과 홍합 내 중금속 농도비교는 Fig. 3에 나타냈다.

홍합 내 Cd 농도는 울산이 4.79 μg/g로 가장 높았으며 BS-1 정점에서 가장 낮았다. 홍합 내 Cr은 마산만 상

류지역인 MS-1에서 2.50 μg/g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MS-3에서 가장 낮은 0.61 μg/g의 농도를 보였다. 홍

합 내 Cu는 시화호 상류지역인 SH-1 정점에서 12.91 μg/g의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거제에서 6.46 μ

g/g의 최소농도를 보여 지역에 따라 약 2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홍합 내 Pb는 주문진(JMG)에서 4.53

μg/g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MS-3 정점이 0.89 μg/g로 가장 낮았다. 홍합 내 Zn은 BS-2와 포항(PH)에서

290 μg/g로 가장 농도가 높았으며 MS-2 정점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AM 내 Cd는 SH-1 정점에서

0.77 μg/g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거제(GJ)에서 0.09 μg/g의 최소농도를 보여 지역에 따라 8.5배의 농도차이

를 보였다. AM 내 Cr은 MS-1 정점에서 0.28 μg/g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시화호 배수갑문 주변인 SH-5에

서 0.09 μg/g의 최소농도를 보였다. AM 내 Cu는 시화호 상류지역인 SH-1 정점에서 41.85 μg/g의 최대농도

를 보였으며, Cd와 마찬가지로 거제에서 3.58 μg/g의 최소농도로 지역에 따라 약 12배의 큰 농도차이가 존

재하였다. AM 내 Pb는 울산(US)이 1.53 μg/g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산만인 MS-2에서 1.05 μg/g의 최소농도

를 보였으나 다른 중금속 원소와 같은 지역에 따른 큰 농도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AM 내 Zn는 Cu와 마찬가

지로 SH-1 정점이 172.8 μg/g의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새만금(SMG)이 12.75 μg/g의 초소농도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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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f Exhausted-Smoke for 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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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건, 안 , 환경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선박의 배기가스로 인한 승조원 취사 공간  작업 공간의 오염에 한 심
이 증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앵커처리 인선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유동을 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해석하 다. 
다양한 바람 방향  각도에 해 배기가스의 흐름을 해석하 고, 해석결과는 배기가스 설계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되었
다. 

ABSTRACT
There is a demand for the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of crews, and as a result, stricter design standards 

for ships exhaust pipe to control pollution is necessary. In the present study, the exhaust-smoke flow of 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 was investigated using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he exhaust-smoke 

flow was simulated for various wind speeds and directions with engine load of 10% NCR,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suitable exhaust pipe design. 

Keywords : 앵커처리 인선(anchor handling tug supply(AHTS) vessel), 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배기가스(exhaust-smoke)

1. 서 론 

최근 건조되는 선박에서는 선속  재량과 같은 기본 인 성능과 함께 승조원의 작업환경과 안 에 한 요구

가 증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배기 이 (exhaust pipe)로부터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는 선체  화물을 오염시키고 

안테나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거주구 등으로 유입되어 승조원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Park 

et al. [2006], Park et al. [2011]).

부분의 선박에서는 거주구와 항해실 에 배기 이 가 치하게 된다. 거주구 형상은 단순한 평면들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이나 바람으로 인한 상 풍속이 발생하면 거주구 주 에 압력이 낮은 구역이 나타나고 

박리가 일어나게 된다. 배기가스가 압력이 낮은 구역에서 배출되면, 압력이 높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선박 주 에 배기가스가 머무르게 된다. 한, 연돌 주 에서 발생되는 와류는 풍속계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고

온의 배기는 배기가스 주 의 기계장치들에게 열손상을 입힐 수 있다. 

배기에 의한 피해는 배기 이 의 높이를 증가시켜 압력이 높고 와류가 은 곳에서 배출시키면 감소시킬 수 있

다. 그러나, 배기 이 의 높이는 항구의 항로상의 air draft 제한을 받게되고, 형상은 소음에 향을 미친다. 한, 

항해실 에 치한 배기 이 를 높이만 높게하면 진동이 발생하고 구조 으로 보강재를 많이 필요로 한다. 따라

서, 배기가스로 인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주어진 제한 조건에서 풍향, 풍속, 엔진부하 등의 운항조건과 거

주구 배치를 고려하여 배기 이 의 높이  형상을 히 설계해야 한다. 

배기 이 에서 배출되는 배기 에서 soot는 갑 에 설치된 구조물 등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NOx, SOx

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에서 작업자가 작업하는 시간을 규제하고 

있으며, 작업자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5ppm NO2를 권고(recommended exposure limit)하고 있다. 특히, 작업하

는 시간에 따른 NO2의 최  농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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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h는 작업자가 근무하는 시간을 나타내고, TWA(8)은 작어자가 8시간 근무할 때 유해물질 NO2의 노출 

권고량인 1.5ppm을 나타낸다. 작업자가 5시간 근무하는 경우 노출 가능한 NO2 최 치는 2.85ppm이다. 

배기 이  주 의 유동 상을 찰하기 해서는 모형시험과 CFD해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모형시험은 정확

도는 우수한 반면에, 유동장의 모든 정보를 얻기 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CFD는 정확도는 다소 떨

어지나, 다양한 설계 조건들에 하여 신속하고 경제 인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Kulkani et al. [2005a]는 1930년 이

후에 시험  CFD를 이용한 선박의 배기가스 흐름에 한 연구를 정리하 다. Isyumov and Tanaka [1979]는 배기

가스에 한 상사법칙에 해 정리하 고, 정확한 시뮬 이션을 한 방법을 제안하 다. Kulkani et al. [2005b] 간

단한 형상의 선박  상부구조물에 한 배기가스 흐름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공개하 다. Camelli and Lohner 

[2004]는 LES방법을 이용하여 선박주  배기가스의 온도  농도를 계산하 다. Park et al. [2011]은 컨테이 선 주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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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기가스 온도를 계산하 고, 시운 을 통해 계산결과를 검증하 다. 

배기가스 흐름과 련하여 선박주 의 난류경계층  후류에 한 수치 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Reddy et 

al. [2000], Syms [2004]). Forrest and Owen [2010]은 DES를 이용하여 선박의 후류를 계산하여 실선의 계측결과와 

비교하 다. Roper et al. [2006]은 산유체역학과 실선 계측을 통해 헬리콥터 이착륙시의 선박주  유동을 찰하

다. 

부분의 연구가 선박이 운항 에 발생하는 배기흐름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최근 많이 발주되는 해양 랜

트 지원선의 경우 해상에서 정지된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람에 따른 배기가스 흐름이 많은 향을 받게 된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앵커처리 인선(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 주 의 배기가스 흐름

을 해석하 다. 풍속과 풍향을 달리하면서 작업자가가 작업하기에 합한 환경인지 검토하 다. 

2. 계산 방법

2.1 지배방정식
유동 해석 장의 속도와 압력을 도출하기 해 질량 보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고려하 고, 난류의 향

을 고려하기 해 질량 보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시간 평균하여 난류모델을 용하는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RANS) 방정식을 도입하 다. 지배방정식에 한 정의는 Park et al. [2011]에 기술되어있

다. 난류 모델로는 Shih et al. [1995]가 제안한 realizable k-�� 모델이 용되었다. 해석에는 상용 CFD 로그램인 

ANSYS Fluent가 사용되었다. 

2.2 해석 도메인, 경계조건  격자
양의 x축 방향을 유동 방향, 양의 y축 방향을 우변 방향, 양의 z축 방향을 수직상향으로 하는 직교좌표계를 도입

하여, 좌표계의 원 은 선박의 심으로 하 다. 계산 역의 크기는 –3 ≤ x/L ≤ 3, 3 ≤ y/L ≤ 3, 0 ≤ z/L ≤ 

2로 설정하 다[1]. Fig. 1과 같이 입구 경계면에는 속도를 Dirichilet 조건으로 고정된 풍속을 설정하 고, 출구 경계

면에서는 속도를 Neumann 조건으로 계산하 다. 선박의 표면에는 no-slip 조건을 설정하 다. 자유수면은 slip조건

을 설정하 고 윗면은 입구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 다. 계산은 모든 물리량들의 residual 변화가 10-4 이하일 

때까지 진행하 다. Fig. 2는 계산에 사용된 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150만개의 비정렬 격자를 사용하 다. Fig. 2는 

바람이 선수에서 선미로 유입될 때 사용된 격자를 보여 다. 배기가스의 흐름방향에 맞추어 격자를 별도로 생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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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석 결과  토의

3.1 배기가스 해석 조건
앵커처리 인선이 작업할 때 유입되는 바람을 고려하 다. 엔진의 부하는 25%MCR을 고려하 다. 풍속은 10, 

15knots를 고려하 고, 풍향은 선수를 기 으로 우 방향으로 0o, 15o, 45o, 90o, 180o, 315o, 345o를 고려하 다. 표1은 



계산조건을 나타낸다. 

Table 1 Test conditions

Wind speed 

(knot)

Wind direction (degree)

0 15 45 90 180 315 345

10 √ √ √ √ √ √ √

15 √ √ √ √ √ √ √

배기가스  인체에 유해한 가스로는 NO2를 고려하 다. 배기가스 모델링을 한 새로운 혼합물을 고려하지 않

고 공기 에 NO2가 섞여 있다고 가정하 다. 주엔진의 경우 300ppm, 보조엔진의 경우 900ppm의 NO2가 공기와 

섞여 배출된다고 경계조건을 설정하 다. 주엔진과 보조엔진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8,000kg/h, 6,000kg/h로 경계조

건을 설정하 다. 

3.2 배기가스 해석 결과
바람의 크기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하여 바람방향 0o

에 해 바람의 크기를 달리하면서 계산하 다. Fig. 3은 

바람의 크기에 따른 배기가스의 흐름을 나타낸다. 배기가스는 작업자가 8시간 동안 근무할 때 권고되는 기 치인 

1.5ppm을 나타낸다. 10knots의 바람이 불 때 배기가스가 더 잘 흘러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구 뒤쪽의 압

력이 낮아져 거주구 뒤쪽 유동이 정체되고 바람의 크기가 커질수록 배기가스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압력이 낮은 곳에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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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풍속 15knots, 풍향 15o, 45o, 90o, 180o일 때의 배기가스 분포를 나타낸다. 풍향 15o의 결과는 0o와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향 345o에 한 결과도 유사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반면 풍향 45o에서는 배기가스

가 거주구 뒤쪽은 낮은 정체압으로 인해 거주구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선수방향으로부

터 부는 바람보다는 사항각을 가지고 유입되는 바람이 배기가스 흐름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향 90o에서는 배기가스가 거주구로 유입되지는 않지만 바로 으로 흘러 나가는 것은 볼 수 있다. 에서부

터 바람이 불면 선체와 거주구의 높은 높이로 인해 구조물 뒤쪽의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풍향 180o

에서도 풍향 0o와 유사하게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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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앵커처리 인선의 배기가스 흐름을 해석하 다. 해석에 앞서 격자에 한 의존도를 검

토하 고, 검토 결과 3%정도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배기가스 흐름 해석 결과, 바람의 유입으로 인해 구조물 뒤쪽에 낮은 압력이 생성되고, 이와 같은 낮은 압력이 

배기가스의 배출을 방해할 것으로 상된다. 유입되는 바람이 클수록 배기가스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 다. 풍향은 0o
보다는 45

o
, 90

o
에서 보다 좋지 않은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배기가스 배출 에서 배기가스 이 를 설계할 때 산유체역학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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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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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priority zones in designating coastal erosion management zones

Jongseo.Yim, Jungho.Nam, Jiyeon.Choi, Jiho.Jung (Korea Maritime Institute), Suyong.Nam, Taesoon.Kang

(Geo System Research)

요 약
연안침식관리구역제는 사전예방적 · 체계적 연안침식 대응을 위해 연안관리법 개정
(’14.8.14.)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은 행위제한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자료와 합리적 지정기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과 제도
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연안침식 모니터링 조사결과는 현재 가용한 자료들 가운
데 우리나라의 연안침식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연안침식 모니터링 조사결과 중 2009~2013 기간 동안의 기선별 해빈단면적 
자료를 종합하여 표준정규분포화한 뒤 확률밀도함수에 대입하여 기선별 침식심각도
를 산정하였다.
침식심각도 분석 결과 인천 장골 해안의 5번 기선, 경북 월송정 해안 8번 기선, 경
남 상주 7번 기선, 울산 진하 2번 기선 등이 연안침식관리구역 시범 지정을 위한 
우선 검토지역으로 판단된다.

ABSTRACT
Coastal Erosion Management Zones (CEMZs) have been introduced to recently
revised Coastal Management Act to address coastal erosion in precautious and
systematic manner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ew institution should
be supported by scientifically secured data and rationality of designation
criteria, potentially regulating and controlling socio-economic activities.
Coastal erosion monitoring data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could
provide the very meaningful base in the process of designation of the coastal
erosion management zones. The only available nation-wide erosion data have
been utilized to identify critical or significant erosion areas based 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variation of cross sectional area from 2009 to
2013..
This research suggests that high priority in designating CEMZs should be
placed on the 5th base-line of Jang-gol beach, the 8th of Wolsongjeong, the
7th of Sangjoo, and th 2nd of Jinha.

Keywords : Coastal Erosion Management Zone, designation 
methods, priorit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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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Overview and Institutional Suggestions for Marine Protected Species Policy

K.H.Yook(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양에서 보호가 필요한 생물을 법으로 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환경부의 멸
종위기야생생물 제도가 해양생태계에 적용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호
대상해양생물에는 각종 해양포유류나 바다거북 등 파충류를 포함하여 52종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해양
생물에 대한 기초적인 생태 정보가 미비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실태조사도 없
는 상태이다. 또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매우 낮은 상태에
서 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아쿠아리움에 대한 관리나 운영도 정
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
대상해양생물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Marine Protected Species is the set of organisms that are designat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protected by the Law on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Environment. This policy is similar with the
Endangered Wildlife Species Policy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52
species of marine mammals and sea turtles including reptiles and
invertebrates have been designated as Marine Protected Species. A lack of
ecological information and researches on Marine Protected Species is still
the biggest problem although these animals are being protected by law.
Consequently, people barely know about the policy on Marine Protected
Species. In addition to that, academic research and the management of
aquaria is not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several things that
are necessary to implement Marine Protected Species Policy and also make
a suggestion on the improvement of it.

Keywords : Marine Protected Species, Marine Mammal, Sea

Turtle, Aqu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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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가격기법을 활용한 심해저 망간단괴 기술개발사업의 가치평가

최효연 (고려대학교)․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곽승준(고려대학교)

 
Real options pricing valuation: technical development on the deep seabed

manganese nodule in Republic of Korea

Hyo.Yeon.Choi1, Seung.Hoon.Yoo2, Seung.Jun.Kwak1

1
Korea University,

2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요 약

실물옵션가격기법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

어 대규모 R&D사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DCF모형을 대신하여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옵션모형을 적용하여 심해저 망간단괴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해 보고

자 한다.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초기투자, 상업생산준비, 본

격상업생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계별 투자에 대한 의사결

정을 반영할 수 있는 복합옵션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분석결과, 실물옵션가격기법을 통한

심해저 망간단괴 사업의 기술가치는 DCF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투자수익률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심해저 망간단괴 기술개발 투자

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변수의 측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해보고자 금속가격과 금속

가격변동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al option pricing approach has been applied to many studies on the technology valuation

instead of the traditional DCF (discounted fash flow) analysis, especially when flexibility

embedded project is important. This paper attempted to measure the monetary value of

technical development on the deep seabed manganese nodule in Republic of Korea, by applying

the compound option pricing model. The project on deep seabed mining consists of three stages

according to the suggested development scheme of the Korea government: R&D phase,

commercial production preparation, commercial production. The compound option pricing model

(option on option model) introduced in Kemna (1993) and Perlitz et al. (1999) is appropriate to

the structure of the plan. From the estimation results it is shown that deep seabed mining

project has more economic potential than the previously obtained results from the DCF analysis.

In addition, it is resonable to invest to the project taking the various uncertainty factors into

consideration; for, the ratio of the value to the cost of the project is far higher than one. The

sensitivity analysis is also employed in order to consider the uncertainty.

Keywords : Real Option Pricing(실물옵션가격기법), Manganese Nodule(망간단괴),

Technology Valuation(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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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거버 스 출범에 따른 해양생명자원법의 
재정비 방안에 한 고찰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nsideration of Improvement in Marine Bio-resources Act with the launch 
of New Ocean Governance     

Su Jin Park(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세계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의 선 을 하여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국의 생명자원을 

체계 으로 리하고, 해외자원을 활용하기 한 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자원주권을 확보․확 하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12년 해양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3.5조원에서 2020년에는 7.9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측되고 있어 해양생명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해서도 해양수산생명자
원법령의 정비는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을 계기로「해양
생명자원의 확보․ 리  활용에 한 법률」과「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리  이용에 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있는 법률을 체계 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 해양거버 스 출범에 맞추어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체계  리수단을 확보하고, 나고야 의정서의 실효  응을 한 법령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련 법률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통합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정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Fierce competition for useful marine bio resources worldwide has taken place, and it is 
considered the part of ensuring and expanding the state's sovereignty over resources to 
systematically manage its bio-resources and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system for overseas 
resourc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market share of global marine bio-industry is 
expected to grow from 3,500 billion Korean won to 7,900 billion Korean won, it is urgent to 
re-align the relevant legislations for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in promoting marine 
bio-industry. Accordingly, with the re-launch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urrent dual legal system of 'Act on Marine Bio Resources 
Exploit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and 'Act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systematic 
management measures for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with the launch of New Ocean 
Governance and to propose measures for legislative reorganization for effective response to 
the Nagoya Protocol. Thus, this study has analyzed and compared legislations relating to 
marine and fisheries biological resources for the preparation of taking effect of the Nagoya 
Protocol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comprehensive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Act in the future. 

 
 Keywords : New Ocean Governance(신 해양거버 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해양수산부),  

Marine Bio-Resources Act(해양생명자원법), Agro-Fishery Bio resources Act(농수산생명자
원법), Reorganization for the Legal System(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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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적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공간계획 활용방안
정지호(KMI)․남정호(KMI)․육근형(KMI)․최희정(KMI)

The Application of Spatial Planning for Precautionary Response to Coastal
Disaster

J.H.Jung(KMI) ․ J.H.NamKMI) ․ K.H.Yook(KMI) ․ H.J.Choi(KMI)

요 약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지역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취약성 분석과 현행 연안재해 관련 법제도의

한계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잠재적인 피해지역 분석을 위하여 한국에서 발생

한 대표적인 실제 피해기록과 해수면 상승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

역에 많은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연안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

수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재해와 관련 있는 법과 지침은 i) 사전예방적 공간계획 수단 부족,

ii) 관련 규정의 집행 미흡, iii) 자연재해 영향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연안 공간

계획 수단을 활용하여 사전예방적으로 연안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ⅰ)과학적이고 정밀한 취약성

평가, ⅱ)취약성 평가에 근거한 연안완충구역과 같은 용도지구 지정, ⅲ)재해취약지역에서 개발 행위 제한,

ⅳ)재해관련 정보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ing at providing a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building safe

coastal area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research suggest legal and institutional revision

based on potential vulnerability analysis from climate change and analysis of limits of current

legal arrangements. To analysis geographic scope of potential damage in the future, actual

damage records from representative natural events of Korea and sea level rise data were

reviewe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many buildings and infrastructures are located in

vulnerable area to natural hazard. Laws and guidelines relevant to coastal hazards, such as

Coastal Management Ac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ewerage Act,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have limits as i) lack of precautionary

measures at spatial planning mechanism, ii) weak enforcement of relevant provisions on the

acts, iii) less consideration of natural disaster impacts. In order to precautionary response to coastal

disaster utilizing methods of coastal spatial planning, ⅰ) the scientific and precise vulnerability

assessment, ⅱ) designation of zoning, such as coastal buffer zone, based on vulnerability assessment, ⅲ)

restriction of development activities in vulnerable area form natural hazard ⅳ) building the information

relevant to disaster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 Precautionary Response(사전예방적 대응), Spatial Planning(공간계획),
Vulnerability Assessment(취약성 평가), Zoning System(용도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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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산업 분야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수요 예측 연구
한 기 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 Study on the Demand for Professionals in the New Ocean Industry

K.W.Ha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산업의 발전단계상 태동기나 도입기에 해당하는 해양신산업 분야는 향후 우리나
라 국가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등장한
해양신산업 분야는 기존 해양산업 분야들과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필수 전문인력 측면의 차이이다. 해양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해양산업
전문인력과 차별되는 인력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체계
는 새로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신산업의 순조로운 발전
을 위해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교육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신산
업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거로
서 대략적인 인력수요를 예측해야 하나, 아직 이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해양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미래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이다.

ABSTRACT

New ocean industry, which represent ocean industries in their quickening or

introductory stages,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of Korea in a near future.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differentiate the new ocean industry from existing marine industries is its

demand for a new kind of professional work forces. Yet, undergraduate and

graduate curricula of Korean universities, at present, do not include new

knowledge and training for the future professional scientists and engineers

needed by the new ocean indus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existing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that direction with support of suitable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is to estimate, roughly, the demand of the

new ocean industry for futu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 New ocean industry (해양신산업),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해양과학기술정책), Professional human

resource policy (전문인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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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관측 자료에 의한 구시포 해안의 수온 및 염분 변화

 최형욱(전남대학교), 이문옥(전남대학교)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Goosipo coastal waters

based on field observation data

H.U.Choi(Chonnam National Univ.), M.O.Lee(Chonnam National Univ.)

요 약

본 연구는 구시포 해수욕장 지역의 계절별 수온 및 염분 변화 특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에 걸쳐 CTD에 의한 수온·염분의 층별관측을 실시하였다. 관측결과 표층 평균수온은 춘계

23.36~23.80℃, 하계 24.80~25.27℃, 추계 16.78~18.35℃, 동계 5.33~6.12℃로 나타났다.

관측기간 중, 표층수온은 21.0~35.0℃, 저층수온은 21.0~33.0℃의 분포를 보였으며, 염분은 28.0~30.0psu의

범위에서 변화하였다. 특히, 수온은 주변 해역에 비해 년중 2.0~3.0℃ 정도 높은 반면, 염분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해역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유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easonal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vicinity of Goosipo Beach, using CTD from May, 2011 to March, 2012. During the observational

period, water temperatures ranged from 21.0~35.0℃, at the surface layer, but 21.0~33.0℃ at the bottom

layer. Salimities ranged from 28.0~30.0psu, indicating that they are almost similar values between the

surface and bottom layers. Particularly, water temperatures were approximately 2.0~3.0℃ higher year

round than neighboring regions. However, salinities never showed any difference compared to

neighboring regions. Therefore, Goosipo Beach seemed to be affected by the effluents from the

Yeonggwang Nuclear Power Plant.

Keywords : Field Observation(현장관측), Water Temperature(수온),

Salinity(염분), Goosipo Beach(구시포 해안),

Thermal Effluents(온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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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 조립물 파일을 이용한 점토질 갯벌의 개선
김경회 (일본 히로시마대학), 이인철 (부경대학교), 日比野忠史 (일본 히로시마대학)

Remediation of muddy tidal flat using granulated coal ash pile
K.H.Kim(Hiroshima Univ.), I.C.Lee(Pukyong Natinal Univ.), T.Hibino (Hiroshima Univ.)

요 약
석탄회 조립물 파일(GCAP)을 이용한 점토질 저니의 개선효과를 검토하기 위
하여 일본 히로시마시에 위치한 간조하천인 텐마강(天満川)의 갯벌에서 현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갯벌의 모래층 위에 퇴적되어 있는 점토질 층에 직경 16
cm, 높이 50 cm의 GCAP를 설치하였다. GCAP 설치 후, 지하수의 흐름이 개
선이 확인되었으며, GCAP 내부와 주변 간극수의 용존산소 농도가 최대 6
mg/l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간극수 중의 암모니아 농도의 감소와 저서생물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간극수의 용존산소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
다. 점토에 의한 GCAP의 막힘은 GCAP 설치 후 4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GCAP는 점토질 갯벌의 개선에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된다.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at the granulated coal ash pile (GCAP) is effective
on remediating a muddy tidal flat sediments, field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the tidal flat of Tenma River in Hiroshima City, Japan. The GCAP
with diameter of 16 cm and height of 50 cm were installed in the cohesive
mud layer which covers on the sand layer of the tidal flat. After the
installation of GCAP, the concentrations of dissolved oxygen in the
interstitial water in and around the GCAP increased with maximum
concentration of 6 mg/l due to an enhancement of groundwater current. It
was observed that a decrease in the concentrations of ammonia in the
interstitial water and increases in the individual number of benthos in the
GCAP site and these should be caused by the increase of dissolved oxygen
in the interstitial water. Clogging of the GCAP by mud was not observed
for 4 years.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GCAP is an
effective technology for remediation of muddy tidal flats.

Keywords : Granulated Coal Ash Pile(석탄회조립물파일), Muddy tidal flat(점토질 갯벌), remediation(개

선), Ground water flow(지하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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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lodinium polykrikoides 조의 발생 특징
이문옥 (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기술학부) 

Appearance Characteristics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
Moon Ock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국립수산과학원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연안에서 
측한 정선 측자료  조발생자료를 분석한 결과, Cochlodinium 
polykrikoides 조는 하계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 으나, 최 발생시기는 
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C. polykrikoides 조는 개 고흥

과 여수연안에서 가장 빨리 발생하 고, 발생빈도수도 타 해역에 비해 높았다. 
한편, 조발생시 장의 평균수온은 서해안의 태안에서 남해안의 고성까지의 
해역에서는 25℃ 후인 반면, 통 에서 동해안의 삼척에 이르는 해역에서는 이
보다 약 2℃이상 낮았다. 한, Yangtze강 하구를 포함한 동 국해에서 측된 
지난 13년간의 8월의 표층 평균수온은 25.9〜27.6℃로, 고흥연안의 표층 평균수
온 24.6℃보다 1.3〜3.0℃가 더 높았다. 반면, 이들 해역에서의 8월의 표층 평균
염분은 28.83〜32.53으로, 고흥연안의 평균 염분 31.11에 비해 반 으로 낮았
다. 따라서, 수심 10m이내의 이들 해역의 표층, 즉 어도 한국 제주도 남서 해
역은 8월에 Kuroshio 는 국 연안수( 를 들면 Yangtze강의 하천수)의 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ABSTRACT
 <20mm> Marin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as been examined when 
Cochlodinium polykrikoides (hereafter C. polykrikoides) blooms occurred in 
coastal waters of Korea, based on the data that NFRDI collected for the 
past twenty years. C. polykrikoides blooms turned out to mainly occur 
around August, and in addition, the time of the outbreak tended to be faster 
than ever. In particular, most of C. polykrikoides blooms occurred first in 
the coastal areas of Goheung and Yeosu, and the frequency was also most 
high. On the other hand, when C. polykrikoides blooms, averaged in-situ 
temperature was roughly 25℃ in the areas from Taean to Goseong while it 
was 2℃ lower than those areas in the areas from Tonyeong to Samcheok. 
Furthermore, the East China Sea including Yangtze River estuary had the 
sea surface temperature(SST) of 25.9〜27.6℃ in August so that it was 1.3〜
3.0℃ higher than those in Goheung coastal areas. On the contrary, the sea 
surface salinity in August in the East China Sea was 28.83〜32.53 so that it 
was rather low compared to 31.11 in Goheung costal waters. Therefore, the 
East China Sea, i.e. the southwest areas of Jeju Island seemed to receive 

the influence of Kuroshio or the China coastal waters, i.e. Yangtze River.

  Keywords : Cochlodinium polykrikoides blooms(코클로디니움 
조), Yangtze River(양쯔강), water temperature(수온), salinity

(염분)

1. 서 론 

   우리나라 연안역에서 조를 일으킨 원인종은 1981년 이래 2007년까지 약 55종으로, 이 에 규조류가 
22종, 편모조류가 29종으로서, 1980년 까지는 주로 규조류와 편모조류가 우 하 으나, 1990년 에 들어
서면서 유독성 편모조류가 탁월하기 시작하 다. 특히, Cochlodinium polykrikoides(이하 C. 
polykrikoides) 조는 1982년 진해만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 은 서해안의 태안, 보령에서부터 남해안
의 고흥, 나로도를 거쳐 동해안의 강릉, 삼척에 이르기까지 거의 우리 나라  연안에서 1회 이상 발생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발생범 가 역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더구나, 1995년 이래 그 발생빈
도도 증가하여,  유독성 조로 인한 수산 생물에의 피해도 지 않다. 특히, 2013년 하계에는 이상고온 
상의 지속으로 서해안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에 이르는 유독성 조에 의한 사상 최악의 어업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C. polykrikoides 조의 발생기작을 해명하고 수산생물의 피해를 이기 한 방안 마련
이 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 까지 C. polykrikoides 조는 부분 나로도 주변 해역에서 최 로 발생한 
이래,  타 해역으로  차 이류․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기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 의 
하나는, 왜 C. polykrikoides 조가 나로도 주변 해역에서 가장 먼  발생할까 하는 이다. 이것은 나로도 
주변 해역이 C. polykrikoides 조 발생에 있어서 타 해역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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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존의 연구인 양 등[2000], 최[2001], 이 등[2001], 임 등[2002], 서 등[2003], 조와 최[2005], 오 등
[2006], Lee and Lee[2006], Lee[2008], Lee and Kim[2008], 이와 최[2009] 등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나
로도 주변 해역에서의 C. polykrikoides 조 발생에는 첫째, 외양으로부터의 양염의 유입, 둘째, 나로도 
연안수와 쓰시마 난류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열염 선, 셋째, 한국 남해 연안수와 양쯔강 하천수와의 사이
에 형성되는 선, 넷째, 계 풍 등이 주요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 에서도 양쯔강 하
천수가 한국 남해 연안수, 특히 나로도 인근 해역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조사하고, 이들이 어떻게 
C. polykrikoides 조 발생에 기여하는가를 규명하기 한 그 첫 단계로서, 양쯔강 하구역을 포함한 동
국해,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환경  특징을 악하고자 하 다.  
    

2. 자료  방법 

   본 연구에서는 C. polykrikoides 조가 어떠한 해양환경  조건하에 발생하는가를 밝히기 한 첫 단
계로서,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일부자료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국립수산과학원
(http://www.nfrdi.go.kr)이 제공하는 C. polykrikoides 조발생자료(발생시기, 세포 도, 해역), 해양환경
측망자료(수온, 염분, 양염류, 클로로필_a 농도), 정선해양 측자료(수온, 염분)를 조사하 다. 한, 이들 
자료로부터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쯔강 하구로부터 제주도 남단,  제주도 북단으로부터 나로도 
남단에 이르는 두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이들 단면에 있어서의 열염 선, 즉 한국 남해 연안수와 쓰시마 

난류수, 쓰시마 난류수와 양쯔강 하천수와의 사이에서의 열염 선의 형성유무를 조사하 다. 

그림 1. 열염 선의 조사를 해 설정한 단면 A  B 

3.  결과  고찰 

3.1 발생시기
   지 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C. polykrikoides 조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하계인 8월을 
심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C. polykrikoides 조의 발생빈도

   그러나, C. polykrikoides 조의 최 발생시기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10월  남해에서 
최 로 발생한 이래, 해를 거듭함에 따라 차 빨라지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6월말 나로도에서 발생하기
에 이르 다.



  그림 3. C. polykrikoides 조의 최 발생시기의 추이

3.2 발생해역
   한, 지 까지C. polykrikoides 조가 가장 많이 최 로 발생한 해역은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GH(고흥, 나로도, 득량만, 거 도, 돌바다 등을 포함)이며, 그 다음이 YS(여수, 돌산, 가막만, 여천, 여자
만 등을 포함)로, 이들 두 해역에서 C. polykrikoides 조가 최 로 발생한 회수는 25회로서 체 37회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C. polykrikoides 조의 최 발생해역은 모두 남해안(JD(진도)부터 PS(부
산)까지가 남해안 지역임)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C. polykrikoides 조의 최 발생 해역

   한편, 지 까지 C. polykrikoides 조가 발생한 해역은 그림 5와 같은데, GJ(거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 고, 그 다음이 YS(여수), GH(고흥)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도, C. polykrikoides 조는 JD(진도) 
에서 PS(부산)에 이르는 남해안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US(울산)에서 GN(강릉)
에 이르는 동해안에서는 남해안과 마찬가지로 1995년 이래 지 까지 거의 매년 C. polykrikoides 조가 
발생한 반면, TA(태안)에서 GC(고창)에 이르는 서해안에서는 1999년에 GU(군산)에서 한번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극히 최근(2012, 2013)에 발생한 이 특징이다.  

그림 5.C. polykrikoides 조의 발생해역

3.3 발생빈도
   그림 6은 각 해에 있어서의 C. polykrikoides 조의 발생회수를 나타낸다. C. polykrikoides 조가 처
음 발생한 1993년에는 4회이던 것이, 1995년에 25회, 1999년에 19회, 2003년에 18회, 2007〜2009년에 16〜
22회, 2012〜2013년에 27〜29회로, 개 4~5년을 주기로 발생회수가 변동하고 양상을 보인다. 한, 2011년
에는 C. polykrikoides 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거의 서해안에서 남해
안을 거쳐 동해안까지  해역에서 발생하여 발생회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6. C. polykrikoides 조의 최 발생시기의 추이

3.4 발생시의 해역수온
   각 해역에 있어서의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의 장수온은 그림 7과 같다. 이 그림에서 ●은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의 최고수온  최 수온에 한 평균수온을 나타낸다. 이 결과에 따르면,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의 장수온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의  해역에 걸쳐 14.5~31.0℃, 평균수온
은 22.2~26.4℃로 나타났다. 한, 서해안의 TA(태안)에서 남해안의 GS(고성)에 이르는 해역에서는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의 평균수온은 25℃ 후이지만, TY(통 )에서 동해안의 SC(삼척)에 이르는 해
역에서의 평균수온은 이보다 약 2℃ 이상 낮은 경향을 보인다. 즉, 해역에 따라 C. polykrikoides 조 발
생시의 수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의 해역별 장수온

3.5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의 고흥연안/여수연안의 해양환경

   술한 그림 4, 5,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GH(고흥연안)과 YS(여수연안)은 서로 인 하여 있어서 C. 
polykrikoides 조의 발생시기나 발생빈도, 수온범 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해역  어
느 곳에서 조가 발생하더라도 그 조는 거의 동일한 해양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림 8〜9는 고흥연안에서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1993-2008)의 해양환경  특성을 나타낸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해역에서 C. polykrikoides 조발생시 수온은 19.5〜27.3℃(16년간의 평균 24.6℃)로 
거의 일정한 반면, 염분은 27.01〜33.83(평균 31.11)으로, 해가 갈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3.6 동 국해에 있어서의 수온  염분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한 정선해양 측정 으로서 가장 Yangtze강 하구로부터 가까이 치한 317-22정
(북  31.5도, 동경 124도)에서의 8월의 수온  염분을 그림 10〜11에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의 수온은 0m층이 24.5〜29.6℃(평균 27.6℃), 10m층이 23.2〜29.1℃(평
균 25.9℃), 20m층이 20.9〜26.5℃(평균 23.5℃), 30m층이 21.0〜25.6℃(평균 22.9℃)로, 0m층과 10m층에서
의 수온이 20m층과 30m층에서의 수온에 비해 변화가 다소 심하다. 술한 그림 7의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 8월의 고흥연안의 표층 평균수온(24.6℃)과 비교해 보면, 이 정 에서의 10m층 이내의 표층수온
이 1.3〜3.0℃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염분은 0m층이 27.50〜33.88(평균 31.33), 10m층이 31.69
〜33.68(평균 32.53), 20m층이 31.40〜34.74(평균 33.22), 30m층이 31.02〜34.11(평균 33.22)로, 0m층과 10m
층에서의 염분이 20m층과 30m층에서의 염분에 비해 변화의 기울기가 크고 기복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정 에서의 0m층의 표층염분은 술한 그림 8의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 고흥연안의 평균 

염분(31.11)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12〜13은 정선해양 측정  317-22(북  32도, 동경 124.5도)에서의 8월의 수온  염분을 
나타낸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지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의 수온은 0m층이 24.9〜30.8℃(평균 
27.5℃), 10m층이 20.8〜28.0℃(평균 25.1℃), 20m층이 18.5〜24.5℃ (평균 21.8℃), 30m층이 17.3〜24.3℃ 
(평균 21.6℃)로, 20m 이내의 수층에서 수온의 연직경사가 히 크다. 이것을 술한 정  317-22에서의 
수온과 비교하면, 0m층과 10m층의 수온은 유사하나, 20m층과 30m층의 수온은 훨씬 더 낮다. 한편, 염분
은 0m층이 25.75〜32.53(평균 29.89), 10m층이 27.73〜32.56(평균 30.78), 20m층이 27.16〜32.95(평균 31.37), 
30m층이 27.42〜32.95(평균 31.60)로, 20m 이내의 수층에서 염분의 연직경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 정 에서의 10m 이내의 표층 염분은 술한 그림 9의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 고흥연안의 평균 
염분(31.11)보다도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 고흥/여수   그림 9. C. polykrikoides 조 발생시 고흥/여수
           연안의 수온변화                                 연안의 염분변화

그림 10. 동 국해(정선해양 측정  317-22)의 수온  그림 11. 동 국해(정선해양 측정  317-22)의 염분

      그림 12. 동 국해 정  316-21에서의 수온        그림 13. 동 국해 정  316-21에서의 염분

   한편, 그림 14〜15는 정선해양 측정  315-19(북  32.5도, 동경 125.287도)에서의 8월의 수온  염분
을 나타낸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9년간의 수온은 0m층이 20.9〜30.1℃(평
균 27.3℃), 10m층이 18.6〜28.7℃(평균 26.3℃), 20m층이 13.9〜27.1℃ (평균 20.5℃), 30m층이 12.5〜23.3℃
(평균 16.5℃), 50m층이 11.5〜15.7℃(평균 13.4℃), 65m층이 12.0〜13.9℃(평균 12.9℃)로 각각 나타나, 20m 
이내의 수층에서 수온의 연직경사가 히 크다. 이것을 술한 정  317-22(양쯔강 하구)에서의 수온과 
비교하면, 0m층과 10m층의 수온은 유사하나, 20m 이심에서의 수온은 히 낮다. 

      그림 14. 동 국해 정  315-19에서의 수온        그림 15. 동 국해 정  315-19에서의 염분

   한, 염분은 0m층이 25.31〜31.32(평균 28.83), 10m층이 26.96〜31.66(평균 29.53), 20m층이 27.71〜
34.11(평균 31.13), 30m층이 30.92〜33.99(평균 32.26), 50m층이 32.4〜34.27(평균 33.16), 65m층이 32.80〜
33.58(평균 33.36)로, 30m 이내의 수층에서는 염분의 연직경사가 크지만, 50m이심에서는 염분이 체로 안
정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술한 정  317-22(양쯔강 하구)에서의 염분과 비교하면, 30m 이내의 수
층 염분은 더 낮다.

3.7 제주도 남서부 해역에 있어서의 수온  염분

   제주 남부 해역인 정선해양 측정  314-07(북  32.5도, 동경 125.287도)에서의 8월의 수온  염분은 
그림 16〜17과 같다.



   먼 , 1985년부터 2012년까지 28년간의 수온은 0m층이 20.9〜30.1℃(평균 27.0℃), 10m층이 19.1〜29.
8℃(평균 25.8℃), 20m층이 11.6〜34.5℃ (평균 20.2℃), 30m층이 11.6〜24.7℃(평균 16.4℃), 50m층이 11.3〜
16.8℃(평균 14.1℃), 75m층이 11.2〜15.5℃(평균 14.0℃), 100m층이 11.2〜16.9℃(평균 14.0℃)로, 50m 이내
의 수층에서 수온의 연직경사가 히 크다. 이것을 술한 정  317-22(양쯔강 하구)에서의 수온과 비교
하면, 0m층과 10m층의 수온은 유사하나, 20m 이심에서의 수온은 히 낮다. 한편, 염분은 0m층이 21.38
〜32.29(평균 29.87), 10m층이 27.93〜32.68(평균 30.53), 20m층이 30.53〜34.31(평균 31.97), 30m층이 31.46
〜34.52(평균 32.74), 50m층이 32.95〜34.53(평균 33.69), 75m층이 33.07〜34.56(평균 33.92), 100m층이 33.07
〜34.59(평균 33.97)로, 50m 이내의 수층에서 염분의 연직경사가 크다. 이것을 술한 정  317-22에서의 
염분과 비교하면, 30m 이내의 수층의 염분은 더 낮다. 

그림 16. 제주 남서부 해역 정  314-07에서의 수온   그림 17. 제주 남서부 해역 정  314-07에서의 염분

   한, 제주 서부 해역의 정선해양 측정  313-06(북  33.407, 동경 125.2도)에서의 8월의 수온  염
분은 그림 18〜19와 같다. 1985년부터 2012년까지 28년간의 수온은 0m층이 20.8〜29.7℃(평균 26.7℃), 
10m층이 19.5〜29.0℃(평균 25.1℃), 20m층이 10.8〜24.3℃ (평균 17.4℃), 30m층이 10.7〜19.0℃(평균 14.
2℃), 50m층이 10.1〜14.7℃(평균 12.0℃), 75m층이 10.0〜14.6℃(평균 11.9℃)로, 50m 이내의 수층에서 수온
의 연직경사가 히 크다. 이것을 술한 정  317-22(양쯔강 하구)에서의 수온과 비교하면, 10m층 이내
의 수온은 유사하나, 20m 이심에서의 수온은 히 낮다. 한편, 염분은 0m층이 22.19〜32.17(평균 29.97), 
10m층이 28.51〜32.46(평균 30.76), 20m층이 30.73〜33.59(평균 32.33), 30m층이 31.06〜33.85(평균 33.02), 
50m층이 32.8〜34.09(평균 33.42), 75m층이 32.85〜34.04(평균 33.41)로, 30m 이내의 수층에서 염분의 연직
경사가 크다. 이것을 술한 정  317-22에서의 염분과 비교하면, 30m 이내의 수층의 염분은 더 낮다. 

그림 18. 제주 남서부 해역 정  313-06에서의 수온   그림 19. 제주 남서부 해역 정  313-06에서의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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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위해성 저감을 위한 해양환경 관리 방향
이지선(안양대학교), 장원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석((주)네오앤비즈), 류종성(안양대학교)

요 약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연안은 육상으로부터 유입하고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제

도를 도입하는 등 해양의 통합적 환경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산만과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COD, 총인 등을 대상으로 연안오염총량관

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안의 중금속 및 생태독성 조사에

서 울산연안과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에 대한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을 확인하였으

며, 유기물과 더불어 중금속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울산연안 및 마산만의 중금속 분포 및 생태독성 현황

을 파악하고, 중금속 관리에 대한 미국 등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울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중금속, 생태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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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환경상태 현황과 시사점
김경진, 정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철(충남대학교)

State of the Seas of Republic of Korea and Implication
Kyungjin Kim, Kyung Tae Jung(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Chul Park(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해양환경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서 신뢰할만한 정보와 전지구적 차원의 통합적인 해양환경평가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의 맥락하에 ‘세계해양환경평가(Regular Process}’가 64차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어 2010-2014

년을 1차주기로 수행되고 있다. 본 제도는 국가별, 지역별 해양환경상태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세

계해양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과학적 기반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간 해양환경보호 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Regular Process에 우리 해역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우리나라 해양 관련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할 목적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평가예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의 결과인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상태 현황과 이

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ABSTRACT

It seems that marine ecosystem has been deteriorating continuously, but there is no reliable

scientific based information and integrated assessment of marine environment at global level

to support policy decision-making, meanwhile the efforts of identifying and enhancing the

state of marine environment has been made.

In this context, the 1st cycle of Regular Process is under progress through the period of

2010-2014 based on the 64th UN resolution. The aim of Regular Process is to assess marine

environment state regularly at global level based on national, regional, global information and

to strengthen intergovernmental efforts of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state of marine environment and publish its

result, so called, 'Preliminary Report of the Assessment of state of Korea's Seas'. This

presentation is about its main results and implication.

Keywords : Regular Process(전세계해양환경평가), UN Resolution(유엔결의), marine

environment(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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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을 통한 OC3 Hywind FOWT의 운동성능 평가
김병철, 정광진, 이성배, 김정태, 신현경 (울산대학교)

Model Test of OC3 Hywind FOWT to Evaluate Motion Performance

B.C.Kim, K.J.Jung, S.B.Lee, J.T.Kim, H.K.Shin (University of Ulsan)

요 약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그 중, 높은 효율을 보이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나아가 발전에 더욱 유리한 심해에서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한 연구가 여러 국가 및 기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인 OC3 Hywind FOWT의 운

동성능을 모형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ABSTRACT

Researches on renewable energies which use environment-friendly energy

sources have performed actively. Of those renewable energies, wind energy

have been used and developed since long time ago. However, it is hard for

wind turbines to be set and running on land any more because of insufficient

space to install wind turbines on land and noise pollution. So now we are

turning to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FOWT) which can be installed

and operated in deep sea. This paper analyzes motion performance of OC3

Hywind through the scaled model test.

Keywords : OC3 Hywind, Model Test(모형시험), Wide Tank(해

양공학광폭수조),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 Delta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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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FSRU용 재기화 시스템의 기화방식에 따른 특성
이 윤호(한국해양대학교), 김 유택(한국해양대학교), 강 호근(한국해양대학교)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asification System
for LNG-FSRU According to the Method of Vaporization

Y.H.Lee(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Y.T.Kim, H.K.Kang

요 약
미국 및 유럽지역의 전력난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등장한 LNG-FSRU (LNG-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에서 LNG를 육상에
있는 소비자에게 기체 상태로 전달하기 위하여 Topside에 설치된 재기화 시스템의
기화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화방식에 따라 해수를 사용한 기화방식과
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한 기화방식으로 나누어 기화기의 성능변화와 공급되는 해수온도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스팀의 생성량과 해수의 최소
유량을 산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increase of thermoelectric power plants that use LNG, LNG-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appeared and it is installed on the Topside
in order to deliver in a gaseous state to consumers who are in the shore. In this study,
the generation amount of the steam required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the
vaporizer compared to the water temperature changes in the steam boiler and the amount
of required evaporative performance due to changes in the quantity of steam and
Ethylene glycol water was confirmed.

Keywords : LNG(액화천연가스), LNG-FSRU(해상 LNG인수기지),
Vaporizer(기화기), Ethylene glycol(에틸렌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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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를 통한 2014년 유류오염사고 해석과 활용 방안

양찬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Monitoring of the 2014 Two Oil-Spill Accidents Using Optical Satellite Imagery
and Its Application Planning

Chan-Su Ya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2014년 1월 31일 여수에서 그리고 2월 15일 부산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의 기름 배출 감시 및 유출유 모니터링에는 합성개구레이더가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5호(KOMPSAT-5)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에서는 그 활용성이 기
대된다. 지난 오염사고 당시에는 다목적실용위성-3호 등 고해상도 광학위성이 관측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유출유의 광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해석을 수행하고, 유출 해역 산정을 이루어졌
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감시와 대응을 위한 원격탐사기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year there were two large oil spill accidents: the Yeosu Oil Spill Accident
(2014.01.31.(Fri.) 09:35 LT) and the Captain Vangelis L. Oil Spill Accident (2014.02.15.(Sat.)
14:00 LT). In general,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s used in monitoring and detection
of oil dumping and spilled oils by accident at sea.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KOMPSAT-5, launched successfully last year, will take part in that mission during a normal
operation mode. After the two accidents, high spatial resolution optical satellite data
including KOMPSAT-3 were acquired February 2 and 14, 2014. In this presentation, we
analyzed optical properties of spilled oils from optical satellite imagery to estimate the spilled
area and the volume at each region. Finally, a satellite application planning for ocean
surveillance in South Korea will be presented.

Keywords : Yeosu Oil Spill Accident (여수 유류유출 사고), Captain Vangelis L. Oil Spill

Accident (캡틴 반젤리스 엘호 유류유출 사고), Satellite Remote Sensing (위성원격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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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 방류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박선영(고려대학교 경제학과)

Economic Benefits from Releasing Jedori into the sea off Jejudo Island Sea
Seung-Hoon Yoo(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un-Young Park (Korea University)

요 약
제돌이라 불리는 남방큰돌래 한 마리가 2009년 5월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불
법으로 포획된 이후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해 왔다. 서울시는 동물복지의
실현을 위해 제돌이를 고향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제돌이는 가두리에서 야
생적응훈련을 받은 후 2013년 7월 18일 제주 김녕 앞바다에 방류되었다. 본 논
문에서는 제돌이 방류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작
위 추출된 서울시 500 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동안 조건부 가치측정법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침에 따라 비합리적 지
불의사를 제외한 후 단일경계모형을 활용하였다. 제돌이 방류에 대한 평균 지
불의사액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가구당 4,585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서울
시 전체로 확장하면 매년 164억원이며,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693억원에 달한
다. 제돌이 방류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7.5억원임을 감안할 때, 편익/비용 비율은
92.3에 달한다. 따라서 제돌이 방류사업은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A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dubbed “Jedori” had been doing dolphin
shows in Seoul Zoo since it was illegally captured near the coast of
Seogwipo in May 200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ided to set Jedori
free into his home in order to realize his welfare. Jedori has been released
into the sea near Kimnyoung on Jeju Island on 18 July, 2013 from an
offshore pen where they had been training to adapt to the wild.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economic benefits that ensue from the release. To
this end, a contingent valuation survey of randomly selected 500 Seoul
households was administrated during December 2013. Following the
guidelines suggest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ingle-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 is employed after deleting protest bid responses.
The mean willingness to pay for the release is estimated to be 4,585 won
for next five years per household per year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otal households of Seoul gives us 16.4
billion won per year. The present value of the total economic benefit
amounts to 69.3 billion. Given that the release costed 0.75 billion won, the
benefit-cost ratio can be computed to be 92.3. Therefore, the release is
clearly socially profitable.

Keywords : Jedori(제돌이), Contingent Valuation Method(조건
부 가치측정법), Economic Benefit(경제적 편익), Willingness to
Pay(지불의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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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디젤 개발의 외부 편익 추정
임슬예, 김호영,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External Benefits from Development of Marine Bio-diesel
Seul-Ye Lim, Ho-Young Kim, Seung-Hoon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요 약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연료혼
합의무화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육상 바이오디젤 외에 해양으로부터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
여 바이오디젤을 추출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해양바이오 디젤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따른 외부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택실험법(CE, 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되, 전국 600 가
구를 대상으로 CE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해양바이오 디젤의 활
용으로 발생하는 외부 편익으로 고려한 항목은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저감, 해양바이오디젤 관련 일자리 창출,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이다. 여기에
가격 속성을 더한 5가지 속성을 이용하여 컨조인트 카드를 구성하였다. 응답자
들은 해양바이오디젤에 대해 잘 이해했으며 CE 가치판단 작업을 잘 수행했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해양바이오디젤 개발에 따른 외부편익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값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량적 정보는 추
후 해양바이오디젤과 관련된 투자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situations that the investments in developing renewable energies have
been increased to cope with global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fuel
standard is supposed to be introduced in Korea, the expansion of bio-diesel
use as an alternative to a fossil fuel, diesel has recently attracted an
important attention.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land-based bio-diesel that is
mostly dependent on impor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bio-diesel (MDB) extracted from micro-algae cultivated in sea on a large
scale have been vigorously conducted.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external benefits from developing and expansively utilizing the
MBD. To this end, the study applies a choice experiment and reports the
results from a CE survey of the national 600 households.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abatement of air pollution, new jobs creation, and
energy security improvement are considered here as external benefits. The
conjoint card consists of the four attributes and price. The respondents
figured out the MDB and conducted the value judgements required in CE
without difficulty. The results show that they plac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on the external benefits from the MDB. The findings can
provide policy-maker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evaluating and planning
MDB-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Keywords : Marine biodiesel(해양바이오디젤), Choice
experiment(선택실험법), External benefit(외부 편익), Willingness
to pay(지불의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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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장봉도 갯벌의 보전가치
권영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세헌(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Ongjin Jangbong-do Tidal Flat in Korea

Young-Ju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Hun Park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Seung-Hoon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요 약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옹진 장봉도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등 희귀 철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많

은 해양생물의 산란지이자 서식지로 비교적 보전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

여 서울시민들이 부여하고 있는 옹진 장봉도 갯벌의 보전가치를 추정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서울시 5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CVM 적용을 위한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단일경계 모형의 비효율성을 개선

시키면서도 이중경계 모형의 반응효과를 줄일 수 있는 1.5경계 모형을 적용하

였으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다수의 영(0)의 응답을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

형을 결합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평균은 2,454원으로 추정되

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서울시 전체

가구로 확장하면 연간 88억원에 달한다.

ABSTRACT

Ongjin Jangbong-do Tidal Flat, which is located on Ongjin-kun, Incheon

City and has been registered as Wetland Protected Area, has been well

conserved as a key habitat of rare birds such as Egretta eulophotes,

Haeatopus ostralegus, and Platalea minor and spawning pond/habitat for a

number of marine wildlife.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tidal flat in Ongjin Jangbong-do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To this end, a CV survey of 500 randomly selected Seoul

households was implemented. A one-and-one-half-bound dichotomous choice

(OOHBDC) format was employed as a method of eliciting willingness to pay

(WTP) response to enhance statistical efficiency and decrease response bias.

Moreover, we apply the spike model to deal with zero WTP responses from

the OOHBDC CV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the annual mean WTP is

estimated to be 2,454 won per househol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The annual value for the Seoul residents amounts to 8.8 billion

won when the household WTP is expanded to total Seoul population.

Keywords : Ongjin Jangbong-do Tidal Flat(옹진 장봉도 갯벌),

Contingent valuation method(조건부 가치측정법), Willingness to

pay(지불의사액), Conservation value(보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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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지 방법론과 해양공간관리

강대석 (부경대학교),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mergy Methdology and Marine Spatial Planning

D. K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J. Nam (Korean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양 생태계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해양공간관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

공간관리는 생태계의 상태 및 다양한 이용행위에 관한 자료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 생태계 및 자원 관리의 유용한 수단이다.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

치평가 자료는 해양생태계 관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를 해양공간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계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생

물물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에머지 방법론을 해양공간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하천유

역, 도시, 연안지역 등 육상시스템을 대상으로 에머지 공간분포를 다룬 연구는 일부 있지만, 에머지 방법론을

해양공간관리에 적용한 국내외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기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에머지 방법론

을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에 적용할 경우 고려할 사항을 공간해상도, 에머지 공간평가 절차, 평가 자료의 종

류와 형태, 활용 가능한 에머지 지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BSTRACT

Marine spatial planning (MSP)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Korea as a tool for

marine ecosystem and resource management. MSP is a useful approach for marine ecosystem and

resource management that can provide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by integrating ecosystem status

and multiple uses of marine areas. Even though the valuation of marine ecosystem services is important

in decision-making on marine ecosystem and resource uses, no researches have been done to integrat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to MSP in Korea. Even though some researches were carried out spatial

emergy accounting for land systems in other countries, there is no case study in Korea and elsewhere in

which the emergy methodology was used as a tool for marine spatial planning. This paper introduces

how to apply the emergy methodology, a biophysical approach in valuation, to MSP.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such as spatial resolution, spatial emergy evaluation procedure, data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evaluation, and emergy indices available for spatial analysi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es of spatial emergy accounting case studies.

Keywords : Emergy Methodology(에머지 방법론), Marine Spatial Planning(해양공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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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의 공간관리 적용방안

-가치이전을 중심으로
장 정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pplication of the Value of Marine Ecosystem Services to the Spatial

Management

J.I. CHANG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연안·해양에 대한 이용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한된 연안공간에 대한 적정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생태계기반 공간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

태계기반 접근은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고려한 정

책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대한 연

구는 갯벌(연안습지), 하구, 모래해안, 사구, 완충구역, 수산물공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들 사례를 사회적 총 가치로 확장하고, 이를 연안 공간

관리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

치이전기법을 중심으로 기존 해양생태계 가치평가 자료들을 활용하여 해양공간

관리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As demand for different marine space use is increasing, to carry out proper

us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coastal area, the ecosystem-based

marine spatial management is essential to the policy maker.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to establish an application method of the

marin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data to the marine spatial management

using value transfer methods.

Keywords : Marine Ecosystem Services(해양생태계서비스), Non-Market

Valuation Method(비시장가치평가 방법론), Value Transfer(가치이전), Marine

Spatial Management(해양공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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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의 해양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손규희·박혜민(해양환경관리공단)

The Policy Directions and Status for Marine Ecosystem of Jurisdictional sea

area

Kyu-Hee Son and Hye-Min Park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요 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범위에 대하여 기능적으로는 정의하고 있

으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법에 따른 제1차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계획할 때에

는 영해 밖의 EEZ해역을 포괄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수행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서는 예산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으로 인하여 영해 내

의 지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재 관할해역의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해양

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 해양생태계 통합조사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해양생태계 통합조사를 통한 공간적 범위 확대 외의 몇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

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회유성 해양생물 및 고래류 관리를 위한 인접국가와의 협력 강화이다. 두 번째는 무인도서에 대한

해양생물자원 관리 체계 구축이다. 우선적으로 영해기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생물자원 조사 강화가 필

요하다. 세 번째는 EEZ 해역 내의 자원 개발에 대한 검토이다.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는 시점에서 이들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해파리 등의 유해생물 및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해류를 통해 유입되는 유해생물 및 쓰레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영해 밖의 관할 해역의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심도 높은 정책 수립을 윟나 자료 수집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관리를

실현하고, 관련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통합 해양생태계 조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law defined the functional range of the marine ecosystem, it does not include the spatial range.

However, according to the same law, the first marine ecosystem basic survey plan included areas part

territorial and EEZ water.

Since 2006, the marine ecosystem basic survey research was performed only in territorial waters inside

the EEZ due to lack of budget.

Today the national marine ecosystem research basic plan which is establish under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rine ecosystem basic survey, analyzed the biological contemporary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will not only research the spatial range expans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marine ecosystem

integrated survey, but also review several policy approaches.

The first step is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of neighboring nation in regards to the management of

migratory cetacean and marine organism.

The second step is establishing a management framework for living marine resources within uninhabited

islands. It is essential to focus on survey living marine resources that inhibit the surrounding waters of

these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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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step is analyzing the various resource development within the EEZ waters. With the increase

in interest of energy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these needs to be a comprehensive reviews on the

impacts to the marine environment ecosystem. Finally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on marine letter

invasive species such as Jellyfish must be strengthened.

Although it is unlikely to prevent marine litter invasive species flowing in from the ocean currents, these

is still a need to develop necessary policies for a more intensive level of data collection on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water outside of on jurisdiction.

Through this research, we focus the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marine ecosystem. Additionally, it is possible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 linked with relevant current

policies.

Keywords : Jurisdictional sea area, Policy Directions, Marine Ecosystem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자원 관리현황 및 정책 개선방향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for and policy improvement in marine
resources in Jurisdictional Sea Area of Korea

Su Jin Park(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되면서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한 해

양관할권을 확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수산자원, 해저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이
외에 다양한 형태의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상 연안국은 영해와
접속수역의 상공, 해저, 하층토까지 ‘주권(sovereignty)’을 가지며,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및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는 수산자원을 비롯한 해양생물자원, 바다골재 자원, 해저석유 및 천연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다양한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시행으로 해양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은 전통적인 수산자원 형태의 이용과 더불어 해양생명공
학기술과 접목된 해양바이오 소재자원 형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광물자원의 이용 및 개발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리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해양자원 관리상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UNCLOS taking effect in 1994 after adoption in 1982, each state has expanded its
jurisdiction over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 and has made efforts to
develop and use various marine resources other than traditional fisheries resources, sea bed
oil and natural gas with the aid of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ccording to
UNCLOS, costal states have sovereignty over midair, sea bed, subsoil with territorial waters
and contiguous zone and also have sovereign right over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Currently, exploration and development for various resources such as marine biological
resources, ocean aggregate resources, sea bed oil and natural gas, gas hydrate have taken
place in the Korean jurisdictional sea area and demand for marine energy has risen with the
implementation of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In addition, the use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has been increasing as a form of marine bio material resources combined
with marine bio engineering technology and the activities for use and exploration of marine
mineral resources in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have been increased. This study explored
the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biological,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and proposed the
challenges and future policy improvement of marine resources management.

Keywords : Jurisdiction Sea Area(관할해역), Marine Biological Resources(해양생물자원), Marine
Mineral Resources(해양광물자원), Marine Energy(해양에너지), Marine Resources Policy
(해양자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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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관할해역 공간관리 여건 및 시사점
정지호(KMI)․임종서(KMI)

Spatial Management Conditions of Jurisdictional Sea Are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largement of Opportunities for Use of Marine

J.H.Jung(KMI) ․ J.S.Yim(KMI)

요 약

체계적인 해양 공간관리는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우

리나라 해역은 다양한 법률이나 계획에 따라 공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산, 해운, 관광 등을 중

심으로 해양 이용이 활발한 내수에서 대부분의 공간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내수 외측 해역은 접근성이

낮고 그 동안 이용 수요가 적어 공간관리 제도 적용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해양에서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수 외측 해역에서도 다양한 이용이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내수

외측 해역에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공간관리 틀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ystematic spatial management contribute to ecological healthy and cost-effective use and

development in marine. In Korea, Marine spatial management is being implemented based on a

variety of laws and plan. But the most spatial management system is enforced in internal

waters where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fishery, shipping, tourism, etc have being happened.

Because of lack of accessability and demand for use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system is

almost not enforced in outer area of internal waters. In the future, to create much more

economic value in marine, a variety of use and development should be happened actively in

outer area of internal waters. Above all, Systematic spatial management framework is needed

to established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spatial resources in outer area of internal waters.

Keywords : Marine Spatial Management (해양공간관리), Internal Waters (내수), Utilization
of spatial resources (공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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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할해역 관리 동향 분석
윤 인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 Analysis on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s Jurisdictional Sea Area

I.J. Yoon (Korea Marine Institute)

요 약
이 연구는 북한의 관할해역 관리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나 공식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북한은 외부에 그 정책이

나 법률을 선택적으로 공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실제로 하

나의 컨트롤타워 하에서 해양 부문을 관통하는 정책, 전략, 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지

도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정보를 가지고나마 북한의 관할해역 현황과 관리 구도를 그

려보는 것은 북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관

할해역 관리 동향 분석을 토대로 특징과 이슈를 도출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연구는 북한의 관할해역 개황과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법

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관리 체제 및 정책을 검토한다. 북한 관할해역의 범위와 경계를 살펴본

뒤 자원, 환경, 관광, 해운, 과학조사, 안전·안보 측면의 현황을 개괄하고, 관리 체제·관계 법령·대

외협력을 중심으로 특징과 이슈를 도출,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s jurisdictional sea area,
which is not generally disclosed or officially clarified to outsid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how North Korea is managing its jurisdictional sea area precisely, as it tends to proclaim its
own policies and laws selectively. There is doubt whether it has policies,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hat spearhead maritime sectors under a control tower, if any. Therefore, to
sketch current situation and management of North Korea's jurisdictional sea area would be
meaningful to those who, in and outside of North korea, concern about i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characteristics and issues from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to search
possible ways to solve problems, if any. In order to achieve such purpose, this study
researches overall status of North Korea's jurisdictional sea area, and then reviews its
governance including law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is includes the review on the
scope and boundaries of its jurisdictional sea area; the overview of resources, environment,
tourism, shipping, scientific research, safety and security; and the suggestions to deal with
issues regarding managing system, related legislation, and external cooperation.

Keywords : 북한(North Korea), 관할해역(jurisdictional sea area), 군사경계수역(military

boundary zone), 해상 군사분계선(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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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의 국내 입법 문제
최 지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mplementing Law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Korea
Choi Jee Hyu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유엔해양법협약의 여러 내용들은 국내법을 통하여 이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자체가 체
약국의 관련 국내법 규정의 입법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체결
당시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하
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협약 체결 이후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미 협약 체결 이전에
협약과 관련있는 내용들이 국내입법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전에
이미 관련 입법이 존재하였던 경우 그 내용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토대로 제정되지 않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제정된 법규정이라고 할
지라도 협약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이 외에 유엔해양법협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해양환경 보호 관련 조약들과 국내입법의 합치성 문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만 존재하고
있을 뿐 국내입법은 제정되지 않은 영역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입법이 존재하
지만, 개별 법령의 적용 영역을 영해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까지 확대할
것인지라는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법령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해양 관련 국내입법의 유엔해양법협약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look over the implementing law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Korea. Korea has various implementing law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Some of them was
enacted after the adoption of the UNCLOS(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ut
the others had still been enacted before the adoption of it. So some domestic law raise the issue of
congruity between the UNCLOS and domestic law, even some of which war enacted after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In a wider view, the implementing law of the international law has a more big
ques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scope of application place. Because many domestic law does not say
exactly the scope of application place, such as “within the territorial sea” or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is kind of situation, executive body has some great influence o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Korean practice.

Keywords : Domestic Implementation (국내이행), Oil Pollution(기름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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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해역 관리의 경제적 가치
남정호*, 유승훈**, 장정인*,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conomic Value on Management of Jurisdictional Sea Area

J.H. NAM*, S.H.YOO**, J.I. CHANG*, and J.Y.CHOI* (Korea Maritim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요 약

본 연구는 정부의 관할해역 관리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지니는 무형의 가치

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가상시장을 활용한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적용하여, 전국 9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면접방식을 통해 관할해역관리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 유도설문을 수행하였다. 분

석을 통해 도출된 경제적 총 가치는 관할해역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정책의 국가적 타당성에 대한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non-market value of management of

jurisdictional sea area, Apply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e execute face

to face interview to randomly sampled 900 households of the whole country.

The total economic value result form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an

objective data to policy decision maker.

Keywords : Management of Jurisdictional Sea Area(관할해역 관리),

Non-market valuation(비시장 가치평가), Contingent Valuation Method(조건부

가치측정법), Willingness to pay(지불의사액), 정책적 타당성(Feasibility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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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의 해양수송․저장․관리에 입법방안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marine transportation, storage and
management of CO2

Su Jin Park(Korea Maritime Institute), Sung Soon Yoon(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2010년 10월에 수립된 ‘CO₂해양지중저장 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로드맵에 따라 해양수
산부는 관련 기술개발과 정책 및 제도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배출
된 이산화탄소가 포집공정을 거쳐서 압축된 형태인 이산화탄소 스트림(CO₂ Stream)의 해양지중
저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 해양 CCS 시
행을 위한 수송, 저장, 관리의 각 단계별 관련 법률 체제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행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후 (가칭)「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수송․저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이산화
탄소의 포집․처리에 관한 법률(안)」과 2012년 환경부의「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등
주요 관련 법령의 입법동향에 대해도 분석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policy road-map for implementing 'Policy Plan for CO2 Marine Geological
Storage' established in Oct, 2010, re-organization process for relevant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and system has taken place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systematic base for marine geological storage of CO2 Stream, the
compressed form of CO2 through storage process emitted from plants or steel mills. This
study identifies demand for relevant legal system for domestic marine CCS implementation
based on different phases such as transportation, storage and management, analyz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existing Acts and further proposes the structures and contents of 'Act
on marine transportation, storage and management of CO2 Stream(tentative)'. In addition, it
analyzes the legislative developments on relative Acts including 'CO2 storage and disposal
Act' currently reviewed b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Draft Amendment
to Enforcement Regulations on Wastes Management Act'.

Keywords : Marine CCS(해양 CCS), CO2 Stream(이산화탄소 스트림), Marine Geological Storage(해양
지중저장), transportation(수송), legal system(법제도),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해양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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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제도 기반 국제 비교연구

육근형,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CS

K.H.Yook, S.S.Yoon(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CCS 기술은 기존의 화석에 지에 의존하는 사회시스템이 구조 인 변화를 크
게 거치지 않고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감 기술이다. 이미 국, 노
르웨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석유채굴이 이루어지던 구를 심으로 이산
화탄소 지  장이 시험 에 있다. 많은 국가에서 CCS 사업은 기존의 석유
채굴과 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EU에서 CCS에 한 
별도의 지침(Directive)을 제정하면서 독인은 이미 별도의 CCS 지원법률을 제
정하 고, 노르웨이는 별도의 법률을 비하고 있다. 국과 호주는 기존의 에
지 련 법률에 CCS사업을 해 필요한 조문을 포함하 다. 이들 국가들의 

법률 내용을 검토한 결과 CCS 기술의 단계마다 필요한 각종 허가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장 이후에 필요한 환경 모니터링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CS is the technology that can reduce CO2 effectively without changing  
our industrial framework dependent on fossil fuels. Marine geological storage 
is conducted as a pilot scale at the oil drilling fields by U.K., Norway, 
U.S.A. etc. A lot of CCS business around the world are going on based on 
the regulations of oil drilling. As EU, however, established the additional set 
of Directive on CCS, Germany issued statutes on support for CCS and 
Norway has also prepared CCS related laws. U.K. and Australia added 
decrees on CCS in the current Energy Act. Regulations issued in these 
countries required various permits when applying CCS technologies in every 
level and specified environmental impact monitoring necessary after CO2 
was stored.

Keywords : CCS technology, marine geological storage, 

Energy Act, Institu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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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S 해양지 장소 운  주체 련 국내외 동향과 방향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and foreign on Organizational Systems

                       of Carbon storage Operating

                K.S.Kim (Korea Maritime Institute), S.S.Yoo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CCS 장소 운 기 의 주체는 정부, 민간, 공공기  등이 있음. 부분의 선진 CCS 국가는 민

간이 운 을 하고 정부는 간  지원을 하는 형태임. 우리나라는 CCS 장소 리‧운  주체로 

공공기 을 설립(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산화탄소 장 리공단’, 

해양수산부 ‘이산화탄소 해양지 장 리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임. 장소 리‧운 과 

련하여 기의 막 한 투자비용, 탄소거래 가격의 하락, 환경 리 측면을 고려할 때 민간보다

는 공공기 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2016년 이후 연 10만 톤 이상 주입을 추진하고 있

는 일본의 경우 력 등 35개 주요 이산화탄소 발생회사가 컨소시움 형태로 민간 회사인 JCCS

를 설립하여 실증 사업인 Tomakomai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실증 로젝트에 소요되는 

산은 정부가 액 지원하여 실질 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임.       

ABSTRACT 
  Domestic conditions and International case analysis on the Organizational Systems of 

Carbon storage Operating have analyzed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in 

Korea, the whole Large-scale integrated CCS projects in the world.  Analyzed the target 

CCS Project was JCCS Tomakomai Project(Japan).

 Keywords : CCS(이산화탄소 포집‧ 장), JCCS, Tomakomai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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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위험평가 및 비상대응 사례 조사 및 분석
노현정, 허철, 강성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요 약

CCS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는 저장된 CO2를 중장기적으로 안

정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완전무결한 심부 퇴적층 구조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렇지만 아무리 완전한 저장소를 선택하여 CCS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진

등의 불가예측적인 지질학적 구조 변동으로 인해 저층에 격리 처리된 CO2가 누출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누출 대비 및 대응방안을 CCS 사업 이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CS 사업시 지질층에 주입·저장된 CO2의 누출시 복원을 포

함한 대응 절차를 조사·분석하였다. CO2 저장소로부터 잠재적 누출 시나리오를

분류하고,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누출위험

평가 및 복원 방법의 정립은 향후 해양 CCS 위험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신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s

A key factor of a successful CCS project is selecting favorable storage sites

which has high-quality seal integrity and structural confinement. Unfortunately,

the favorable storage site only means the low risk of CO2 leakage, and CO2
leakage can be happened by an unpredictable event such as earthquak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response procedures including remediation

prior to starting CCS projects. In this study, we determine the potential CO2
leakage pathways and the required remediation techniques. We also classify

scenarios of CO2 leakage from storage sites, i.e., CO2 leakage due to seal

failure, leakage out of the confining structure, leakage due to lack of well

integrity or well blowout,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support to

develop offshore CCS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nd to provide the

related information when improving and developing relevant technologies.

Keywords :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leakage(누출),

remediation(복원), risk assessment(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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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수송-주입-저장 비용분석 및 경제성 평가

허철1,†, 강관구1, 조맹익1, 서영균2, 장대준2, 이주석3

1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기술센터 해양CCS연구단
2한국과학기술원 해양시스템공학부

3호서대학교 경제통상학부

Cost and Economic Evaluation of CO2 Transport, Injection and

Storage Processes

Cheol Huh1,†, Kwan-Gu Kang1, Mang-Ik Cho1,

Young-Gun Seo2, Dae-Jun Chang2, Ju-Seok Lee3

1Offshore CCS Research Uni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KRISO),
2Department of Ocean System Engineering, KAIST,

3Division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Hoseo University

요  약

CCS 기술은 대용량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CO2를 분리하는 포집공정, 파이프라인과 선박 

등을 이용한 수송공정, 심부 지층까지 주입하는 주입공정,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감

축이 이루어지는 퇴적층 내에서의 저장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적용 가

능한 연간 100만톤과 300만톤 CCS 실증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수송, 주입 

및 저장공정에 대한 비용분석을 수행하고,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ABSTRACT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is a multi-stage process consist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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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from the atmosphere for the purpose of carbon emission mitigation. In this study,

two (1Mt/yr, 3Mt/yr) CCS demonstration scenarios were made, and the cost and

economic evaluation of CO2 transport, injection and storage processes were carried out.

keyword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O2

transport(CO2 수송), CO2 injection(CO2 주입), Cost Evaluation(비용분석), Economic

Evaluation(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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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주입 온도 변화에 따른 주입정내 CO2의 거동변화 수치해석
강관구, 정경선, 조맹익, 허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Numerical Analysis of Fluid Flow in CO2 Injection Well at Different Injection
Temperature during CO2 Offshore Geological Storage

K.Kang, K. Chung, M.I. Cho, C. Huh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기후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O2를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전 세계
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CCS 사업에서 중요하게 대두되
는 문제 중 하나는 원활하고 안전한 주입을 위한 주입조건의 결정이다. 최적의
주입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입정 내에서의 열유동장은 명백히 규명되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FLUENT ver. 15를 사용하여 주입정내의 열유동장을
전산유체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주입 대상은 수심 150 m의 대륙붕 해저 2000m 지점이다. 주입률은 연간 100만

톤으로 가정하였다. 주입정 관경 및 길이는 각각 13 cm, 2000 m 이다. 주변암

석과의 열교환을 고려하기 위해서 관경 주위 100m 반경에 있는 암석을 해석

영역에 포함시켰다. 주입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가열과정이 생략된 4℃를

CO2 주입온도로 설정하였고, 일반적인 주입온도보다 낮은 CO2의 온도 영향을

해석하였다.

ABSTRACT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is a technology that can reduce the
large amount of CO2 to mitigate the global warming and many researches
are underway glob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 elements in CCS is
determining the injection condition for the safe and smooth inje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numerically analyze the heat and fluid flow in
injection well in order to clarify the optimum injection condition. We use
FLUENT ver.15 software to estimate the behavior of CO2 in injection well.
The injection target is the saline aquifer 2000 m under the shallow
continental shelf at offshore. The injection rate is fixed to 1 MtCO2/y. The
diameter and length of injection well are 13 cm and 2000 m, respectively. In
order to consider the heat exchange between injection well and surrounding
rocks, the surrounding rocks with 100 m radius is included in the simulation
domain. The injection temperature of CO2 is assumed to be 4℃ that is not
heated and is lower than common injection temperature, and the effects of
low injection temperature is analyzed.

Keywords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해양지중저장
(Offshore Gelogical Storage), 주입정 (Injection well), 전산유체
(CFD), 저온 CO2 (Cold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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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Pressurization에 의한 CO2 저장 탱크 내에서의 압력 변화
수치해석

정경선, 강관구, 조맹익, 허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imulation of pressure stratification induced by self pressurization in
cryogenic CO2 tank

K.CHUNG, K.Kang, M.I.CHO, C.HUH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요 약
극저온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탱크의 안전 설계를 위해서는 내부 압
력의 분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 상대적으로 액체 수소나 질소 등과
같은 물질의 극저온 탱크 내 거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험 연구를 제외하고 극히 드물게 수행되
었고, 탱크 내의 이산화탄소가 기체와 액체의 두 가지 상으로 존재하므로 열전
달 및 상변화에 대한 모사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해석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FLUENT의 VOF (Volume of Fluid) 모델을 적용하였
다. 이를 통해 탱크 내 self pressurization 현상을 모사하였으며 탱크 외부로 부
터 유입되는 열에 의한 액체 및 기체 이산화탄소의 압력 분포와, 지속적인 압
력 상승 값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도출 해 내었다.

ABSTRACT
It is very essential to analyze pressure stratification in cryogenic carbon
dioxide tank for safety analysis. Now-a-days, relatively large number of
researches were conducted which are about behavior of liquid hydrogen or
nitrogen in a tank. However there are a few studies on the carbon dioxide.
Therefore, due to complexity of analyzing interfacial physical phenomena
such as heat transfer and phase change in two phase flow near critical
point, we conducted numerical simulation about self pressurization of
cryogenic carbon dioxide in the tank through VOF(Volume of Fluid) model
in FLUENT and compared that results to experimental data. This study
represents heat leakage from out side of tank induce phase change in
liquid-vapor interface and near wall side and that results in pressure
stratification and continuous pressure increment.

Keywords : Two phase flow (이상유동), Cryogenic tank (극저온 탱크), CFD

(전산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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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임시저장 설비 적하역 거동 안전해석 모의실험장치 설계

조맹익, 정경선, 강관구, 허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Design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investigation of CO2 stream behavior
in the temporary Storage Tank.

M.I.Cho, K.Chung, K.Kang, C.Huh

요 약
최근 각국은 이상기후현상 및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
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기술에 주목하고 관련 기술개발
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포집 및 저장의 작동유체인 CO2 스트림은 포
집이후 선박 및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수송루트를 통해 이송되며 파이프
라인 내, 또는 파이프라인과 선박수송 사이 등의 이종 수송수단 간에 임시저장설
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저장설비 내부에 채워지는 CO2 스트림
은 삼중점인 –56.55℃부터 상온사이의 다양한 온도조건 및 0%의 저비율에서부
터 약 90%내외 고비율의 액체비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임시저장설비
의 안전성 및 내부유체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초저온(Cryogenic)상태의 헬륨, 수소 등 단성분
물질에 대한 저비율에서 중비율(50%내외)사이의 액체비율 상태의 탱크내 압력
및 온도 윤곽도를 유추해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높은 액체비율에서의 탱
크 내 압력 자가 가압(Self-Pressurization)에 대해서는 실험이나 해석·예측 결과
의 신뢰성에 있어 제한적인 연구결과만이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높은 예측도를 보였던 0%부터 50%내외의 중간비율의 액체비율
뿐 아니라 90%내외의 고비율의 CO2 스트림 액체비율의 안전성 및 유동 안정성
을 평가하고, 단성분 뿐만 아니라 CCS공정상 불가피하게 불순물이 유입된 다성
분 CO2 스트림의 자가가압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장치를 설계한 결과를 소
개하고자 한다. 본 실험장치를 통해 도출된 자가가압 추이에 따른 온도, 압력, 액

체 비율, 조성 데이터는 향후 CO2 임시저장설비 설계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ABSTRACT
Recently,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is accepted as key technology
for mitigation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and vast budget is
invested to develop the technology in many nations globally. CO2 stream is
estimated to be transported by pipeline and/or ships, and it makes necessity
to build temporary CO2 storage tank for transfer between different
transportation methods. The CO2 stream in the tank would experiences low
temperature ranging from –56.55℃(T.P.) to standard temperature and 0% to
higher than 90% liquid fraction. Previous studies has shown the estimation
results of single component(H2, He, etc) self-pressurization temperature and
pressure with high estimation accuracy for 0 to around 40~60% liquid
fraction. However, in the high liquid fraction like ±90%, the estimation
accuracy stayed in low reliability. In this study, we introduce design results
of experimental apparatus to test self-pressurization behavior of CO2 stream
within temporary CO2 storage tank. The test condition would be ranging
from triple point to standard temperature, and with 6 to 100bar pressure

range. The CO2 stream would include CO2, N2, and possibly liquid H2O.

Keywords :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Temporary storage tank(임시저장설비),

CO2 Transportation(이산화탄소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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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슬을 위한

이산화탄소 액화점 비교

서영균(한국과학기술원), 허철(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Comparison of CO2 Liquefaction Points for Ship-based

Carbon Capture and Storage Chain

Youngkyun Seo(KAIST), Cheol Huh(Technology Center for Offshore Plant Industries),

Daejun Chang (KAIST)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액화점에 따른 선박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슬의 비용들을 추산하였고, 최적의

이산화탄소 액화점을 결정하였다. 삼중점과 임계점 사이에 7가지 액화점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액화점의

압력은 6, 15, 25, 35, 45, 55, 65 bar 이다. 비용 추산을 위해 수송 사슬을 5개의 모듈로 나누었다. (액화시

스템, 저장탱크, 바지, CO2 수송선, 주입시스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초기비용과 운영비용으로 구성된

전과정비용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5개의 모듈에 대한 초기비용과 운용비용을 추산하였고. 그리고 그 비용

들을 합산하였다. 결과는 액화시스템과 CO2 수송선 비용이 다른 비용들보다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

다. 그리고 최적의 액화점은 액화시스템과 CO2 수송선 모두에서 낮은 비용을 나타낸 15 bar 였다. 15 bar

에서의 전과정 비용은 약 5억 달러(USD)였고, 톤당 처리비용은 약 25 달러(USD)였다. 선박기반 이산화탄

소 포집 및 저장의 전과정 비용에서 액화시스템의 비용은 약 50 % 정도였고, 그 운영비용은 초기비용보다

약 6 ~ 7 배 컸다. 즉, 액화시스템의 운영비용이 전과정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the costs of ship-based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chains with

different liquefaction points and determined the optimal liquefaction point of CO2. Seven liquefaction

points were selected between the triple point of CO2 (5.7 bar, -56.6 °C) and the critical point (73.8

bar, 31.1 °C): 6, 15, 25, 35, 35, 55, and 65 bar. A supply chain of ship-based CCS was designed for

each liquefaction point, and then its economics was assessed. The supply chain was divided into five

modules for cost estimation: the liquefaction system, the storage tank, the barge, the CO2 carrier, and

the injection system. Life cycle cost (LCC) methodology, comprising capital expenditure (CAPEX) and

operational expenditure (OPEX),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economics. The CAPEX and OPEX of

the five modules were estimated and then aggre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st of the

liquefaction system and the CO2 carrier were dominating over the others. The optimum liquefaction

point was 15 bar which had low costs of both the liquefaction system and the CO2 carrier. The LCC

at 15 bar was approximately 500 million USD, and the cost per unit ton of CO2 was approximately 25

USD. The cost of the liquefaction system was approximately half of the LCC in the ship-based CCS

chain. The OPEX of the liquefaction system was 6 - 7 times larger than the CAPEX of it. That is,

the most crucial factor in the LCC was the OPEX of the liquefaction system.

Keywords : Carbon Capture and Storagel(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Liquefaction Point(액화

점), Life Cycle Cost(전과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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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 퇴적층 내 CO2 누출 거동 실험장치 제작 및 예비실험

백 종 화*, 허 철, 강성길, 조맹익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Design of laboratory experimental apparatus of CO2 leakage behavior
in offshore sediments

J.H.Baek, C.Huh, S.G.Kang, M.I.Ch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수단중

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해서는 지질학적으

로 매우 안전한 지층 구조를 찾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를 저장한다. 그러나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해양 퇴적층으로

누출이 되었을 때 퇴적층 내에 CO2 거동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퇴적

층 내에 CO2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저장된 CO2가 해양퇴적층

내에 누출되었을 때 CO2의 거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예비실험

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 장치는 크게 천부퇴적층 모사부, 수층 모사부, CO2 공급장치 및 데이터 계측

장치로 구성 된다. 천부퇴적층 모사부와 수층 모사부는 아크릴 컬럼과 글래스비드를 활

용하여 가상의 천부퇴적층을 만들었고, 퇴적층 및 수층 내 CO2 거동(pH, 압력, 온도 및

EC 등)측정을 위해 아크릴 컬럼에 일정한 간격으로 홀(hole)을 내어 센서 값을 DAQs

에서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데이터 계측장치는 NI사의 Labveiw와 DAQs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Keywords : CO2 Leakage(CO2 누출), Offshore Sdeimnet(해양 퇴적층), CO2 behavior(CO2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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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지수를 이용한 GIS기반

해양침적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이승현, 이문진, 김선동(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진환((주)해양기술ENG),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숙희(해양환경관리공단), 서재준(한밭대학교)

A study on the submerged marine debri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GIS using marine debris cleanup index

이승현, 이문진, 김선동(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진환((주)해양기술ENG),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숙희(해양환경관리공단), 서재준(한밭대학교)

Seung-Hyun Lee, Moonjin Lee, Seondong Kim(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Jin Hwan Lee(Marine Tech Engineering & Consultant co. ltd), Kyung Shin Kim(Korea Maritime

Institute), Suk Hui Lee(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Jae-Joon Suh(Hanbat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해양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바다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요 등

을 파악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99년부터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침적된 해양쓰레기량 현

황 파악 한계로 수거사업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해양침적쓰레기

정화지수를 개발하여 사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조사·수거·평가·모니터링 등이 수행되는 순환형 해양침적

쓰레기 관리체계 도입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침적쓰레기 정화 지수는 해양침적쓰레기가 경제·사회·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량화하여 구성별 지표를 만들고 이들을 표준화하여 종합화한 지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중심으로 정화지표·지수 도출방법을 소개하고, 아울러 사용자

요구분석관점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화지수 관련 제반정보와 해양 공간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분석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대상지 및 정화지수 표출과 재침적율, 모니터링 주기 등이 제공

되는 GIS기반 해양침적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Submerged marine debris removal programme has been continued by gather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and figuring out the needs of the local government to choose the target area since 1999.

Recently the execution of the budget have difficulty by limited assessment of the amount of submerged

marine debris.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central government is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submerged marine debris recycling management system which designs the target area and carries out

the survey, recovery, assessment and monitoring by developing the marine debris cleanup index. The

marine debris cleanup index is suggested so that various factors of the submerged marine debris impact

on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are quantified, normalized and finally generalized. In this study,

the marine debris cleanup index is induced with the focus on the marine debris generation amount,

including the analysis method to make database of the general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execution of

recovery programme and marine spatial data with the viewpoint of end user. Also,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submerged marine debri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GIS will be introduced, which may

propose the possible recovery target area, cleanup index, reposition rate, and monitoring cycle.

Keywords : marine debris cleanup index(침적쓰레기정화지수), marine

debris(해양쓰레기), submerged marine debri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GIS(GIS 기반 해양침적쓰레기 관리시스템)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해양쓰레기 수거정책 전환과 향후 방향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A Study on Processing Policy of Marine Debris

K.S.Kim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올 3월「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8)」이 발표됐다. 제2차 계획은 ‘해양쓰레기

발생원 집중 관리’, ‘생활밀착형 수거사업 강화’,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고도화’, ‘대상자 맞춤형 교

육 홍보’ 등 4개 전략 21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 3,3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에 비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 전략

이 크게 변화되었는데, 해양쓰레기 수거위주로 진행된 관리 전략에서 예방과 쓰레기 관리, 홍보

교육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그 동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바다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에

집중된 면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해변쓰레기는 부처 간 관할 문제로

쓰레기 수거사업이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점

을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에 전체 예산의 6.5%인 215억 원을 투입

한다. 아울러, 항만과 어항의 부유쓰레기와 낚시터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다. 또한 그 동안 수거 중심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계획-수거-사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수

거사업 후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성과 평가, 수거와 유입 저감 대책을 연계한다.

Keywords : Marine Debris(해양쓰레기), Marine Debris Master Plan(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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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흐름분석을 이용한 굴 양식장 폐부자 쓰레기 유출량 추정

홍수연1,2, 홍선욱1, 이종명1, 장용창1, 이찬원,2

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 한국 해양쓰레기 연구소

2경남대학교 도시환경공학과

Estimation of used buoy debris outflow from oyster aquaculture with

Material Flow Analysis

Su Yeon Hong1,2, Sunwook Hong1, Jongmyoung Lee1, Yong Chang Jang1, Chan Won Lee,2

1Our Sea of East Asia Network / Korea Marine Litter Institute,
2Department of city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Kyungnam University

요 약

양식장용 스티로폼 부자는 우리나라 해변 쓰레기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스티로폼

부자를 많이 사용하는 통영지역을 대상으로, 굴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스티로폼 부자의 양을 물질흐름

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정의되는 체계 내에서 어떤 물질의 유량

과 저량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먼저 통영의 굴 양식장을 분석 대상이 되는 공간

으로 정의하되, 폐부자가 유출되어 저장되는 전세계 바다와, 회수되거나 수거된 폐부자가 재활용되는

재활용 센터를 보조적인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2012년 한 해를 대상으로 폐부자의 유량과 저량

을 자세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기간 동안으로 확대하였다. 굴 양식장의

허가 면적과 부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 및 재활용 실적 등은 문헌자료를, 스티로폼 부자의 사용

량과 회수율 등은 부자 판매업자 및 어민 등에 대한 인터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쓰레

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을 추정한 드문 연구 중 하나이며, 향후 쓰레기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Styrofoam buoys for aquaculture have been known as one of the major sources of marine

debris in Korea. In oyster aquaculture of Tong Yeong City, where lots of styrofoam buoys are

used, amount of buoys entering the ocean was estimated with Material Flow Analysis (MFA).

MFA is a systematic assessment of the flows and stocks of materials within a system defined in space

and time. We defined the oyster aquaculture area as the main target space for the analysis and the

world ocean and the recycling center as the supplementary space. After specifically estimating the flows

and stocks of the year 2012, we expanded the result into 10 years period from 2003 to 2012. To get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use and recycle, we reviewed documents on the aquaculture area size,

subsidy on styrofoam buoys, and recycling outcomes, and to get information on used and retrieved

amount of buoys we interviewed buoy sellers and fishermen. This is one of the scarce studies on marine

debris input and sha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proper policy to prevent debris from entering the ocean.

Key words: 해변쓰레기(Beach debris), 굴 양식(Oyster aquaculture), 스티로폼부자(Styrofoam buoy),

물질흐름분석(Material Flo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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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debris as nesting materials of endangered species Black-faced

Spoonbill (Platalea minor)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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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aterbird Network Ko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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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sturbance on marine wildlife is one of the serious negative impacts of marine

debris. In this study, the ratio of Black-faced Spoonbills' nests that includes plastic marine

debris was surveyed in an islet. The ratio of Black-faced Spoonbills’ nests containing plastic

marine debris decreased from 71% in 2011 to 37% in 2011 after natural materials were

provided. The total number of nests increased from 28 in 2010 to 38 in 2011. We need to

pay more conservation efforts to prevent further negative impacts.

1. Introduction

Disturbance on marine wildlife is one of the serious negative impacts of marine debris. Wild animals can be

injured or killed by getting entangled in marine debris and may swallow debris (Ryan, 1987, Good et al., 2009).

It is known that 267 species of marine wildlife can ingest debris or can be entangled by debris (Laist, 1997)

and more and more species of wildlife are added to the list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Ceccarelli, 2009;

CBD, 2012).

Usage of plastic marine debris as nesting materials of birds is also a kind of such negative impact. In

Denmark, the ratio of nests of Kittiwake (Rissa tridactyla) which include plastic debris increased from 39% in

1992 to 57% in 2005 (Hartwig et al., 2007). In 2011, a young Black-faced Spoonbill (Platalea minor) was observed

in its nest entangled with plastic rope by its two legs, and the rope was used as nesting materials (Jang et al.,

2012; Hong et al., 2013).

The Black-faced Spoonbill is an international endangered species whose population is less than 3,000 (Birdlife

International, 2014). It breeds mainly in small uninhabited islets of the western coasts of South Korea, with only

a small population breeding in the other areas of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Birdlife International, 2014).

So, the sound environment in the breeding areas in South Korea is a crucial factor affecting its population.

Various factors threatening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have been reported. Pollution from

agricultural pesticides and botulism (Yeung et al., 2006), habitat destruction from industrial development (Birdlife

International, 2014), and disturbance by fishers, tourists, and hunters (Guo-An et al., 2005) are some of the

major threats. But, the threats from marine debri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analyzed yet.

In this study, the ratio of Black-faced Spoonbills' nests that includes plastic marine debris was surveyed in an

islet. We surveyed Suha Islet, one of breeding islets near the western coast of South Korea in 2010. We

provided natural materials for nests to the islet in the early breeding season in 2011 and surveyed the change

of the ratio.

 †Corresponding author: yongchangja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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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2.1. Survey areas 

Fig. 1. Figure 1. Location of the Suha Islet, the surveyed breeding site of Black-faced Spoonbill in Korea.

The Suha Islet is located about 1.5km close from a reclaimed soil dumping site and about 5km close

from a reclaimed industrial park.

Fig. 2. Suha Islet (survey site) in low tide (a) and high tide (b). The length of Suha Islet is only about

70 meter in low tide and in high tide only about 13 meter length is remained safe for the birds.. As the

height is only about 3 meter from the water level in high tide, the island catches buoyant marine debris

easily by wind.

The survey area, Suha Islet, is a small islets off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its population about 3.5

million (Figure 1). Suha Islet is close to a reclaimed Industrial Park (about 5km), a big bridge (about 1.5km)

and a dumping site of reclaimed soil. And it is close to Han River Estuary (about 10km), thus susceptible to

debris from the river.

The area of Suha Islet is only about 1400 m2, with its length 70m and width 20m in the low tide (Figure 2).

In the high tide, the length of the remaining part above the water level is decreased to only about 13 meter,

thus making only 59 m2 area remained safe for the birds' breeding. And the height from the water level in

high tide is only about 3 meter. Such small area limits the potential number of nests. And such low level of



altitude makes the rock easily catch the buoyant debris.

2.2. Survey periods

We visited Suha Islet several times in breeding season in 2010 and 2011. The visiting dates in 2010 are June

16, June 29, and July 15. The visiting dates in 2011 are April 21, May 21, June 5, June 18, and July 4. As the

rock is located in tidal flats where the sea bottom is open to air in low tide, we had to choose high tide times

on spring tide days. In 2011, we provided the natural materials (tree branches) for nests on April 21.

2.3. Counting the nests

We surveyed all the nests on Suha Islet. As the season of making nests are different from individual birds,

we designated serial numbers to each nest and recorded the change. When recording the serial number of each

nest, we recorded whether it has plastic materials and took the photos at the same time. To minimize the

disturbance to the birds and to save ourselves by coming back to the land in high tide, we tried to quickly

finish the survey.

3. Results

Classification of nests 2010 2011

Including plastic debris 20 (71%) 14 (37%)

Only natural materials 8 (29%) 24 (63%)

Total 28 (100%) 38 (100%)

Note: After natural materials were provided by humans conservation efforts in the early breeding

season of 2011, the ratio of nests including plastic debri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total nests

increased compared to 2010.

Table 1. Number of nests of Black-faced Spoonbills in Suha Islet.

Fig. 3. Nests of Black-faced Spoonbills in Suha Islet in 2010 (a) and 2011 (b). After natural materials were

provided by human conservation efforts in early breeding season of 2011, plastic debris used as nest materials

decreased compared to 2010.

The ratio of Black-faced Spoonbills’ nests containing plastic marine debris decreased from 71% in 2011 to 37%

in 2011 after natural materials were provided (Table 1 and Figure 3). The total number of nests increased from



28 in 2010 to 38 in 2011.

4. Discussions

4.1. Effects of providing nest materials and methods of measuring the effects

Effects of providing nests are not limited to decreased ratio of nests including plastic debris and increased

number of nests. We observed many other changes including: increased volume of nests, cleaner body of young

birds, increased population of adults, and increased rate of successful hatching. But numerically measuring such

changes needs much more efforts; thus limited our scope of study. And also we need to pay attention to some

potential disturbance that such surveying activities may have on the breeding population.

4.2. Needs of human conservation efforts 

There might be some people thinking that providing natural materials is a needless intervention to wildlife

ecology. But, humans are already intervening negatively and massively to wildlife by pouring pollution

substance, destructing their habitat, and disturbing with leisure activities. And such human intervention seems

to be the most serious factor of threatening the birds into extinction. So, if we know the value of such wildlife,

we need to pay conservation efforts even though it may look like an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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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래해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조성 및 분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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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국의 동·서·남해 각 2개 해변(태안, 신안, 고흥, 여수, 울진, 강릉)과 낙동강
으로부터 대형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거제도 동부해안 5개 해
변(구영, 흥남, 덕포, 와현, 명사) 및 낙동강 입구의 1개 해변(진우도)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현존량을 조사하였다. 전국 6개 해변조사는 2013년 4월과 5월에, 거
제도동부해역 해변조사는 2012년 5월에 실시되었다. 가장 최근에 쓰레기가 표
착하여 형성된 선을 따라 무작위로 10개의 방형구(5 m x 0.5 m)를 설치하여
방형구 내 5 cm 깊이까지 모래를 채취하였다. 각 방형구에서 공경이 1 mm인
타일러 표준체를 통과한 모래 1 L를 채집하였다. 각 해변 10개의 방형구에서
채집된 모래는 정점별로 50 ml씩 분취하여 각 해변을 대표할 수 있는 500 ml
의 조합시료 하나를 만들었다. 병합된 시료는 포화 염화나트륨 용액을 이용하
여 부유하는 플라스틱을 공극 0.2 μm의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조사된 12개의
해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풍도는 32-9,280 particle/L의 범위를 보였다. 거제 동
부 6개 해변의 미세플라스틱 평균풍도는 2,689 particles/L로 거제도 지역을 제
외한 나머지 6개 해변의 평균풍도 157 particles/L보다 17배 높아 이 지역이 미
세플라스틱 오염의 우심지역으로 확인되었다. 5가지 형태(fragment, fiber,
spherule, sheet, EPS)로 분류된 미세플라스틱 중 fragment 형태가 9개 해변에
서 69-1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강릉은 fiber(50%), 거제도
의 구영과 와현에서는 EPS(63%, 9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국해
변에서 관찰된 미세플라스틱의 평균조성을 살펴보면, polypropylene,
polyethylene이 각 33%, 26%로 가장 우세하였으며, styrofoam이 19%로 3위를
차지하였다.

ABSTRACT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microplastics in six beaches along Korean
coast and six beaches of Geoje Island which affected by riverine discharge
from nearby Nakdong River were determined in April and May, 2013 and in
May, 2012 respectively. In the beaches, ten quadrats (0.5 m x 0.5 m) were
randomly placed along the high-stranded line and 1L sand passed a 1 mm
sieve were collected. In the lab, 50 ml sand from each 1L sample of ten
quadrats was sub-sampled to make a composite sample (500 ml)
representing each beach. The microplastics was separated with sediment
using saturated NaCl solution. Supernatant was filtered through a 0.2 μm
filter paper and plastic like particles on the filter papers were identified with
a FT-IR microscope. The abundance of microplastics from twelve beaches
was in the range of 32-9,280 particle/L. The mean abundance of
microplastics from six beaches of Geoje (2,689 particles/L) was 17 times
higher than those in the others beaches (157 particles/L). The beaches in
the east coast of Geoje Island were severely contaminated by microplastics.
Among the five categories of microplastics (fragment, fiber, spherule, sheet
and EPS), fragment type accounted for the highest portion (69-100%) in the
9 beaches, while in Gangneung, the highest portion was fiber (50%) and in
Gooyoung and Wahyun was EPS (63% and 90%). In composition,
polypropylene, polyethylene and styrofoam accounted for 33%, 26%, and
19%, respectively.

Keywords : Microplastic(미세플라스틱), Distribution(분포),
Composition(조성), Abundance(풍도), Beach(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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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해역 해양쓰레기 조사 및 관리방안

- 함평만 해역을 대상으로 -
김 창 원*, 최 상 길*, 신 상 원*, 유 정 석*, 김 동 선**

(*(주)한국해양기술,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The marine debris survey of Seas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 Target Hampyeong Bay -

Chang-Won Kim*, Sang-Gil Choi*, Sang-won Shin*, Jeong-Seok Yu*, Dong-Sun Kim**

(*Korea Ocea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 and **Research Center for Ocean Industrial Engineering(RCOID).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정된 함평만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침적

쓰레기 조사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는 2013년 9월부터 3개월간 영광군과 무안군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침적쓰레기 분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각 구역별 단위면적당 평균 해양 침적쓰레기량은 무안군 주변해역(0.013

ton/ha)보다 영광군 주변해역에서(0.021 ton/ha)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어업활동에 기인한

쓰레기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함평만 해역 내 해양 침적쓰레기량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나 매년 해양쓰레기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어촌계, 공무원 등 민관협력체제를 마

련하여 함평만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 고조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by researching

marine debris in Hampyeng Bay which is designated to protect and develop fishery

resources. This study was researched about distribution of marine debris around Yeonggwang

Bay and Muan Bay for 3 months starting in September 2013. It is researched that amount

per unit area of the marine debris is higher in Yeonggwang Bay(0.021 ton/ha) than in Muan

Bay(0.013 ton/ha), and most trash was caused by fishing activities. Generally, the amount of

marine debris in Hampyeong Bay was small, but it is increasing annually. Therefore, it is

need to heighten concern about management of environment in Hampyeong Bay by

establish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public official and people in fishing village.

Keywords :Sea environmental conservation(환경보전해역), Marine Debris(해양침적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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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구난대응 체계 비교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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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

저 인구 증가에 따라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에 의한 조난사고 및 해수욕객 물

놀이 사고 등 다양한 종류의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수난구호 업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소형 유도선 및 어선이 기관

고장, 화재 및 기기 오작동 등으로 조난 위험에 빠져 예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제한된 인력 및 경비세력으로 이 같은 종류의 모든 해양

사고에 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귀중한 인명손실과 엄청난 재산 피

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구조단체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 관 협력 수

난구호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민 관 수난구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명 구조

와 재산보호의 효율 극대화뿐만 아니라 선박운항경비 절감을 통해 투자대비 약

12배(미국, 구조인명에 대한 가치 포함할 경우 280배), 37배(캐나다)배의 예산절

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USCG Auxiliary), 캐나다(CCG Auxiliary), 영국(Royal National

Lifeboat), 일본(Marine Rescue Japan)의 민간 수난구호체계에 대한 설립목적,

임무 및 활동 내역, 보유 자원, 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절차, 조직, 관련규정 및

정책, 실적, 수행직무의 가치, 교육훈련제도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준 정부 조직화되어 Coast Guard의 재정, 행정적 지원과 지

휘통제를 하며, 조직명도 Coast Guard Auxiliary(USCGAux, CCGA)라 명명하

고 CCGA는 CCG의 지시에 따라 해상수색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활동을 벌이

고, USCGAux는 법집행 및 군사 활동을 제외한 USCG의 모든 업무를 지원 보

조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해상 및 해수욕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안전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순수 민간자원단체로 정부와 재정,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수난에 의해서 인명, 선박 및 적화를 구제하고 해상산업의 발전

과 해상교통 또는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에 활동하는 현업종

사자들이 회원의 중심이 되어 자체적인 수난구호체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 순환적 수난구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수난체계 확립,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수난예방 정보제공강화, 안전

인프라 확충, 법률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난구호체계에 한국민간해

양구조대를 포함한 민 관 수난구호 조직을 설계하고 수색구조, 조난선 구조, 해

수욕장 구조, 해양안전 교육 분야에 민간자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수난구호 역

량 강화와 민 관 수난구호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행정, 조직운영

방안, 법률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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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난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 혁 진, 이 승 국, 이 승 훈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황 대 식 (한국해양구조협회)

A Study on the Private Salvage Industry Invigoration plan

H.J.Choi, S.G.Lee, S.H.Lee(KRISO), D.S.Hwang (MARSAR)

요 약

최근 국내연안에서 연이은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해양

사고 구난대응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구난

체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구난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구난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활성화를 위한 방

안으로는 첫째 구난업체의 전문화 및 특성화가 필요한데, 이는 선박 구난업 허가

제도를 부활시키고 시설, 장비 보유기준을 재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과 구난 기

술자 자격제도 신설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민간구난업체 협의기구

의 구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구난기금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저가 입찰 및 무자격 업자 입찰 참여 제한, 교육 훈련 제도 실시 등 구난산

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민간 구난업체의 평상시 고정 업무를 발굴하

고, 구난입찰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 구난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였다.

ABSTRACT

Recently, many severe marine casualties are occurred at Korean coastal areas.

However the salvage infrastructures are still weak. In order to improve

salvage infrastructures, this study proposes the invigoration of private salvage

industry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salvage system. Invigoration

methods include specializ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alvage industry,

establishment of a salvage consultative organization, governmental support,

enhancement of environment and competitiveness of private salvage industry.

Keywords : Casualty ship(사고선박), Salvage(구난), Private

salvage industry(민간 구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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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선박 구난계산 지원 시스템 개선 및 활용방안

최 혁 진, 이 승 국, 이 승 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alvage Support Calculation System Enhancement and Its Application for

Casualty Ships

H.J.Choi, S.G.Lee, S.H.Lee (KRISO)

요 약

해양사고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구난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난 계산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난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사고선박 구난계산 지원 시스템의 개

발과 그 활용방안을 기술하였다. 시스템은 기존에 개발되고 이미 활용되어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도입된 계산 시스템에서 담당하지 않

는 요소의 계산 분야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동하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국가 관련기관에서 해양사고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며, 민간 구난

업체에 보급하여 활용함으로써 구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구난업계의 외

국 진출을 도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order for the safe and rapid salvage of casualty ships, various salvage

calculations are required. This paper shows the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plan of the salvage support calculation system which has various calculation

function. This system was developed with the new calculation function which

the previous program does not have, though previously developed program is

already utilized and verified widely. This system can be utilized by related

n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salvage companies, and also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invigorating and thus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of

salvage industry.

Keywords : Casualty Ship(사고선박), Salvage(구난), Salvage

Calculation(구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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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선박 구난대응 및 예인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최 혁 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 창 현 (목포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lvage Manual and Towing Manual for

Casualty Ships

H.J.Choi(KRISO), C.H.Jung (MMU)

요 약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좌초 등 다양한 사고 발생시, 안전하고 신속한 구난을 위

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선박의 구난조치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할 내용을 정리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제 1단계

는 응급조치분야로서 해난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수행되는 사고의 접수 및 보고

로부터 시작되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인명구조 분야와 초기 사고상황

파악과 분석, 사고선박 응급조치이다. 제 2단계는 초기 상황분석과 응급조치 완료

후 실시하는 사고선박의 구난계획 수립과 구난작업 수행으로 사고선박 구난조치

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그중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 예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요도를 생각하여 예인지원

매뉴얼로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제 3단계는 구난 완료된 사고선체의 안전한

이동 및 해철 등의 선체처리 조치사항과 사고 종결을 위한 각종 문서작성 및 사

후 수습과 관련되는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그러나,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

는 해양사고의 특성상 사고선박의 단계별 구난조치 사항은 현장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ABSTRACT

In order for the safe and rapid salvage, a systematic salvage manual is

essential when various ship casualties are occurred such as collisions between

ships, strandings and so on. This study aims at development of salvage

manual which is composed into 3 phases. The 1st phase describes emergency

response at early stage of casualty. The 2nd phase describes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the salvage plan. The 3
rd

phase describes various measures

including ship disposal, reporting in late stage.

Keywords : Casualty Ship(사고선박), Towing manual(예인매뉴

얼), Salvage(구난), Salvage Scenario(구난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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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전 상엽(한국해양수산연수원)

Development of salvage training programs

S.Y. Jun(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요 약

구난인력의 구성은 구난계산, 물류, 장비운용, 예인선 운영, 수중작업, 작업 공정 및 안전관리 등

으로 다양하다. 구난작업 수행 직무별로 역량모델(Competency Map)을 구축하여 구난전문인력 양

성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직무별, 수준별 교육훈련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typical salvage organization is composed of Salvage Project Manager, Salvage Master,

Assistant Salvage Master, Naval Architect, Marine Engineer, Logistics Manager, Diving

Superintendent, Vessel Operations Officer, Safety Officer. Made a suggestion on salvage training

by job and level based on the competency model for salvage operations.

Keywords : Salvage Report(구난작업보고서), Salvage Technique(구난기술), Salvage

Organization(구난조직), Competency Model(역량모델)

1. 국내외 주요 구난사례 분석

코스타 콩코디아호, Uss Chehalis호, Deepwater Horizon호 및 롱산호 사고등 시사점이 있는 국내외 구난작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2. 구난인력의 구성과 직무

구난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난작업 총괄관리자, 구난작업 책임자, 조선/해사공학 전문가, 보급지원 책임자,

수중작업 감독,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3. 구난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현황

국제적인 표준 구난훈련모델은 없으며, IMO 교육훈련모델도 기름유출사고 대응 위주로 개발되어 있다. 구난

작업에는 인명구조와 해기 또는 잠수 인력 외에도 구난계산과 구난지원 및 구난장비 운영 등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구난인력양성은 인명구조나 잠수인력 등의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4. 우리나라 구난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방향

구난작업 수행 직무별로 역량모델(Competency Model)을 구축하고, 훈련 대상자 직무별, 수준별로 맞춤형 교

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전체 훈련내용을 구난관련 규정, 계약과 보험, 구난 계획과 검사, 구난작업안전, 구난설

비, 예인작업, 구난계산, 인양작업, 수중작업, 구난사례와 시뮬레이션 및 언론대응 등의 훈련모듈로 세분하여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2014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지능형 해양

사고 예방 및 구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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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변화에 관한 연구
정창현, 남택근, 김진만(목포해양대학교), 최혁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 study on the added mass to the under keel clearance
C.H.Jung, T.K.Nam, J.M.Kim(Mokpo maritime university), H.J.Choi(KRISO)

요 약
태풍에 의한 압류로 선박이 해안에 좌초되거나 항만의 저수심 부근에서 좌초되

는 등 수심이 낮은 장소에서 선박은 종종 좌초사고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수심이

낮은 장소에서 좌초된 선박의 구조작업 시 수심에 따른 예인저항의 변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심에 의한 부가저항은 심수심에 비하여 저

수심에서 크게는 3∼4배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저항을 실선실험

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실습선 새유달호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장치

로는 장력계를 실습선의 선수미 비트에 설치하고 예선의 예인삭을 사용하여 예인

하였으며, 계산에 필요한 기타 정보는 실습선에서 계측하였다. 실험조건은 목포해

양대학교 부두 10미터 수심에서 예선 2척에 의해 횡이동 예인을 실시하였으며, 이

와 비교하기 위해서 불무기도 부근 수심 20미터인 곳에서 2차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선 추진류의 영향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예인삭은 30미터와 60미터에 대해서

각각 실시하였으며,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예

인을 실시하였다. 예인속력은 1m/s를 일정시간 유지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실

험결과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ABSTRACT

Aground accident which was drifted inshore by typhoon or on

shallow water of harbour area was sometimes occurred. It is need to

be confirmed the change of added towing power on salvage operation

in shallow water. Generally, the added resistance in shallow water was

3∼4 times than that in deep water. In this study, to verify the added

resistance it was carried out the experiment on the training ship SAE

YU DAL. The load cell was connected from the bitt at the bow and

stern of training ship to the tug boat's tow line and other

experimental data for calculation was measured on her bridge. The

training ship was towed laterally by the two tug boats in 10m depth

at pier of Mokpo maritime university and 20m depth around the

anchorage. Experiment was also carried out by tow line length in 30m

and 60m to verify the effect of discharging current by tug boats. In

the test, towing speed was maintained to 1m/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Keywords : Added towing power(부가 예인력), Shallw water
(저수심),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Experiments(실험),
Towing speed(예인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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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유달호 예인저항 계산에 관한 연구
남택근, 정창현, 김진만 (목포해양대학교), 최혁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towing resistance of training ship SAE YU
DAL

T.K.Nam, C.H.Jung, J.M.Kim(Mokpo maritime university), H.J.Choi(KRISO)

요 약
사고 선박의 경우 사고 장소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사고 선박의 예인 작업에는 일반적으로 예인선이 투입되고, 사고선

박의 크기 및 주변 해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인선을 결정한다. 본 논

문에서는 사고 선박 예인 시 사전에 추정하여야 할 예인마력 계산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인에 따라 발생하는 저항 성분 즉, 마찰 저항, 풍압 저

항, 조파 저항 및 프로펠러 고착 성분들을 고려하여 실습선의 예인저항을 계산하

였다. 아울러 예인 시 예인삭에 걸리는 부가 저항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계산된

예인저항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해상에서 예인선에 의한 예인저항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실습선 새유달호를 대상으로 예인선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예인을 하였고, 다양한 정보들을 계측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론적인 계산 결과와 시험결과

를 비교 분석하여 이론 계산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ABSTRACT

Rapid towing of damaged vessels from accident place to safe area is

important considering its safety and salvage process. Tug boat is

generally used to tow the damaged ship. The size of towed object and

other environments including sea state are also considered before

towing works. In this paper, estimation methods of towing force are

mentioned. Frictional resistance, resistance induced by wind pressure,

wave-making resistance and fixed propeller resistance are considered

to estimate towing resistance. And additional towline resistance due to

drag force on the towline is also applied to the calculation.

Measurement of towing force for training ship SAE YU DAL is

executed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calculation results. Some

analysis to compare the calc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s will be

done.

Keywords : Towing(예인), Towing resistance(예인 저항),
Damaged vessel(사고 선박), Tugs(예인선), Experiments(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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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실험을 통한 사고선박 예인저항 계측에 관한 연구
정창현, 남택근, 김철승, 김진만, 신호식(목포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towing resistance of training ship
C.H.Jung, T.K.Nam, C.S. Kim, J.M.Kim, H.S.Shin(Mokpo maritime university)

요 약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사고 발생 후 2차적인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로 사고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사고선박의 크기와 상

태 그리고 해상조건을 고려하여 예선이 지원되는데, 기존의 저항에 대한 다양한

이론식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검증 단계로 예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

선박은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유달호이며, 2014년 3월 17일 연안항해 출항시기

에 맞추어 실시되었다. 장력계, 외력 측정장치 등 실험장치는 실습선에 탑재하여

계측하였고, 실험장소는 불무기도 인근 묘박지로 당시 풍속은 8m/s, 조류는

0.5m/s이내였으며, 횡방향 예인, 전방 2척 예인, 전․후방예인, 프로펠러고착, 예인

속력의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장력의 계측은 예

선의 예인삭을 사용하였으며, 실습선 선수미 비트에 장력계를 연결하여 측정하였

고, 장력계의 최대측정 범위는 20톤을 사용하였다. 예인속력은 정지에서 3m/s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해당 속력별 장력을 계측하여 속력증가에 따른 예인력

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fter the collision or aground accident was occurred, it needs to be moved

the damaged vessel to the safe place to prevent enlargement of damage. Since

the size or number of tug boat was generally decided by the specification of

the damaged vessel and sea conditions at that time, it was carried out towing

experiment to verify the theoretical formula about resistance forces. Training

ship SAE YU DAL was used in the towing experiment and the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to obtain the experimental data was equipped on the

bridge and decks on her. Around anchorage which carried out the experiment,

the wind speed was 8m/s and the tidal current was less than 0.5m/s. The

various towing scenarios such as lateral towing, two-tug forward moving,

single forward and astern towing, locked propeller towing and change of

towing speed were carried out. It was used the tug boat's tow line and the

load cell for experiment which range over the 20tons. Towing tension was

confirmed with the towing speed which was increased step by step until 3m/s.

Keywords : Tug boat(예선), Towing experiments(예인실험),
Towing scenario(예인시나리오), Towing tension(예인장력),
Towing speed(예인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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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선 예인저항 계측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남택근, 김진만, 정창현 (목포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system for towing resistance of
training ship

T.K.Nam, J.M.Kim, C.H.Jung(Mokpo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사고 선박이 사고 등으로 인해 자력 운항이 불가할 경우 사고선박을 사고 장소

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켜야 하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박

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마력을 추정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예인에 따라 발

생하는 저항 성분을 바탕으로 예인저항을 추정하였고, 사용된 예인삭의 종류에 따

른 부가저항과 예인삭의 중량에 비례하는 수직성분을 이용하여 예인삭에 걸리는

전체장력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계산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였

고,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인 새유달호를 대상으로 이론적 계산을 행하고, 이에

대한 실증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 실험에 필요한 통합 데

이터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통합 계측 시스템은 예인삭에 작용하는

장력과 선박의 위치와 속도, 풍향, 풍속, 조류 등의 데이터에 대하여 계측, 저장과

더불어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GUI를 구성하였다. 로드셀은 예인선의 예인삭

끝단과 실습선 비트 사이에 연결하여 예인삭에 작용하는 힘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박의 위치, 속도는 AIS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그리고 풍향 및 풍속계

를 이용하여 상대풍향과 상대풍속을 수집하여 이론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

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When the vessel is fallen into dead ship condition then appropriate

means of transport to safe area have to be prepared. Tug boat is

generally used to tow the damaged ship and towing force have to be

estimated to move the vessel from accident place to safe area.

Calculation process of tow resistance for damaged vessel is already

prepared. But the verification for the calculation results is very

difficult. Therefore, experiment to measure towing force with real

vessel is planned. Measurement of towing force for training ship SAE

YU DAL is executed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calculation results.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to do experiments is developed.

Experimental data, i.e, tension of towing rope using load cell, ship's

location and speed by AIS and wind direction and speed using

anemovane could be obtained and displayed on the GUI. Obtained data

will be verified with calculation results to check the effectiveness.

Keywords : Towing(예인), Towing resistance(예인저항),
Measurement(계측), Vessel in accident(사고 선박),
Experiments(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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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공급 의무제도 환경에서의 원전기반 신재생에너지 전략
송무석 (홍익대학교), 박종천 (부산대학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ome Thoughts on Renewable Energy Strategy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under the RPS Environment

M. Song (Hongik University), J.C. Park (Pusan National University), B-S Hyun (Korea Maritime

University), K. Hong (KRISO)

요 약

2012년 총 6.4억톤의 CO2를 배출하여 양적으로 세계 7위의 위치에 있는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면에서는 29%에 이르는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3.5%에 머무르고 있다. 이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신재생공

급의무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발전능력 500MW 이상의 전력

생산 기관에 대해 2022년 기준으로 총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충

당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력의 32%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주)(KHNP)은 5.6GW 수준의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해안의 네 곳에 위치한 KHNP의 원자력 발전

소들은 초당 140~330톤의 원전 냉각수를 방출하고 있고, 위치에 따라 양호한 파랑

에너지밀도와 바람자원이 존재하거나 저온저층수로의 접근이 가능한 해역과 접해

있고, 활용 가능한 방파제 또는 소형 방조제를 운용하고 있는바, 이들 신재생에너

지 자원의 분석과 조합을 통해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각원전의 시설, 환경 및 자원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

한 신재생 발전 기술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hile Korea is the 7th largest contributor of CO2 emission in the world as of

2012, the renewable energy portion to the whole national electric power is

much lower as around 3.5% compared to the EU average of 29%. In order to

stimulate national effort toward the renewable power generation, Korean

government recently legislated for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nd has been forcing the major power generators of over 500MW capacity to

comply with 10% renewable portion by 2022. Consequentl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KHNP), which is responsible for 32% of Korea’s

electric power supply, is faced to acquire about 5.6GW renewable capacity by

2022. Understanding that the four nuclear plants of KHNP are discharging

some significant cooling water and have other potential renewable resources in

connection to their close sea area, here, based on the location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 feasible renewable portfolio is

proposed and discussed.

Keyword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KHNP(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Renewable Energy(신재

생에너지), Thermal Discharge(온배수), OTEC(해수온도차발전),

Ocean Wave Energy Conversion(파력발전), Small Hydro(소수력발

전), 해안풍력발전(Alongshore Wind Power)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원전주변 신재생에너지원 분포 현황
황성철, 신희성, 윤상문, 김태영, 박종천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The Present Condition of Renewable Energy Potential
near Nuclear Power Plant

S.-C. Hwang, H.-S. Shin, S.-M. Yun, T.-Y., Kim, J.-C. Park (PNU, NAOE)

요 약
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화두 속, 최근 국내에서 RPS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각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관심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대부분이 해안가에
위치하여 파력에너지, 해수온도차에너지 등의 다양한 신재생해양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한 우수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파랑으로부터 발전소
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발전소에서 활용된 대량의 온배출수 등 신재생에너지
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적 요소들도 갖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국수력원자력 소속의 4개 원전 지역인 고리, 월성, 울진(한울), 영광(한빛) 발전
소 인근 해양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

주변 신재생에너지원 분포 현황을 분석·검토하였다.

ABSTRACT
In recent, interests of national major power generation companies in
renewable energy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because of applying the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which is one of worldwide topics
to reduce CO2 and develop renewable energy worldwide. Especially, the most
of nuclear power plants are located near coastal area and it means that
nuclear power plants have a great environmental condition to be utilizable
various types of marine renewable energy, such as OTEC(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WEC(Ocean Wave Energy Conversion) etc..
Additionally,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equipped with many functional
elements to be used for development of marine renewable energy, such like
the breakwaters for shore protection, the huge amount of thermal discharge
from nuclear power plant and so 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marine
renewable energy resources around 4 sites(Gori, Wolsung, Hanwol and
Hanbit) of the nuclear power plants operated b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KHNP) in order to perform the feasibility study for

developing marine renewable energy.

Keywords : Renewable Energy(신재생 에너지), Nuclear Power
Plant(원자력 발전소), Rene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신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 Ocean Energy(해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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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태양광과 풍력터빈 적용 연구
문채주, 박태식, 장영학, 정문선(목포대학교)

A study on Solar and Wind Turbine Application of
Atomic Power Plant

Chae-Joo Moon, Tae-Sik Park, Young-Hak Chang, Moon-Seon Jeo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정부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총 에너지 보급률 중 신재생
에너지 보급 11%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의 본
격적인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연구는 점차 증대 될것으로 예상된다.
RPS의 시행에 따라 공급위무기관들은 의무량을 달성하기위해 직접 신재생에너
지 발전설비를 건설 및 운영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4곳의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터빈의 부지
확보의 가능성과 발전단지 가능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고자한다.

ABSTRACT
According to government secondary energy master plan, the new renewable
energy supply 11% is given among the total energy diffusion rate with the
object by the year 2035. Therefor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research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to the real oper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obligation supply system. According to the operation of
RPS, directly the supply pacification agencies have to operate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y for the generation of electric powe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ligation.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the security of site of the Solar and wind
turbine and developing district possibility yes or no try to be indirectly
determined throug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alysis of 4 Atomic Power
Plants.

Keywords : Solar, Renewable energy, Atomic Power Plants,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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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의 위상과 원전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문옥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해양기술학부)

Status of New Recycling Energy and Impact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oling Water on Marine Environment
Moon Ock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의 신 재생에너지 이용 및 개발의 현주소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가 인근 연안해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들 결과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기반의 신 재생에너
지의 잠재자원, 특히 해양에너지 자원을 조사, 평가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에너지는 다름
아닌 차세대에너지이며, 해양에너지도 바로 차세대에너지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란 일반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유래의 연료나 열에너지를
말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즉 자연에너지와는 본질
적인 차이가 있다. 앞으로, 신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요소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의 확립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이 혼재하는 분산형 에
너지 시대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거동은
원전이 위치하는 해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해양
환경에의 영향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배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도 장기적인 자료수집과 보다 객관적인 평가수법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Current situations related to a recent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new recycling energies were examined, and also impact of the thermal
effluents out of the nuclear power plant on marine environments was
investigated. These results would be applied to a basic data for the
evaluation of a potential resources of new recycling energies, i.e. ocean
energy, in the nuclear power plant. In a word, a new energy is a
next-generation energy so that ocean energy is one of the
next-generation energies. In addition, a recycling energy is a fuel or an
heat energy that is derived from ordinary or industrial wastes. It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a renewable energy, i.e. a natural energy that
we usually say.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establish a synthetic
evaluation method for energy supply systems, although we are urgent to
develop elementary technologies for the utilization of new recycling
energies. With this, we need to switch our energy policy to a diverse
type of energy era where a variety of energy exists. In other hand,
behaviors of the thermal effluents out of the nuclear power plant are
different from place to place so that we need marine environmental
assessments in consideration of those circumstances. To do this, it is
crucial that we collect a long-term data and develop more objective

evaluation methods.

Keywords : new recycling energies(신 재생에너지),
next-generation energy(차세대에너지), thermal effluents(온

배수), marine environment(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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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의 원자력발전소 시설 적용방안
김영덕, 홍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echnical considerations for OWC application on NPP facilities
Y.D.Kim, K.Y.Hong(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다양한 해양에너지 중 파랑에너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 후, 적은 에너지손실로 멀리까지 전달되므로 광범

위한 해안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수 공급을 위해 해안가에 위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를 활용하여 파력발전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파력발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은 공기실에서 파도의 상하운동이 공기의 

압력으로 바뀌어 공기터빈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우수하여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발전방식

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 이미 건설된 방파제를 이용하여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을 적용할 경우, 구조적 안

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력발전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랑의 파고와 주기를 측정하여 파랑에너지를 산출해야 한다. 

한국해양연구원의 파랑자료를 기초로 하여 파랑에너지 분포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영광원자력발전소 

5.0kW/m, 고리 5.22kW/m, 월성 5.49kW/m, 한울 4.89kW/m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도는 계절적, 지형적으로 변화가 크므로, 연간 파랑의 파고, 주기, 파향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파력발전장치의 설치위치 및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파랑에너지를 흡수하기위한 공기실을 설계해야 한다. 공기실 형상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목

표발전량, 운용시의 최대파고, 조위차 등이며, 이를 통해 공기실의 폭과 길이, 스커트의 깊이와 개구부의 크

기, 공기덕트의 높이 등이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 서해안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고정식 OWC를 적용

할 경우 스커트가 깊고 개구부가 매우 작아져 에너지흡수효율이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위차에 대응

이 가능한 부유식 파력발전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단계로 공기실 형상을 고려하여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설비용이 결

정되어 전체적인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공기실을 크게 할 경우 

당연히 건설비가 증가되며, 덕트의 안전을 위해 덕트가 높이 설치될 경우 공기실이 높아짐에 따라 최대설계

파가 증가하여 더 비대한 구조물을 건설해야한다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기

존 방파제를 이용해야 하므로, 방파제의 전면에 공기실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형식인지, 개조가능 여부 및 비

용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운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발전기의 용량 및 개수를 조정하고, 공기실에서의 에너지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유체동역학적 설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With the wave energy resource distributed across the globe, it can offers additional electricity 

generation to the NPP which is located next to the sea. Especially, the OWC WECs are closer to 

commercial stage and it is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economic feasibility and structural stability to 

integrated with the breakwater in NPP. 

Though more record of the wave conditions over a representative period is necessary, such as wave 

heights, periods and directions in variable seasons and from year to year, but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of KRISO, all of sea area near NPPs have wave energy resources of about 5kW/m. 

For determining the air chamber design factors such as width, length, mouth opening, it is regarded 

that aimed generating power, extreme wave heights on operation, tidal levels. And lastly structural 

stability is examined, that has a large influence in the economic feasibility. In OWC WECs intergrated 

with already constructed breakwater, structural type, possibility and cost for modification.         

Keywords : OWC WEC(진동수주형 파력발전), NPP Breakwaters(원전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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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배수구 냉각수 에너지 활용방안 소고

이정기(한국해양대), 송무석(홍익대), 김현주(KRISO), 현범수(한국해양대)

On Utilization of Ocean Renewable Energy Associated with the Discharged
Cooling Water of Nuclear Power Plants

J.K. Lee (KMOU), M.S. Song (Hongik Univ.) H.J. Kim (KRISO) & B.S. Hyun (KMOU)

요 약

동상 발전소는 냉각수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하여 강이나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냉각수로 사용되는 해수는 1GW급 원전 한 호기
당 50톤/초 정도의 유량이 요구되며, 배출시 주변 해수의 온도보다 7~9℃ 가량 높은 온
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방출 온배수의 열, 위치 및 운동에너지는 원전 가동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지리적 특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온배수의 특성을 분석한 후, 후보 지역의 배수구
후류의 유량을 활용하는 조류발전 방식, 인근 해역의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하는 방안
및 심해 해수와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온도차발전 방식 등을 제안한다.

ABSTRACT

Nuclear power plants are usually located close to shoreline in order to utilize the sea water
as a cooling water. The 1 GW-class power plant normally requires the intake flow rate of
about 50 ton/sec, while the temperature of discharge water is increased up to 7~9℃
compared to the ambient temperature of a surface seawater layer. Heat, potential and kinetic
energies associated with the discharged water could be the useful ocean renewable energy
sources, provided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is not affected by any energy
extraction means.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suggestions of feasible energy conversion
methods such as the tidal stream energy conversion and the tidal barrage energy conversion
as well as the ocean temperature energy conversion (OTEC) suitable for each specific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Keywords :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발전소), Power Cooling Water (냉각수), OTEC
(해양온도차발전), Tidal Stream Energy Conversion (조류발전), Tidal Barrage Energy
Conversion (조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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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유 확산예측 모델의 해양사고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
이문진, 김혜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pplications of Oil Spill Prediction Model to GS Caltex

and Captain Vangelis Accidents

Moonjin Lee, Hye-jin Kim (KRISO)

요 약

유출유 확산예측 모델 고도화의 일환으로 실제 해양사고에 유출유 확산예측 모델

을 적용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유출유 확산예측 모델을 적용한 해양사고는

최근 발생한 GS 칼텍스 송유관 유출사고와 Captain Vangelis 유출사고이며, 사고

로 발생된 유출유의 이동확산을 예측하고 현장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유출유 확산

예측 모델의 정확도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유출유 확산 예측 모델 적용결과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존 모델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현실

과 부합되는 현장상황 재현을 위한 신규 모델링 기술의 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Keywords : Oil Spill Accident (유류오염사고), Oil Spill Prediction (유
출유 확산예측), Prediction Model (예측 모델)

후 기

본 연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지원한 <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 기반 해양유

류오염 방제 지원기술 개발> 연구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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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유 확산예측 모델의 방제효과 모델링 기술 연구
이문진, 오상우, 정정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Modelling on Effects of Oil Spill Response Equipment

Moonjin Lee, Sangwoo Oh, Jung-Yeul Jung (KRISO)

요 약

유출유 확산예측 모델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유출유 방제효과 모델링 기

술을 연구하였다. 유출유 방제효과는 오일펜스의 차단 포집 효과, 유처리제

분산효과, 유회수기 회수효과 등을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효과를 개별 모델

로 개발하고 유출유 확산예측 모델과 통합하였다. 오일펜스의 차단 포집

효과 모델링에서는 오일펜스 자체의 누유율을 적용하여 유출유의 포집량

및 누유량을 시뮬레이션하며, 유처리제 분산효과 모델링에서는 유처리제

및 유출유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에 따른 확산면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

다. 또한 유회수기 회수 효과 모델링에서는 유회수기의 특성에 따라 회수

율을 적용하여 유출유 해상 분포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Keywords : Oil Spill Response Equipment (방제장비), Oil
Fense (오일펜스), Skimmer (유회수기), Dispersant (유처리제)

후 기

본 연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지원한 <3차원 유출유 확산예측 기반

해양유류오염 방제 지원기술 개발> 연구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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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대응 시스템의 공간 정보 고도화 방안
김 혜 진, 이 문 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patial Information Improvement of Oil-Spill Response System
Hye-jin.Kim, Moonjin.Le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유류오염대응 시스템은 유류 확산 예측 모델과 더불어 다양한 공간 정보들를 연계하여 방제 전략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970년대 미국에서 방제정보지도(ESI Map)을 도입한 것이 유류
오염대응에서의 공간 정보 활용의 최초 시도였으며, 현재까지도 방제정보지도는 유류오염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방제정보지도의 구성 요소는 해안선 민감정보, 생물자원정보, 사회경제자원정보이며, 우
리나라에서는 이에 방제자원정보를 추가하여 방제정보지도의 제공 정보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유류오염대응에서 요구되는 공간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유류오염대응 시스템의
공간 정보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방제정보지도에 국한된 개념보다는 사고해역에서의 방제실
행을 위한 통합적인 공간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환경민감정보, 방제자원정보, 지형정보, 어장
정보 등의 방제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연안에 대한 종합 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정보 갱신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GIS 기술에 기반한 단위 해역이 정의되고 이를 기준으로 통합 공간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Oil-spill response system(OSRS) provides the decesion supporting information for make the response
strategies through the oil-spill prediction model and various spatial information. The spatial information
based concept introduced as ESI(Environment Sensitivity Index) map in 1970s. ESI map has been
important component in oil-spill response. It consists of the shoreline sensitivity information, biology
resources information and socio-economy resources inforation and response resources information has
been added in Korea ESI map. In this study, the necessary spatial information in oil-spill response
process has been figured out and then the way to the improve the spatial information of OSRS has
been devised. The integrated spatial information than EIS map oriented concept should be needed. The
integrated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sensitive environment information, response information,
geomorphological feature, fishery information and so on. And GIS based zone should be defined in

order to maintain the information efficiently.

Keywords : Oil Spill(유출유), Response System(대응 시스템), Spatial Information(공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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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유출유 탐지를 위한 전자광학 기반의 센서기술
오상우, 이문진, 이승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안전연구부)

Electro-optical in-situ Sensors for Oil Spill Monitoring in the Sea
Sangwoo Oh, Moonjin Lee, Seunghyun Lee (KRISO)

요 약

본 발표에서는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 중, 전자광학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흡수·반사 특징을 탐지원리로 하는 다양한 센서기술들을 소개한다.

본 발표에서 설명하는 유출유 탐지센서는 제한된 탐지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시

츄 센서(in-situ)로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정유시설)나, 기

름이 유출된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큰 지역(양식장)에 주로 설치된다. 해당 탐지

기술은 전력공급 등 일부 조건이 갖춰질 경우, 연속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유출유

의 존재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본 발표에서는 LED나 레

이저와 같은 전자광원에 대해 기름이 반응하는 광학적 특성을 CCD 센서나 포토

다이오드 소자로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유출유의 존재 여부 및 기름의 두께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탐지기술과 관련된 개발내용을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electro-optical in-situ sensing technology for
the oil spill monitoring, which has the theoretical basis on the reflection and

absorption of light. The sensors in this presentation are in-situ type sensors

which can monitor the oil spill of limited area such as oil-refining facility and

fish farm. If electrical power supply satisfies these sensors, they can monitor

the existence of oil for the continuous and long term. Specially, in this

presentation, we suggest the research result of oil spill sensor which uses the

LED/laser for the light source and CCD/photodiode for the evaluating the light

intensity.

Keywords : 유출유 탐지(Oil Spill Detection), 인시츄 센서(insitu

sensor), 전자광학소자(Electro-optical device), 기름 유출(Oil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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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박막을 이용한 유출유 탐지센서 개발
구지은 (한국해양대학교), 정정열 (KRISO), 이상태, 장지호 (한국해양대학교), 이문진 (KRISO)

Development of a ITO Sensor for Detecting Oil Spill

J. Koo (KMOU), J.Y. Jung (KRISO), S. Lee, J. Chang (KMOU), M. Lee (KRISO)

요 약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유출유의 종류 및 양을 실시간으로 모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였다. ITO(Indium Tin Oxide) 나노입자를 소결(sintering)하여 박막

을 제작하여 센서를 만들 수 있다. ITO는 일종의 유리로써, 내부식성 및 내화학

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건에 적합한 물질이다. 일반적인 유리는 전기를

통하지 않지만, ITO는 전기가 잘 흐르기 때문에 각종 센서로써 각광을 받고 있

다. 개발된 ITO센서는 바닷물 환경에서는 전류가 잘 흘려 저항이 감소하지만, 전

기가 상대적으로 잘 흐르지 않는 오일(윤활유, 디젤, 가술린)에서는 저항이 증가하

기 때문에 그 유무 및 양을 측정할 수 있었다. 실험 전후의 XRD, Raman,

FE-SEM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 ITO 센서는 해양조건에서 사용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sensor for detecting oil spill in ocean has been developed.

Because ITO is one kind of metal oxide and has high electric conductivity,

ITO has been prevalently used as an electrode. Because ITO is also strong

against corrosion, it is compatible material for salty environments such as the

seawater. A serpentine ITO layer was fabricated on a quartz substrate using

ITO nano-powder. The fabricated sensor was tested using three oils, gasoline,

lubricant and diesel, and different oil thickness of 0, 5, 10 and 15 m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istance of the sensor was obviously increased with

the oil thickness and its electrical resistance. For sustainable sensing

applications in marine environments, we have confirmed that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ITO sensor has not been changed and also the surface has

clearly maintained after tests, which were inspected by XRD patterns (and

Raman spectra) and FE-SEM images, respectively.

Keywords : ITO Sensor(ITO 센서), Marine Pollution (해양 오염),
Monitoring System(모니터링 시스템), Oil Spill(오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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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김은찬†, 오정환 , 이승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nformation System to Implement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Eun-Chan Kim
†

, Jeong-Hwan Oh, Seung-Guk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요  약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선박평형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다. IMO의 Global Ballast water Management Program 에

서는 전세계 항만들의 위해도 평가를 위해 선박평형수 배출량 정보, 항만환경 정

보, 위해생물 정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한편 미국, 호주, 영

국 등의 국가와 발틱해, 지중해 등 지역해 등에서는 나름대로의 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기 시작하였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해양플

랜트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선박평형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평형수 관리 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구성 내용을 도출

하고,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활용 방안을 보여주고자 한

다.

Abstract

An information system for ballast water risk assessment is an essential

component to implement the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IMO’s Global Ballast water Management Program developed a standardized

method of ballast water risk assessment with an information system on

ballaster water discharge, port environmental parameters, and risky species,

which was applied to six pilot countries. Other information systems have also

been established at regional level in the Baltic Sea and Mediterranean Sea as

well as at nation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introduces an information system for ballaster water risk

assessment that has been developing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since 2007.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system, to recommend approaches to

collect the relevant data, and furthermore to suggest the potential usage of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sound management of ballaster water in Korea.

Keywords :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IMO(국제해사기구),

Information System(정보시스템), Discharge(배출), Species(생물),

Environment(환경)

1. 서론

전 세계 국가 간 교역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해상물동

량은 2010년 연간 80억 톤을 넘어섰고, 여기에 이동거리를 곱하면 35조 톤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2013]). 국제 경제 확장에 따라 이러한 해상 물동량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선박평형수도 연간 수십억 톤에 이르고 있다.

선박평형수는 그 안에 포함된 특정 해역의 생물 또는 병원균 등이 선박에 의해 전혀 다른 타 해역으로 

이송되어 그 해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7,000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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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이 선박평형수에 의해 이동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생태계 교란뿐만 아니라 연안 산업이나 다

른 상업적 활동 또는 자원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에서만 해마다 약 1,380억불 규모의 경제피해가 

외래 생물종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IMO[2002]). 국내에서 선박평형수로 인해 외래 해양생

물종이 최근 출현하였다는 내용은 단편적으로 발표되고는 있으나(김은찬 외[2005]), 정확한 연대와 그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

2012년 한 해동안 우리 나라 항만에 입항한 선박은 총 199,586 척이며, 이 가운데 외국에서 입항한 선박

은 65,366 척이었다. 이 입항선박들이 배출한 선박평형수는 총 90,179,000 톤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외국에

서 입항한 선박에 의해 배출된 선박평형수는 42,563,000 톤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싣고 외국으로 나간 선

박평형수는 총 179,757,000 톤으로서, 싣고 나간 선박평형수는 배출된 선박평형수 양의 4.2 배가 되는 셈이다

(오정환 외[2013]).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원제: 선박 평형수와 침전물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IMO[2004])은 2004년 2월 IMO에

서 채택된 이후, IMO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과 법적 준비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곧 협약

이 발효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10일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선박평형수 관리법”(법률 제8788호)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김은찬[2012]).

이렇게 매년 우리나라 항만에 배출되는 4천만 톤 이상의 선박평형수의 근원과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종합 정보 시스템 구성은 필요하다. 또

한 이러한 종합시스템은 IMO 관리협약에 의해 국가 간 지정된 항만 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관리 면제 위한 항만 간의 위해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며 관련 정보 제공에 필수적 요소이다.

2. 전세계 선박평형수 정보 시스템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선박평형수 및 외래생물 관련 자료는 외래 생물종 자료와 선박평형수 배출 

자료 그리고 선박평형수 처리 기술 등 생산 목적과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GloBallast[2014]).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선박평형수 관련 자료 가운데, 선박평형수 배출과 외래생물종 관련 데이터베

이스와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중 침입종 연구 목록 (AIRD)

AIRD(Aquatic Invasions Research Directory)는 전 세계의 수중 침입생물을 다루는 것으로, 미국 메릴랜드

에 있는 스미소니언환경연구센터(SERC)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는 외래생물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

지 국제기구를 통해 각국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목록은 침입 생물종과 관련된 인

물, 연구물, 기술, 관리, 정책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수중 침입종의 

영향과 위해도 평가, 선박평형수의 생태, 예방 및 처리 기술, 정책 및 관리의 4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2) 글로벌 침입종 데이터베이스 (GISD)

GISD(Global Invasive Species Database)는 전 세계의 침입생물을 다루는 것으로, 글로벌 침입종 프로그램

(GISP)에 의해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침입종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는 수중 침

입종 외에 육상 침입종에 더 큰 목표를 두고 개발된 것으로서, 예측 모델 등 관리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3) FAO 수중생물 유입 데이터베이스 (DIAS)

DIAS(Database on Introductions of Aquatic Species)는 전세계 어업 목적의 수중 생물에 대한 것으로서,

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당초에는 담수 물고기로부터 시작했으나, 현재에

는 연체동물과 갑각류 그리고 해양 생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일반적인 국내 이동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어업이나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만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4) GloBallast 데이터베이스



GloBallast(Global Ballast Water Management Programme)는 IMO 주관으로 지구환경기금(GEF)과 UN개

발프로그램(UNDP)과 회원국들의 참여로 선박평형수 협약의 제정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

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GloBallast는 상대적 총위해도 방법의 위해도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

그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전 세계 항만에 대한 환경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생태적 지역별로 생물

종 목록과 위해도 등급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5) 발틱해 외래종 데이터베이스 (BSASD)

BSASD(Baltic Sea Alien Species Database)는 발틱해에 들어온 해양 침입 생물에 대한 것으로서, 발틱해 

해양생물 워킹그룹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생물종 사전과 세부 해역별로 데이터베이스와 조사 결과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6) CIESM 아틀라스 - 지중해 외래종

CIESM(Mediterranean Science Commission) 아틀라스는 지중해에서 확인된 침입 해양 생물에 대한 것으

로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어류, 2권은 갑각류, 3권은 연체동물, 4권은 수생식물 편이며, 각각 책임

저자가 집필한 형태로 되어 있다. 지중해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생

물종에 의해 생태계가 많이 교란되어 왔으며, 이제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열대 대서양의 생물종도 침입되

고 있는 실정이다.

(7) 호주 국가 외래 해양생물 정보시스템 (NIMPIS)

NIMPIS(National Introduced Marine Pests Information System)는 호주 정부가 운용하는 호주 해역의 외

래 해양생물 정보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호주에 유입된 외래 해양생물종과 향후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외래 

해양생물종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생물학 및 생태학 연구자에게 종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또한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위해도 평가에도 직접 사용되고 있다.

(8) 영국 비토착 해양생물종 디렉토리

영국 비토착 해양생물종 디렉토리(UK - Directory of non-native marine species in British waters)는 영국 

수역의 외래생물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1997년 판이 발행되었는데, 생물종 별로 유입 시기

와 경로, 정착 사유, 분포, 환경 영향, 상업적 효과, 비용 효과 등이 수록되어 있다.

(9) 미국 국가 선박평형수 정보 신고센터 (NBIC)

미국 NBIC(National Ballast Water Information Clearinghouse)는 1996년 미국 국가침입종법에 근거하여,

SERC(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와 연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며, 미국의 상업 선박들에 대해 선박평형수 관리 실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기능은 수

행하고 있다. 미국 연안에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의 출처를 파악하고, 그 양을 정량화하고 있다. 연안 상태, 선

종, 선박평형수 출처, 계절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2년마다 연안경비대와 의회

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10) 미국 해양 및 하구 외래종 정보시스템 (NEMESIS)

NEMESIS(National Exotic Marine and Estuarine Species Information System)은 미국 연안 수역의 비토

착 생물종에 대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스미소니언환경연구센터(SERC)에서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다. NEMESIS

는 식물, 어류 , 무척추 동물 , 원생 생물과 조류까지 약 500종의 유입종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입되

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생물학적 생태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KRISO 정보 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는 선박평형수 관리에 필요한, 항만별 선박 운항 자료, 선박평형수 배출

량 자료, 항만 환경 자료 및 생물종 자료 등을 망라하는 선박평형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정보시스

템은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기능 외에, 선박평형수 배출신고서를 접수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나아가 위해도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 통합 관리시스템의 일부로 개발되었다.



선박평형수 정보시스템은 Figure 1에 보인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부분 외에 입력 부분과 적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선박평형수 DB, 환경 DB, 생물 DB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부분은 각각

의 DB를 구축해 가는 방법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적용 부분은 통계량 분석과 위해도 평가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Figure 1. Structure of Database

각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들을 Table 2에 보였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테이블은 생물 DB

이고, 21번부터 33번까지는 환경 DB이다. 그리고 34번부터 38번까지는 선박평형수 DB이다. 이들 데이터베이

스는 분야별로 분리되어 관리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유기적인 관계 또한 

필요하다. 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3개의 

데이터베이스는 공통적으로 항만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만정보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정보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항만정보를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였다. 항만 환경 유

사도 데이터베이스, 유해종의 상대적 위협 데이터베이스, 이들 두 데이터베이스는 공통적으로 실측 정점 정

보 및 참고문헌 정점 정보, 참고문헌 메타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테이블들을 이용하여 두 데이터베

이스를 연결하였다. 유해종의 상대적 위협 데이터베이스와 선박운항 및 선박평형수 데이터베이스는 선박정보

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선박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였다(신경순 외

[2010]).



순번 자료명 순번 자료명

1 생물구분코드 정보 20 BWSW 박테리아 정보

2 생물종이미지 정보 21 실측 해양환경 정보

3 실측 식물플랑크톤 정보 22 실측 정점 정보

4 실측 동물플랑크톤 정보 23 참고문헌 해양환경데이터

5 실측 저서생물 정보 24 참고문헌 메타정보

6 실측 원생생물 정보 25 참고문헌 정점 정보

7 참고문헌 식물플랑크톤 정보 26 국가 연안정지 데이터

8 참고문헌 동물플랑크톤 정보 27 국가 연안정지 관측 정보

9 참고문헌 저서생물 정보 28 국가 강수량데이터

10 참고문헌 원생생물 정보 29 국가 해양환경조사 데이터

11 항만별 종출현 현황 정보 30 국가 해양환경조사 정점 정보

12 위해도생물 등급 정보 31 항만환경유사도 초기 Input

13 유해종 비교지수 정보 C4 32 항만별 환경유사도지수 C3

14 BWSW 선박정보 33 항만환경유사도 파라미터 정보

15 BWSW 식물플랑크톤 정보 34 항만 정보

16 BWSW 동물플랑크톤 정보 35 선박 정보

17 BWSW 저서생물 정보 36 선박운항정보

18 BWSW 원생생물 정보 37 선박평형수 관리 이력

19 BWSW 환경정보 38 BWRA C1C2

Table 2. Tables of Integrated Database

현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입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박평형수 DB는 선박정보 12,801개, 운항정

보 803,462개, 항만정보 12,438개가 입력이 되었고, 환경 DB는 실측 환경정보 108개, 국가연안정지 관측정보 

3,390개, 국가 강수량 정보 62,084개가 입력되었다. 생물 DB는 생물정보 7,624개, 실측 생물 모니터링 정보 

1,740개, 참고문헌 생물 모니터링 정보 1,367개, 선박의 평형수 정보 26개, 선박평형수 내 생물정보 695개가 

입력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선박평형수 관리 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전세계적인 외래생물종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발틱해와 지중해의 생물종 데이터베이스, 호주와 영국 그리고 미국은 생물

종과 선박평형수 배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선박해양플랜

트연구소(KRISO)에서 구축하고 있는 선박평형수 정보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선박평형수 관

리에 필요한 항만별 선박 운항 자료, 선박평형수 배출량 자료, 항만 환경 자료 및 생물종 자료 등의 데이터

베이스 기능 외에, 선박평형수 배출신고서를 접수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나아가 위해도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박평형수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이다.

후기

이 논문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한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장치 개발 연구의 일부이

다.

참  고  문  헌

[1] 김은찬 외, 2005, “선박 운항중 환경 위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한국해양연구원 보고서



[2] 김은찬, 2012, “IMO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기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 15

권 4호

[3] 신경순 외, 2010, “항만 환경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보고서

[4] 오정환 외, 2013,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 장치 개발 - 별첨 1 선박평형수 배출 연례보고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고서

[5] 해양수산부, 2013,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평가 예비보고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고서

[6] GloBallast 홈페이지, 2014, http://globallast.imo.org/index.asp?page=bwdirectories.htm

[7] IMO, 2002, “Stopping the Ballast Water Stowaways", Brochure of the Global Ballast Water

Management Programme, 2nd edition

[8] IMO, 2004,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IMO BWM/CONF/36



국내 선박평형수 배출량 추정 및 분석 : 2012년

이 승 국, 김 은 찬
†
, 오 정 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n Estimation and Analysis of the Amount of Ballast Water Discharge at the

Major Ports in Korea, 2012

S.G.Lee, E.C.Kim
†
, J.H.Oh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IMO에서 2004년에 채택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이행 및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서는 선박평형수 배출량 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박평형수 배출보고서 제출이 강제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출량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박 화물처리량과 화물처리량의 비율을 이용하여

선박평형수 배출량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2012년 국내 주요항만

에 입항하는 선박의 물동량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선박평형수 배출량을 추정하였

다. 부산의 경우에는 화물처리량이 많았지만 선박평형수 배출량은 적었다. 반면,

울산의 경우에는 화물처리량은 부산보다 적지만 선박평형수 배출량은 국내항 중

에서 가장 많았다.

ABSTRACT

Ballast water discharge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BWM) Convention adopted by International

Matitime Organization (IMO) in 2004 an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major international ports in Korea. However, it is not a duty to submit the

Ballast Water Report in Korea until the BWM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refore, at present, the amount of ballast water discharge is being estimated

by in-direct method us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loading/unloading of cargo

and discharge/uptake of ballast water instead of using the direct method

derived from Ballast Water Report. It was demonstrated in the results that the

amount of ballast water discharge at Pusan port was low, although the

amount of loading/unloading of cargo was very high. While the amount of

loading/unloading of cargo at Ulsan port was less than the one of Pusan port,

the amount of ballast water discharge was identified as the highest among all

ports in Korea.

Keywords : Ballast Water Discharge (선박평형수 배출), IMO (국

제해사기구), Ballast Water Report (선박평형수 배출

보고서)

1. 서 론

IMO에서는 선박평형수에 의한 외래 유입 해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해 2004년 2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원

제: 선박 평형수와 침전물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IMO[2004])을 채택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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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과 법제화를 하고 있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A-4조에 의하면, 관할 해역의 당사국은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IMO

가 제정한 위해도 평가 지침에 따라 위해요소가 적다고 평가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의 교환 및 처리 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리협약의 지침서(IMO[2007])에서는 환경 매칭 위해도평가(Environmental

matching risk assessment), 생물종․생물지리적 위해도평가(Species․biogeographical risk assessment), 종

특이 위해도평가(Species-specific risk assessment)의 3가지 위해도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통일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위해

도평가를 위해서는 항만에 배출 또는 흡입되는 선박평형수 양이 필수적인 자료이다.

선박평형수 배출 및 흡입량은 위해도평가뿐만 아니라 선박평형수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서도 필수

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만들어지기 전부

터 자국 항만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 배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SERC) 와 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 가 공동으로 National Ballast Information

Clearinghouse (NBIC)(NBIC[2014])를 운용하여, 선박평형수 배출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DB를 구축

하고, 격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박평형수 배출보고서 제출이 강제화되어 있지 않고 있어 배출보고서를 이용하여 선박

평형수 배출 및 흡입량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9년에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의

화물처리량 자료에 화물처리량과 선박평형수 처리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선박평형수의 흡입량과 배출량을 추

정할 수 있는 식을 개발한 바 있다(최학선 외[2009]).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선박평형수 추정식을 이용한 2012년의 국내 선박평형수의 양을 추정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하였다.

2. 선박평형수 배출량 추정식

선박평형수 배출량과 흡입량의 추정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SP-IDC[2014])에서 운용하는 항만

운영정보시스템(Port-MIS)(Port-MIS[2014])의 화물처리량 자료에 화물처리량(양하, 적하)과 선박평형수 처리

량(흡입, 배출)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Fig. 1과 같다(최학선 외[2009]).

Fig. 1 Estimation mathod for amount of ballast water discharge/uptake

선종별 화물적하량(양하, 적하)과 선박평형수 입배출량(흡입, 배출)의 비율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

해 도출하였는데, 기존에 각국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선종별로 특정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

물 변동량에 대한 선박평형수 변동량의 비율은 LNG운반선이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조선은 50%,

산적화물선은 35%, 일반화물선은 33%, 컨테이너선은 8%이었으며, Ro-Ro선은 4%로 가장 낮았다.

본 논문에서 추정된 선박평형수 배출량은 우리나라 해당 항만에 입항하기 직전에 기항했던 항만에서 모두

취수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박평형수 배출보고서를 받아서 추정한다 하더라도 당초 취수한 항만을 추적하

기가 어려우며, 일부 탱크는 여러 항만에서 취수한 선박평형수가 서로 혼합되므로 선박평형수의 정확한 출처

를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선박 입출항 분석

2012년 항만별 입항선박의 척수를 보면, Fig. 2와 같이 부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울산, 인천, 여천,

광양, 평택, 마산, 대산, 포항, 목포 등의 순이다.

Fig. 2 Number of arrival vessels at major ports in Korea

Fig. 3 Map for the number
of arrival vessels at major

ports in Korea

선종별 화물 적재톤수의 차이를 보면 Fig. 4와 같이 풀컨테이너선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석유제품운

반선, 일반화물선, 케미칼 운반선 등이 있다.

Fig. 4 Amount of loading cargo by ships’ type

4. 국내 선박평형수 배출량 추정 및 분석

2012년 선박 입출항 및 화물 양적하 양을 통해 선박평형수의 입배출량을 추정하였다. 국내 입항선박이 배

출하는 국내 항만별 선박평형수 양은 Fig. 5와 같고, 흡입하는 선박평형수 양은 Fig. 7과 같다.



Fig. 5 Amount of ballast water discharge at major ports in Korea

Fig. 6 Map for the amount of
ballast water discharge at major

ports in Korea

Fig. 7 Amount of ballast water uptake at major ports in Korea

울산이 선박평형수 배출량과 흡입량이 가장 많았고, 여천이 배출량, 인천이 흡입량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화물량이 많은 부산은 선박평형수 배출량 및 흡입량이 모두 적었다.

이는 울산에 입출항하는 선종이 주로 석유제품 운반선, 케미칼 운반선 등으로 화물양과 선박평형수 양의

비가 큰 선종이 대부분이었고, 부산의 경우에는 선종이 주로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등으로 화물양과 선박

평형수 양의 비가 작은 선종이 대부분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입항선박이 배출하는 선종별 선박평형수 양을 분석해보면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 운반선, 일반화물

선 순으로 많았고, 흡입하는 선박평형수 양은 원유운반선, 산물선, 일반화물선 순으로 많았다.

출항한 대륙별로 배출하는 양을 보면 아시아가 전체의 94%로 가장 많았으며, 대양주 3%, 유럽 2% 그리

고 북미 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유럽 2%는 대부분 극동의 러시아 항만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항만

에 배출되는 것이었다. 실제 유럽에서 다른 기항지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선박은 거의 없었

다.

아시아 국가별로 배출하는 양을 보면 중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일본, 대만,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였다. 북미는 미국이 75% 이상을 차지하였고,

북마리아나제도, 케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남미는 멕시코가 75% 이상을 차지하였고, 칠레, 파나마 순으로 나

타났다. 대양주는 호주가 75% 이상을 차지하였고, 뉴칼레도니아, 파푸아뉴기니 순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는

이집트가 75%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부티, 탄자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선박 운항 및 화물자료를 이용하여 선박평형수 입배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부산은 화물 양적하량이 국내항 중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 화물처리량 대비 선박평형수 처리량이 적은

컨테이너선으로 실질적인 선박평형수 입배출량은 비교적 적었다.

- 울산은 화물 양적하량이 부산보다 적었지만, 대부분 화물처리량 대비 선박평형수 처리량이 많은 석유제

품 운반선, 케미칼 운반선으로 실질적인 선박평형수 입배출량은 국내항 중 가장 많았다.

- 대륙별로 국내에 배출하는 선박평형수 양을 보면 아시아가 전체의 94%로 가장 많았다.

- 국가별로 국내에 배출하는 선박평형수 양을 보면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본, 대만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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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운용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독성 영향
최 태 섭, 김 성 우, 김 영 라, 박 혜 민((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Ecotoxicity Effects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in Ballastwater Treatment System

T.S. Choi, S.W. Kim, Y.L. Kim, H.M. Park (NeoEnBiz Co., Institu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요 약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환경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활성물질(전기분해, 오

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처리장치의 경우, G9 가이드라인을 따라 처리수를 대상으로 환경위해

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의 G9 가이드라인에서 선박평

형수 처리수에 대한 생태독성의 경우, L(E)50의 결과를 담수, 기수, 또는 해수를 대상으로 생태계를

대표하는 3가지 영양단계의 생물(미세조류, 갑각류 그리고 어류)를 이용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도

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처리수의 생태독성에 대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연체동물

또는 극피동물을 이용한 생물검정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

해사기구가 정하는 선박평형수의 배출기준은 0.2 mg/L TRO as Cl2로 제한하고 있으며, G9 가이드

라인은 선박평형수의 잔류독성에 대한 생물검정시험의 경우 Day 0, 1, 그리고 5일째에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경우 선박의 운항에 따라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운용

될 수 있으며, 처리에 활용되는 여러 활성물질 또한 다양한 환경조건(염분 또는 온도)에 따라 부산

물의 종류 및 생성농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활성물질인

TRO (Sodium hypochlorite)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조건별로 발광미생물에 노출하여 용량-반응 관

계를 살펴보고 독성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Keywords : Ballastwater(선박평형수), 발광미생물(Bioluminescence microbe),

생태독성(Ecotoxicity),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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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오존과 전기분해 공정의 평가
정유미, 홍은경, 강준원 (연세대학교)

Evaluation of ozonation and electrolysis for ballast water treatment
Youmi Jung, Eunkyung Hong, and Joon-Wun Kang (Yonsei University)

요약
선박평형수는 화물의 적하 시 선박의 안정성을 위해 적재하는 물로, 해로를 통한 무역이 대부분이므로 주로
해수가 사용된다. 선박평형수가 생물종을 함께 이동하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IMO)
는 ‘선박평형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선박평형수 처리 기술 중 오존과 전기분해 기술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수 처리에 관한 연구는 담수에서의 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에
서 오존과 전기분해 기술을 적용하여 총 잔류 산화제 (TRO; Total residual oxidant) 생성 및 부산물 생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잔류 산화제는 클로린(HOCl/OCl

-
), 브로민 (HOBr/OBr

-
), 오존, 수산화라디칼 등을 포

함하며 소독능이 있다. 해수 오존 공정은 담수에서와 달리, 오존이 해수 내 브롬이온과 반응하여 주요 TRO
로 브로민을 0.6 mg as Cl2/L-min의 속도로 생성하였다. 해수 전기분해 공정은 Pt/Ti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16.3 mg/L-min의 속도로 TRO를 생성하였다. 해수 전기분해 공정은 염소이온과 브롬이온의 반응에 의해 클
로린과 브로민을 생성하지만, 생성된 클로린이 브롬이온과 2.95 × 10

3
M
-1
s
-1
의 속도로 빠르게 반응하여 브로

민을 생성하였다. 따라서 목표 산화제의 농도가 10 mg as Cl2/L 이하일 경우, 해수에서 오존과 전기분해 공
정의 주요 산화제는 브로민이다. 해수 오존 공정은 높은 브롬이온 농도에도 5 mg/L이상의 오존이 주입되어
야 브로메이트 (BrO3

-
)가 생성되었다. 해수 전기분해는 생성되는 TRO 대비 브로메이트 (BrO3

-
)가 0.65 ㎍/L,

클로레이트 (ClO3
-
)가 0.014 mg/L 생성되었다. 목표 TRO가 10 mg/L 이하일 경우, 오존과 전기분해 공정에

서 브로메이트 (BrO3
-
)와 클로레이트 (ClO3

-
)는 위험수준이 아니지만, 선박평형수 처리 기술 적용이 해양생태

계에 미칠 영향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ABSTRACT
Sinc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legislation of ballast
water for ocean ecosystem stability, many types of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approved for
seawater treatment. Processes utilizing ozonation and electrolysis techniques represent approximately 40
percent of all supplied ballast water treatment technologies. Even though these processes resulted in
different chemical reactions in seawater compared to fresh water, there is little research about seawater
treatmen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 total residual oxidant (TRO) and inorganic
byproducts, such as bromate (BrO3

−
) and chlorate(ClO3

−
) during ozonation and electrolysis in seawater.

TRO contains chlorine (HOCl/OCl
-
), bromine (HOBr/OBr

-
), ozone, OH radical, which able to inactivate

marine species. In the ozonation of seawater, the ozone react with bromide ions in seawater to generated
TRO with rate of 0.6 mg as Cl2/L-min. Seawater electrolysis generated TRO with rate of 16.3
mg/L-min with Pt/Ti electrode. The chlorine and bromine could be generated from chloride and bromide.
The formed chlorine reacted with bromide to generate bromine. For below 10 mg/L of target TRO, the
main TRO in ozonation and electrolysis of seawater was bromine. In the seawater ozonation for
inorganic byproduct, the bromate (BrO3

−
) was generated when over 5 mg/L of ozone injected. In

seawater electrolysis, the yields for bromate (BrO3
−
) and chlorate(ClO3

−
) were 0.65 ㎍/L and 0.014 mg/L,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TRO. Although, in seawater, the formation of bromate (BrO3
−
)

and chlorate(ClO3
−
) by ozonation or electrolysis was not a big concern, the formation of byproducts

should be monitored for marine ecosystem.

Keywords :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Ozonation(오존), Electrolysis(전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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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연결부 구조해석 및 실험에 관한 연구

손정민, 천호정, 신승호,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요 약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는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물체의 움

직임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가동물체형 발전장치로 파력에너지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흡수 효율이 높지만, 파력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구조적 취약성이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인 연결부의 구조해석과 스트레인 측정실험에 대해 다룬다.

구조물의 연결부의 좌굴을 피하고 최종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수평·

수직 방향으로 브레이싱을 부착하였으며, 이에 대해 크기, 형상별 구조해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로터리 베인펌프의 하우징과 상부/하부하우징 사

이의 M52 볼트의 채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

여 변형량을 계측실험을 수행하였다.

ABSTRACT

A movable-body-type converter, which is addressed in the present

study, operates such that the device absorbs energy from the

transmitted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motion of a moving device

arising from a wave. This type of FPWEC has been rated as having

high energy-conversion efficiency because it absorbs the wave energy

directly. However,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has become a growing

concern because the devices are exposed directly.

This study focuses on structural analysis of the tubular connections

and strain test. To prevent such buckling and maximize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connections, six types of longitudinal and vertical

bracings are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the ultimate bending

strength of tubular connections was numerically investigated using a

quasi-static approach. In addition, the strain is also investigated using

strain-gage to inspect the bolt tightening loads.

Keywords : Tubular connections; bending moment;

structural analysis; strain test, bolt tightening

loads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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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파랑 중 운동 및
계류시스템 안전성 평가

박지용, 남보우, 홍사영,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tudy for Wave Motion Response and Mooring System Survivability of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J.Y. Park, B.W. Nam, S.Y. Hong, and S.H. Sh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요 약
수실로 유입된 입사파에너지를 진자판을 통해 흡수하는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는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로서,
심해의 높고, 균일한 파랑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부유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설계와 운용
을 위해서는 운용조건에서 파랑에 의한 안정적인 운동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극한의 생존조건에서 계류시스템을 고
려한 안정성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구조물의 형상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운동과 내부, 외부의 유동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고, 감쇠판을 통한 운동저감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을 위한
구조해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구조물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구조설계를 고려하여, 기본설계된 구조물에 대해 파랑 중
운동성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실험을 수행한 구조물 형상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형상을 제안
하였다. 파랑 중 운동성능 평가를 통해 운용가능성을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한 계류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계류시스템을 고려한 운동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설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해역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기본형상을 도출하고, 극한상황에서 안전성을 고
려한 계류시스템을 제안하였다.

Keywords : Floating pendulum(부유식 진자형 장치), Wave energy converter(파력발전장치), Wave Response(파
랑 응답), Mooing system(계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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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임창혁, 박지용, 최종수,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정훈(신동디지텍)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FPWEC) Combined
Monitoring System Plan

Chang Hyuck Lim, Ji Yong Park, Jong Su Choi, Seung Ho Shin(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Joeng Hoon Kim(Shindong Digitech)

요 약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FPWEC)의 각 위치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계측 센서들을

선정하고 계측값들을 통하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되

고 있다. 최적의 발전량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화 운용 및 응급상황을 원격으로 예측

하고,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 계측 항목을 실시간 관측하고,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데이터 저장, 성능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한다.

ABSTRACT 
Measuring sensors are selected and installed in order to assess the situation of

each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FPWEC) by location, and

development is carried out in order to construct a combined monitoring system.

To produce the optimal generation quantity, optimized operation and remote

monitoring survey issues in real-time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ly unsafe

situations in advance, and the system is designed with data storage and

performance evaluations f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is research.

Keywords :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부유식 진자형 파력발

전), Combined monitoring system(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Measuring(측정),

Monitoring sensor(계측 센서), Data logger(데이타 로거)

 

1. 서 론

해양에너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고갈로 인한 고유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 중 하나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파랑, 조류, 조력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원 중 파랑에너지는 모든 해역에 폭넓게 분포하며, 가용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설치 가능한

해역이 광범위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해양에너지 자원이다. 파력에너지의 전 세계적인 부존
량은 약 2TW로 추정되며, 현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Fig. 1에서 보여지는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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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적용 기술을 연구중이며, 실증을 위한 설계단계에 있다. 실증을 위한 첫단계로 구조물의 설계, 발전
기, 인버터, 유압시스템의 제작이 진행중이며,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소 내·외부에 설치될 계측센서들을 통
하여 구조물의 동작상황, 발전기, 인버터, 유압시스템의 운전상황 및 계측된 정보들을 통하여 최적 운용 및
Emergency에 대한 감시 및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남보우[2011], 손정민[2012])

2. 계측 센서 선정

Fig 2 ∼ 5는 FPWEC 구조물의 설계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Tank Top, 2ND Deck, Top Deck로 각 층이
나뉘어져 있다. Top Deck에는 Gen. Room이 있으며, Tank Top에는 Valve Room, TR Room, PCS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계측되는 포인트에 대한 위치, 항목, 목적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Fig 2는 Generator Room
Top에 대한 설계도로써 상부 끝부분의 마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약 700mm정도 올려 설계하였으
며, 구조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DGPS, Satellite Compass, 무선통신 2중화를 위해 설치해 놓은 UHF, 레
이더를 반사하여 발전소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는 RTE와 후면 감쇠판쪽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1대를 설
계하였다. 또한 진자판 2곳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면부 3대의 CCTV와 외부의 침입 방지 및 안전을
위한 실시간 Warning Voice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법정규정을 준수한 발전소 위치 표시를 위한 등명기 5
대를 설계하였다. 상부에 설치되는 계측센서 및 장비들은 해상에 노출되어 해수에 의한 부식, 파에 의한 충
격 등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며, 모든 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낮게 설치하고, 유
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안전에 대비한 가이드 펜스를 설치도록 설계하였다. Fig 3은 Top
Deck에 대한 설계도로 Gen. Room의 HST(유압시스템)의 유량, 압력, 온도, 피스톤 모터 회전수를 계측하여
모니터링하고, HST에 연결된 발전기의 4곳의 온도, 베어링 2곳의 온도를 계측하며, Tachometer를 통한 회전
속도도 계측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4의 2ND Deck에서는 구조물의 위치를 측정할 Potentiometer를 계
측할 예정이다. Fig 5의 Tank Top에서는 발전기의 온도, RPM, 진동, 전압, 전류, 역률, 주파수 등과, TR.
Room의 3곳의 온도, PCS(인버터 시스템)에서의 출력값들을 계측하고, 구조물의 침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
록 Bilge & Ballast pump를 통하여 워터 레벨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외부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DCP파고계를 통한 파고, 파향, 파주기, 조속, 조향을 계측하여 기상 환경을 계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 2 Generator Room Top Fig. 3 Top Deck

Fig. 4 2ND Deck Fig. 5 Tank Top



Table 1 Measuring sensor item

위치 계측 센서 항목 목적

Gen. Room Top

CCTV(4EA) 보안 및 진자 작동여부 확인

DGPS 구조물 위치 확인(Surge, Sway)

Satellite Compass 구조물 위치 확인(Yaw)

UHF 무선통신 2중화

RTE 발전소 위치 표시

Warning light(5EA) 발전소 위치 표시

Warning Voice 경고 음성 알람

Top Deck - Gen. Room

Temperature(8EA) 온도 측정

Tachometer 발전기 RPM 측정

CCTV(1EA) 내부 보안 및 안전 확인

HST 유압시스템 유량, 압력, 온도, 오일 탱크 레벨 측정

2ND Deck Potentiometer(2EA) 위치 정보 확인

Tank Top - Valve Room
IMU 구조물 위치 확인(Roll, Pitch)

Accelerometer 가속도 측정

Tank Top - TR. Room Temperature(3EA) 온도 측정

Tank Top
PCS 인버터 출력값 측정

Bilge & Ballasr pump 구조물의 워터레벨 측정

해저 파고계 ADCP 파고계 파고, 조속, 파향, 조향 측정

Fig. 6 FPWEC Monitoring Block Diagram(Indoor)



Fig. 7 FPWEC Monitoring Block Diagram(Outside)
Fig. 8 FPWEC Monitoring Block Diagram

(Warning Voice)

3. I/O모듈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Fig 6은 발전소 내부에 계측을 위해 설치한 센서들과 연결된 I/O모듈을 나타낸 Monitoring Block
Diagram이며, Fig 7은 발전소 외부에 설치되는 센서와 장비들에 연결된 I/O모듈과의 연결 커넥션을 나타낸
Monitoring Block Diagram이다. 데이터 로거는 I/O모듈로부터 센싱 계측 신호 및 정보를 취합하고, NMEA
신호를 처리하여, 원격 상황실에 전달해주는 감시 장치이다. 또한 데이터 로거는 센서의 통신이 주목적이며,
RS422통신으로 보조 장비 없이 케이블만으로도 수 km의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8은
Warning Voice Monitoring Block Diagram으로써 CCTV의 단자에 연결하여 발전소 근처에 외부 침입자의
접근 금지 실시간 알림 및 유지관리 작업자 등에게 Emergency알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4. 결 론

부유식 진자형 시험파력발전소의 최적의 발전량을 찾기 위한 최적의 운용 및 Emergency상황을 사전에 파
악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지관리 담당자가 상주하는 제주 관제실과 대전 원
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관제실과 원격상황실에서는 발전 상황, 외부
환경 계측정보, 발전소 내부의 공조시스템, Fire Detection 시스템, 각 발전기, 인버터, 유압시스템, 비상UPS,
전력케이블, 계류선 단락 등의 상황별 알림을 확인하고, 유압시스템의 밸브제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각각의 센서들을 통해 계측된 값들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S/W를 통하여 감시
및 제어 정보를 저장하고, 성능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중이다. 향후 모니터링 화면에 표시될
GUI 구성과 최적의 운용 및 Emergency상황의 각각 시나리오를 파악하여 자동, 수동 기능을 포함한 Flow
Chart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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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피로강도 안전성 해석
조규남, 김용대, 이헌경, 배재형, 이한솔

유진테크

Fatigue Analysis of a Floating Wave Power
Generating Device

K.N.Cho, Y.D.Kim, H.K.Lee, J.H.Bae, H.S.Lee
Eugene Tech.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튜불러 조인트 피로강도에 대해
서,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응력집중 계수 산출과 피로수명에 대한 영향에 관점
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인트를 일반 쉘 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총체적인 해석을 수행하였고 수치해석을 위한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비교와 검증을 위해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응력집중계수 산정 및 피로수명을 산정하기 위하여 K 조인트에 대한 해석방법

에 따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ubular joints' fatigue strength of a Floating Wave Power
Generating Device is investigated focussing on the Stress Concentration
Factors calculation using Finite Element Methods. For the calculation of the
SCF of the members, the joints are modeled using normal shell elements
and comprehensive analysis are studied. Theoretical studies are performed
for the verification and comparison with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Comparisons between analysis methods for K joints are carried out not only
for finding SCF values but also for the calculation of fatigue lives of the
joints.

Keywords : Fatigue(피로), Wave Power(파력), Fracture

mechanics(파괴역학), Finite Element method(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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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용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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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랑에너지 밀도가 높고 대규모 단지화가 용이한 원해에 적용할 목적으로, 가동물체형 발전장치의

일종인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이하 FPWEC,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를
개발중에 있다. FPWEC는 부유된 구조물의 수실내로 유입되는 입사파가 수실벽면의 반사파와의 중첩
을 통해 생성된 정상파의 절 부위 설치된 진자판에 가해지는 파력에너지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발전개
념이다. FPWEC는 계절에 따른 파도의 방향과 강도의 변화에도 고효율 에너지 변환과 선체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개념적으로 우수한 파력발전장치중 하나로 사료된다. 본 파력발전장치를
설계함에 있어 KISS(Keep It Simple, Stupid or Keep It Simple and Smart)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
한 에너지 변환장치를 구성하면서도, 주요부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고장진단 및 예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일련의 개념연구, 소규모 실험실연구, 대규모 실험실연구 등의 개발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향상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차귀도 근해
수심 40m 에서의 1년간의 실증 시험 및 모니터링을 준비중에 있다. 장기간의 파랑을 비롯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수가 높으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파랑고유주기(5 sec)
에서 공진이 되도록 1차변환장치가 설계되었다. 본 실증 FPWEC는 부유체, 계류, 1차변환장치(수실,
진자판), Hydro static transmission (HST, Rotary vane pump, hydraulic circuit, variable
displacement motor, and etc.), 2차변환장치(발전기, Power conversion system), 전력전송케이블, 원격
모니터링시스템(데이터계측, 영상관측, 경고방송), 선체운용장치(bilge pump, ballast system, 공조시스
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시 고려한 조건은 계류부의 수심을 고려한 극한환경에서의 선체-계류
안전성과 진자판 발전 억제를 통한 1차변환장치 안정성, 예인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한
편, 설계된 실증용 FPWEC 부유체의 전선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설치될 차귀도 근처 해저면의 특
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계류-부유체의 운동 및 구조 안전성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를 검증 및 보완하였
다.

ABSTRACT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generator (FPWEC), a kind of a rotating body type energy

converter, is being developed in order to be installed at offshore. Generally, the wave energy
density at offshore is the higher than at inshore, and the FPWEC farm can be easily constructed
due to abundant free space of offshore. The KISS principle was applied to design the FPWEC. A
basic design for pilot FPWEC was performed though concept design, small scale model test, and
large scale model test are performed. The detail design has been performed and verified by
seakeeping analysis and structural analysis.

Keywords :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KISS principle (KISS 원리), Global Structural Analysis (전선 구조해석),

Seakeeping analysis (운동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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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기술개발 및 실증

김 재 환, 김병곤, 문진삼, 권영준 [유원산업(주)], 신승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Tomiji Watabe,

Development of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for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Kim Jai Hwan, Kim Byoung Gon, Moon Jin Sam, Kwon Young Jun(YooWon Industrial Co.,Ltd.)
Shin Seung Ho (KRISO)

Tomiji Watabe (T-Wave Consulting Volunteer),

요 약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는 해양의 입사파 에너지가 수실로 유입되어 진자판의 운동에너지로 1

차변환하고, 유압변속시스템(Hydro Static Power Transmission; 이하 HST)을 통해 유압에너지로 2

차변환 한다. 유압변속시스템은 저속의 진자운동(Pendular)으로부터 일정한 고속 회전을 만들어 내며,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반복적이고, 강한 파랑의 입사시에도 파

력발전용 유압변속시스템이 높은 내구성과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로타리

베인 펌프를 포함한 유압변속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설계된 파력발전용 유압볍속시스템의 1/10 축소 유압변속시스템을

제작하여 3차원 수조 모형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유압변속시스템의 발전효율을 검증하였다. 또

한, 실증용 유압변속시스템의 주요부품에 대한 개별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개선된 부품의 설계를 제안

하여 보다 향상된 실증용 300kW급 유압변속시스템의 설계기술을 확보하였다.

ABSTRACT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is converted as the first turn of the kinetic energy

by incident waves inflowing water chamber and is converted as Secondary conversion Hydraulic

energy through the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evenly

make high speed rotation from slow pendulor energy and is responsible to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Repetitive, strong wave even when the incident wave, much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maintain high durability, efficiency of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and

design about a hydraulic rotary vane pump system was carried out.

In this study, the existing research on Wave Energy of HST designed made 1/10 scale HST and

3D tank model test was performed. this allow it is verified the HST of generation efficiency. also

was secured to better improved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for demonstration of 300kW-class

of design technology through individu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major components of the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그림.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유압변속시스템>

Keywords :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유압 변속 시스템), Seal(씰), Rotary Vane Pump(로타리 베인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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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EL BModes를 적용한 부유식 파력-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구조동특성 해석

이강수, 손정민, 김경환, 박세완, 홍기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nalysis of Structural Dynamic Characteristics for Wave-Offshore Wind
Hybrid System Using NREL BModes Program

K.S.Lee, J.M.Sohn, K.K.Kim, S.W.Park, K.Y.Ho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최근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 등의 천연자원,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 고갈과 함께 대체 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파력-해상풍력 부유식 발전시스템 설계 시 구조적 동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고정식 구조물과는 달리 경계조건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부여되므로 시스템
의 구조적 동특성이 고정된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NREL(미국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에서 공개
된 부유체를 고려할 수 있는 BModes 프로그램의 모드해석 결과와 하부 고정경계조건을 적용한 결과를 분
석 및 비교하였으며, 구조물 설계 시 이를 고려한 블레이드의 rotating 및 passing frequency, 제어기 설계
등 시스템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유식 구조물의 경우 고정식에 비하여 경계조건
이 보다 flexible하게 되므로 mass/stiffness ratio가 커져 고유진동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또한, 차수별로 고정식과는 다른 형태의 모드형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해석기법과
분석 자료는 부유식 발전시스템 구조물의 동적 설계 및 동적 성능 평가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ABSTRACT
In recent, a study on an alternative energy has been greatly progressed due to the exhaustion of

energy such as natural resources, fossil fuel, etc in the world. Wave-offshore wind hybrid system is
largely composed of four wind turbines and twenty four wave energy converters which have totally
10MW capability for power generation and semi-submersible floating structure with spread mooring
system. On the design stage of this wave-offshore wind floating hybrid system, designer has to
perform a systematic design for whole structures considerering freely moving boundary condition at
the connection of towers and blades between wind turbine and hull structure. The structural dynamic
characteristics of floating bodies like these kind of structures relatively have a different frequency and
mode shape characteristics to fixed type offshore structure. In this paper, we carried out the modal
analysis of both floating and fixed structure using the BModes which is generated to carry out modal
analysis for blade and tower of wind turbine by NREL and then compared with frequency and mode
shape for each modes. In case of floating structure, modal frequency was higher than fixed structure
related to mass/stiffness ratio increase.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a dynamic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floating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by wave and wind energy resources.

Keywords : wave, offhore wind, hybrid, BModes, dynamic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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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구조물의 개념설계
김경환, 이강수, 손정민, 박세완,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Conceptual Design of 10MW Class Floating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K.H. Kim, K. Lee, J. Sohn, S.W. Park, K. Hong(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본 연구는 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구조물의 개념설계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본 구조물은 반잠수식 형태로서 상부에는 다수의 풍력터빈이 설
치되어 있고 수선면에는 다수의 파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본 구조물의 개념설
계를 위하여 먼저 규정과 기준을 검토한다. 그리고 초기 개념설계된 반잠수식 구조
물의 주요치수와 중량분포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구조안정성 검토를 위한 파랑 중
운동응답 및 하중해석의 설계기본(Basis of Design)과 설치해역의 환경정보를 제시
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considers a conceptual design of 10MW class floating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The platform is a large 
semi-submersible consists of several wind turbines on the deck and multiple wave 
energy converters near the still water level. Rules and regulations are summarized for 
the design of the platform. A preliminary design including sizing and weighting is 
presented, also. This paper focuses on the basis of design for the analyses of motion 
response and structural load as well as the data of metocean and installation site.

Keywords : Hybrid Power Generation(복합발전), Wave Energy 
Converter(파력발전),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부
유식 해상풍력), Conceptual Design(개념설계)

1. 서론

화석연료고갈에 따른 고유가와 온실효과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제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최근에는 해상에서의 풍력과 파력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육상에서 시작된 풍력발전은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까지 상업화
된 단계이며 심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을 위하여 여러 형태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유
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Blue H TLP, Hywind Spar, SWAY Spar/TLP 모델들이 등장하였고, 부유식 풍력발
전으로는 최초로 반잠수식 형태의 WindFloat 모델이 설치되어 실증단계를 거치고 있다(Roddier et al.,
[2009]). 파력발전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부유식 진동
수주형,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와 같은 형태가 개발되었고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과 파력발전은 개발 대상 적지가 일치하므로, 복합발전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

우 단일 발전 형태보다 경제성이 증가될 수 있다. 복합발전 형식은 유럽을 중심으로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덴마크는 Poseidon을 개발하여 부유식 해상풍력과 파력 복합발전구조물에 대한
실해역 시험을 진행하였고, 풍력발전기 3개를 포함하는 상용플랜트를 개발 중에 있다. 영국은 고정식 해상풍
력 발전기에 파력 발전기를 결합한 Wave Treader라는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미국에서도 파력 및 해상풍력
복합형태의 발전시스템을 5MW 규모로 개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파력 및 풍력발전을 복합하는
W2-Power를 진행하고 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발전 시스템은 일반적인 부유식 풍력발전 모델
들 보다 더욱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분야는 아직 상업화가 진행되지 않
은 분야이나 대용량화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해양 공간 이용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해상풍력발전이나
파력발전만으로 이루어진 발전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
의 지원 하에 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연계형 발전시스템 설계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가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복합발전 구조물의 설계에서부
터 전력 계통연계 및 풍력터빈 제어기술, 이송/설치 등의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해당 과제의 연
구 결과 중 일부로 설계를 위한 규정 및 기준을 검토하고 초기 개념설계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구조물 설
계를 위한 설계기본(Basis of design)과 이와 관련한 환경정보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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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eidon

(b)　The effect of transverse frames

(c)　The effect of longi. girders

Fig. 1 The effects on design parameter in terms of mass

2. 규정 및 기준

여러 형태의 복합발전 구조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복합발전 구조물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복합발전 구조물은 부유체, 해상풍력발전기, 파력발전기, 계류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등의 복합적
인 구조물들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을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아직은 기술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규정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복합발전 구조물에 대해 각 부분별로 제시된 규
정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여 구조물의 설계와 안정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유체와 계류시스
템에 대해서는 이미 TLP, Spar, 반잠수식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
전기 구조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IEC와 일부 선급들에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력 발전기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반화된 규정을 찾기 어렵고 개략
적인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상황이다.

부유체 및 계류시스템
ABS,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Floating Production Installations, 2004
ABS, Rules for Building and Classing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2006
ABS FPI Guide: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Floating Production Installations, 2013
API RP 2T,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Tension Leg Platforms, 3rd edition, 2010
API RP 2SK, Recommended Practice for Design and Analysis of Stationkeeping Systems for Floating
Structures, 2nd edition, 2005
API RP 2SM, Recommended Practice for Design, Manufactur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ynthetic
Fiber Ropes for Offshore Mooring 1st edition, 2001
API Bulletin 2INT-DG Interim Guidance for Design of Offshore Structures for Hurricane Conditions, 2007
DNV-RP-C103, Column-Stabilised Units, 2010
DNV-RP-F205, Global Performance Analysis of Deepwater Floating Structures, 2010
DNV-OS-C101, Design of Offshore Steel Structures, General (LRFD method), 2007
DNV-OS-C103, Structural Design of Column Stabilised Units (LRFD method), 2007
DNV-OS-C201, Structural Design of Offshore Units (WSD method), 2008

풍력발전기
ABS,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s, 2013
BV, Class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Guidance Note NI 572 DT R00
E, 2010
DNV-OS-J101, Design of Offshore Wind Turbine Structures, 2010
GL, Guideline for the Certific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s, 2005
IEC 61400-3, Requirements for Offshore Wind Turbines, 2009



파력발전기
DNV, Guidelines on Design and Operation of Wave Energy Converters, 2005
EMEC, Guideline for Design Basis of Marine Energy Conversion System, 2009

3. 복합발전 구조물 개념설계

해양구조물의 개념설계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목적이 규정되어야 하고 목적에 따른 기능의 정의와 설치해
역에 대한 일부 정보가 사전에 조사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형태가 결정되고 주요치수와 함께
중량분포가 결정될 수 있다. 본 복합발전 구조물은 풍력발전으로 최대 8MW 이상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파
력발전으로 최대 2MW 이상의 발전을 목표로 하며 통합적으로 10MW 이상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풍력터빈
의 경우 대용량의 단일 풍력터빈에서부터 1MW급의 소형 풍력터빈을 다수로 설치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
으나 본 복합발전 구조물에서는 2MW급 이상의 풍력터빈 4기를 배치한다. 파력발전의 경우에는 100kW급의
점흡수식(Point-absorbing type) 발전기를 24개 배치한다. 본 구조물은 파랑 및 풍력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제
주도 차귀도 근방 해역 수심 80m 지역에 설치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물의 형태로는 반잠수식 형태가 선정되었다. 다수 풍력터빈

과 파력발전기의 배치를 위해 큰 갑판하중이 요구되며 수선면에 파력발전기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풍력 및 파력 발전기의 효율 증가를 위하여 구조물의 운동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TLP, Spar 형식은 갑판
면적의 제한과 낮은 수심에서의 계류시스템 설치 등의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 FPSO와 같은 배수량형 부유
체의 경우에는 다른 구조물에 비하여 운동성능이 좋지 않고, 부유체에서 파랑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영향이
있어 파력 발전기의 효율 향상에 좋지 않다. 구조물의 크기는 경제성에 따라서 작을수록 좋으나 너무 작은
경우에 풍력터빈 상호간의 간섭으로 효율 저하와 후류에 의한 피로파괴의 위험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구조물인 WindSea (http://www.windsea.no/, [2014])를 참고하여 150m로 주요치수를 선정하였다. Fig.
2에 복합발전구조물의 개념설계 형상을 나타내었다. 구조물은 정사각형 형태이며 사각의 폰툰(Pontoon)과 수
직 기둥(Column)으로 주요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상부 갑판과 수면 아래는 대각 방향의 보강재(Bracing)가
설치되고 작은 수직기둥이 일부분에 설치된다. Table 1에 주요치수를 나타내었다.

Fig. 2 Conceptual design of 10MW class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Table 1 Principal dimension of 10MW 
class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Item Value

Water depth 80m

Displacement 23,285MT

Draft (design) 15.0m

Column span
(center to center)

150.0m

Column height 27.0m

Main pontoon 
length

141.5m

본 복합발전구조물은 일반적인 석유 및 LNG 시추를 위한 해양플랜트 구조물보다 요구되는 중량의 형태
가 단순하다. 중량분포는 구조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장비들의 무게와 치수를 추산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초기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의 사양이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주로 보수적인 제원들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항목들에 대하여 10~15% 정도의 부가적인 중량을 적용하였다. 폰툰과 수직기둥 및 보강재
가 11,400MT 정도로 전체 중량의 49% 정도를 차지한다. 풍력터빈의 경우에는 2MW급 4기의 풍력터빈으로
타워, 나셀(Nacelle), 로터(Rotor)를 포함한 무게가 1,100MT 정도이며 파력발전기 24기의 무게는 보강 구조물
을 포함하여 2,400MT 정도이다. 파력 발전기는 운용 상태에서 자체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으나 극한상태에
서는 고정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전체 중량에 포함되었다. 전력제어장비, 밸러스트수(Ballast
water) 제어를 위한 해양장비, 해양 생물(Marine growth), 계류하중 등의 무게가 1,560MT 정도이며 밸러스
트수의 무게가 6,800MT 정도이다. 밸러스트수의 무게는 이송 및 설치와 연계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구
조물의 정적 안정성 및 손상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량이 필요하다. 풍력터빈 및 파력발전기의 위치와
기타 장비들의 무게가 기능에 따라 분포되었고 기본적으로 발전기의 배치와 부유체의 정적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폰툰과 수직기둥의 치수가 결정되었다. 또한 선급에서 요구되는 손상시 복원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수
선면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 수직 기둥 내부에 격벽을 배치하였다. 구조물의 무게중심은 정사각형이기 때



문에 부유체의 중심에 있으며 수직높이 방향으로만 용골(Keel)로부터 상부 13.42m에 있다.
구조물은 방사형 계류 방식으로 계류되며 Fig. 3과 같이 8점 계류된다. 방사형 계류방식은 수심 80m 해

역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WindSea의 경우에는 터렛 계류(Turret mooring)를
적용하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유체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터빈에서 선수동요(Yaw) 제어장치를 적
용하지 않는다. 방사형 계류 방식은 부유체의 회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풍력터빈의 선수동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WindSea의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풍향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구조
물이 빠르게 회전할 수 없으므로 선수동요 제어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발전효율에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계
류선은 R4 스터드리스 체인(Studless chain)을 사용하며 5inch의 직경을 갖고 있다. 계류선이 해저면에 닿는
곳에서부터 10개의 클램프를 사용하였다. 개념설계에는 100년 재현주기의 최대 파고와 풍속이 고려되었으며
ABS 선급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a) Elevation view                                    (b) Plan view

Fig. 3 Mooring layout

파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의 사양 또한 구조물의 설계를 위해서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는 일반적인 2MW급 해상풍력발전기의 제원을 적용하여 구조물 설계를 수행하였
다. 파력발전기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설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
차귀도 인근 해역에서의 환경정보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점흡수식 파력 발전기를 설계하였
다(김정록 외 [2013], 강한빛 외 [2013]). Fig. 4에 설계된 파력발전기의 구조와 선형발전기에 대한 형상이 나
타나있다. 파력 발전기는 발전효율과 더불어 선체에 대한 취부 및 극한조건에서의 고정 방법 등이 고려되어
설계되었다.

(a) Wave energy converter                   (b) Permanent magnet part

Fig. 4 Wave energy converter



4. 설계 기본(Basis of Design)

구조물의 설계와 안정성 검토 및 성능 해석을 위해서는 설계 기본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합발전
형태의 구조물은 기능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설계 기본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서 선급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합발전 구조물을 크게 부유체, 계류시스템, 풍력발전기, 파력발
전기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선급규정을 설계 기본에 반영하였다. 우선 부유체의 운동 및 하중 해석을 위
한 환경조건과 해석방법은 DNV선급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조물은 일반적
인 반잠수식 구조물에 비하여 주요치수가 크면서도 부재들이 가느다란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중이 크
게 발생할 수 있는 위치와 환경조건을 더욱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중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계류시스템
의 경우에는 ABS선급 규정을 바탕으로 설계 기본을 정의하였다.
부유체나 계류시스템 설계시 풍력터빈에 작용하는 풍하중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극한 환경에서는 풍력

터빈이 정지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풍하중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개념설계 단계
에서 풍하중에 의한 영향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풍력터빈이 운용하는 경우에 반잠수식 구조물의
저주파 운동은 줄어드는 반면에 파랑 주기가 10sec 부근의 종동요 또는 횡운동은 경우에 따라 커질 수 있으
므로 향후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기본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Goupee et al., [2012]).

Table 2 Example of design load cases for hull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DNV [2010a]

Condition Heading Wave condition Location

Maximum Split force 0

100-yr return period
(JONSWAP 
spectrum)

Column, midship

Maximum torsion moment 45 Near the column

Maximum longitudinal shear force 45, 90 Column, midship

Maximum vertical bending moment 0
Column, near the 

midship

Maximum horizontal acceleration 0 or 90
Nacelle height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 0

Table 3 Example of design load cases for wind turbine analysis based on ABS [2013]

Condition DLC Wind Waves
Wind, 
Wave 

Direction
Sea Current

Water 
Level

Other

Power Production 1.6 NTM SSS COD, UNI NCM NWLR  
Normal Shutdown 4.3 NTM SSS COD, UNI NCM NWLR  

Emergency Shutdown 5.1 NTM NSS COD, UNI NCM MSL  

Parked
6.1 EWM ESS MIS, MUL ECM 50-yr EWLR  

6.3 EWM ESS MIS, MUL ECM 1-yr NWLR
Yaw 

misalign

풍력터빈의 경우에는 ABS선급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하중조건을 산정하였고 유체력-공력-서보-
탄성체 해석이 연성된 해석기법으로 해석하도록 정의하였다. 단일 해상풍력터빈에 대해서는 여러 연성해석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나 계류 부유체에 대한 다수 풍력터빈과의 연성해석 기법은 많지 않고 Texas A&M
대학의 FAST-CHARM3D(MUFOWT)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ST-CHARM3D를 적용하였다. 풍
력터빈과 부유체는 상호간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건들이 검토되어야 하나 개념설계
단계에서 모든 조건을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하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조건들을 위주로 설계하중조
건을 산정하였다. 파력발전기의 경우에는 설계하중조건이나 해석방법 등의 내용이 선급 규정에 명확하게 나
타나 있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파력 발전기는 반잠수식 구조물에 취부되어 함께 거동하기 때문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설계하중조건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잠수식 구조물에 대
하여 파력발전기와 보강재를 Morison 부재로 정의하여 다양한 파랑조건하에서 최대 하중이 발생하는 조건을
찾고 이를 설계하중조건으로 정의하였다. Table 2와 3에 부유체, 풍력터빈에 대한 설계하중조건 예를 나타내
었다.
설치해역은 제주도 서쪽 차귀도 인근 해역이며 수심이 80m 정도이다. 해당 지역은 파력 및 풍력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곳의 하나로 복합발전에 적합한 해역이다. 복합발전 구조물의 해석을 위해서는 파랑, 바람, 해류
에 대한 방향별 극치 분석 결과들이 필요하다. 특히 풍속에 관한 자료는 풍력터빈의 거동해석을 위해서



DNV [2010b] 및 ABS [2013]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크게 100년
재현주기 또는 50년 재현주기 등의 극한 환경을 적용하여 부유체, 계류계, 풍력 및 파력 발전기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하고 개략적인 안정성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기본설계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조건의 환
경조건 정보가 생성되어야 한다. Fig. 5에 설치해역의 위치와 바람 및 파랑의 장미도 예를 나타내었다.

    

            (a) Site                    (b) Wind rose plot                 (c) Wave rose plot
Fig. 5 Site location and example of metocean data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구조물의 개념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
를 위하여 복합발전 구조물의 개념설계를 위한 규정과 기준을 검토하였다. 복합발전 구조물은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로 현재까지는 일반화된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따라서 부유체, 계류시스템, 풍력 및 파력 발전기에 해
당하는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개념설계가 수행된 구조물은 반잠수식 구조물
로서 다수의 풍력발전기와 파력발전기의 배치에 적합한 구조이면서도 운동의 안정성과 100m 수심을 고려하
였을 때 적합한 형태이다. 구조물의 치수와 중량 분포는 구조물에 배치될 풍력 및 파력 발전기에 대한 제원
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각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의 초기 제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부가적인 중량
을 산정하여 설계하였다. 구조물의 구조안정성 검토 및 성능해석을 위한 설계기본은 현재 발표된 규정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유체, 계류시스템, 풍력 및 파력발전기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개발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복합발전 구조물에 대한 개념설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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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10MW  부유식 력-해상풍력 복합발 구조물  여타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  구조물의 동 운동을 해석하고 운동 성능을 비교하
다. 본 연구의 상 구조물은 반잠수식 형태로써, 기존의 반잠수식 해양 구조물
에 비하여 길이와 폭이 큰 반면 주요 부재들이 가늘다. 운동 해석을 하여 포
텐셜 유동 기반의 상용 해석 코드인 DNV-GL WADAM을 이용하 다. 주요 
부재  2차 부재들에 하여 산란  방사 이론  모리슨 공식의 향을  복
합 으로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고, 기 설계된 운동 감 장치를 용하
여 그 향을 검토하 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hydrodynamic motion responses of 10MW class 
floating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and other 
presented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platforms in waves. The 
semi-submersible typed platform, which is the baseline platform of this 
study, has some characteristics that the primary structures are long but 
very slender. A potential flow based and commercial code WADAM from 
DNV-GL is adopted for numerical analysis. Diffraction & radiation and 
Morison formula are applied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tructure 
members,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damping plate which is initially 
designed in this study is evaluated.

K e y w o r d s  : Wave Energy Converter( 력 발 ),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부유식 해상 풍력 발 ), Hybrid Power 

Generation(복합발 ), Potential Flow Analysis(포텐셜 유동 해석)

1.  서 론

   최근 환경오염과 원자력 에 지 사용 험성 등의 문제로 인해 해양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증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해양 신재생에 지원 에서도 해상 풍력과 력 발  분야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풍력 발 의 경우, 기존의 육상 풍력 발   근해용 고정식 해상 풍력 발

 연구를 토 로 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 발  분야로 그 역이 확장되고 있고(Butterfield[2005]), 력 
발  분야의 경우에도 연구 개발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lement[2002])
   국내에서는 10MW  부유식 력-해상풍력 복합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 과제가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 랜트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 과제에서는 최 지가 유사한 력발

과 해상풍력발 의 특성을 이용하여 복수의 력발 기  풍력발 기를 통합구조물  통합제어시스템
에 결합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제성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복합발  구조물의 개발  설계를 진행하고 있
다. 구조물은 반잠수식 형태의 부유체에 복수의 력발 기  풍력발 기를 탑재하는 형태로, 구조물의 
길이  폭이 큰 반면에 주요 부재는 구조물의 크기에 비해 가느다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구조물에 

해 작용하는 산란  방사 는 모리슨 힘 등의 향이 얼마나 지배 인지가 불명확하다. 한, 2MW
의 형 풍력발 기 4기가 부유 구조물의 모서리에 설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횡동요 는 종동요 운동의 
작은 변 에도 풍력발 기 허  치에서의 변 가 크게 증폭되어 발 기 등에 기계 인 피해를  수 있
는 험이 있다. 한, 풍력 발 기의 추력이 구조물에 횡동요 는 종동요 모멘트로 작용하여 운동을 더 
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운동을 감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Cermelli[2009]는 5MW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 WindFloat에 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 다. 
WindFloat은 3개의 주기둥(main column)이 삼각형 형태로 배치된 반잠수식 구조물로써, 각 기둥 하부에 
육각  형태의 운동 감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포텐셜 유동 해석 코드인 WAMIT과 TimeFloat을 활용
하여 구조물의 계류선과 풍력터빈의 추력  모멘트가 모두 고려된 연성해석을 시간 역에서 수행하
다. 더불어, 상 모델에 한 모형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해석 기법의 정도를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부재가 가느다란 특성을 갖는 형 반잠수식 구조물의 동  거동 특성을 선형 포
텐셜 유동 이론  모리슨 이론을 복합 으로 고려하여 살펴보고, 여타의 부유식 해상 풍력터빈 구조물에 
같은 해석 기법을 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그 성능을 평가한다. 한, 운동 감 장치의 향을 고찰하기 

해 기존 연구(Cermelli et al.[2009])를 참고하여 기 운동 감 장치를 고안하고, 그에 한 해석을 수
행하여 결과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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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론

2.1 해석 상 

   그림 1은 해석 복합발  구조물의 형상을 나타낸다. 상 구조물은 링 타입의 반잠수식 구조물로, 4개
의 사각 컬럼(column)을 둘러싸면서 지지하는 4개의 사각 폰툰(pontoon)과 각 폰툰의 앙을 교차하여 연
결하는 2개의 사각 폰툰으로 주요 부재들이 구성되며, 폰툰으로 둘러싸인 역을 X자 형태로 지지하는 8
개의 원통형 보강재(brace)와 폰툰과 덱(deck) 사이를 지지하는 13개의 수직방향 사각 보강재(brace)  
24개의 력발 기 부이(buoy)로 2차 부재들이 구성되어 있다. 표 1은 본 구조물의 주요 부재  2차 부재
를 정리하여 나타내며, 표 2는 구조물의 주요치수를 간략히 나타낸다. 이상의 그림과 표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본 구조물은 체 구조물의 크기에 비해 주요 부재들이 가느다란 특성을 지니고 있다.

                      (a) Elevation view                              (b) Plan view
Fig. 1 Platform geometry

Table 1 Structural members of the platform

Parts Section type Number 
of the parts

Primary 
structure

Column Square 4

Pontoon Square 4

Cross pontoon Square 2

Secondary 
structure

Vertical brace Square 13

Keel brace Tabular 16

Buoy Tabular 24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the platform

LOA (m) 158.5

Height (m) 27

Draft (m) 15

Total weight (MT) 23,285

2.2 운동 감 장치

   기 설계 단계에서 운동 감 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해, 구조물의 상하 운동  횡동요 ( 는 
종동요) 운동을 감시키기 한 장치로 Roddier[2010]의 연구에서 고안된 WindFloat의 운동 감 장치와 
유사한 형태를 고안하 다. 그림 2는 WindFloat의 운동 감 장치와 본 구조물의 운동 감 장치를 각각 
나타낸다. WindFloat의 운동 감 장치를 참고하여, 사각형 주기둥 하부에 팔각형 형태의  구조물을 부
착하는 것으로 운동 감 장치의 기 설계  해석을 진행하 다. 

        (a) WindFloat (Roddier[2010])               (b)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Fig. 2 Geometry of the damping plate



Analysis case Primary structure Secondary structure Additional damping

Baseline semi w/o 
damping plate Diffraction and radiation Morison inertia and drag

5% critical damping for 
heave, roll,   and pitch 

mode

OC3-Hywind Diffraction and radiation -
4% critical damping for 

heave, roll,   and pitch 
mode

Triangular semi Diffraction and radiation Morison inertia and drag
7.5% critical damping 
for heave, roll,   and 

pitch mode

Baseline semi w/ 
damping plate Diffraction and radiation Morison inertia and drag

5% critical damping for 
heave, roll,   and pitch 

mode

2.3 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DNV-GL사의 상용 해석 코드인 WADAM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WADAM은 
포텐셜 유동 기반의 주 수 역 운동 해석 로그램이며, 모리슨 이론을 통해 구조물의 성 항을 감쇠
항으로 고려할 수 있다. WADAM은 산란  방사 문제를 WAMIT을 이용하여 해석하며, 련 이론은 
WAMIT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5] 주요 부재는 패 로 모델링 되어, 산란  방사가 고려되었
고, 2차 부재는 모리슨 보(beam)로 모델링 되어, 성 항력과 성력을 추가 으로 고려하 다. 그림 3
은 운동 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구조물과 부착된 구조물에 해 패 로 모델링된 주요 부재와 모리슨 
보로 모델링된 2차 부재를 함께 나타낸다. 길이  폭 방향으로 칭이기 때문에 1/4 모델 부분을 확 하
여 나타내었다. 패  모델의 경우 길이  폭 방향으로 구조물이 칭형 이므로 symmetry 조건이 사용되
어, 알몸 선체(bare hull; platform w/o damping plate) 모델 기 으로 1/4 모델에 해 2,353개의 패 이 
사용되었고, 이는 상하 운동, 횡동요, 종동요 운동의 주요 주 수 장에 해 길이 방향으로 80개 이상의, 
충분한 수의 패 이 배치된 모델이다. 한, 부가 감쇠 계수로는 상하운동, 횡동요, 종동요 운동에 해 
5%가 부여되었다.  

      

                (a) w/o damping plate                       (b) w/ damping plate
Fig. 3 Panel and Morison model for the analysis w/o and w/ damping plate

2.4 해석 비교 모델

   복합발  구조물의 운동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해, 문헌을 통해 보고된 여타의 부유식 해상 풍력 터
빈의 구조물에 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비교 상으로는 Spar 구조물(OC3 Hywind; Jonkman[2010]) 

 삼각형태의 반잠수식 구조물(Triangular semi; Koo[2012])을 채택하 다. 그림 4는 Spar 구조물과 삼각
형태의 반잠수식 구조물에 해 생성된 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수치 해석은 DNV-GL의 WADAM을 이용
하여 수행 하 으며, Spar 구조물은 산란  방사 문제만 고려되었고 삼각형태의 반잠수식 구조물은 복합
발  구조물의 해석 기법과 동일하게 산란  방사와 모리슨 이론을 복합 으로 용하 다. 한, 
Koo[2012]의 실험결과를 참고하여, Spar 구조물에 해서는 4%의 부가 감쇠를, 삼각형태의 반잠수식 구조
물에 해서는 7.5%의 부가 감쇠를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체 해석 
문제에 한 해석 기법을 정리하여 나타낸다.

         

              (a) OC3-Hywind                      (b) Triangular semi
Fig. 4 Analysis model for OC3-Hywind and Triangular semi([6],[7])

Table. 3 Summary of the analysis conditions



2.5. 해석 결과

   그림 5는 선수  조건에 한 복합발  구조물의 주요 운동 모드인 상하 운동  종동요 운동 응답을 
나타낸다. 상하 운동의 경우 운동 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복합발  구조물(Baseline semi w/o DP)도 
다른 구조물과 비교하 을 때 운동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복합발  구조물이 비교 상 
구조물에 비해 크기와 량이 거 한 것에 반해 주요 부재가 가느다란 특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운동 감 장치가 부착된 복합발  구조물(Baseline semi w/ DP)의 결과를 보면 운동 감 장치에 의
해 상하 운동이 히 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기둥 하부에 부착된 운동 감 장치에 의해 
구조물의 부가 질량  랑 감쇠가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종동요 운동의 경우 운동 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복합발  구조물이 삼각형태의 반잠수식 구조물에 상응하는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각형태의 반잠수식 구조물의 경우 풍력 터빈의 구조물의 정 앙에 치하는 것에 
반해 복합발  구조물의 경우 풍력 터빈이 구조물의 외각에 치하기 때문에 풍력발 기가 설치된 치에
서 종동요 운동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 더불어, 다수의 풍력발 기가 받는 추력이 구조물 체에 종동요 
모멘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종동요 운동은 더욱 증 된다. 따라서, 운동 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
은 복합발  구조물의 경우 종동요 운동에 취약하다고 단되며, 그에 따라 종동요 운동을 감 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운동 감 장치가 부착된 결과를 보면 알몸 선체에 비해 종동요 운동이 크게 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 주기둥 하부에 부착된 운동 감 장치에 의해 부가 질량  랑 감쇠
가  주 수 역에 걸쳐 증가하 기 때문이다. 

             (a) Heave motion RAO                           (b) Pitch motion RAO
Fig. 5 Comparison of motion response 

3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0MW  부유식 력-해상풍력 복합발  구조물의 운동 성능을 수치해석을 통해 평가
하 다. DNV-GL사의 상용 해석 코드 WADAM을 통해 주요 부재가 가느다란 특성을 지닌 복합발  구
조물의 산란  방사 문제와 모리슨 이론을 복합 으로 용하여 운동 해석을 수행하 다. 한, 여타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 기의 부유체와 상하 운동  종동요 운동 성능을 비교하고, 기 설계된 운동 감 
장치에 의한 상하 운동  종동요 운동의 감 효과를 검토하 다. 운동 감 장치에 의해 상하 운동  
종동요 운동이 상당 수 감 될 수 있음을 보 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운동 감 장치에 한 parametric 
study  상세 해석을 거쳐 보다 효율 인 형태의 운동 감 장치를 도출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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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플랫폼 초기 형상설계를 위한
위상최적화 응용

송창용, 김우전(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이강수, 홍기용(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pplication of Topology Optimization for Initial Platform Design of Floating
Type Wave-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C.Y.Song, W.J.Kim(Dept. of Ocean Engineering, Mokpo National Univ.); K.S.Lee, K.Y.Hong(KRISO)

요 약
본 연구에서는 10MW급 부유식 파력-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의 플랫폼 초기 구조 형상 설계를 위하여 유한
요소해석 기반의 위상최적화기법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위상최적화 이론인 균질화법
(Homogenization Design Method, HDM)과 밀도법(Density Method, DM or Simple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 SIMP)을 단순화된 구조설계 예제에 적용하여 정적 구조해석 응용에 적절한 위상최적화
이론을 선정하였다. 단순화된 10MW급 부유식 파력-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의 플랫폼 설계에 대해서 유한요
소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설치해역의 해양환경하중을 적용하여 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파력과 조력
의 해양환경하중으로 인해 플랫폼 및 계류삭 연결부에 발생되는 하중을 산출하기 위하여 부유체 운동해석
을 수행하였다. 플랫폼의 정적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건은 부유체 운동해석으로부터 산출된 하중결과와
파력 및 풍력발전기의 중량을 고려하였고, 경계조건은 발전시스템 전체의 중량을 이용한 관성제거법
(Inertia Relief Method)을 적용하여 고려하였다. 단순화된 예제로부터 선정된 위상최적화 이론을 적용하여
플랫폼의 정적 구조해석과 연계된 위상최적화를 수행하고 플랫폼의 초기 주요 부재배치 형상을 검토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부유식 복합발전 플랫폼과 같은 신개념 해양구조물의 초기 부재배치 형상설계를 위하
여 위상최적화 기법을 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opology optimization based on finite element method for an initial structural
design of platform applied to the 10MW class floating type wave-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Presentative theories of topology optimization, homogenization design method(HDM) and
density method(DM) or simple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SIMP) are reviewed through a
simplified structural design example. From the results of the simplified example, a proper theory is
selected to be used for static structural analysis. In the context of the simplified platform design of
10MW class floating type wave-wind hybrid power generation,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is
generated, and the static structural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environmental loads of installation
site. Floating body dynamic analysis is performed to calculate the loads in platform and connecting
parts with mooring lines induced from the environmental loads such as wave and current. Loading
condition for the static structural analysis of platform includes the loading results from the floating
body dynamic analysis and the weights of wave-wind power generation units. Boundary condition is
realized from inertia relief method using the total system weight. The topology optimization related to
the static structural analysis of platform is carried out using the selected topology theory from the
simplified example, and then initial arrangement of main structural members is reviewed. From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topology optimization is able to applied to the initial arrangement design
of main structural members for a new concept offshore structure such as the floating type wave-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Keywords : Wave-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파력-풍력 복합 발전시스템), Topology
optimization(위상최적화), Platform design(플랫폼 설계), Floating body dynamics analysis(부유체 운동해

석),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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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의 풍력터빈 후류효과 추정을

위한 CF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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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Analysis for the Estimation of the Wake Effect on the Floating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Yeon-Seok Park*, Chang-Yong Song*, Wu-Joan Kim*†, Kyong-Hwan Kim** and Key-Yong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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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의 풍력터빈에 대하여 이격거리 및 배치에 따

른 후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점성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풍력터빈의 후방에서 발생하

는 후류영역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용 CFD 소프트웨어인 ANSYS package 활용하였다. 두

개의 풍력터빈에 대하여 이격거리에 따라 배치 및 풍향을 각각 달리하여 후방에 위치한 풍

력터빈에 작용하는 후류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풍력터빈에서 발생하는 출력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다수의 풍력터빈에 대한 유동해석에 앞서, 단일 풍력터빈의 주속비에 따

른 출력계수를 산정하였으며 날개요소운동량이론 기반의 해석 결과와 비교를 통해 상용

CFD package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격거리의 경우, 복합발전시스템의 상부 데크 크기

를 고려하여 각각 150m와 212m로 선정하였으며, 풍력터빈의 배치는 직렬, 병렬 그리고 대

각 배치로 구분하였다. 풍력터빈에 작용하는 풍향은 북풍과 북북서풍으로 구분하였다. 유동

해석 결과, 직렬배치 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인 후방 풍력터빈에서 가장 낮은 출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In the present study, viscous flow analysis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wake for the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The

ANSYS-CFX package were used to simulate the wake region at the downstream of the

wind turbin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the power

generation in the wake using two model wind turbines with a rotor diameter of 90m

according to the layout type and separation distance, respectively. Prior to fluid analysis

on multiple wind turbines, power coefficients of single wind turbine were estimated

according to tip speed ratio(TSR) for the validation of commercial CFD package. The

separation distances were determined 150m and 212m considering the size of upper deck

on the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Layout system were classified in tandem,

side-by-side and diagonal type, respectively. As the results of the fluid analysis,

considerably higher power deficits were found at the tandem type layout system.

Key Words :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파력-해상풍력 복합

발전), Wind turbine(풍력터빈),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전산유체역학), Wake effect

(후류효과), Separation distance(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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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 풍력터빈의 동적 거동 해석
오용운, 백인수 (강원국립대학교)

Dynamic Motion Analysis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Yong-Oon Oh, Insu Pea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풍력터빈은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풍력터
빈은 설치 위치 및 방법에 따라서 고정식 육상, 해상 풍력터빈과 부유식 해상
풍력터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풍력터빈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서 구조물의 동적 거동이 생기게 되며, 부유식 해상 풍력터빈의 경우 고정식
육상, 해상 풍력터빈과 비교하였을 때, 부유식 구조물 특성으로 인하여 동적 거
동이 6자유도에 걸쳐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유
식 해상 풍력터빈의 경우 동적 거동 해석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을 바
탕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터빈에 맞는 제어기를 설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해상 풍력터빈의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해 2MW급 풍력터빈을 대상으로
육상과 반 잠수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 된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시뮬레이션 시 풍력터빈 인증기관인 DNV-GL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GH Bladed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육상 풍력터빈과 부유식

해상 풍력터빈의 동적 거동 및 하중을 비교, 분석 하였다.

ABSTRACT
Wind turbines generate electricity using wind energy. They are divided
into onshore and offshore wind turbines and also fixed and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by installation locations and methods. Wind turbines
experience dynamic behavior due to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experience significantly large dynamic
behaviors for six DOFs compared to onshore and fixed offshore wind
turbines due to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require analysis on their dynamic behavior and based on this,
controllers of offshore floating wind turbines are designed. In this study, the
dynamic behaviors of a 2MW wind turbine installed onshore and on an
offshore semi-submissible platform are analyzed by simulation. A
commercial code developed by a wind turbine certification company,
DNV-GL, is used for simulation.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the
dynamic behaviors and loads of both onshore and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are analyzed and compared.

Keywords :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부유식 해상 풍
력터빈), Damage Equivalent Load (등가 피로 파괴 하중), Wind

Turbine Control (풍력터빈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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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구조물의 전선구조강도 평가
김 현 진, 이 동 범, 장 범 선

Global strength analysis for wind and wave hybrid turbine structure
H.J.Kim, D.B.Lee, B.S.J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설치되어 파력과 풍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발전을 하는 복합발전 구조물에 대한
전선구조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구조물은 기존의 Semi와 유사한 구조이기에 관련 룰을 참고하여 해
석을 수행하였다. Semi type의 구조물에 중요한 하중으로는 split force, shear force, torsional moment와
vertical bending moment가 있다. 구조물이 설치될 수역의 wave spectrum을 JONSWAP으로 가정하고 3
시간 동안의 short-term 해석을 통해 각 중요하중의 RAO와 최대 구조 응답을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각 중요 하중에서의 설계파의 파고와 주기를 결정하였다. 구조물이 각 설계파에서 받는 하중을 계산한 결
과, 구조물은 split force와 vertical bending moment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

해 upper deck의 pontoon과 bracing의 연결 부위에 큰 응력이 가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ABSTRACT
In this study, global strength analysis is performed to assess global response of wind and wave
hybrid turbine structure. This structure is similar to semi-structure, so reference regulation about
semi-structure is used. Characteristic hydrodynamic responses of typical twin pontoon unit are split
force, shear force, torsional moment and vertical bending moment. For determining wave height and
frequency of design waves, 3-hour short term analysis is performed in assumed JONSWAP wave
spectrum. After calculating global loads of structure in each design waves, it was found that split
force and vertical bending moment have a great effect on this structure. And high stress was applied

in the region near joint between pontoon of upper deck and bracing.

Keywords : Global strength analysis(전선구조강도평가), RAO(진폭응답함수),

Design wave(설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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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에너지변환용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 타입별 특징 리뷰
최장영, 강한빛, 홍상아 (충남대학교)

Review of Linear Permanent Magnet Generator for Wave Energy Converter

according to Magnetic Circuit Construction

J. Y. Choi, H. B. Kang, and S. A. H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파력에너지변환용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의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해 다룬다. 먼저,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얻어진 발전기들의 제원으로부터, 발전기의 속도, 용량 및 타입에 대해 분류하고,

기기 측면에서 발전기 형식별 특·장점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향후, 파력에너지 변환

용 직선형 영구자석기기의 용량 및 속도에 따른 타입 선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

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a linear permanent magnet generator

(LPMG) for wave energy converter (WEC). First, based on specifications of a number of

LPMGs obtained from investigation of related research papers, we classify them according to

their moving velocity, rated power and types. And then, their distinction according to types of

LPMGs is analyzed and compared. This paper will become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determination of LPMG’s type according to its power and velocity.

Keywords : Linear permanent magnet generator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 wave energy

converter (파력에너지 변환).

1. 서 론

   석유 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기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변환하는 발전기에 대한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영구자석 발전기는, 높은 에

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 자성체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다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해 지고, 보다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등의 장점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는 차세

대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파력 에너지 발전의 에너지 변환장치의 핵심요소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력에너지 변환용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의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기기

기 관련 방대한 자료를 소장한 IEEE Explore 웹사이트를 통해, 파력에너지 변환용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

의 최근 10년 이내, 발표 혹은 게재된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논문들에서 제시된 사양들로부터,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는 속도, 용량 및 타입 별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타입에 대해, 전기기기 측면에서 특·장점 비

교가 이루어 졌으며, 비교결과는 향후 파력에너지 변환용 직선형 영구자석기기 선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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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력에너지 변환용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IEEE

Explore를 이용하여, 관련 논문 조사를 통해, 20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대부분이 영국과 스웨덴의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들임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파력에너지기술 이용에 있어서, 이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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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Power versus mover velocity of LPMGs for WEC.

그림 1은 선정된 20개의 논문(참고문헌 [1] - [20])에서 추출한 발전기의 이동속도에 따른 출력을 도시화

한 것이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작되어 측정된 결과는 단 2개의 사

례가 전부이다. 발전기 속도는 대부분 2m/s이하이고, 용량은 20kW급 이하의 발전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에 제시된 발전기 용량은 한 대의 용량만을 명시한 것이며, 파력에너지 추출은

point-absorbing 타입에 한해서 조사된 것임을 밝힌다.

Fig.2 Classification of LPMGs for WEC according to their structures.



그림 2는 분석된 20편의 논문에 제시된 발전기를 전기기기 측면에서 구조별로 분류한 것이다. 발전기는

크게 평판형 (flat) 및 원통형 (tubular)으로 분류되며, 각각에 대해, 영구자석과 코일 사이의 대항면의 수에 따

라 단측식 (single-sided) 및 양측식(double-sided)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 고정자 코일의 자기회로 구성조건에

따라, 슬롯리스 (slotless), 슬롯티드(slotted), 코어리스(coreless)등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용량이 클수록, 평

판형 타입의 발전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용량이 클수록, 영구자석 사이즈가 증가하여야 하는데, 원통형의

경우, 영구자석 제작 등의 어려움으로 큰 용량에 사용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2.2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 구조에 따른 특·장점 비교.

표 1 ~ 표 5는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의 구조적 특징 및 각 장단점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영구자석 발전기는 구조마다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시스템에 적용 시 어떠한 타

입의 발전기가 최적의 발전기인지 각 타입별 조합 및 이에 따른 Case Study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1. 원통형 및 평판형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 [21]-[22].

원통형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 평판형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

형상

r

Stator 
windings

Magnet

air-gap
A 'AB 'BC'C

A B 'A

z

Iron

or
mr

sr
'C

구조적 특징
- 원형 영구자석 세그먼트로 계자 구성.

- 코일은 θ방향으로 감김.

- 사각형 영구자석 세그먼트로 계자 구성

- 사진과 같이 양측식 가능.

장/단점

- 고정자 코어의 적층이 어려움

- 영구자석 사용 면적이 넓어 출력밀도 높

음.

- 영구자석 착자 (방사방향 착자)가 까다

로움.

- 엔드턴 효과가 없음.

- 밀폐형 구조 용이.

- 고정자 코어의 적층 및 착자의 용이성으로

인한 제작성 우수.

- 출력밀도가 원통형에 비해 비교적 낮음.

- 이동거리 만큼의 리니어 가이드와 베어링

필요.

표 2. 자화패턴에 따른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 [23-24].

수직 자화 수평자화 Halbach 자화

형상

구조적

특징
- 자화 방향이 수직방향으로 착자 - 축은 반드시 비 자성체.

-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화된

자석 세그먼트를 조합해 만듦.

장 / 단

점

- 발전기에 사용 시 발전전압에

고조파 많음.

- 발전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극간격 및 자석간격의 최적비

존재

- 자성체 축 필수.

- 가장 간단한 착자 (평판형).

- 원통형의 경우 착자 어려움.

- 자속경로를 위해 비 자

성체 회전자 필수.

- 제작 약간 불편.

- 체적당 출력비가 낮음.

- 원통형, 평판형 상관없

이 영구자석 착자 가장 쉬

움.

- 영구자석 부착 어려움 (제작

불편)

- 공극자속밀도가 가장 커서

출력밀도 높음.

- 자성체의 회전자 코어가 필

요없어 회전자 무게 감소 (자기

차폐 효과).

- 역기전력 비교적 정현적임.



표 3. Cored- and Corelss 양측식 영구자석 발전기 [25].

철심형 양측식 영구자석 발전기 공심형 양측식 영구자석 발전기

형상

구조적 특징
- 주로 양측식 영구자석 회전자 사이에 철

심이 위치하고 이에 권선 시행.

- 주로 양측식 영구자석 회전자 사이에 비자

성체로 된 코일 support 위치하고 이에 권선

시행.

장/단점

- 철심이 슬롯리스의 경우 코깅토크 없음

- 출력밀도 높음

- 영구자석 회전자와 철심사이의 흡인력

불평형 발생 시 진동 소음 크게 발생.

- 구조가 비교적 복잡 (기계적 구조).

- 슬롯리스 영구자석기기의 출력밀도 저하를

보완하는데 사용.

- 코깅토크 없음

- 철손 매우 작음.

- 제작이 어려움.

표 4. 단측식 및 양측식 영구자석 발전기.

단측식 영구자석 발전기 양측식 영구자석 발전기

형상

구조적 특징
- 영구자석과 고정자 코일 사이의 대항

면이 하나임.

- 영구자석과 고정자 코일 사이의 대항면이

둘 이상임.

장/단점

- 출력밀도 양측식에 비해 낮음.

- 흡인력 문제

- 재료비 낮음.

- 출력밀도 높음.

- 흡인력 상쇄

- 재료비 높음음.

표 5. slotted 및 slotless 영구자석 발전기 [26]-[27].

slotless영구자석 발전기 slotted 영구자석 발전기

형상

구조적 특징 고정자에 치(슬롯)가 없음. 고정자에 치(슬롯)가 존재.

장/단점

- 코깅토크 존재하지 않음.

- 코일두께 만큼 자기적 공극이 늘어나 출

력밀도 낮음.

- 치의 부재로 인한 철손 감소

- 권선 시행이 어려움.

- 코깅토크로 인한 진동/소음 영향 있음.

- 기계적 공극과 자기적공극이 거의 일치하

여 출력밀도를 높일 수 있음.

- 권선 시행이 비교적 간단.



3. 결 론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Point-absorbing 타입의 파력에너지 추

출용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는 2m/s 및 20kW이하의 발전기가 주를 이루며, 실제 제작되어 평가된 발전기

는 소수이므로, 연구·개발하여, 관련기술을 확보 및 선점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구조의

직선형 영구자석 발전기가 사용될 수 있고, 용량 및 속도에 따라, 최적의 구조를 갖는 발전기가 무엇인지 연

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각 발전기 구조별 trade-off관계가 확실하므로, 사용환경 및 제약조건

에 따라, 적절한 발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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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과 파력을 이용한 복합발전 시스템의 최적 제어방안 연구
김현욱, 정승민, 장길수 (고려대학교)

Optimized power control method of wave-offshore wind hybrid generation
system

Hyun-Wook Kim, Seoungmin Jung, Gilsoo Jang (Korea University)

요 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연구되던 풍력이나 태양광
과 같은 연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나 발전원 조합 등의 다양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은 예측이 힘들고 출력변동이 심하기 때
문에 보조발전기를 활용하여 출력 보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과 파력발전을 이용해 복합발전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복합
발전은 물리적으로 해상 부유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제어 측면에서는 무효전력
출력을 최적화 할 수 있다. 무효전력 최적화는 연계지점의 전압 유지를 위하여
무효전력 예비력을 최대한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제
어하며 PSCAD/EMTDC를 활용하여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which is combined offshore wind turbine and wave power generators. The
combine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can share floating platform on the
sea and optimize reactive power output. This paper deals with control
strategy which focuses on maximizing reactive power control to maintain
voltage setting level at point of common coupling. To certify control
strategy,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is modelled
and control algorithm is configured using PSCAD/EMTDC.

Keywords :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Wind turbine, Wave generator,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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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부유식 복합발전 플랫폼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이송 및 설치에 대한 실용적 연구
권창섭, 김현조, 최용호, 육래형, 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 대덕선박연구센터)

Practical Study on Transport and Installation of
an Offshore Ocean Energy Power Platform at Early Design Stage

C.S.Kwon, H.J.Kim, Y.H.Choi, R.H.Yuck, D.Y.Lee

(Samsung Heavy Industries, Ship and Offshore Research Center, Daedeok Ship Research Center)

요 약

   해양 에너지는 청정하고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에너지를 가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등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해양 에너지는 파도, 바람, 조류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해양 에
너지가 풍부한 지역은 그만큼 파도, 바람, 조류 등의 해상 환경이 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많
은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변환장치가 이와 같이 비교적 험한 해상 환경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해상의 파도와 바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초대형 부유
식 복합발전 플랫폼을 이러한 험한 해상환경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이송하여 설치하는 것을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초대형 해양구조물의 이송과 설치에 대한 현실적인 절차와 
각종 규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종 이송 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본 프로젝트에 실질적으
로 적합한 Wet Towing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Wet Towing Model Test를 수
행하기에 앞서서 CFD를 이용하여 Wet Towing Simulation을 수행하여 침로 안정성과 Towing 
Load에 대하여 예측을 수행하였다. 흘수 및 트림 조건, 그리고 파력발전기에 의한 영향 등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이송 및 설치를 위한 장비 배치, 이송 경로 및 시기 등에 대한 초기 단계 분석을 수행하
였다. 

ABSTRACT

Ocean energy is clean and inexhaustible so it has been accepted as a new energy source for the

future. Accordingly, studies on energy converting systems that change ocean energy to the

available one such as electrical power have been conducted actively. Ocean energy is composed of

a variety of energy sources such as waves, wind and current etc. Therefore, the environmental

condition is severe in energy-rich areas generally.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energy

conversion system is to be installed on harsh environment in order to obtain a lot of ocean

energy. In this study, investigation for safe and reliable transfer and installation methods was

carried out for this huge offshore ocean energy power floating platform that convert the wind and

wave power to the electrical one. First, realistic procedures and provisions for the transport and

installation of offshore platforms were investigated. The analysi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various transport methods was performed and a more specific review for the wet towing

method which deemed suitable to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Prior to performing the wet towing

model test, wet towing simulation using CFD was done to predict the yaw stability and towing

load. The effects of draught, trim and wave energy converter were analyzed by this approach.

The arrangement of equipments for the towing and installation and tow routes and period were

reviewed at early design stage.

Keywords : Floating Platform, Towing, Installation, CFD, Offshore Wind Turbine, Directional

Stability, Tow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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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의 이송과 설치를 위한 일정계획 및 비용분석 시뮬레
이션

김보람*, 장왕석*, 손명조**, 김태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한국선급

Scheduling and Cost Estimation Simulation for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Monopile type Offshore Wind Turbines

Boram Kim*, WangSeok Jang*, Myeong-Jo Son** and Tae-wan Kim*

*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RegisterofShipping

요 약
지구 온난화, 화석연료의 고갈,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입지 제약,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 면에서 풍력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조성될 해상풍력발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의 이송과 설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
용과 일정을 최적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이송수단과 설치수단
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하고, 이송 및 설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일정계획과 비용분석을 그 결과로 제시하였
다. 해상풍력발전의 하부구조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노파일 (Monopile)
구조물을 갖는 해상풍력발전의 이송 및 설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검증하였다.

ABSTRACT
For reasons such as global warming,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the
danger of nuclear energ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s actively underway. Wind energy has advantages over another
renewable energy in terms of location requirements, energy efficiency
and reliability. Therefore, Korean government plans massive offshore
wind farm complex in the southwest of Korea. In this study, the
offshore wind turbine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T&I) processes are
investigated, and the schedule and cost of the monopile type foundation
offshore wind farms are optimized by simulation.

Keywords: Offshore wind turbine(해상풍력발전), Monopile
foundation(모노파일 기초),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scheduling simulation (이송 및 설치 일정계획 시뮬레이션),

Cost estimation simulation (비용분석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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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 설치공정 및 장비조합 방안 분석
심인호, 박광식, 김정규 (현대스틸산업)

Research for Installation Process & Equipments Combination at Southwest sea
Offshore Wind Power

I.H. Sim, K.S.Park, J.K.Kim, (Hyundai Engineering and Steel Industries Corporation)

요 약
최근 고유가, 저 탄소, 탈 원전의 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 해상풍력발전은 낮은 발전단가와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의 에너지로 가장 큰 각광 받고 있다. 국내 또한
서남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해상풍
력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는 해양외
력이라는 큰 변수를 가지고 있어 시공이 어렵고 초기설치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 이를 개선하고자 해상플랜트 설치전용선을 개발하여 시공 상의 문제
점을 극복하였지만 국내의 경우 빠른유속과 외해에서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한 설치전용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외의 장비를 임대할 경우 막대한 임대비로 경제성이 떨
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남해 해양환경에 적합한 해상플랜트
설치 전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해상풍력단지 설치에 시공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선행사례와 서남해 해양 환경, 설치시스템의 장비조합 그리고
설치공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남해 해양환경은 깊은 연약지반, 강한 풍속, 연안과
의 장 거리등의 시공상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극복
하고자 최적의 선단 구성, 설치선 개발, 시공성 향상 가이드 프레임 그리고 지지력을 높
이기 위한 푸팅의 형상이 설치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we face a keen interest for New Renewable Energy caused from
high oil price, desire for low carbon generation and evas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among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ng
method, has a high advantage for future alternative energy source because of it’s
low producing cost and massive wind farm complexes build-up possibility.
In this point of view, there has been various researches are on-going regarding to
the offshore wind power plant structures and offshore wind power plant complex is
coming to the reality at the basis of Korea peninsula southwest sea area. Offshore
wind farm, however, has shortcomings for construction difficulty and huge initial
installation cost due to offshore environment (external forced) variable.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another countries developed a special offshore plant construction
vessel, so the construction difficulty was properly managed. Unfortunately however,
the installation ship which is functional for stable construction in fast flow speed
and open sea condition, is not exist in Korea local market. Furthermore the rental
fee for such equipments will lead cost increase as well.
Therefore, there is the goal of this research to develop a special plant installation
system which is suitable on southwest sea area and make a improvement for
construct 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This research has analysis on previous cases, southwest sea environmental
condition, installation equipment combination and installation process. The result
shows that the southwest sea environmental condition has some obstacles such as
deep soft soil condition, severely strong wind speed and long distance from the
coast area. To overcome these tasks, installation fleet composition, development of
special installation ship, Guide Frame for improving construction ability and Footing
structure for increasing bearing power are essent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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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ing(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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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특성과 해상풍력특성을 고려한 설치 보조장비
설계기술개발

윤영국, 최순용 (신성선박설계)

 Developing Design Technology for Installation Auxiliary Equipment which reflects
Consideration of The Southwest Sea Condition and Special Situation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Yeong-Kuk Yun, Sun-Yong Choi (Shin Sung Ship Design Co., Ltd.)

요 약
풍력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단

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서남해안 해상은 연약 지반과 빠른 조류로 풍력발전기 설

치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풍력 설치 전용의 Self Elevating Platform (S.E.P)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남해안 해상에 적합한 S.E.P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서남해안 해상의 풍력설치에 적합한 S.E.P의 형상 및 주요설비, 플랫폼 상의

최적의 설비배치, 구조상 특성분석, 탑재 장비의 구성 등에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ABSTRACT

Wind energy is being paid attention as a future energy and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farms is slowly becoming visible around the

southwest coast. However, many difficulties in erection of offshore wind

power are expected because current velocity is very rapid around southwest

coast. But it is gradually increasing interest in Self Elevating Platform

(S.E.P) that is dedicated to install offshore wind power and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Self Elevating Platform suitable at southwest coast is

increasing.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study and investigate about shape of

S.E.P suitable for installing offshore wind power at southwest coast, major

facility, the optimized arrangement of equipments on platform,

characterization analysis about equipments and configuration of erection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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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특성을 고려한 잭킹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박현민, 정영석 (대신하이시스)

Hydraulic Jacking System Design Development Consider to the Sea
Features at Southwest sea
H.M.Park, Y.S.Chung, (Daeshin Hi-sys)

요 약

풍력발전구조물을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한 장비로는 크레인이 장착된 바지선이 이용

되는데 풍력 발전기 설치작업 선박은 선체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잭업 장치의 레그를

이용한다. 해상에서 다리 설치 및 해상 바닥 굴착 등 해상 공사용 바지선에 관한 것으

로 종래의 바지선을 승, 하강시키는 잭업 장치로는 기어구동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기어방식은 복잡하고 과부하에 대한 비상조치 및 제어가 어렵다. 본 시스템은 설치가

용이하고 장구간의 구동이 원활한 유압실린더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선체에 설치된 잭업

장치를 이용하여 잭업플랫폼을 승, 하강 시킨다. 유압잭킹시스템을 갖춘 잭킹플랫폼은

서남해안에서 작동가능하다. 기름오염이나 새로운 수요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잭킹시스템을 개발했다. 우리의 유압시스템은 4개의 레벨링시스템을 이용하여 부

드러운 이동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더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통합적인 특

성을 가진다.

ABSTRACT

When we are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against a wind power generating

structure, it also using to barge ship equipped with crane. The ship for a wind

power generator installation work will be used to leg device preparing for jack up

device on a hull as elevating conception. Regarding as barge ship for construction of

a bottom excavating of the sea and a bridge establishment on the sea, in the

customary way it mainly used to rack and pinion driving method against jack up

device as lofting and lowering equipment. But we know that rack and pinion type is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control, emergency measure for it's overload. This

system will be used to hydraulic cylinder type not only easy to installation but also

smoothness for long distance operation. Jacking platform preparing hydraulic jacking

system will be possible to work at southwest sea. We developed jacking system

regarding as oil contamination and new demand in order to solve an any problem.

Our hydraulic system are composed by 4-leg levelling system, it has also smooth

driving. Besides more safety, more reliability and integr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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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설치공정을 고려한 해상풍력 전용부두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 병 규, 김 경 모, 양 성 민, 양 기 석 (한국항만기술단)

A Study on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edicated Terminals for

offshore wind farms

Byeong-Kyu .Kim, Kyeong-Mo Kim, Seong-Min Yang, Kee-Sok Yang (Korea Port Engneering Corporation)

요 약

최근 화석연료 고갈 및 탄소배출권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의 형식 및 설치 공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은 풍황 자원과 발전소음 등을 고려하여 해안선에서 약 10km

정도 이격되어 설치되는데, 이로 인한 계통연계 및 발전배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십

MW～수 GW 단위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조속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기본 계획 검토 및 인허가 완료 후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시급성과 함께 약 20년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O&M(Operation

and Maintenance)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발전

규모를 고려한 해상풍력 전용부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해상장비별 특징, 지지구조물 하

중조건 및 국내 서해안지역의 해양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표율적인 해상풍력 전용부두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the interest in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s increasing due to

problems such as fossil fuel depletion and carbon emission limits, it have been

investigated about type and install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 support structure on

a variety of processes. In general, offshore wind turbines are being installed spaced

apart about 10km from the shoreline by considering wind resources and the noise. As

resulting that a large-scale wind farms of the number several tens MW ~ GW units

will be created by considering grid-connection and shipping costs of electricity

generation. In addition, for an early return on investment, considering that efficient

O&M(Operation and Maintenance) is necessary in order to generate the electricity

well for approximately 20 years after completion of the basic plan review and

approval process with the urgency of creating wind farms, the development of

dedicated Terminals for offshore wind farms is surely necessary by considering the

scale of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for offshore wind farms composi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through a review of the features by marine equipment, the

loading conditions of support structures, and the west coast marine conditions needed

to create the offshore wind farm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edicated terminals for offshore wind farms was performed.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 연

구비 지원(20120093)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Keywords : Dedicated Terminals(전용부두), Offshore wind farm(해상풍력

발전단지), Substructure(지지구조물), Marine equipment(해상장비),

Operation and maintenance(운영 및 유지보수)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 개발

장화섭, 김호선, 윤세웅, 곽연민(한국선급), 오홍섭(경남과학기술대학교)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s Design Basis

H.S.Jang, H.S.Kim, S.W.Yoon, Y.M.Kwak(Korean Register), H.S.Oh(GN.Tech)

요 약

해상풍력발전기는 육상풍력발전기와 달리 수중 기초구조물 및 지반 설계에 따른 시공

비용이 전체 공비의 약 30～40%를 차지한다. 해상풍력발전기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지지구조의 최적화설계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지지구조와 관련된 전용

설계기준이 부재한 상황임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한계상태설계법(LSD)을 적용한 해상

풍력발전기 전용 기준으로 국내 개발 중인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ABSTRACT

Construction costs of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s, governed by the design

technologies, occupies most of the construction costs of offshore wind farms. In this

presentation, we would like to introduce an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s

design basis" which is being developed in Korea using Limit State Desig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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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신형식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개발

배경태, 김유석, 진병무, 이종필(대우건설), 조용우(유신), 안용호(에드벡트), 김병규(한국항만기술단)

Development of New Type Concrete 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

Kyung-Tae Bae, You-Seok Kim, Byeong-Moo Jin, Jong-Phil Lee(DAEWOO E&C),

Yong-Woo Cho(Yooshin), Yong-Ho Ahn(Advact), Byeong-Kyu Kim(Korpec)

요 약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지지구조물은 풍력발전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구조물로서 지지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기술에 따라 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적화 및 내구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콘크리트 재료를

활용한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의 경우, 높은 구조물 강성을 갖기 때문에 강재 보다 변형과

진동에 유리하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피로강도 및 내구성 확보가 용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MW급 해상풍력 발전기에 적용 가능한 연근해(수심30m 이하)용

신형식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4가

지 형식의 지지구조물 즉, 중력식 석션기초, 중력식 말뚝기초, 중력식기초, 자켓기초를 설

계하고 시공성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중력식 석션기초를 지지구조물 형식으로 선정하

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subject to development of new type concrete substructure for 5MW

offshore wind tubine in shallow sea(less than 30m). 4-type substructures(gravity

based suction foundation, gravity based pile foundation, gravity based foundation and

jacket foundation) are evaluated in same environmental conditions. Gravity based

suction foundation is selected by workability and economic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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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y based suction foundation(중력식 석션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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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정연주, 유영준, 박민수, 김병철, 이두호, 황윤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tructural Safety Improvement of Large-Sized 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Farm

Y.J.Jeong, Y.J.You, M.S.Park, B.C.Kim, D.H.Lee, Y.G.Hwang(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요 약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은 지속적으로 바람, 파랑, 조류 등의 해양외력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해양외력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발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단위발전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지구조물

도 대형화되어야 하다. 지지구조물의 대형화는 단면적과 중량의 증가로 안전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해양외력에 대한 해상풍력 대형 지지구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파력을 감소시키고 전도저항성을 향상시키며, 지지구조물의 강도, 강성 및 진동저항성

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풍력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물은 지지구조물

에 작용하는 파력을 저감시키고 전도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멀티강관(자켓)과 콘크리트

베이스가 결합된 형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지구조물의 강도, 강성 및 진동저항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멀티강관 내부는 콘크리트를 충전하였다.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콘크리트 베이스의 최적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베이스의 높이에 따르

는 파력과 전도저항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극한한계상태 조건에서 지지구조물에 작용

하는 파력은 콘크리트 베이스의 높이를 감소시킬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지구조물의 전도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베이스의 중량을 증가시

키는 것이 유리하며,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베이스의 높이에 따르는 파력과 전도저항성에 대

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최적의 콘크리트 베이스 높이를 결정하였다.

ABSTRACT

Offshore wind substructure system should have a structural safety against to the harsh

offshore conditions of wind, wave, and tidal. In recent year, in order to improve wind

energy availability, the capacity of wind turbine is drastically increasing. Therefore,

substructure also should be large-sized. However, the increasing of the size of

substructure has disadvantages to the structural safety because of the larger

cross-sectional area and heavier total weight. In order to improve structural safety of

offshore wind substructure, it is important to reduce wave force subjected to the

substructure and to improve overturning resistance, strength, stiffness, and vibration

resistance of substructure. In this study, a method to improve structural safety for the

hybrid offshore wind substructure was carried out. In order to reduce wave force

subjected to the substructure system, multi-piles system was adapted. In order to

enhance overturning resistance, the bottom part of substructure consisted of gravitational

concrete base. Also, in order to improve structural strength, stiffness, and vibration

resistance of substructure, multi-piles filled with the concrete. In order to decide optimal

concrete base height, wave force and overturning resistance according to the concrete

base height were analyz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s the

concrete base height reduced, wave force decreased drastically. However, in order to

improve overturning resistance, it is advantage to increase self-weight of the concrete

base. Therefor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ve force, overturning

resistance and the concrete base height, optimal concrete base height was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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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을 위한 연결부 설계기법 소개

지광습, 최국권, 김지환 (고려대학교)

Introduction to the Design Techniques of the Tower-Support Connection on
Offshore Concrete Wind Energy Substructure

Goangseup Zi, Gukgwon Choi, Jihwan Kim (Korea University)

요 약

해상풍력용 강재타워와 튜브형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을 연결하는 연결부의 설계기

법을 제안하였다. 지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는 육상기초와는 달리 한정된 콘크리

트 지지구조와 강재타워를 연결하기 위해 모노파일 지지구조와 같은 전단력을 이

용한 모멘트 전달개념을 제시하였다. 연결부를 일련의 앵커로 구성된 내부 튜브와

콘크리트 지지구조로 구성된 외부 튜브로 구성하고, 내외부 튜브 간의 모멘트는

전단력 커플로 전달되도록 하중전달 경로를 설계하였다. 본 설계개념에 의한

5MW 풍력지지구조 연결부 설계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 design procedure is proposed for the connection between the tower and

tubular concrete substructure of an offshore wind energy platform. The

connection is modeled as a combination of the inner tube and the out tube.

The load is assumed to be transfered between the two tubular structures by a

couple of shear forces as found in monopile substructures. A result of design

is proposed for 5MW wind energy substructure by the proposed desig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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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구조물 주변의 세굴영향 분석

고 동 휘, 정 신 택 (원광대학교), 장 화 섭, 김 호 선 (한국선급)

An Analysis of Scour Effect around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

D.H.Ko, S.T.Jeong (Wonkwang University), H.S.Jang, H.S.Kim (KR)

요 약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을 수중에 설치하게 되면 구조물이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지구조물주위에 부분적으로 더 빠른 유속이 발생한다. 또한, 유속의 변화는

압력분포도 변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을 따라 아래로 흐르는

유속, 말굽형 와류 그리고 후류 와류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해저 입자

를 유실시키며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설계 및 시공 시 사전에 세

굴 영향 정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한다. 그러나 세굴은 유속, 수심, 구조물 폭, 형상, 퇴

적물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굴의 물리적 과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의 및 경험식과 같은 세굴 예측 기법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의 구조물

과 조류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세굴 심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이 예측 결과는

수심 측량을 통해 산정한 현장 관측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세굴심도 산정을 위한

수치 모델로는 3차원 유동해석모델인 FLOW-3D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경험공식으로는

CSU 경험공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해양물리 환경조건으로는 HeMOSU-1 호가 설치 된

서해 지역의 해상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HeMOSU-1호를 모델링하였다. 추후,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의 형상과 배치 조건을 다양화 하며, 세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ABSTRACT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 is installed in the water, the substructure

interrupting the natural flow regime above the sea floor acts as a obstructive factor.

And it partially makes the faster flow around the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

Changes in flow rate also results in a change of pressure distribution. And

down-flow along with substructure, horseshoe vortex and wake vortex will be

generated by pressure distribution. Finally, the seabed soils are carried away by the

flow and it becomes a major factor which is a threat to the stability of structures.

Thus, effect of scour should be sufficiently reviewed before designing or

construction. But understanding the physical processes involved in scour is difficult

because scour is affected by flow rate, water depth, structure width, shape and

sediment, etc. In this paper, scour depth caused by interaction between substructure

and current in western sea of Korea is calculated through estimation method such

as the numerical method and the empirical formula. Also, these estimated results are

compared with data measured by sounding survey. Flow-3D which is 3-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and CSU empirical formula is used to calculate

scour depth. Meanwhile, this paper applies to western sea conditions where

HeMOSU-1 is operated as marin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HeMOSU-1 shape

is modeled. In further work, changing structure shape and disposition, we will plan

to study on the optimal design method to minimize the scou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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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지지구조물(버켓기초)의 지진시 거동 - 원심모형실험
추연욱, 이경중, 양상국 (공주대학교) 배경태, 김유석, 진병무 (대우건설), 김남룡 (K-water연구원)

Seismic Response of Offshore Wind Supporting Structure(Bucket Foundation) -
Centrifuge Model Test

Y.W.Choo, K.Lee, S.G.Ya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Bae, Y.Kim, B.M.Jin (DAEWOO E&C), N.R.Kim
(K-Water Institut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연구로 해상풍력 지지구조물로 제안되는 버켓기초의 지진시
거동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대상구조물은 국내 서해안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지반-구조물 지진모사를 위한 신뢰성이 있는 모델링 기법으로 활용되는 동적 원심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버켓기초는 동일한 직경의 얕은 직경과 비교하여 지진시 거동
을 분석하였다.
동적원심모형실험은 대전 K-water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빔형 원심모형실험장
비(유효반경 8m, 용량 800G-ton)에 탑재된 진동대를 활용하였다. 대상 모형은 1/240스
케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 원심모형실
험은 진동대 장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60G에서 수행되었다. 원형 기초구조물은 5MW 풍
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설계되었고, 원심모형실험에서는 NREL 5MW reference turbine과
타워의 제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SDOF 구조물로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다. 모형지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형이 되는 전단토조인 ESB (Equivalent Shear Beam) 토조를 사용
하였다. 모형지반은 SP로 분류되는 깨끗한 모래이다. 최대입경 0.4 mm, 평균입도(D50)
0.2 mm, 균등계수(cu) 1.67 의 시료이다. 모형지반은 자동강사장치를 이용하여 조성되어,
상대밀도 95%로 조절하였다. 모형지반은 깊이 600 mm로 조성되었다.
입력지진파로는 Kobe와 El Centro 지진파가 사용되었다. 지진파 입력은 낮은 PGA수
준에서 높은 PGA로 높여가며 토조 바닥을 진동하는 다단계(Multistage)로 수행되었으
며, 원형스케일에서 약 PGA 0.3g 까지 입력되었다. 실지진파가 가진되는 동안, 지중에
매설된 가속도계를 통하여 지표면가속도 및 지중가속도가 계측되었으며, 기초저면부와
상부구조물의 가속도가 계측되었다. 두 가지 지지형식에 따른,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으
로 인한 상부구조물의 가속도 응답 특성이 비교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a experimental study using dynamic centrifuge model tests to
investigate a monopod suction bucket foundation. Dynamic centrifuge model tests of
a monopod suction bucket foundation designed for the Western coast of Korea were
perform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a monopod shallow circular foundation
without its skirt.
Dynamic centrifuge model tests were carried out using the centrifuge equipment
(8m radius and 800G-ton capacity) and in-flight earthquake simulator recently
installed in K-water Institute at Daejeon, Korea. The prototype design of the
substructure was scaled down with a 1/240 scale and centrifuge tests were carried
out at 60G because of the operating limitation of the earthquake simulator. A tower
and turbine was simplified with a single-degree-of-freedom model structure to
simulate NREL 5MW reference turbine and tower. A clean sand was used for the
model soil specimen. The sand sample is classified SP in USCS and has a
maximum particle diameter of 0.4 mm, a mean particle diameter of 0.2 mm, and a
uniformity coefficient of 1.67. The soil specimen was deposited in ESB (Equivalent
Shear Beam) container using the pluviation method. The initial relative density of
the soil specimen was 95% and its height was 600 mm in model scale.
Two real earthquake motions were applied to the models: El Centro and Kobe
earthquakes. The earthquake motions were controlled at the base of the ESB
container. A series of the input motion were scaled with its different peak
accelerations from 0.05 to 0.3 G and was successively excited to the soil specimen.
The acceleration of tower, substructure and soil deposit were monitored. Finally,
seismic response of the systems with two different substructure types were
compar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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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수조용 SPIV 시스템을 이용한 조류발전 터빈의 후류 유동

계측 및 TSR 에 따른 터빈 효율과 후류 유동간의 관계

박 성 택, 서 정 화, 이 신 형(서울대학교)

The measurement of wake flow of current turbine using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SPIV)

based on the various TSR of different turbine efficiency

S.T.Part, J.H.Seo, S.H.Rhee (Seoul National Un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예인 수조용 SPIV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류발전 터빈의 효율 변화에
따른 후류유동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터빈의 후류유동 계측은 하류방향으로 네 지점에
대해 수행되었고 효율 곡선에 따라 4경우의 TSR 조건에서 SPIV로 후류유동을
계측하였다. 시간 평균된 속도 유동장의 경우 터빈의 효율이 높을수록 후류의 영역
안에서 균일 유동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TKE 분포 또한 효율이
높을수록 블레이드 Tip 근처로 집중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SPIV 데이터 검증의
일환으로 가장 높은 효율의 TSR 조건에서 5공 피토관으로 시간 평균 유동 장을
계측하였고 그 결과 두 경우가 비교적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직각 좌표계 기준의 속도 장을 원통 좌표계로 변환하여 각 방향과 반경방향의 속도
성분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 후류유동의 경계 지역에서 각 방향 속도 성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허브 쪽에서 비교적 높은 각 방향 속도성분을 가지는
반면 Tip 쪽으로 갈수록 그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Phase
Average 결과를 통해 터빈의 효율이 높을수록 Tip Vortex 의 성분이 강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ABSTRACT
Influences of efficiency of current turbine on wake field are investigated by towed
underwater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SPIV) system. The TSR
conditions for wake measurement were chosen based on the torque coefficient and
flow filed in various downstream locations are measured. The time averaged results
showed that the wake flow become more uniform and the TKE distribution is more
concentrated around tip area of the turbine wake as the torque coefficient increase.
The measurement of five hole Pitot-tubes were made and compared with
time-averaged SPIV results at the TSR of highest efficiency. Also angular and radial
velocity component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ngular velocity is
reversed from the out side of border area of the turbine wake. Also relatively high
Angular velocity was observed near the wake core and it could be negligible as
getting closer to the turbine tip. In addition, efficiency of the turbine and the
fluctuation of the velocity has a strong relationship due to the development of strong
tip vortices, as observed in phase-averaged velocity fields results.

Keywords :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입자영상 유속계),
Current Turbine(조류발전터빈)

1. 서 론

에너지 공급에 제한이 없고 이산화 탄소 및 황산화 물의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풍력, 태양광 및 태양열, 그리고 파력 발전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에너지 원은
날씨의 조건이 발전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비교적 쉽지 않다. 그 외 물
의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수력발전 및,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조력 발전도 발전단지
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댐을 건설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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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예인수조 및 계측장비의 제원 

Fig. 2 Blade shape 
Fig. 3  &    Curve at 240 RPM

반해 해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조류발전의 경우 날씨의 영향이 아닌, 달에 의한 만유인력으로 발생하
는 해류를 이용하는 에너지 원 이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의 사이클이 크고 다른 어떤 친환경 에너지
원보다 예측하기 쉽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기보다 대략 830배 높은 밀도를 가지
는 물을 이용하는 발전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 터빈에 비해 훨씬 작은 블레이
드 크기로도 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이 비교적 작은 크기 및 부력으로 인한 전체 하중의
분산으로 Passive Yaw 시스템으로도 효과적으로 유입류 방향에 대해 최적의 Yaw 각도로 유지가 가
능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해류가 존재하는 곳에 조류발전 터빈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
치 공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고 대체적으로 염분이 있는 물속에서 장시간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 단지를 조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류발전 단지 설
치시 터빈의 후류 유동특성에 따라 전체 단지의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터빈자체의 후류유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예인수조용 입자영상 유
속계를 이용하여 100kW급 소형 조류발전 터빈의 1/20 모델을 이용해 터빈의 후류 유동을 계측하여
터빈의 효율과 후류유동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2. 본 론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선박예인수조 실험
실에서 수행되었고 예인수조 및 터빈의 작
동을 위한 계측 시스템의 구성은 Fig. 1 과
같다. 터빈의 회전수는 240RPM 으로 고정
하였고 예인전차의 속력을 바꾸어 가며
 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및  곡
선을 도출하였다.  및 ,  에 대한
무차원 수는 풍력 및 조류발전 터빈의 발전
실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차원 변수
로서 아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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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의 형상은 100kW급 소형 조류발전 터빈의 1/20 모델을 사용하였고 Table.1 은 모델 스케일의
터빈 제원이다. 블레이드 단면의 경우 허브부터 r/R=0.2 까지는 장축과 단축의 비가 2:1 인 Elipse 형
상이고 r/R=0.3 부터 1.0까지는 NACA-63418 단면이 사용되었다. 왼쪽 Fig.3 은 240RPM 하에서 TSR
변화에 따른 추력 및 토크 계수 곡선을 나타낸다. 계측 구간은 TSR=2.8부터 5까지 계측 하였으며
TSR=3.5 에서  곡선이 최대로 나타났다. TSR=3.5에서 유입류 속력은 1.436m/s 로 이때 직경을 특

성 길이로 하는 Reynold 수()는 약 × 이다. 후류유동 계측 구간은 Fig.3 의  곡선에
서 TSR=3.5 지점과 3.2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을 4개(TSR=3, 3.3, 3.5, 4)로 분할하여 각각의 경
우에 대해 후류유동 계측을 Fig. 4 와 같은 SPIV 시스템을 통하여 계측하였다.

Table. 1 Blade Section



Fig. 4 The arrangement of SPIV system with current turbine 

Fig. 5 Time Averaged Velocity field of non dimensional Axial component

계측 영역은 Fig. 4 에서 두 카메라의 촬영 영역과 레이져 평면의 조사구간이 겹치는 영역으로써 프
로펠러 중심으로부터 위쪽방향으로 70mm 떨어져 있고 가로·세로 각각 250mm, 100mm 에 해당한다.
또한 터빈의 하류 방향으로 프로펠러 평면으로부터 무차원 거리          의 4개 영역
에 대해서 계측을 수행하였고 SPIV 사진 촬영 시 ∆ 값은  이다. 또한 각 케이스 마다 전체
150쌍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Repetition Rate 는 5Hz 로 하여 Time Average 및 Phased Average 속도
장을 Fig.5 와 같이 도출하였다. TSR 3 의 경우 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유체의 받음각이    이

하에서  이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Stall과 같은 유동 박리 현상이 발생하여 평균 유동 장에서 반
경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최대 효율 값을 보이고 있는 TSR=3.5 의 경우, 터
빈의 후류유동 내에서 비교적 가장 균일한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6 Time averaged of u/U velocity graph at   Angle

Fig. 7  Non dimensional TKE distribution 

Fig. 5 에서 Angular 방

향으로  위치에 대한
진행방향 속도 성분을 그
래프로 나타내면 Fig. 6
과 같다. Fig. 6에서
Section1, Section2, Section3,

Section4 는 각각 x/R =
0.27, 0.5, 1, 1.5 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고, 앞서 언
급하였듯이 터빈의 효율이
가장 높을 때 반경별 속도
성분이 균일 유동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식.4 와 같이 나타
나는 무차원 화된 TKE
분포를 아래 Fig. 7 에 나
타내었다.

  RMSxRMSyRMSz  (4)

 값이 최대로 나타나는 TSR에서 비교적 균일 유동 장에 가까운 속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 만큼
터빈의 효율이 높아질수록 후류영역의 가장자리 부근에서 TKE 분포가 비교적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Tip Vortex의 발생으로 인해 이와 같이 후류영역의 경계 부분에 Unsteady 에 대한 항이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효율이 높은 만큼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양력 성분 중 회전방
향에 대한 값이 커지고 이는 Blade의 suction Side 와 Pressure Side 에 큰 압력 차이를 야기하기 때
문이다. 반면에 TSR 3 의 경우 터빈 블레이드의 받음각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동박리가 많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양력이 발생되지 않아 블레이드의 Pressure Side 와
Suction Side 간의 압력차는 크지 않고, Tip 볼텍스의 크기는 다른 TSR 조건에 비해 작은 값을 가지
고 오히려 블레이드 영역 안쪽에서 유동박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TKE 분포를 보이고 있다.



Fig. 9 Angular Velocity distribution Fig. 10 Radial Velocity distribution 

Fig. 11 Comparison both of 5hole Pitot tube & SPIV results of     

위의 Fig. 9 와 Fig. 10 은 최대 효율 지점(TSR=3)에서 각각 무차원화 된 Angular Velocity 와
Radial Velocity 속도 장을 각 계측지점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Angular Velocity 의 경우 각 방향
모멘텀 보존으로 인해 터빈의 후류 영역 내에서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 방향
속도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류영역의 가장자리로 다가 갈수록 그 크기가 점차 감소하다
블레이드의 반지름 위치를 기점으로 하여 속도 성분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처럼 각 방향 속도 성분이 블레이드의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장 큰 속도 분포를 보이
는 영역은 블레이드의 Tip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 근처이고, 이는 블레이드 팁 부근에서는 팁 볼텍스
의 영향으로 인해 충분한 양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결국 각 방향 모멘텀의 보존 량 보다는 오히려 회
전하는 블레이드의 Tip 부분 자체가 유기하는 속도로 인해 각 방향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반경방향 속도 성분의 경우 허브영역 부근에서는 그 값이 작은
반면 Tip 쪽으로 다가갈수록 속도성분이 급격히 커진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터빈
의 Blockage 효과로 인해 후류영역 내에 낮은 압력이 유기되어 Tip 근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속력
이 나타나게 되며 후류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그 크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데이터 검증의 일환으로 Fig. 12와 같이 최대 효율 지점(TSR=3)의 x/R = 1.0 위치에서 5공 피토관
계측을 수행하였다. 아래 Fig. 11은 시간 평균 결과로서 ,  ,  모두 반경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수 있지만 속도변화량
이 큰, Tip 부근 영역에
서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ip 볼텍스로 인한
Unsteady 성분이 이 부
근에서 가장 크게 발생
하며 또한 5공 피토관의
경우 계측되는 넓이가
직경6mm 로써 공간 분
해능이 SPIV 시스템 보
다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Fig. 12 The result of 5hole Pitot tube measuring of TSR=3.5 at x/R = 1.0  

Fig. 13 Phase averaged results of x/R = 1.0 Section in each TSR Condition 

Time average 결과 이외에 Phase average 결과 또한 아래 Fig.13 에 나타나 있다. 동일한 블레이드
의 위상에 대한 속도 장을 평균한 결과, Tip 볼텍스에 의한 속도 성분의 크기가 블레이드 팁을 기준
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Tip 바깥쪽에서 높은 속도를 보이는 반면 안쪽에서 비교적 낮은 속도
를 보이고 있다. 이는 터빈의 앞면이 Pressure Side 로서 압력이 높고 뒷면이 Suction Side 로서 낮은
앞력을 갖기 때문에 Tip 볼텍스의 방향이 블레이드 앞면에서 뒷면으로 빠져 나가 바깥쪽에서 높은 속
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높은  값이 계측 되는 TSR=3.5 에서 Tip 볼텍스의 크기가 가
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TSR=3 및 TSR=4 의 경우 상대적으로 Tip 볼텍스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14 와 같이 터빈의 중심부에서 Tip 볼텍스가 생기는 지점을 따라 반경별로
 및  값을 도출한 결과 속도 Gradient 값이 TSR=3.5 에서 가장 높게 도출 도었다. 아
래 그림의 점선을 따라 분할된 한 평면에서 속도성분의 회전율 값을 도출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반
경 방향 뿐만 아니라 Downstream 방향으로도 속도에 대한 변화율 값이 있어야 하지만, 본 실험에서
는 SPIV 시스템을 이용해  지점의 0.27, 0.5, 1.0, 1.5 에 대한 평면을 계측하여 불가피하게
Downstream 방향에 대해서는 속도 변화량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Fig.13 에서 보듯이
TSR 3.5에서 Tip 볼텍스로 인한 진행방향 속도장이 가장 높은 Tip 볼텍스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연
히 구분 할 수 있으며 반경별로 추출한 그래프 에서도 가장 높은 속도 변화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  graph following the line in the Fig.13

3. 결 론

본 논문은 예인수조용 SPIV 시스템을
이용해서 100kW 소형급 조류발전 터
빈의 1/20 모형을 이용해 TSR 변화에
따른 후류 유동장 변화를 계측하였다.
효율이 높아질수록 시간 평균된 후류
유동 장은 균일 유동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팁 볼
텍스로 인한 Unsteady 성분이 후류영
역의 블레이드 가장자리 부분으로 집
중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한 5공 피토관 시스템을 이용해서
SPIV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진행방향
및 각 방향, 반경방향에 대해 대체적으
로 잘 일치하는 반면, 속도 변화량이
큰 후류영역의 경계지역 부근에서는
피토관의 공간 분해능이 SPIV 시스템
에 비해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또한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 TSR 조건에서 각 방향 및 반경방향 속도  ,  을 확인한 결과 블레이

드와의 각 방향 모멘텀 보존으로 인해 후류의 블레이드 안쪽 영역에서는 터빈의 회전방향과 반대방향
으로 각 방향 속도가 나타났으며 Tip 부근에서 부터는 Tip 볼텍스로 인한 양력의 감소로 인해 각방
향 모멘텀 보존에 의한 영향 보다는 블레이드 자체가 유기하는 속력으로 인해 반대 방향으로 유기속
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반경 방향 유기 속도의 경우 Blockage 효과로 인해 후
류영역 내에 낮은 압력이 유기되어 Tip 부근에서 높은 속력을 보이고 후류방향으로 나아갈 수 록 그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hase averaged 결과에서도 효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
Tip 볼텍스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Design TSR 조건에서는 Tip 볼텍
스에 의한 영향이 전체 유동장에 유기하는 속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류발전 터빈 설
계시 Tip 볼텍스에 의한 영향을 최소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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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급 H-다리우스형 및 헬리컬 터빈의 유체동력학적 특성
비교 연구

이정기,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Study 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H-darrieus and helical turbine for
tidal stream energy conversion

J.K.Lee, B.S.Hyun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요 약

조류발전용 수직축 터빈 중 단순하고 일반적인 형태는 H-다리우스형 터빈이다. 터빈
의 날개가 회전축과 평행한 형태로 날개 끝 부분에서는 3차원 효과로 인하여 중앙부보
다 동력이 손실된다. 일반적으로 H-다리우스 터빈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헬리컬 터빈은 터빈 날개를 회전축 중심으로 상부와 하부에 비틀림을 준 것이다. 이는
날개의 회전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기진력을 감소시키고 터빈이 회전함에 따라 발생하
는 맥동이 감소하여 축계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헬리컬 터빈의 성능은 H-다리
우스 터빈과 비교하여 터빈이 회전함에 따라 날개 스팬방향에 따른 유체동력학적 특성
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크기 및 날개수를 가진
두 터빈에 대해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날개의 스팬방향과 위상각에 따른 동력계
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H-darriues turbine is a simple and convenient conversion of tidal stream energy. It was
shown that some loss were dominant due to tip vortices around the tip of rotor blade, which
is parallel with center shaft. Basic concept of helical turbine is introducing some twisting
angle of H-darrieus turbine blade along the rotation axis of turbine. The turbines were
proposed for improving the structural vibration caused by the fluctuating torque. In this
study, hydrodynamic aspects on three-dimensional effects were investigated for two turbines
in same size and number of blade. Power coefficient was compared between H-darrieus and

helical turbine as spanwise of blade and azimuthal angle.

Keywords : Vertical axis turbine(수직축 터빈), Helical turbine(헬리컬 터빈),

Three-dimensional effect(3차원 효과), Blade tip(날개 끝단), Efficiency(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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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 ROTOR SIMUL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10kW SCALE COUNTER-ROTATING

TIDAL TURBINE

A. D. Hoang and C. J. Yang (Mokpo Maritime Univ.)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author’s work on tidal turbine which aims to improve the
power efficiency by the adaption of counter-rotating concept. By computational simulation
and comparison among other works, the counter-rotating tidal turbine presented here is
expected to operate stably with high performance throughout a wide range of
tip-speed-ratio. Moreover, the equal individual performance of each rotor is an advantage.

Keywords : Counter-rotating tidal turbine, horizontal axis turbines, Power coefficien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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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erformance Of Vane Tidal Turbine – From
Concept To Application

Manh Hung Nguyen, Anh Dung Hoang, Chang-Jo Yang(Mokpo Maritime Univ.)

ABSTRACT

Tidal current energy conversion is a promising way to harness the power of tides. It
converts hydrokinetic energy of tidal current into electricity by electromechanical devices
which resemble those used in wind power applications. There are many kinds of tidal
current energy conversion devices have been proposed and developed, as summarized by
Schonborn: horizontal axis turbines, vertical axis turbines, devices with oscillating lift
surfaces and some other new concept designs.
In most cases, turbines are key components of tidal current energy conversion devices since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their performances. Several types of turbines have been
developed by researchers from many countries. In this pape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
new type of conversion device with a conceptual innovation, vane tidal turbine, will be
presented.

Keywords : Vane tidal turbine, horizontal axis turbines, CFX, Power coefficient,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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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W급 피봇 회전형 와유기진동 발전장치 성능시험

†최종수1, 홍섭1, 민천홍1, 성기영1, 김성순1, 김기섭1, 박영하1, 안종우1, 신승호1, 홍기용1

(1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erformance test of 2kW class pivoted-rotational-type

vortex energy extraction converter

†J.S.Choi1, S.Hong1, C.H.Min1,K.Y.Sung1, S.S.Kim1, K.S.Kim,
Y.H.Park1, J.W.Ahn1, S.H.Shin1, K.Y.Hong1

1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and Ocean Engineering

요 약
회전형 와유기진동 발전장치의 개념확인 성능시험, 설계파라메터 성능시험, 형상최적화 실험 등의 예인
수조와 회류수조에서의 1 ～ 10 W급의 실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규모나 성능에서 가장 우수
한 회류실험시설 중 하나인 한국해양연구원 대형캐비테이션터널에서 2000 W급의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Reynolds수가 1×105이하이고 1차동력이 10W이하였으나, 본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여
Reynolds수 2.5×105에서 1675W급의 1차동력이 얻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모형실험을 통해 본 회전형 와유
기진동발전개념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고효율 터어빈 발전에 버금가는 최대
44.2%의 1차 효율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와 경험을 활용하여 추후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2000W class model of the pivoted-rotational-type vortex induced vibration energy extraction device

was tested in large circulation water flume. The device is developed by performing concept verification
experiment, design parameter experiment, and optimal shape experiment in small scale towing tank and
small scale water flume. While the extracted power less than 10W was measured at 1×105 of Reynolds
number in previous experiment, the maximum 1675W power was measured at 2.5×105 of Reynolds
number in current test for test design capacity of 2000W. From the test, the maximum efficiency was
measured as 44.2%. The result data would be used in design pilot scale model.

Keywords : Vortex Induced Vibration Energy Extraction Device (와유기진동 에너지추출장치),
Pivoted-rotational-type (피봇 회전형), High Reynolds number (높은 Reynolds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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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바아지식 1MW OTEC Plant의 개념설계
김현주, 이호생, 차상원, 홍사영, 남보우, 권용주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Conceptual Design of Floating Barge Mounted 1MW OTEC Plant

H.J.Kim, H.S.Lee, S.W.Cha, S.Y.Hong, B.W.Nam, Y.J.Kwon*(KRISO)

요 약

해수온도차발전은 해양심층수와 표층해수의 온도차 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적도해역에는 연중 온도차가 20℃ 이상으로 안정적이므로 베이스 로드를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용량이 풍부
하여 유용한 해양에너지로서 실용화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이다. 20kW 파일럿 플랜트의 설계, 제작 및 운전을
바탕으로 1MW OTEC plant를 설계 중이며, 적도해역의 설치 및 운전 개념에 따른 최적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작동유체 R32를 이용하는 1MW급 폐쇄순환식 해수온도차발전 싸이클 해석모델을 정립하고, 적도해
역에서의 표층해수를 기준으로 수심에 따라 취수 가능한 심층수와의 온도차가 24, 22, 20℃를 대상으로 해수온도차
발전 플랜트의 발전특성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온도차에 따라 발전효율은 2.75%, 2.28%, 1.8%로 산출되었다. 여기
서,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를 바아지 선박에 탑재하고, 4점 계류시스템으로 바아지의 위치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였
다. 여기서, 샌드위치형 FRP 파이프로 구성된 라이저를 길이 1,000m, 800m 및 500m로 바아지 하단에 설치하여 심
층수를 취수함으로써 온도차 24~20℃를 확보하는 경우를 비교하고자 한 것이었다. 샌드위치형 FRP로 제작되는 라
이저는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서 하단에 중량체를 매달아서 취수간 형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라이저의 응답해석 결
과로부터 라이저 전체의 수중 중량이 FRP관 수중중량의 50~75%인 경우가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is to produce electricity by changing thermal energy from deep ocean
water and surface ocean water to mechanical energy. In the coastal area near the equator, temperature gap
between deep seawater and surface seawater is over 20℃ all year long, which is good enough to cover the
base load. Addition to that, the amount of resource is abundant to be used as ocean energy for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design,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20kW pilot plant, 1MW OTEC plant
design is ongoing, and optimization assessment of its installation and operation in the coastal region near the
equator is being planned. For the assessment, analysis models of 1MW closed-cycle OTEC cycle using R32 as
working fluid was set up. Also, it was analyzed that OTEC plant performance characteristics for the ocean
area near the equator where the temperature gap between deep ocean and the surface was 24℃, 22℃, and 20℃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generation efficiency was 2.75%, 2.28%, and 1.8%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gap. In assumption, the OTEC plant was on a barge, and the barge was moored by four points for
the analysis. It was to compare the cases with different temperature gap of 24℃, 22℃, and 20℃ using deep
ocean water from sandwich type of FRP intake risers in depth of 1,000m, 800m, and 500m installed at the
bottom of the barge. It was discovered that the sandwich type of FRP risers have to be installed with weight
at the bottom since its specific gravity was lighter than water. It was found to be proper to have FRP risers’
underwater weight take account for 50~75% of the total risers’ underwater weight from riser response analysis.

Keywords : 1MW OTEC(1MW 해수온도차발전), Conceptual design(개념설계), Closed cycle(폐쇄순환식 싸이클), Riser
analysis(라이저 해석)

1. 서론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적도해역의 경우,

다른 해양에너지에 비해 해수온도차 에너지가 유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부터, 적도해역의 해수온도차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라이저 길이를 달리하여 1MW OTEC plant를 설계하기 위한 개념설계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즉,

라이저 길이를 300m, 500m, 800m 및 1000m로 설치하여, 표층해수와 해양심층수의 온도차가 26, 24, 22, 20, 18℃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상 바아지식 해수온도차발전 플랜트를 대상으로 개념설계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작동유체 R32를 이용한 폐쇄순환식 해수온도차발전 싸이클을 해석하고, 해상에 계류된 바아지에 탑재한 후에 전기

생산을 실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soft spring으로 계류된 바아지의 응답을 고려한 라이저 해석을 통해 해수온도차

발전 기반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2. 1MW 해수온도차발전의 개념설계

적도해역의 해수온도차 분포특성 및 라이저 길이에 따른 1MW 해수온도차발전의 개념설계 및 해석을 실시하였

다. Table.1은 해석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표층수온도는 연중 29℃가 유입된다고 가정하였다. 심층수온도는 라이저

길이가 300m, 500m, 800m, 1,000m일 때에 각 11℃, 9℃, 7℃, 5℃, 3℃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라이

저 길이가 300m, 500m, 800m, 1,000m일 때 표층해수와 해양심층수의 온도차는 18℃, 20℃, 22℃, 24℃, 26℃인 경우

를 대상으로 개념설계 및 해석을 진행하였다. 표층해수의 취수관길이는 동일하게 20m를 적용하였다. 작동유체는

R32를 적용하였으며, 각 기기 효율은 Table.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층해수 및 해양심층수의 관경 및 두께는 직경

1m일 때 두께 59.3mm를 적용하였다. 해수배관의 관경 및 두께에 따라 관내의 유속 및 필요한 펌프동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해석을 할 때에 고려되어야 될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해수온도차발전에 적용되는 증발기 및 응축

기의 해수측 열교환기 차압은 30, 50kPa를 적용하여 소요되는 해수펌프의 취수동력을 해석하였다.

2.1 1MW급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에서의 순수출력 해석

총출력이 1MW급인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에서, 라이저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온도차에 따른 순수출력을 해석

하였다. 해수온도차발전의 순수출력은 총출력에서 소요 펌프동력을 제외한 나머지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Fig.1은 온도차 및 열교환기 차압에 따른 1MW급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의 순수출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

차가 커질수록 순수출력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26℃온도차에서 가장 높은 순수출력인 777.95kW를 나

타냈으며, 총출력 대비 77.7%의 효율을 나타냈다. 열교환기의 차압에 따라 순수출력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차압이 커질수록 펌프의 양정이 커지기 때문에 소모되는 전력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온도차가

작아질수록 순수출력의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18℃온도차이 일 때 50kPa이 30kPa보다 49.5% 작아졌

으며, 26℃온도차는 14.4%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열교환기의 차압에 의한 순수출력의 영향은 온도

차가 낮을수록 많은 손실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2 24℃ 온도차를 적용한 1MW급 해수온도차발전플랜트에서의 순수출력 해석

24℃의 온도차를 적용한 1MW급 OTEC의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표층해수 및 해양심층수의 유량인 2,898 kg/s,

1,456kg/s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 온도차를 18, 20, 22, 24, 26℃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순수출력 변화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모든 온도차 구간에서 50kPa의 차압이 30kPa차압보다 약 18%낮은 순수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온도차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출력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4℃ 온도차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고 가정

하였을 때 열교환기 차압이 1kPa이 증가할 때마다 약 0.9%의 순수출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Parameter Value

Cold water inlet temperature ℃ 3, 5, 7, 9, 11

Cold water temperature difference ℃ 5.8

Warm water inlet temperature ℃ 29

Warm water temperature difference ℃ 3

Working fluid R32

Isentropic turbine efficiency % 80

Generator efficiency % 90

Isentropic pump efficiency % 80

Seawater pump efficiency % 65

Gross power kW 1,000

Diameter of riser m 1

Thickness of riser mm 59.3

Length of riser m 300, 500, 800, 1000

Pressure difference of heat exchanger kPa 30, 50



Fig. 1 Net-power from 1MW OTEC plant Fig. 2 Net-power for the various seawater

temperature by OTEC plant of 24℃ difference

3. 계류된 바아지 및 라이저 해석

3.1 구조물 제원

해수온도차발전 구조물은 soft spring으로 계류된 바아지에 대한 라이저 해석을 수행하였다. 라이저와 바아지는

1MW 제원을 이용하였으며, 상부구조물은 바아지식으로 NIOT 바아지의 제원을 사용하였다. 대상 라이저는 HDPE

재질로 구성하였으며, 외연에 4개의 Wire를 부착하였다. 현재 계류선의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4개의 soft

spring을 이용하여 강성으로만 작용하도록 적용하였다. Table 2.은 1MW OTEC Plant의 상부구조물, 계류선 및 라

이저 제원을 보여주며, Fig. 3은 1MW OTEC plant의 개념도이다.

수심조건은 케이스별로 총 3가지 수심 600m, 900m, 1,100m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라이저 길이는 수심보다 100m

작게 선정하였다. 물보다 비중이 작은 HDPE 라이저는 라이저 아래끝단 중량체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

고자 한다. 중량체의 무게는 해당 라이저가 FRP 재질(비중 1.8)일 때의 무게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수중중

량이 FRP 라이저 수중중량대비 150%, 100%, 75%, 50%, 25%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FRP 라이저의 단위길이당 수

중중량은 1500.356N/m로 나타나며, HDPE 라이저의 단위길이당 수중중량은 -127.14N/m로 나타났다. 각 라이저의

수중중량 및 케이스는 Table 3.에서 나타내었다.

Barge

Length overall 68.5m

Breadth 16.00m

Depth above base line 4.00m

Design draft 1.80m

Riser

Material HDPE

Specific gravity 0.95

Inner diameter 1 m

Thickness 0.0593 m

Elasticity 1.080E9 Pa

EA 213.131E6 
EI 29.988E6 

Wire diameter 0.012 m

Wire mass per length 0.576 kg/m

Table 2. The floating barge and riser data 

  



Case 1 Case 2 Case 3

Depth 900m 600m 1,100m

Riser length 800m 500m 1,000m

150%
weight

total weight × × ×

L-weight  ×   ×   × 

100%
weight

total weight × × ×

L-weight  ×   ×   × 

75%
weight

total weight × × ×

L-weight  ×   ×   × 

50%
weight

total weight × × ×

L-weight  ×   ×   × 

25%
weight

total weight × × ×

L-weight  ×   ×   × 

Table 3. The total weight of riser and lumped mass for various cases

3.2 환경 및 해석조건

환경조건은 하와이 해역 1,100m 부근의 자료(B. Cable, 2010)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100년주기 폭풍조건과 최대조류조건에 대해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환경조건 중 바람을 제외한 파랑과 조류를

적용하였으며, 파랑조건 및 조류조건은 불규칙파와 각 높이별로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조류조건

은 1,100m 수심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으므로, 다른 수심에서는 수심별 속도를 수심만 선형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하였다. 파랑조건 및 조류조건은 모두 Heading angle이 180°에 대해 적용하였다. 조류프로파일은 Fig. 4로 표기하였

으며, 수면에서는 100년주기 조건이 더 강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최대조류조건이 더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유체는 Adflow를 통해 운동응답(Motion response)과 파기진력(Wave drift force), 부가질량과 감쇠(Added

mass and damping)의 자료를 얻었으며, 이 자료는 OrcaFlex에 입력하여 라이저 해석을 수행하였다. 요소개수는 총

100개씩 사용하였고, 각 케이스별 라이저 길이가 서로 다르므로 요소간격을 조정하였다.

100yr Storm case Max. Current case

  Hs (m) 10.21 1.49

  Tp (sec) 12.8 14.0

Gamma of 
 JONSWAP Spectrum 2 6

Mean wind speed for 
 10 min. (m/s) 33.80 8.00

 Current  

  speed 

 (m/sec)

Surface 1.40 0.91

   50m 0.49 0.79

  100m 0.30 0.79

  150m 0.30 0.79

  350m 0.21 0.30

  800m 0.21 0.30

 1000m 0.21 0.30

Table 4.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Hawaiian waters

Fig. 4 Current profile at the Hawaiian waters  



3.3 해석결과

3.3.1 바아지의 운동응답

먼저 AdFlow를 통해 부유체의 운동응답 등을 해석하였다. Fig. 5은 Heading angle이 180°에 대한 바아지의 운

동응답을 보여준다. Case 1,2,3 모두 Surge, Heave, Pitch에 대해 거의 같은 응답이 나온다. 바아지의 운동 RAO 외

에 파 기진력, 부가질량 및 감쇠 값이 OrcaFlex의 입력값으로 들어간다.

Fig. 5 The motion RAO of the barge for 180° heading angle

(Right; surge, Middle; heave, Left; pitch)

3.3.2 라이저의 모드해석

각 라이저의 동적응답해석을 수행하기 전, 라이저의 고유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케이

스당 10개의 고유주기를 뽑았으며, 라이저에 대해서만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라이저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중량체의 무게가 더 가벼울수록 고유주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파도 고유주기 영역에 해당하는 5~25초 영역

에 위치할 경우 동적응답이 커질 수 있으며, 가장 짧은 길이인 Case2에서 FRP무게의 150%에 해당하는 조건은 3차

고유주기부터 파랑 영역에 위치한다. 이 영역에서 라이저의 응답은 주의 깊게 고찰되어야 한다. Fig. 6은 각 Case의

모드주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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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iser mode period for case 1, 2, 3 

3.3.3 라이저 해석

앞서 언급한 환경조건을 적용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Case 1, 2, 3 각각의 최대응력과 최대변위를 Fig. 7에 나타

내었다. 라이저 설계 기준은 DNV rule과 API rule로 부터 알 수 있다. DNV-OS-F201은 유효장력과 굽힘모멘트를

이용한 관계식을 기준으로 삼으며, API-RP-2RD는 Von Mises Stress, API stress 등 응력 값을 설계 기준으로 삼

는다. API-RP-2RD에서는 Von Mises Stress 뿐만 아니라 radial, hoop, axial stress의 상관관계에 의한 등가응력과

Loading condition 등에 따른 계수로 표기한다.

Fig. 7의 왼쪽 그림의 실선 및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API rule을 이용한 라이저 응력 기준이다. HDPE의

Yield stress가 26MPa일 때, 100년 주기 조건에 대해 survival condition과 extreme condition에 대해 각각 기준을

삼았으며, 거의 모든 케이스는 모두 다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더불어 최대조류조건은 operational condition으로 계산

을 수행하였으며, 이 또한 모든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그 중 가장 안전한 조건은 75%, 50% weight에 해당하는 경

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The maximum stress(left) and displacement(right) for each cases

4. 결론

적도해역에서 해수온도차발전 플랜트를 설치하고 운전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MW급 해상 바아지

식 OTEC plant에 대한 기초해석 및 개념설계를 실시하였다. 해수온도차발전싸이클은 작동유체 R32를 이용한 폐쇄

순환식 싸이클을 대상으로 하고, 해상에 계류된 바아지에 탑재한 후에 전기생산을 실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바아

지 및 라이저 응답을 해석하여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플랜트에 대한 개념설계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라이저 길이

는 500m, 800m 및 1000m를 대상으로 하여, 표층해수와 해양심층수의 온도차가 24, 22, 20℃인 경우를 대상으로 발

전 성능 및 구조물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서, 24℃를 이용한 1MW OTEC 플랜트를 탑재하고, 라이저를 1000m로 설치한 경우에는 6420.6MWh/

년, 800m 라이저를 설치한 경우에는 4956.2MWh/년, 500m 라이저를 설치한 경우에는 3440.4MWh/년을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수온도차발전을 위해 발전플랜트는 바아지에 탑재하는 것으로 하였고, 라이저는 HDPE 파이프에 와이어를 부

착하고, 하단에 중량체를 설치하여 전체 수중중량이 187.5~2,251 KN(19.1~229.5tonf)이 되도록 하여 해석하였다. 그

결과, 하단의 변위는 중량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적었고, 최대응력은 재현주기 100년의 열대성 폭풍에 대해 라이

저 길이 1000m의 경우에는 라이저 수중중량이 50% FRP weight, 800m 및 500m의 경우에는 75% FRP weight인

경우에 최대응력이 최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HDPE의 항복강도 26MPa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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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수 취수용 구경 FRP 라이  시편의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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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Method of Large-Diameter FRP Riser Specimen for 
Upwelling Deep Ocean Water

Dongha Kim, Won-Bae Na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yeon-Ju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 Ocean Engineering)

요 약
          심층수 취수용 구경 라이 의 시편 7종에 하여 인장  굽힘 시험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
하 다. 각 시편은 연결부 형상에 따라 구분된다. 시편은 FRP, 우 탄, Epoxy, FRP Sheet으로 구성되었
다. 하 은 50t을 가하 으며, 이에 따른 시편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장  굽힘 하 에 한 

합한 연결 형태를 확인하 다.

ABSTRACT
          Finite element method of tensile and bending tests were analyzed about large-diameter FRP 
riser specimen. Specimen is composed of FRP, urethane, epoxy, FRP sheet. Load of 50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method of specimen due to this, it was confirmed appropriate shape for 

the load by tensile and bending.

          Keywords : Riser(라이 ), Tensile test(인장 시험), Bending test(굽힘 시험), FRP(섬유강화 

라스틱), Epoxy( 착제), Joint(연결)

1. 서 론

   량의 해양 심층수를 취수하기 해서는 구경 이 는 필수 이며, 재료  에서 볼 때, 기존의 
강(steel)보다 FRP(Fiber Reinforced Plastic)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FRP는 유리  탄소 섬유 등으로 
강화된 복합재료로서 뛰어난 기계  특성과 내식성을 가지고 있다. 비  한 강에 비해 약 1/4 정도로 가
벼우며, 형 구조부의 일체 성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심층수 취수용 라이 의 경우 그 길이가 수백 미터
에 달하므로 이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라이 의 연결부는 필수요소이다. 연결부는 
연결 형식에 따라서 하 에 항하는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연결부의 형상에 따라 어떤 구조 인 거동을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7종의 FRP 시편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각 시
편의 거동을 알아보았다.

2. 본 론

   심층수 취수용 구경 FRP 라이  시편 총 7종을 모델링하 다. 각 시편은 도면에 따라 모델링하 으
며, 시편의 합부 형상은 Fig.1에 나타내었다. 착시트는 시편 연결부의 상·하부에 도포되었다. 시편은 
폭 165 mm, 높이 65 mm, 길이 450 mm이다. 길이는 연결부의 형식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다. 시편의 
외부는 FRP이며, 내부의 채움제는 우 탄폼(urethane form)이다. 시편의 연결부는 FRP 수지이다. 시편의 
구성 재료들을 Fig.2에 도식화하 다. 유한요소해석 시, 재료들은 선형탄성 재료로 가정하 으며, Table 1
의 재료성질은 참고문헌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 다(MATWEB). 각 시험의 하   구속 조건은 Fig.3과 
같다. 인장 시험 시, 한쪽 끝단을 고정단으로 설정하고 반 편 끝단에 인장력을 재하하여 인장 하  조건
을 재 하 다. 굽힘 시험 시, 시편을 단순보로 가정하고 상부의 2곳에 하 을 재하하여 연결부에서 순수 
굽힘 상태를 재 하 다. 하 은 50t이며, 굽힘 시험의 경우에 각각 25t씩 총 50t이 되게하 다. 모델의 격

자는 육면체 형태로 구성하 으며, 격자의 한 변을 5 mm로 설정하 다.

3. 결 과

   시편 7종의 인장  굽힘 시험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 으며,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 다. 인장 시
험 결과, 시편들의 최  응력은 2.65 ∼ 2.85 MPa 범 에서 나타나며, 그 치가 시편4를 제외하고 모두 
착 시트의 연결부에서 발생하 다. 가장 낮은 응력(2.65 MPa)은 시편4, 가장 높은 응력(2.85 MPa)은 시

편2이다. 굽힘 시험 결과, 시편들의 최  응력은 4.09 ∼ 4.76 MPa 범 에서 나타나며, 그 치는 모두다 
지  부근 FRP에서 발생하 다.가장 낮은 굽힘응력(4.09 MPa)은 시편2이며, 나머지 6종의 시편은 약 4.7 
MPa의 값을 나타냈다.

3. 결 론

   인장 시험의 경우, 합부 종류에 따른 인장 응력의 변동은 으며, 시편2의 응력(2.85 MPa)이 다소 크
다. 굽힘 시험의 경우, 마찬가지로 굽힘 응력의 변동이 으며, 시편2의 경우 응력(4.09 MPa)이 다소 작다. 
체 으로 굽힘 응력이 인장 응력에 비해 크다. 한 인장 응력과 굽힘 응력을 비교할 때, 응력이 작은 

시편2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나머지 시편들은 비교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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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Type of Joint(In Order Joint 1, 2, 3, 4, 5, 6, 7).

Fig.2 Configuration of The Specimen Material.

Tensile Test Bending Test

Fig.3 Support Condition of Tensile and Bending Test.

Fig.4 Maximum Stress Location of Tensile Test (Joint 1, 2, 3, 5, 6, 7).



Fig.5 Result of Tensile and Bending Test.

Table 1. Material Property

Density� � � � Elastic modulus�� � Poisson ratio

Urethane Foam 27 1.38E+05 0.3

Steel 7850 2.00E+11 0.3

FRP 2460 8.69E+10 0.23

Sheet 2460 3.50E+10 0.23

VARTM 2460 5.60E+10 0.23

Epoxy 2450 6.00E+09 0.15

Type
Tensile test Bending test

�
���

��� � 최 응력 발생 치 �
���

��� � 최 응력 발생 치

1 2.76

Sheet 연결부

4.75

지  부근 FRP

2 2.85 4.09

3 2.70 4.75

4 2.65 고정단 부근 FRP 4.76

5 2.67

Sheet 연결부

4.67

6 2.66 4.74

7 2.77 4.70

Table 2. Maximum Stress and Location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의 에 지 이용 기술 개발’ 결과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

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MATWEB MATERIAL PROPERTY DATA, http://www.matweb.com/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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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and Bending Test of Large-Diameter FRP Riser Specimen for 
Upwelling Deep Ocean Water

Dongha Kim, Won-Bae Na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ongju Kwon, Hyeon-Ju 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 Ocean Engineering)

요 약
  심층수 취수용 구경 라이  시편 4종에 하여 인장  굽힘 시험을 수행하 다. 각 시편은 연결부의 
형상이 서로 다르며 기계 ·화학  연결로 구성되어있다. 시편의 재료는 FRP, 우 탄, Epoxy, FRP Sheet
등으로 복합 이다. 이러한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시편의 인장  굽힘 시험을 수행하고, 실험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하 에 한 합한 연결 형태를 확인하 다.

ABSTRACT
  Tensile and bending tests were performed about four kinds of large-diameter riser specimen. The 
shape of the connecting portion of each specimen is different, and is composed of mechanical and 
chemical connection. The material of the specimen FRP, urethane, epoxy, sheet such as complex. 
Subjected to bending test and tensile test specimen of composite material,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a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hape.

  Keywords : Riser(라이 ),  Tensile test(인장 시험), Bending test(굽힘 시험), FRP(섬유강화 라스틱), 

Epoxy( 착제), Joint(연결)

1. 서 론

   량의 해양 심층수를 취수하기 해서 이 의 구경화 기술은 필수 이다. 하지만 기존의 강(steel)
을 이용하여 직경 4 m이상의 이 를 제작하기에 여러 가지 기술 인 어려움이 있다. 한 제작 후 유지
보수 인 에서도 강보다 FRP(Fiber Reinforced Plastic)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FRP는 유리  탄
소 섬유 등으로 강화된 복합재료로서 뛰어난 기계  특성과 내식성을 가지고 있다. 비 은 일반 FRP가 약 
2.0 ton/m

3정도로 강에 비해 1/4 정도로 가벼우며, 형 구조부의 일체 성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심층수 취
수용 라이 의 경우 그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라이 의 연결부는 필수 이며 연결부의 형식에 따라서 하 에 항하는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FRP 시편의 연결부 4종의 인장  굽힘 시험을 수행하고,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결부에 따른 

기계  성질을 알아보았다.

2. 본 론

   구경 FRP 라이 의 시편을 연결1, 2, 3, 4로 정하고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시편의 합 형식은 Fig. 
1과 같다. 연결부는 에폭시 수지로 제작되었다. 착시트는 시편 연결부의 상·하부에 도포되었다. 시편은 
폭 165 mm, 높이 65 mm, 길이 450 mm이다. 길이는 연결부의 형식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다. 시편의 
외부는 FRP로 제작되었으며, 내부의 채움재는 우 탄폼(urethane form)을 사용하 다. 시편의 연결을 
하여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연결부를 착하 다. 시편의 구성 재료는 Fig.2에 나타내었다. 시험기기는 
MTS810으로 시험을 수행하 으며, Fig. 3은 인장  굽힘 시험 모습이다. MTS810은 단  시간당 변 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하 을 재하한다. 인장 시험에서는 시편의 상·하를 시험기에 고정하고 0.5 mm/min의 
속도로 시험체가 손될 때까지 인장하 을 가하 다. 시험 진행 동안 하 ·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장
한다. 굽힘 시험에서는 시편의 하부 지지  거리 750 mm와 상부에 150 mm간격의 가력 을 설치하고 수
직방향으로 1 mm/min의 속도로 시편이 손될 때까지 굽힘하 을 가하 다. 시험 진행 동안 하 ·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장한다.

3. 결 과

   연결1, 2, 3, 4에 해당하는 시편의 인장  굽힘 시험을 실시하 다. 인장 시험 결과, 최  인장하 의 
크기는 연결3＞연결2＞연결1＞연결4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험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4는 인장 
시험결과 손된 시편과 변 -하  곡선을 나타낸다. 연결1과 연결2는 FRP부재의 연결부에서 발생된 균
열이 되며 착시트가 박리되는 형태로 괴되었다. 연결3과 연결4는 괴 직 까지 외부로 균열이 
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괴되었다. 기계  연결이 사용되지 않은 연결1과 연결2는 연결부에
서 균열의 발생과 증가를 찰할 수 있으며, 최종 으로 착시트가 박리되는 괴형태를 보 다. 기계  
연결이 사용된 연결3과 연결4는 외부로 균열이 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괴가 발생하 다.
   굽힘 시험 결과, 최  굽힘하 의 크기는 연결1＞연결4＞연결2＞연결3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결2의 경
우 시편의 형상으로 인해 시험이 비 칭 으로 수행되었다. 시험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 다. Fig. 4는 
굽힘 시험결과 손된 시편과 변 -하  곡선이다. 연결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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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착시트의 박리가 발생한 후 연결부에서 균열이 발생  하는 도  하부의 착시트가 균열부
까지 완 히 박리되는 형태를 보 다. 연결2는 균열이 발생한 후 균열이 증가하여 괴까지 진행 과정에
서 시간이 상 으로 많이 소요되었다. 연결3은 합부에서 균열이 찰되지 않으며 상부 착시트에서 
박리가 발생된 후 괴가 발생하 다. 연결4는 합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후 균열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상부 착시트의 박리가 발생하며, 괴와 동시에 합부의 얇은 FRP부분의 괴와 착시트가 완 히 박
리가 되었다.

4. 결 론

   인장 시험에서 연결1과 연결2는 연결부에서 균열의 발생과 증가를 찰할 수 있는데, 이는 착강도에 
따른 손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연결3과 연결4는 외부로 균열이 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괴가 발생했다. 이는 연결3과 연결4의 기계  연결 효과로 사료된다. 한 연결4에 비해 연결3의 인장 하
이 큰 것으로 미루어 연결3의 기계  연결 형태가 연결4에 비해 효과 이라 단된다. 굽힘 시험에서 

연결3은 비 칭  시험조건으로 인한 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하부 착시트의 끝단 는 상
부 패드의 심에서 박리가 찰되었다. 기계  연결 효과가 있는 연결3과 연결4의 경우 괴과정에서 균
열의 발생과 증가는 찰되지만 괴에 항하는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기계  연결
의 경우, 연결3과 같이 인장 하 에는 항하는 효과를 보이나 굽힘 하 에는 두드러지는 효과를 나타내
지 못하 다. 결국 인장  굽힘 시험에서 착제로 사용된 에폭시 수지의 착강도가 연결부의 강도를 
지배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1 Type of Joint(In Order Joint 1, 2, 3, 4).

Fig.2 Configuration of The Specimen Material.

Tensile test Bending test

Fig.3 Tensile and Bending Test.



    연결1     연결2

    연결3     연결4

Fig.4 Result of Tensile Test.

    연결1     연결2

    연결3     연결4

Fig.5 Result of Bending Test.

Table 1. Result of Tensile Test

연 결1 연 결2 연 결3 연 결4

최 인장하 (kN) 149.8 159.6 182.7 113.3

Table 2. Result of Bending Test

연 결1 연 결2 연 결3 연 결4

최 굽힘하 (kN) 48.6 41.5 32.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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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2, R22에 따른 판형 열교환기의 전열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정영권, 김현주, 이호생(선박플랜트연구소), 윤정인(부경대학교)

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of Plate heat exchanger of R22
and R32

Young-Kwon Jung, Hyeon-Ju Kim, Ho-Saeng Lee(KRISO), Jung-In Yoon(PKNU)

요 약

해양온도차발전에 사용되는 판형 열교환기의 재질은 해수의 특성상 고가의 티타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제작비용의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티타늄을 대체
할 소재 및 코팅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재질의 판
형 열교환기에 대해서 냉매별로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열교환기의 재질은 티타늄, 스테인리스 등이며, 냉매는 R22와 R32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의 분석은 수정된 wilson plat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냉매에
따른 응축/증발 열전달계수는 새로운 코팅방식이 적용된 판형 열교환기가 기존의 티
타늄보다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of a plate heat exchanger in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system. We
used deep seawater, surface seawater, and refrigerants (R22 and, R32) as heat and
cooling sources.
Our experiment was perform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of and actual
OTEC system : condensation temperatures of 8~20°C and 5~17°C for the deep
seawater and refrigerant, respectively, and evaporation temperatures of 10~40°C
and 13~45°C for the surface seawater and refrigerant, respectively.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several operation modes of condensation and
evaporation. The mass flow rates of the deep seawater, surface seawater, and
refrigerant were varied over the rage of 60~90% of the total mass flow rate. The
plates were made of titanium, stainless steel, nitride-coated New, Teflon-coated
stainless steel, and DLC-coated stainless steel.
The local and average heat transfer coefficients and pressure drops during
condensation and evaporation were reported for R22 and R32 in the plate heat
exchanger.

Keywords : OTEC(해양온도차발전), Plate heat exchanger(판형열
교환기), heat transfer(열전달)

1. 서 론

많은 산업적 용도를 갖는 열교환기는 현재까지 성능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져 왔으나, 아직도 그 성능과 효율 개선의 여지가 많다. 세계적으로도 고성능의 열교환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사용되
고 있는 열교환기의 유형은 셀 앤 튜브 방식, 이중관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
식은 사용방법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열전달 성능의 한계, 통로(pass)수의 제한, 압력의 증가에 따른 두께
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크기가 크고 길이가 증가되어 배관이나 구성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식이 판형 열교환기이다.
판형 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는 1950년대에 최초로 개발되어 연구가 진행되면서, 초기에 적용된

식품산업 뿐 아니라, 해수플랜트, 화학공업, 발전설비 등의 발전계통의 중공업분야에까지 널리 이용되어 왔

다. 또한 해양온도차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설비와 같은 해수플랜트에도 적용되고

있다. 해양온도차발전에 사용되는 판형 열교환기의 재질은 해수의 특성상 고가의 티타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

어, 제작비용의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티타늄을 대체할 소재 및 코팅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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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판형 열교환기에 대해서 실험적인 방법과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

양한 주름각도에 대하여 열전달 성능실험을 실시하였으며,[1] 판형 열교환기의 입구 유동 변화가 성능 변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연구하였으며,[2] 판형 열교환기의 세브론 각도가 열교환기 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였다.[3] 또한, 다층, 대항류 유동을 가지는 판형 열교환기의 특성을 수

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냉매와 해수의 이상유동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에 관한 실험을 이용하여, 열교환기의 응

축기 및 증발기의 설계에 필요한 설계 data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Fig. 1은 판형 열교한기의 이상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개략도 및 실제

장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열판의 치수 및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판형 열교환기는 9장이 겹쳐져

있고, 흐름은 대향류가 형성되게 하였다. 냉매 순환회로는 냉매 순환펌프, 예열기, 시험부, 유량계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해수 순환회로는 해수 순환펌프, 유량계, 항온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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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wo phase flow experimental

system

Fig. 2 Photograph of two phase flow experimental system



Plate material
SUS 304, Titanium, DLC coated SUS,

Teflon coated SUS, New coated

Plate length(m) 0.306

Plate width(m) 0.090

Plate thickness(m) 0.0006

Number of plate 9

Surface per plate(㎡) 0.022

Table 1. Configuration of plate heat exchanger

2.2 실험방법

냉매 및 판형 재질별 판형 열교환기의 성능 분석을 위한 실험 조건은 Table 2와 같으며, 해수 및 냉매 유

량변화에 따라 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성능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해수와 냉매의 유량은 실험조

건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인버터로 조절한 다음, 각 온도센서와 압력센서들로부터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받

았다.

Parameter Unit Value

Refrigerant - R22, R32

Condensing temperature ℃ 12.83

Evaporating temperature ℃ 21.15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응축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
Fig. 2와 3은 는 R22와 R32 냉매의 유량이 변화할 때 Reynolds 수에 따른 열전달계수의 변화를 판형 열교

환기의 재질별로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열전달계수는 유량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냉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재질에서 열전달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냉매 속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량의 증가가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을 알 수 있다. New

는 Titanium보다 열전달계수가 약 11%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재질에 대해서는 R32가 R22보다 약 4~6%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재질별로는 열전도계수가 큰 New가 모든 유량범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LC,

Titanium, Teflon 순서였다.

판형 열교환기는 상변화가 일어나는 내부 형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유동을 쉽게 예측할 수 없으므

로 단순히 수직관이나 수직면에 대한 해석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의 판형 열교한기

내부 유동양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입출구 압력차로 이용하여 압력강하를 계산하였다. Fig. 4와 5는

R22와 R32 냉매의 유량이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변화를 판형 열교환기의 재질별로 나타내고 있다. 모든 냉

매와 재질별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압력강하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기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R22에서 압력강하 양은 Titanium

과 SUS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New, DLC, Teflon순서였다.

3.2 증발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

Fig. 6과 7은 R22와 R32 냉매 유량이 변화할 때 Reynolds 수에 따른 증발 열전달계수의 변화를 판형 열교

환기의 재질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냉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재질에서 열전달계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이 증가하고, 냉매 속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동일한

재질에서 열전달계수는 R22보다 R32에서 약 6%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R22의 점성과 표면장력이 R32에

비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New는 Titanium보다 열전달계수가 약 12% 높게 나타났다. 재질별로는 열

전도계수가 큰 New가 모든 유량범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LC, Titanium, Teflon 순서였다.

Fig. 8과 9는 R22와 R32 냉매의 유량이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변화를 판형 열교환기의 재질별로 나타내

고 있다. 모든 냉매와 재질별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압력강하가 증가하

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기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R22에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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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R22 condensation hea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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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R32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강하 양은 Titanium과 SUS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New, DLC, Teflon순서였다. 동일한 재질에 대한 압력

강하는 R22가 R32보다 약 7~8%정도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판형 열교환기의 재질별 전열성능과 압력강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변화(응축, 증발)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냉매 유량이 증가할수록 응축/증발 열전달계수와 압력강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재질에 따른 응축/증발 열전달계수는 R22보다 R32을 적용한 판형열교환기에서 약 10~11% 정도 높

게 나타났다.

(3) 재질에 따른 응축/증발 압력강하는 R32보다 R22를 적용한 판형열교환기에서 약 7~8% 정도 높게

나타났다.

(4) 냉매에 따른 응축/증발 열전달계수는 New가 Titanium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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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형상에 따른 plate fin 열교환기의 성능해석

정영권, 김현주, 이호생(선박플랜트연구소), 윤정인(부경대학교)

A numerical study of Plate fin heat exchanger with variation in fin
configuration

Young-Kwon Jung, Hyeon-Ju Kim, Ho-Saeng Lee(KRISO), Jung-In Yoon(PKNU)

요 약

이 논문은 물과 물의 열전달에서 다양한 핀 형상에 대하여 열전달과 압력강하 특성을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플레이트 핀 열교환기는 핀 형태, 피치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핀 설계 조건인 핀 형태, 핀 피치 그리고 핀 높이
등을 변화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일정한 유량에서 총괄열전달계수와 압력강하
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핀 설계 인자를 도출하
고 최적 조건의 핀 설계 조건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of plate fin heat
exchanger with different fin geometry are investigated. Tested fin geometry are
fin type, fin pitch and fin height. Pressure drop and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are calculated as a constant heat flux is given to the heat exchanger
unit.

Keywords : OTEC(해양온도차발전), Plate fin heat exchanger( 플
레이트 핀 열교환기), heat transfer(열전달)

1. 서 론

고도화된 열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공정상에는 유체사이의 열교환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열교환기 분야에
서도 사용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단위부피당 전열면적을 극대화시킨 고밀도, 고효율 열교환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설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최적 설계로 압력손실을 낮추고 열전달 성능을 극대화시킨 경제적이
고 효율적인 최적의 열교환기 설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외에서는 열교환기에 대한 콤팩트화 설계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초저온 열교환
기를 이용한 LNG의 생산 분야에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업체에서는 해양온도차 발전과 해수냉난방
의 열교환기에도 플레이트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실험하고 있다. 향후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형, 고효
율 열교환기가 요구되는 만큼 플레이트 핀 열교환기는 이러한 산업사회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열
교환기라 생각되고, 우선적으로 플레이트 핀 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수냉난방용으로 플레이트 핀 열교환기를 적용시킬 때 최적의 설계 조건을 얻고자, 핀
형태, 핀 피치 그리고 핀 높이 등에 따라 열전달 성능과 압력강하 성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수치해석 및 결과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핀 형태는 plain fin과 offset fin이며, 핀 높이와 핀 피치를 변화시켜 모델링하였고,

주요 치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치 해석에 사용된 핀의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Fig. 1은 수치해석 모델

의 기하하적 형상을 보여준다.

HEIGHT(mm) 6.0 / 6.4 / 6.8

PITCH(mm) 3 / 4 / 5 / 6

THICKNESS(mm) 0.5 / 0.6

Material Aluminum

Table 1. Configuration of plate fin heat exchanger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a) Plain fin (a) Offset fin

Fig. 1 Plate fin type

플레이트-핀 열교환기 내부 유동에 관한 수치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유체의 유동은 3차

원 정상상태이며, 중력에 의한 영향은 무시한다. 그리고, 유입되는 유체의 속도분포는 입구의 수직방향으로

균일하다.

본 열교환기가 적용되는 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하였다. 난류유동에서의 난류모델로는 Standard k-ε

model을 적용하였다. Standard k-ε model은 넓은 범위의 레이놀즈수 영역에서 유동의 난류특성을 보다 정

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델의 벽면은 미끄러짐이 없는 조건(no slip wall)을 주고 아래와 윗

면은 대칭형(symmetry)으로 지정하였다.

본 수치해석에서 물측 입출구온도를 측정하고 식(1)을 이용하여 물측 열전달량을 구하였다.

   (1)

여기서,  ,  ,와 는 입출구온도차, 유량 및 비열을 나타낸다.

총괄 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 식 (2)을 이용하였다.

   (2)

여기서, 는 전열면적, 는 대수평균온도차이다.

3.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plain fin과 offset fin의 피치, 높이와 두께 등을 다르게 하여 열교환기 열전달 성능과 압력

강하에 대하여 수치해석하였다.

Fig. 2과 3는 plain fin과 offset fin의 두께별로 피치와 높이에 대한 총괄열전달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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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as a pitch for plain fin

Fig. 2와 같이 plain fin에서는 피치가 증가함에 따라 총괄열전달계수는 감소하였으며, 높이가 증가함에 따



라 총괄열전달계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께에 따른 총괄열전달계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

다. 피치가 3mm일 경우 6mm일 경우를 비교하면, 6mm일 때가 약 20% 총괄열전달계수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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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as a pitch for offset fin

Fig. 3과 같이 offset fin에서는 피치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총괄열전달계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총괄열전달계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치가 3mm일 경우 6mm보다 총

괄열전달계수가 두께에 따라 24~33% 감소하였으며, 두께가 증가할수록 높이에 따라 약 6%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ffset fin은 plain fin 보다 약 2배 정도 큰 총괄열전달계수를 나타내어, 열전달 성능 면에서는

offset fin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과 5는 plain fin과 offset fin의 두께별로 피치와 높이에 대한 압력강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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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drop as a pitch for plain fin

Fig. 4과 5와 같이 모든 수치해석 모델에서 피치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압력강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lain fin의 경우, 피치가

6mm일 경우 3mm보다 압력강하는 두께에 따라 약 83% 감소하였다. 그리고 두께가 증가할수록 평균 8% 정

도 압력강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ffset fin은 plain fin 보다 평균적으로 약 8배 정도 압력강하를

나타내어, 압력강하 면에서는 plain fin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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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drop as a pitch for offset fin

4. 결론

Plate fin 열교환기의 핀 종류에 따라 핀 피치, 높이 등에 따라 전열성능과 압력강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

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lain fin과 offset fin 모두 피치와 높이가 커질수록 총괄열전달 계수는 증가하였다.

(2) Plain fin에서는 두께는 총괄열전달 계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ffset fin은 두께가

커질수록 총괄열전달 계수는 감소하였다.

(3) 열전달 성능면에서는 offset fin이 plain fin 보다 약 2배 정도 우수하였다.

(4) 압력강하에서는 2개 핀 종류 모두 간격과 높이가 증가할수록 압력강하는 감소하였으며, 두께가 증가할

수록 압력강하는 증가하였다.

(5) Offset fin은 plain fin보다 6~10배 정도 큰 압력강하는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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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W급 해양온도차발전플랜트 설계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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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Experiment of the 20kW OTEC Plant
H.S Lee, S.W Cha, Y.G Jung, H.J Kim(Ships and Ocean Plant Research Center)

B.S Choi(Korea Meachanical Research Center)

요 약
해양온도차발전(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은 해양 표층의 상대적으
로 따뜻한 해수와 심층의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
식이다. 이러한 해수 온도차가 20℃ 이상일 때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저온도차에서도 발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온도차발전 실증 실험을 위하여 20kW급 폐쇄순환식 해양온도차
발전 플랜트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여기서, 작동유체는 R32를 사용하였으며, 온열원
의 온도는 26℃, 냉열원의 온도는 5℃를 사용하였다. 열교환기인 증발기와 응축기는
반용접식을 사용하였고, 총출력은 20kW급으로 설계되었다. 시스템 설치는 강원도 고
성군 소재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 설치되었으며, 이 해양온도차발전 파일럿플랜트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설계 과정에 실시한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운전실험 결과와 비교
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is a method that utilizes the natural
temperature gradient that exists in tropical ocean between warm surface water
and the deep sea water to generate electricity. When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urface seawater and deep seawater is over 20℃, the system can be run
with much better efficiency. Researches for the cases of low temperature
differences are also ongoing. In this paper, to perform an experiment on the 20kW
OTEC, a closed OTEC cycle was designed and fabricated. R32 was used as the
working fluid, and the temperature of the heat source and heat sink were 26℃
and 5℃ respectively. A semi-welded-type heat exchanger was used as the
evaporator and condenser, and the OTEC cycle was designed for a gross power of
20kW. R32-OTEC was installed in Seawater Utilization Plant Research Center in
Gosung-gun, Gangwon-do. In order to analyze performance of the R32-OTEC
pilot plant, the simulation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experiment results.

Keywords : OTEC(해양온도차발전), Closed cycle(밀폐사이클),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위해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소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요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서태범, [2001]). 이 중 해양에너지는 매우 안정적이며, 무한한 청정
에너지 자원이다. 지구 표면의 약 71%에 달하는 해양으로 흡수되는 연간 태양에너지의 양은 현재 인간이 소비하
고 있는 전체 에너지양의 약 4,00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Vega, [2003]).
해양온도차발전은 따뜻한 해양표층수와 차가운 해양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등의 작동유체로 터

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해양에너지에 비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해양온도차 발전은 1881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해양온도차발전에 대한 개념이 제안되었고
(D'Arsonal, [1881]), 미국에서는 1930년도에는 개방형 해양온도차발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979년 하와이에서
50kW급 실험용 폐쇄형 해양온도차발전 시스템을 최초로 실험에 성공하였고, 1993년도에는 약213kW의 전기를 생
산하는 등 해양온도차발전에 대한 주도적인 연구로 현재 세계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박성식, [2010]). 유럽에
서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이 중 프랑스 DCNS사에서는 2016년까지
10MW OTEC 파일럿 플랜트를 Martinique섬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가 대학에서 암모니
아, R22 및 암모니아/물 혼합작동유체로하는 해양온도차발전실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혼합작동유체를
사용한 Uehara 사이클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하여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켰다(Uehara, [1999]).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쿠메지마섬에 50kW급 해양온도차발전 파일럿플랜트를 제작 및 설치하여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
다.
국내에서는 해양온도차발전에 대한 연구를 강원도 고성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

수프랜트연구센터에서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이라는 해양수산부 과제를 통해 요소기술 개발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연구과제는 2011년 100W급 OTEC Mock-up장치를 성공적으로 설
계, 제작 및 운전을 하였으며, 최근 2013년 20kW급 OTEC을 설계, 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전하여 국내의 해양온
도차발전 기술이 세계의 최고기술에 발맞춰 많은 기술 향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이호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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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해양온도차발전 실증 실험을 위하여 20kW급 폐쇄순환식 해양온도차발전 플랜트 설계 및 제작
을 하였다. 작동유체는 R32를 적용하였으며, 온열원의 온도는 26℃, 냉열원의 온도는 5℃를 사용하였다. 열교환기
의 종류는 증발기 및 응축기에 각 각 반용접식(semi-welled)을 사용하였고, 총 출력은 20kW급으로 설계되었다.
현재 이 장치는 강원도 고성군 소재 해수플랜트연구센터에 설치되었으며, 이 해양온도차발전 파일럿 플랜트의 성
능평가를 위하여, 설계 과정에 실시한 해석결과를 기준으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2. R32-OTEC

2.1 작동사이클 및 작동유체
20kW급 R32-OTEC은 EES(Energy Equation Solve)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클 설계를 하였다. Fig.1은

R32-OTEC의 설계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온열원인 표층수의 온도 및 유량은 26℃, 86.68kg/s를 적용하였으며,
냉열원인 심층수의 온도 및 유량은 5℃, 43.88kg/s를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작동유체는 R32를 적용하였으며,
20kW급 출력을 내기위한 작동유체 유량은 3.7kg/s를 적용하였다. R32작동유체는 다른 작동유체에 비해 증발압력
이 높아 터빈 및 열교환기 등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ODP는 0이며, GWP는 550정도로 기존에 많
이 적용되는 암모니아에 비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 R22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진 작동
유체로써 이번 실험에 적용되었다. 터빈의 입출구 압력은 각 각 1,515kPa, 1,203kPa이며 터빈효율은 80%를 적용
하였다. 20kW급의 출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증발기 및 응축기의 용량은 1,088kW, 1,065kW를 나타냈다. Table.1
에서 해석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Fig.2는 R32-OTEC의 3D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기기인 열교환기, 터빈, 펌프, 기액분리기 등을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액분리기는 증발기를 통과한 작동유체 중 순수 증기만 터빈에 유입되며, 증발되지 않은 액체
는 기액분리기를 통해 분리되어 작동유체탱크로 재순환하게 설계하였다. R32-OTEC의 전체 사이즈는 2,300 X
4,500 X 2,370 mm이다. Fig.3은 R32-OTEC의 P&ID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Simulated condition

Parameter Value

Gross power(kW) 20kW

Warm seawater inlet temperature (℃) 26

Cold seawater inlet temperature (℃) 5

Warm seawater Flow rate 86.68kg/s

Deep seawater Flow rate 43.88kg/s

Evaporator capacity 1,088kW

Condenser capacity 1,065kW

Working fluid flow rate 3.7kg/s

Working fluid R32

Fig.1 Design of the heat cycle of the R32-OTEC.



Fig.2 3D working drawing for the

fabrication.
Fig.3 P&ID for the R32-OTEC.

2.2 터빈발전기 및 열교환기
R32-OTEC에 구성기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터빈발전기 및 열교환기가 있다. 터빈발전기는 R32-OTEC

에서 작동유체가 순환하며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켜 전력을 얻어내는 장치이다. 터빈발전기의 타입은
radial inflow타입으로 설계하였다. Fig.4는 터빈발전기의 실제모습을 나타낸다. 총 출력은 20kW를 만들 수 있으
며, 회전속도는 15,000rpm에서 설계하였다.
OTEC의 경우 열교환기가 전체 플랜트의 제작비용에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열교환기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열교환기의 타입은 반용접식 판형열교환기를 적용하였다. R32작동유체의 경우 터빈입
구 압력이 1,515kPa로 상당히 높은 고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켓타입보다는 반용접식 판형열교환기가 사
이클을 운전할 때에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열교환기의 냉매측이 용접되어있으며, 해수측은 가스켓타
입으로 만들어져있다. 열교환기의 재질은 티타늄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부식 및 오염으로
인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수에 강한 티타늄을 선정하였다. Fig.5는 R32-OTEC에 적용된 열교환기의 모
습을 나타내고 있다.

Fig.4 Fabricated turbine generator. Fig.5 R32-OTEC Heat exchanger

2.3 R32-OTEC 파일럿플랜트 제작
위의 구성기기를 바탕으로 R32-OTEC 파일럿플랜트를 제작 및 설치하였다. 설치는 강원도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수플랜트연구센터에 설치되어있다. 이 연구센터에는
2,000m3/day를 취수할 수 있는 심층수파이프 및 펌프가 설치되어있다. Fig.6은 R32-OTEC의 외형을 보여준다.
R32-OTEC은 컨테이너형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동이 용이하게 제작되었다. Fig.6의 왼쪽은 Das room으로써
R32-OTEC의 기기의 제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오른쪽 컨테이너는 Test room으로 실제 R32-OTEC 파
일럿플랜트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다. Fig.7은 R32-OTEC의 Test room 내부를 보여주고 있다.

3. 실험결과
해수플랜트연구센터의 경우 겨울철 표층수의 온도는 약 12℃를 나타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원활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열원을 이용하여 26℃의 열원을 공급하였다. 이때의 열원으로는 태양열, 풍력, 그리고 우드칩
보일러를 이용하여 열원을 공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여름철을 제외한 계절에서는 표층수 열원이 19℃이하이기 때
문에 위와 같은 태양열, 풍력, 그리고 우드칩보일러를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사계절동안 일정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시스템구성이 되겠다. 실험은 온열원 26℃, 냉열원 3℃가 장치에 투입되어 실험이 진행되었
다. 실험시간은 심층수탱크의 유량이 한정되어있어 연속운전시간이 약 2시간 30분가능하여, 시스템을 안정화 및
시스템 정지에 필요한 시간 2시간을 제외한 정격출력 20kW를 나타낼 때에 약 30분간 연속운전을 한 결과를 바탕
으로 정리하였다. Table.2는 R32-OTEC의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작동유체의 유량은 3.49kg/s, 온열원 및 냉
열원의 유량은 각 각 82kg/s, 43kg/s를 공급하였다. 이때의 정격 출력은 20.49kW를 나타냈으며, 사이클 효율은



2.0%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중 응축기의 열용량이 증발기의 열용량보다 다소 높은 값을 확인 할 수 있
는데, 이는 실험 시 응축기를 통과한 작동유체의 과냉을 많이 시켜서 다소 높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음실험
에서는 시스템의 과냉을 줄이는 실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Fig.6 R32-OTEC pilot plant Fig.7 OTEC system in the test room

Fig.8은 R32-OTEC의 설계 data와 실제 실험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설계디자인과 비슷
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층수 온도는 설계온도는 5℃이나, 실제 실험시 심층수의 온도가 3℃가 공급되어, 온
도차 및 심층수의 온도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Fig.9는 출력 및 사이클효율을 비교한 그래
프를 나타낸다. 출력은 정격출력인 20kW와 근접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사이클효율은 실험결과가 약간높게 나오
는데, 이는 Fig.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심층수온도가 3℃로 공급되어 온도차가 약 23℃가 나기 때문에 설계온도인
21℃온도차보다 온도차가 커져서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Fig,10은 R32-OTEC의 터빈 회전수를 나타낸다. 회전수는 약 13,268rpm을 나타냈다. Fig.11은 R32-OTEC 터

빈의 x축, y축의 진동값을 나타낸다. 터빈상태 또한 큰 변동 없이 x축은 2∼4mm/s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y축은 2
∼3mm/s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터빈의 진동 또한 시스템이 안전하게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된다.

Table.2 Experiment conclusion

Warm ocean water inlet temperature (℃)

Cold ocean water inlet temperature (℃)

Warm ocean water mass flow rate (kg/s)

Cold ocean water mass flow rate (kg/s)

Working fluid mass flow rate (kg/s)

Evaporator capacity (kW)

Condenser capacity (kW)

Total gross power (kW)

Cycle efficiency (%)

Fig.8 Comparing the design and experiment of

the R32-OTEC(each parameter)
Fig.9 Comparing the design and experiment of

the R32-OTEC(power and efficiency)



Fig.10 R32-OTEC turbine RPM Fig.11 R32-OTEC turbine vibr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kW급 R32-OTEC 파일럿 플랜트를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전을 통해 실증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고성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수프랜트연구센터에 20kW급 R32-OTEC 파

일럿 플랜트 실증실험을 통해 20kW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OTEC의 사이클 효율 및 성능향상을 위해 다양
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실제 설계디자인보다는 온도차가 약2℃정도 높았으며, 이는 주어진 심층수온도가 3℃로 유입되어 23℃의 온도

차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초기운전부터 정격운전(20kW)에 도달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실험결
과는 정격출력 이후 30분 연속운전을 진행하였다. 이때의 출력은 20.49kW를 나타냈으며, 사이클 효율은 2.0%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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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수한 열역학  성질들로 인해 1930년 부터 사용하던 염화불화탄소(CFC)  수소
화염화불화탄소(HCFC)가 오존층 붕괴의 주원으로 밝 짐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CFC, HCFC계열의 냉매들은 사용이 규제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체냉매의 개발이 시 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는 신 냉매제작 
는 기존의 냉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32/R152a 냉매

를 혼합하여 해양온도차발 에 용하 을 때에 최 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혼합
냉매의 조성비를 찾기 해 다양한 해석을 진행하 다. 사이클의 종류는 기존의 폐
형사이클, 암모니아/물 혼합물에 용하고 있는 칼리나 사이클에 해 시뮬 이션 해
석을 수행하 다. 해석 조건으로 온열원의 온도는 26, 29℃, 냉열원의 온도는 5℃를 
용하 다. 폐사이클의 경우 칼리나사이클보다 높은 출력 성능을 나타냈으며, 칼리

나사이클은 높은 사이클 효율을 나타내었다. 냉매의 조성비는 사이클의 종류와 상
없이 R32/R152a가 각 각 90%:10%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It has been discovered that chlorofluorocarbon(CFC) and hydrochlorofluorocarbon 
(HCFC) which had been used since 1930 caused ozone layer depletion due to high 
thermodynamics characteristics. Series of CFC and HCFC refrigerants were 
regulated according to the Montreal Protocol. Therefor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refrigerant urgently needs to resolve ozone layer depletion. There are 
two ways to resolve the problem; Development of a new refrigerant or mixed 
refrigerants. In this paper,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cycles was studied when 
mixed existing refrigerants(R32/R152a) were used for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for finding a optimizing composition ratio. For simulations, 
R32/R152a were used in existing closed cycle and Kalina cycle which is used only 
ammonia and water as mixed refrigerant. Temperature of the warm heat source 
was 26℃, temperature of the cold heat source was 5℃.In results of simulation, 
closed cycle showed great gross power than Kalina cycle, and Kalina cycle had 
higher cycle efficiency than Closed cycle. Best composition of the mixed working 
fluid was 90%:10% for OTEC performance regardless of kind of cycle.

Keywords : Mixed working fluid(혼합작동유체), OTEC(해양온도차발
), Closed cycle( 폐사이클), 

1.  서 론 

   재  세계 으로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날로 증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처하기 한 목 으로 
기후변화 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한 실천  규범을 발효하 으나,  세계의 에 지 소비는 향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요 에 지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체할수 있는 신재생에 지의 개발이 실히 필요하다(서태범, [2001]). 이  해양에 지는 매우 안
정 이며, 무한한 청정에 지 자원이다. 지구 표면의 약 71%에 달하는 해양으로 흡수되는 연간 태양에 지의 양
은 재 인간이 소비하고 있는 체 에 지양의 약 4,00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Vega, [2003]). 
   해양온도차발 은 따뜻한 해양표층수와 차가운 해양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등의 작동유체로 터
빈을 돌려 발 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해양에 지에 비해 변동성이 기 때문에 안정 인 력 생산이 가능하
다는 장 이 있다. 일본의 사가 학에서 암모니아, R22  암모니아/물 혼합작동유체로하는 해양온도차발 실험
을 꾸 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혼합작동유체를 사용한 Uehara 사이클에 한 개발을 꾸 히 하여 사이클의 효
율을 향상시켰다(Uehara, [1999]). 국내에서는 해양온도차발 에 한 시뮬 이션  20kW 해양온도차발 의 실
용화를 한 사이클 효율 향상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온도차발 의 실용화를 한 사이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김 주 등,[2010]). 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CFC, HCFC계열의 냉매들의 사
용이 규제됨에 따라 해양온도차발 에 용할 수 있는 새로운 냉매 는 혼합작동유체에 한 연구가 시 한 상
황이다. 한 기존의 작동유체에 시스템의 큰 변경없이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한 성질의 작동유체에 한 연구 
한 필요한 상황이다(윤정인 외, [2012]). 이를 한 연구  하나로 R32/R152a 혼합작동유체를 해양온도차발

에 용했을때에 따른 성능특성에 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에 있으며 혼합작동유체가 기존의 R32작동유체보
다 높은 출력  효율을 나타냈다(이호생 등, [2013])
   본 논문에서는 해양온도차발 에 용할 수 있는 혼합작동유체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혼합작동유체는 산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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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히트펌 에 연구 인 R32/R152a를 용하 다. 이  R32/R152a의 성능이 최 화 되어있는 조성비를 찾기 
해 100:0∼0:100(R32:R152a)의 조성비를 10%씩 감소 혹은 증가시켜 최 의 조성비를 찾기 해 시뮬 이션해석

을 진행하 다.

2. 시뮬 이션 해석조건
   2.1 R32/R152a
   혼합작동유체란, 기존의 단일작동유체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작동유체를 말한다. 재 산업용 혼합작동
유체로는 R410A(R32/R125), R407C(R32/R125/R134a)등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이 혼합작동유체의 특징으로는 ODP
가 0이기 때문에 오존층을 괴시키지 않으며, 친환경 인 비공비 혼합냉매를 사용하면 열효율을 10%정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기존의 시스템에 큰 변화 없이 용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강동규 외[2012]). 이런 다양한 혼합작
동유체  산업용 히트펌 에 용하여 연구 인 R32/R152a를 용한 해양온도차발 의 특성에 해 연구를 진
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100:0∼0:100(R32:R152a)를 단계 으로 10%씩 증감하여 해석을 진행하여 최 의 조성비를 찾고
자 하 다. Table 1.은 R32/R152a의 조성비에 따른 냉매의 특성을 나타낸다. R32의 조성비가 클수록 비등 이 크
고, 끓는 이 낮아진다. 이는 R152a보다 R32의 비등 이 크기 때문에 R32를 더 많이 섞을수록 비등 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R32의 끓는 이 낮기 때문에 R32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끓는  한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Table 1. A characteristics of R32/R152a. 

R32:R152a
boiling 

pressure(kPa)

(at 25℃)

boiling 
temperature(℃)

(at 101kPa)

critical 
pressure

(kPa)

critical 
temperature

(℃)

density

(kg/m
3)

100:0 1710.0 -51.65 5782.0 78.1 424.0

90:10 1452.7 -46.83 5743.5 82.6 410.56

80:20 1267.4 -42.9 5671.4 86.8 401.23

20:80 691.57 -27.6 4854.2 107.5 369.77

10:90 640.67 -25.8 4687.1 110.45 368.28

0:100 596.41 -24.0 4516.8 113.26 368.0

2.2 해석조건
   시뮬 이션 해석 방법으로는 기본 인 유기랭킨사이클을 해석하기 해 공정설계 로그램인 Aspentech 
HYSYS(V.8.0) 로그램을 이용하 다. HYSYS는 열역학  사이클 모사에 필요한 상태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 다. 시뮬 이션에 사용한 상태방정식으로는 Peng-Robinson방
정식을 사용하 다. Peng-Robinson방정식은 열해석에서 가장 리사용하는 상태 방정식이며 다음과 같다. 여기서 
P는 압력(pressure),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temperature), V는 부피(volume), 그리고 a,b는 각 각 상수를 의미하
는데 이는 식(2), (3)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석조건으로는 R32와 R152a의 최  조성비를 확인하기 해 100:0, 90:10, ..., 10:90, 0:100(R32/R152a)조성비

로 10%씩 증감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 Fig.1은 폐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작동유체는 펌 를 통해 증발기로 

보내어지게 되고, 증발기에서 작동유체가 증발하여 기체상태가되며 터빈을 통과하여 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터

빈을 통과한 후 응축기로 달되어 액체상태로 변하여 다시 펌 로 공 되는 폐형사이클이다. 폐형사이클은 

해양온도차발 에서 구조가 간단하며 많이 사용되어지는 사이클  하나이다.

   Fig.2는 칼리나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다. 혼합작동유체  하나인 암모니아/물 혼합작동유체를 사용하기 해 

만들어진 사이클로써 증발기를 통과한 작동유체는 기액분리기에 의해 액체는 열교환기로 해지고 기체는 터빈을 

통과하여 력을 생산하게된다. 터빈을 지난 작동유체는 응축기에 의해 응축이 되고 증발기에 공 하기  기액분

리기에서 분리된 액체와 열교환을 하여 증발기에 유입되기  열작용을 하여 증발기의 용량이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열을 많이 할수록 기체상태의 작동유체가 터빈에 유입되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터빈의 출력이 작아지

는 단 이 있어 이에 따른 한 분배 한 필요하다.

   Table 2.는 시뮬 이션 해석조건이다. R32단일 작동유체를 통하여 20kW의 력을 생산할 때의 온열원과 냉열

원의 유량을 기 으로 나머지 조성비에도 동일한 조건을 용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 온열원  냉열원의 온도

는 26, 29℃, 5℃를 용하 으며, 냉매의 유량은 3.7 kg/s를 주었다. 사이클의 효율은 식(4)와 같이 터빈에서 얻은 

출력을 증발기에 유입된 열용량으로 나눠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출력에서 해수  작동유체펌 의 동력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 각종 배 손실, 열교환기 손실, 등과 같은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진행하 다. 

3. 해석 결과  고찰

 3.1 Closed cycle 해석결과
   첫 번째로 기존의 폐사이클에서 혼합작동유체의 특성에 해 연구를 진행하 다. Fig.3은 26℃온열원에서 

R32/R152a의 조성비에 따른 사이클의 출력과 효율은 보여 다. R32/R152a의 조성비가 90:10일 경우에 가장 높은 

출력과 효율 그래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출력  효율은 29.93kW, 2.78%를 나타내고 있다. 출력  사



이클 효율의 경향성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90:10(R32:R152a)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60:40까지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의 조성비에서는 출력  효율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을 확인할  

 

Figure. 1. Schematic of the Closed cycle Figure. 2. Schematic of the Kalina cycle

Table 2. Simulated condition

Parameter Value

Power (kW) 22kW, open

Cycle type closed cycle, kalina cycle

Warm water inlet temperature (℃) 26, 29

Warm water △T (℃) 3

Cold water inlet temperature (℃) 5

Heat source and sink of a flow rate ratio 2:1(86.68kg/s:43.88kg/s)

Isentropic turbine efficiency (%) 80

Isentropic pump efficiency (%) 80

working fluid(R32:R152a) 100:0, 90:10, 80:20, ∼ , 20:80, 10:9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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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터빈출력, �= 사이클내에 투입된 총열량

수 있다. 이는 기존의 R32 단일작동유체의 출력에 비해 24.1%, 효율은 27.3%상승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조성비가 50:50일 때 까지 R32 단일작동유체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온열원의 증가에 

따라 최 의 조성비가 변화하는지에 해 알아 보기 해 온열원의 온도를 29℃를 용하여 해석을 진행해 보았

다. Fig.4는 29℃온열원에서 R32/R152a의 조성비에 따른 사이클의 출력  효율을 보여 다. Fig.3과 같이 

90:10(R32:R152a)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에 출력  효율은 37.7kW, 3.69%를 나타냈다. 출력 

 효율의 경향성은 26℃일 때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한 조성비가 60:40일 때 까지 R32 단일작동유체보

다 더 높은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폐사이클에서 혼합작동유체 R32/R152a를 용하 을 때에 최

의 조성비는 90:10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ss power 

and efficiency according to composition ratio(26℃)

Figure.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ss power 

and efficiency according to composition ratio(29℃)

 3.2 Kalina cycle 해석결과
   다음으로 혼합작동유체를 용한 칼리나사이클의 해석결과에 해 비교하 다. 칼리나사이클의 경우 펌 에서 



토출되는 펌 의 압력에 따라 증기를 생성할 수 있는 양이 결정되게 된다. 증기를 많이 만들수록 작동유체의 유

량이 많아지고, 터빈 입구의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재열기로 들어가는 냉매의 양이 작아지게 됨으로써 

증발기의 용량은 커지게 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최 의 출력  효율 을 구하기 해 증기생성량을 90%, 

70%, 50%, 30%로 설정하여 시뮬 이션 해석을 진행하 다. Fig.5는 26℃의 열원에서 증기생성량에 따른 칼리나

사이클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체 으로 70%의 증기생성량에서 90:10 조성비가 가장 높은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출력은 26.04kW을 나타냈다. 증기생성량이 70, 90%일 때는 확연히 R32와 R152a의 조성비가 90:10

일 때 가장 높은 출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30, 50%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미미하게 90:10에서 높은 출력값

을 나타냈다. 

   Fig.6은 26℃의 열원에서 증기생성량에 따른 칼리나사이클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30%의 증기생성량이 사이

클 효율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때에 효율은 3.42%를 나타냈다. 이는 증기생성량이 작아짐으로

써, 필요한 증발기의 열량이 작아져 체 인 사이클 효율은 증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클 효율의 경

우도 R32/R152a의 조성비는 90:10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Fig.7은 29℃의 열원에서 증기생성량에 따른 칼리나사이클의 출력을 보여 다. Fig.5의 경향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90:10의 조성비에서 가장 높은 출력을 보이고 있다.  26℃열원과는 다르게 90:10에서는 90%의 

증기생성량이 가장 높은 출력을 나타내며 30.18kW를 보 다. 이외의 조성비에서는 70%의 증기생성량이 높은 출

력을 나타냈다. 

   Fig.8은 29℃의 열원에서 증기생성량에 따른 칼리나사이클의 효율을 보여 다. 26℃의 효율그래 와 비슷한 경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30∼50%의 증기생성량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조성비는 R32/R152a가 90:10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온열원이 증가할수록 증기생성량에 따른 효율차이가 작아지는 그래 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 를 보면 출력이 높은 70%의 증기생성량과 50%의 증기생성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 2

9℃열원에서 0.56%차이가 났으며, 26℃열원에서는 1.31%차이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온열원이 증가할

수록 사이클 효율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Figure. 5.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ss power  

with composition ratio(26℃)
Figure. 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cle efficiency  

with composition ratio(26℃)

Figure. 7.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ss power  

with composition ratio(29℃)

Figure. 8.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cle efficiency  

with composition ratio(29℃)

 3.3 Closed cycle과 Kalina cycle의 비교
   의 해석을 바탕으로 R32/R152a의 혼합냉매를 해양온도차발 에 용할 때에 기존의 폐사이클과 칼리나사
이클의 특성에 해 비교하 다. 온열원의 온도는 26℃를 기 으로 비교하 다. 칼리나사이클의 증기생성량은 출
력은 70%, 효율은 30%를 용하여 비교하 다. 그리고, 칼리나사이클은 암모니아/물 혼합작동유체를 용하기 
해 고안된 사이클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물 혼합작동유체를 용하여 의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해보았다.  
   Fig.9는 조성비에따른 출력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클의 출력은 폐사이클이 칼리나사이클보다 높은 출력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칼리나사이클은 기액분리기를 통해 증발한 작동유체보두가 터빈에 유입되지 않고, 일부는 열
기로 공 되기 때문에 폐사이클에 비해 유량이 작아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해석결과를 보았을 때 폐사이



클이 출력에서는 모든 조성비에서 가장 높은 출력을 나타내며, 90:10에서 높은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10은 조성비에 따른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클 효율은 칼리나 사이클이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
다. 작동유체는 R32/R152a가 암모니아/물 혼합작동유체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성능구간인 
90:10 조성비에서 각 각 3.42%, 3.1%를 나타냈으며, 이는 암모니아/물보다 9.1%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따라서 칼
리나사이클 내에서 암모니아/물 작동유체보다 R32/R152a혼합작동유체가 높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Figure. 9. Comparing the gross power of the closed 

and Kalina cycle
Figure. 10. Comparing the cycle efficiency of the 

closed and Kalina cycl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혼합작동유체  R32/R152a를 해양온도차발 에 용하 을 때에 따른 다양한 성능  사이클
의 특성에 해 연구를 하 다. 혼합작동유체의 비율은 100:0, 90:10, 80:20 ∼, 20:80, 10:90, 0:100으로 용하여 해
석을 수행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폐사이클에서 혼합작동유체의 특성에 해 연구에서는 R32/R152a의 조성비가 90:10에서 가장 높은 
출력과 효율 그래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26℃의 열원에서 출력  효율은 26.04kW, 3.4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R32 단일작동유체의 출력에 비해 24.1%, 효율은 27.3%상승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칼리나사이클에 혼합작동유체를 용하 을 때에 따른 해석결과로 증기생성량이 70%일 때에 가장 높은 출력
을 나타냈다. 사이클 효율에서는 30%의 증기생성량이 가장 좋았는데, 이는 터빈에 유입되는 유량이 작아짐으로 
열기로 공 되는 열원이 커져 증발기의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폐사이클과 칼리나사이클의 성능을 비교하 을 때에 폐사이클이 칼리나사이클보다 더 높은 출력을 보 으
며, 칼리나사이클보다 약12.9% 더 높은 출력을 나타냈다. 효율은 칼리나사이클이 폐사이클보다 높은 효율을 나
타냈으며, 기존의 폐사이클보다 효율이 약 18.7%상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칼리나사이클의 암모니아/물과 R32/R152a를 비교했을 때 R32/R152a가 높은 성능을 보 으며, 9.1%높은 성능
을 나타내어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작동유체로 여겨진다.
   R32/R152a의 최  조성비를 검토하 을 때에, 온열원의 온도, 사이클의 종류, 칼리나사이클 내 증기생성량, 출
력  사이클 효율 등에 한 체 인 부분에서 90:10의 조성비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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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비 변화에 따른 증기-액 이젝터를 용한 OTEC 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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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nalysis of OTEC Power Cycle using Pressure ratio of 
Vapor-Liquid E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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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증기-액 이젝터를 용한 해양온도차발  시스템의 작동변수에 한 기  설계자료를 제공하고자 HYSYS
를 이용하여 증발열량, 응축열량, 터빈일량, 시스템효율에 한 사이클 성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고
려된 작동변수는 해양온도차 발  사이클의 이젝터 압력비 변화 등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해양온도차 발  사이클의 효율은 이젝터 압력비 변화에 가장 많은 향을 받는다. 따라서 해양온도차 
발  시스템의 설계시에는 이러한 향을 면 하게 악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analysis for condensation and evaporation capacity, turbine work and 
efficiency of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power system using Vapor-Liquid Ejector is presented 
to offer the basic design data for the operating parameters of the system. The operating parameters 
considered in this study include the pressure ratio of ejector. The main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efficiency of the OTEC power cycle has a largely effect on the pressure ratio of ejector. 
With a thorough grasp of these effect,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OTEC power cycle proposed in 
this study.
Keywords : R717 (암모니아), OTEC (해양온도차발 ), Performance analysis (성능분석)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속됨에 따라 해마다 에 지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에 지 수입
의존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력공  상황이 과거에 비해 격하게 악화되는 등의 에 지 
부족 문제가 크게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재생에 지가 친환경 이며 청정에 지로서 주요 
체에 지원이 될 것으로 망한다. 그에 따른 많은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 에서 본 연
구에서는 해양에 지의 일환인 해양온도차발 에 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효
율 해양온도차발  사이클을 제안하고 HYSYS 사용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물 이션 하 고, 해양온도차
발  사이클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악한 후, 시스템효율, 터빈일량, 증발열량, 응축열량에 한 향
을 분석하 다.[1],[2]

2. 성능분석

Fig. 1과 Fig.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증기-액 이젝터를 용한 해양온도차 발 사이클의 개략도와 P-h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사이클은 폐쇄형사이클에 효율향상방안으로 다양한 구성기기와 증기-액 이젝터
가 추가된 시스템이다. 본 사이클의 특징은 증기-액 이젝터를 용하여 터빈1의 출구압력을 응축압력 이
하로 낮추어 터빈1의 생산일량을 증 시켜 시스템효율을 향상시킨다. 한, 해양온도차발  사이클의 성능 
분석에 필요한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해양온도차발  사이클의 효율을 식(1)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 �
�� �

�
                                          (1)

� � � �
���                                        (2)

                    � �
��

�

                                          (3)

식 (2)와 같이 시스템 체일량(W)은 터빈일량(�
�
)에서 펌 일량(�

�
)을 뺀 값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

고  이젝터의 압력비 � (pressure ratio)는 식 (3)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해양온도차 발  시스템의 성능 분석 범 를 Table 1 나타내었다. Table 1의 분
석조건으로부터 수식과 열물성치값을 계산하고 나온 결과값을 이용하여 증기-액 이젝터를 용한 해양온
도차발  시스템의 증발열량, 응축열량, 터빈일량, 효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한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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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 diagram of vapor-liquid ejector cycleFig. 1 OTEC power cycle with Vapor-Liquid 
ejector

Fig. 3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OTEC power cycle with 

pressure ratio of ejector 

Variable Value

Gross power of Turbine (kW) 20

Inlet temperature of surface water  (℃) 26

Inlet temperature of deep water (℃) 5

Isentropic efficiency of turbine (%) 80

Efficiency of working fluid of pump (%) 65

Heat exchanger LMTD (℃) 3.5

Temperature difference of deep water (℃) 5.8

Temperature difference of surface water (℃) 3

Working fluid of pressure drop (kPa) 10

Table 1 : Analysis conditions of OTEC power cycle

3. 이젝터 압력비 변화에 따른 향

Figure 3는 이젝터 압력비 변화에 따른 해양온도차 발  사이클의 증발열량, 응축열량, 터빈일량, 효율
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2에서 이젝터 압력비가 감소할수록 증발  응축열량은 일정한 반면 터빈일량과 시스템 효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압력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젝터 출구의 Discharge Pressure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압력회복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사이클의 압력비가 가장 높은 1/6일 때,  시스템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이후의 OTEC 발  사이클에는 압력비 1/6로 고정하여 분석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TEC 발  시스템의 증발열량, 응축열량, 터빈일량, 시스템효율에 향을 미치는 
이젝터 압력비 변화 등의 인자들에 해서 Table 1의 운 조건에서 살펴보았다. 증기-액 이젝터를 용한 
해양온도차발  사이클의 압력비 변화에 따라 시스템 효율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압력비가 
작아질수록 효율이 상승함을 나타내었다. 한, 해양온도차발  시스템 설계 제작시 이젝터 압력비의 이론
 계산값에 따라 시스템효율이 크게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젝터의 추가 인 연구  
성능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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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터빈 출구압력이 증기-증기 이젝터를 적용한 OTEC 성능에 미치는 영향

예병효*, 하수정, 윤정인, 손창효(부경대학교), 이호생, 김현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The Impact of Outlet-pressure of High Turbine on OTEC with Vapor-vapor
Ejector

B.H.Ye, S.J.Ha, J.I.Yoon, C.H.Son(Pukyong National University), H.S.Lee, H.J.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Technology)

요 약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 효율을 개
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기-증기 이젝터를 적용하여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증기-증기 이젝터를 적용한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의 성능분석을 이루었으며, 특히 고단터빈의 출구압력
의 변화가 발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성능분석을 토대로 최적화된 해양온도
차 발전시스템의 열설계도를 제시하고, 최적화된 발전시스템이 다른 형태의 시스템과 효율 비교를 통해
발전시스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ABSTRACT
In case of OTEC system, the system efficiency is lower than other newable energy system. So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cy of OTEC system, Vapor-vapor ejector is applied to OTEC system.
The performance analysis of OTEC system is conducted. Especially, the effect of outlet pressure at
High-turbine on OTEC performance is analyzed in priority. Heat-drawing of optimized OTEC system
is proposed from performance analysis and superiority of proposed OTEC system is evaluat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Keywords : OTEC(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 Outlet pressure(출구압력), Vapor-vapor ejector(증기-증기

이젝터, Efficiency(효율), Performance analysis(성능분석)

1. 서 론

현대는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시
이 증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하나인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OTEC)이 있다. 해양온도차 발전
시스템은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시스템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젝터를 적용하여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의 전체 일량을 증가시켜 시스템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Fig 1. Proposed OTEC system with

vapor-vapro ejector
Fig. 2 P-h diagram of proposed OTEC

system using vapor-vapor e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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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lue

Gross power of Turbine (kW) 20

Inlet temperature of deep water (℃) 5

Temperature difference of deep water (℃) 5.8

Inlet temperature of surface water  (℃) 26

Temperature difference of surface water (℃) 3

Isentropic efficiency of turbine (%) 80

Efficiency of working fluid pump (%) 65

Heat exchanger LMTD (℃) 3.5

Pressure drop in Heat 

exchanger(Workingfluids/ Water)(kPa)
10/50

Initial diameter of 

ejector(primary/Suction/Discharge)(mm)
50/50/50

Initial flow ratio of seperator 0.5/0.5

Table 1 : The analysis condition of proposed OTEC system using 

vapor-vapor ejector

Fig 1은 증기-증기 이젝터를 적용한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이며, Fig 2는 Fig 1의 발전시스템의 P-h선

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은 성능분석을 하기 위한 증기-증기 이젝터를 적용한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

의 초기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의 조건으로부터 성능분석을 이루었으며, 특히 고단터빈의 출구압력변화를 중점적으로 성능분석

을 이루었다. Fig 1에서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은 증기-증기 이젝터의 작동부(Motive)측 압력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전체일량과 증기-증기 이젝터의 성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2.1 전체터빈일량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전체일량과 증기-증기이젝터의 성능에 대해 분석한다. 적용한 작
동유체는 R32이며, R32를 적용하였을 때, 증발압력은 1,592kPa, 응축압력은 1,196kPa로 설정한다. 따라서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의 변화는 1,200kPa부터 1,500kPa까지 50kPa씩 압력을 변화시켜가면서 전체터빈일량,
시스템효율, 그리고 증기-증기이젝터의 성능에 대해 분석한다.

Fig 3 Turbine work with respect to outlet pressure of High

Turbine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을 1200kPa에서 1500kPa까지 변화할 경우 압력이 높아질수록 고단터빈의 일량은
감소하고, 저단터빈의 일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터빈일량은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또한 1400kPa지점일 때 고단터빈과 저단터빈의 출구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2.2 증기-증기 이젝터의 성능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증기-증기 이젝터의 성능변화에
대해서 분석한다. 1200kPa에서 1500kPa까지 압력을 20kPa씩 변화시켰을 때 압력변화를 나타내었다.
증기-증기 이젝터의 분출부(Diffuser)측 압력은 거의 일정하며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고단
터빈의 출구압력이 변화하여도 증기-증기 이젝터의 성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Diffuser and Suction pressure with respect to outlet

pressure of High Turbine

3. 결 론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은 증기-증기 이젝터의 작동부(Motive)측의 압력과 동일하며, 고단터빈의 출구압력
을 변화시켰을 때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이 낮을수록 전체일량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증발
열량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고단터빈의 출구압력 변화 시 증기-증기 이젝터의 분출부(Diffuser)측의 압력
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을 낮게할수록 발전시스템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외에 증기-증기 이젝터로 유입되는 유량비를 변화하였을 때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이 시스템효율과 증
기-증기 이젝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결과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H. S. Lee, et al.,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Cycle Efficiency of Closed-type OTE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ol. 35, No. 1, pp. 46-52.

[2] Xinguo Li, et al., 2012, "Thermodynamic analysis of Organic Rankine Cycle with Ejector", Vol. 42,

No. 1, pp. 342-349.

[3] J. I. Yoon. et al., 2013, "Performance Characteristic of the CO2 OTEC Power cycle applying the

ejector", the Korea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pp 285-285



ORC 터빈의 고팽창비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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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essure Ratio Application of OTEC Turbine
S. Han(SeoulTech),Hyeon-Ju Kim(KIOST),Bum-Seog Choi (KIMM)

요 약
해양 표층수와 심해수의 온도차는 약 20℃이다. 이 온도차는 기계동력으로 전환되고, 다시 발전기를 통해 전기
로 전환된다. 그러나 기존의 증기 터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차가 작다. 증기 터빈 기술은 작은 온도차에서 적
용되기 어렵다.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에 온도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포화압력을 가지는
적당한 작동 유체와 그에 최적화된 터빈 설계가 요구된다. 심층수는 오직 열원으로만 쓰이지 않기 때문에, 본 논
문의 저자는 처음 설계된 터빈의 온도차보다 약간 더 높은 다른 열원으로 설계된 터빈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실제 기체의 물성을 고려한 20kW OTEC 시스템 터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작동유체의 정의, 자오면 설계, 터빈 레이아웃, 3D CFD 결과를 포함한다. 그리고 오프디자인 포인트
해석을 통해 20kW OTEC 터빈의 전체 성능이 그려진다. 이번 연구를 통해, R32를 작동 유체로 하는 1단 원심
형 터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고 다른 고온의 열원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surface water and deep sea water is about 20℃. This
temperature difference can be converted into mechanical power. The mechanical power can be converted to
electricity through a generator. However, temperature difference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that of
traditional steam turbines. It is difficult to apply steam turbine technology for this small temperature
difference. To use small temperature difference for making energy, proper working fluid with high saturation
pressure at low temperature and optimized turbine design for the working fluid are needed. Since the deep
ocean is not only heat source available authors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ed turbine system for
other heat source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e design temperature difference of the turbine.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turbine for 20 kW OTEC system with the real gas property. It includes the
determination of working fluids, meridional design, turbine layout and 3D CFD results. With off-design point
analysis, the full performance of 20kW OTEC turbine is mapped. Through the research, one stage radial
type turbine with R32 as working fluid is successfully developed and can be applied to other high
temperature heat source.

Keywords : OTEC(해양온도차, Turbine(터빈), ORC

1. 서 론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은 전세계가 재생 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를 찾는 시도를 하게 하

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지리학적, 기후적인 제한을 갖고 있어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

의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버려지는 열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재생에너지 전환 시스템은 많은 연구 분

야에서 점차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 중 하나인 ORC(유기 랭킨 사이클)은 유기 액체를 작동 유체로 사용하여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한다. 열에너지원 중에서 태양에너지와 OTEC(해양 열에너지 변환)은 전형적으

로 동력 발생에 낮은 질의 열을 사용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Lennard DE[1995]; Odum HT[2000]; Straatman et

al.[2008], Tseng et al.[1991]; Tanner D[1995]; Takazawa et al.[1996]; Wu and Burke[1998]; Yeh et al.[2005];

Yamada et al.[2009]). 다른 에너지원으로는 저열 저장소, 바이오매스 연료, 다른 엔진이나 산업 폐열로부터의 에

너지 회수가 있다. 지금까지 지열 ORC는 대략 1000MWe까지 설치되었다(Bronicki, L.[2007]). ORC는 태양열 집

광 장치(Yamaguchi et al.[2006])나 고온 연료 전지(Angelino and Colonna[2000])에도 적용된다. ORC 시스템은

작동 유체로 공기나 증기 대신 냉매 유체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작동 유체의 선택은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는 데 매우 중요하다. Hung 외 는 저열 에너지원에서 유기 작동 유체를 사용한 ORC 시스템의 효율을 연구하였

다(Hung et al.[2010]). Harinck 외 는 2010년에 높은 팽창비의 원심 유기 터빈 고정자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

한 연구를 하였고(Harinck et al.[2010]), 초음속 노즐을 디자인하는 데 CFD 코드를 비준하기 위해 다른 열역학

적 모델로 CFD를 사용하였다. 터빈의 효율은 열역학적 모델과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20kW OTEC 터빈의 오프디자인 성능을 연구하고 있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20 kW OTEC

터빈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 본 론

Off-Design Conditions and Basic Analysis

20kW OTEC 터빈의 설계가 끝났고 현재는 KRISO에서 파일럿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 터빈은 심층수와 표층수

의 온도 차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ORC 터빈에 극히 작은 온도차(약 20℃)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터빈의 성능은 이 작은 온도차 때문에 특정 레벨에서 제한된다. 잘 작동되어 20kW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더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터빈의 오프디자인 성능이 얼마나 될 지가 문제이다. 오프디자인 해석 조건은

Table 1에 나와있다. 11개의 케이스 중, 공간적 제한과 불필요한 중복이 있어 6개 케이스의 조건들만 나타내었

다. 이 결과들은 서로 다른 작동 조건하에서 EE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OTEC 시스템 내의 증발

기의 온도는 26℃에서 76℃까지 증가하였고 심층수를 이용하는 응축기의 온도는 Table 1과 같이 일정했다. 유

입되는 유체의 포화압력은 더 높아졌고 유속은 음속까지 올라갔다. 이를 초킹이라 하는데 체적유량의 증가를 막

는다. 그러나 더 높은 압력은 유체가 압축성을 갖게 하고 질량 유량을 연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오프디자인 포인

트의 성능은 Table 2에 나와 있다.

Table 1. Off-design conditions of 20 kW turbine

Case

1

Case

3

Case

5

Case

7

Case

9

Case

11
Deep water T (℃)

5 5 5 5 5 5

Deep sea water 
flow rate (kg/s) 43.8 43.8 43.8 43.8 43.8 43.8

Surface water T 
(℃) 26 36 46 56 61 76

Incoming flow 
Temperature 
difference T (℃)

3 3 5 7 7 7

Mass flow rate of 
cooling water 
(kg/s)

86.6 86.6 86.6 86.6 86.6 86.6

Working fluid
R32 R32 R32 R32 R32 R32

Table  2에서 20kW 터빈의 출력은 터빈의 입구에서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case 7에서 초킹현상이 일어

나더라도 터빈의 동력은 증가하지만 효율은 낮아진다. 



Table 2. Off-design performance of the 20kW turbine

Case

1

Case

3

Case

5

Case

7

Case

9

Case

11
Mass flow rate 
(kg/s) 3.7 6.8 9 11.38 15.02 19.06

Output (kW)
25.73 86.2 126.3 161.3 198.2 223.4

Efficiency of 
Total to Total 
pressure (%)

85.1 71.4 67.9 65.3 66.7 69

Efficiency of 
Total to Static 
pressure (%)

78.9 63.5 57.4 53.8 54.9 57.3

Chocking 
occurrence no no no yes yes yes

CFD Model

이전 단락에서 오프디자인 포인트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결과는 한 시간이 안되는 빠른 시간에 계산되

었지만 점성층에 대해서는 계산이 빠져있다. 즉, 성능 분석의 결과는 더 나은 해석 방법을 사용하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1의 오프디자인 조건으로 ANSYS CFX를 이용하여 CFD 전체 해석을 하였다. 터빈의 더

세부적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회전속도를 설계 속도인 15,000 rpm의 50%에서 110%까지 달리 하였다. 볼류트,

노즐, 로터에서 격자의 수는 140만개이다. 더 나은 분석 결과를 위해, 모든 계산 도메인에 육면체 격자가 설정되

었다. CFD에서 계산 비용이 자오면 분석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노즐과 로터 도메인에서 주기적인 경계 조건

이 주어졌다.

Fig. 1 Mesh of 20kW turbine

난류 모델로는, SST(shear stress turbulence )모델이 사용되었고 y+<1에서 최대의 성능이 나온다. 잔여 계산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계산을 2000회 이상 반복한다.



Performance Analysis

총 63 케이스의 CFD해석이 진행 중이지만, CFD divergence때문에 24개 케이스의 결과가 나왔다. 실제 기체의

물성과 두 상 때문에 계산이 서로 다른 39개의 케이스로 달라졌다. Fig. 2와 Fig. 3에서 오프디자인의 성능이 명

확하게 나와있다. 팽창비 1.7까지는 터빈의 효율이 올라갔고 15,000 rpm에서 1.7을 넘어서는 효율이 급격히 저하

되었다. 효율의 경향성은 다른 회전 속도에서와 비슷했다. 낮은 회전 속도에서의 결과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팽창

비 1.7부터 2.0까지의 결과는 Fig. 2 와 Fig. 3에 나타내지 않았다.

Fig. 2 Expansion ratio vs TT efficiency plot Fig. 3 Expansion ratio vs mechanical power plot

팽창비가 높아질수록 터빈의 출력은 높아진다. 높은 입구 압력에 의해 작동 유체는 압축성이 되기 때문에 터빈

의 질량유량은 모든 오프디자인 조건하에서 증가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질량유량의 증가는 더 높은 출

력을 내게 한다.

3. 결 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더 높은 온도차에서 20kW OTEC 터빈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더 높은 온도차에서 3 ~ 4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 이전에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모의 실험에서

20kW 터빈의 출력은 R32의 임계상태에 가까운 76℃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설계는 R32 유체의 모든

온도 범위를 다룰 수 있다. 오프디자인 조건에서 터빈이 작동될 때는 최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저하

된다. 추후에 R245fa, R22, 또는 냉매혼합물과 같은 다른 작동유체로 20kW 터빈의 성능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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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RT 탠덤 히트펌프 설계 및 성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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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Analysis of 1000RT Tandem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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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수는 신재생에너지로 계절적으로 외기온도가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열펌프의 열원으로 건물 냉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
해수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정책 및 이용 기술의 미비로 보급
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냉난방 이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해수를 냉난방에 이용
하기 위해서는 해수를 취수하여 저장 및 사용 후 바다에 배수 시키는 과정을 거
쳐야 하고, 열원인 해수를 열펌프를 이용하여 냉온열원을 발생시키는 장치 및 설
비를 구성해야한다. 여기에는 성능이 우수한 히트펌프의 개발과 해수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1000RT급 탠덤형 터보 히트펌프 구성을 위하여 제 1
단 터보 히트펌프는 탠덤형으로 구성하고, 제 2단 터보 히트펌프는 3단 압축방식
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000RT 탠덤형 터보히트펌프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 및 성능 해석 결과에 대시 제시하고자 한다. 저단과 고단을 탠덤 히트
펌프로 해석 시, 2단인 500RT는 3단 압축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탠덤 히트펌프
해석 결과, 냉방 COP는 약 6.3, 난방 COP는 약 3.7로 해석되었다. 또한, 2000RT
해수 히트펌프의 경우 1000RT급 탠덤 히트펌프를 병렬 설계하여 구성하였다. 또
한, 부하용량 500RT급 이하의 보급모델의 경우 기본 단위 모듈 용량을 100,
200RT로 구성하여 탠덤형으로 설계하였다.

ABSTRACT
Ocean water temperature in depth is steady all year long despite a change of
season, which can be used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in various field such
as a heat source for heat pumps for heating and cooling. Legally renewable
energy includes ocean water as a resource, but there are few related policies
and its utilization technology with low distribution rate. Therefore, heating and
cooling technology using ocean water needs to be developed for more progress
in ocean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use ocean water for heating and
cooling, first, ocean water needs to be intaken and saved in a tank. Then, the
system is required that makes hot water and cold water for heating and
cooling using heat pumps and the ocean water. After using the ocean water to
warm and chill water, the used ocean water needs to discharge back to the
ocean. Development of heat pumps with great performance and seawater
utilization technology are necessary for the system. To design a 1000RT
tandem-turbo-heat pump, the first stage turbo heat pump was designed in
tandem type, and the second stage turbo heat pump was designed applying
threefold compression technology. In this paper, it is presented to design
1000RT tandem-turbo-heat pump and its performance analysis result. The first
and second heat pump analyzed as tandem types, and the second 500RT heat
pump was designed with threefold compression. In the result of tandem heat
pump analysis, cooling COP was about 6.3, and heating COP was about 3.7.
For 2000RT seawater heat pump, 1000RT tandem heat pumps were designed
arranging in a parallel structure. For supply models in smaller scales than
500RT, they are designed in tandem type with 100RT or 200RT basic modules.

Keywords : Seawater(해수), Tandem Heat Pump(탬덤 히트펌프), 해양심층수
(Deep Seawater)

후기 : 본 연구결과는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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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해석 및 실험을 이용한 Vortex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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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에서는네개의유입구를가지는Vortex Separator 내부의밀폐된영역내에서발생하는

회전에의한입자상물질과유체의분리특성파악을위하여전산유체역학을이용한수치해석과실험

을수행하였다. Vortex separator는접선방향운동량으로인해회전유동이발생하여원심력과중력으

로인한입자상물질과유체의분리가이루어지므로비정상상태의복잡한흐름을갖는다. 따라서유

한체적법 기반의 3차원 점성 유동장의 비정상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유동의 해석을 위하여

Euler-Euler 모델을이용하였다. 효율적인설계를위하여Vortex separator 내부의세가지구조, 기

본 구조, 콘 구조, 접시구조로구별하여입자상체적비, 입자직경을변경하여그에따른분리효율을

비교하였다. 또한전산해석을통하여얻어진유동재현을확인, 검증하기위하여동일한조건의실험

을 수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mputationally modeled the stratification of solid particles in the

rotating flow inside a vortex separator into which particulate flow is injected into

the domain. During the rotation initiated by the tangential momentum, the

hydrodynamic force stratifies the particulate flow and interacts with gravitational

force as well as friction, which make the flow instable and complex. Two phase

flow model based on Euler-Euler formulation was employed to effectively solve

the flow dynamics of two phase flow inside the vortex separator. Moreover,

experimental study also performed in the same condition, in order to validate the

computational analysis. Results present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ification as

well as the validity of computational assessment.

Keywords : Vortex separator,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x), Euler-Euler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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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여과 막을 활용한 고경도 농축수 제조
지호, 김광수, 최미연, 문덕수, 김현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Production of high hardness concentrated seawater using NF membrane

H.Ji, K.S.Kim, M.Y.Choi, D.S.Moon, H.J.Ki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수담수화 과정 중 생기는 농축수(Concentrated seawater)에

서 염소이온은 제거하고 유용미네랄인 마그네슘, 칼슘은 잔존시키는 수질조정 기

술로 고경도 농축수 제조 공정 개발에 있다. 기존의 고경도 농축수를 생산하는

방법은 증발법을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발법은 에너지 소비량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 본 실험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막 여과법을

사용하여 고경도 농축수를 제조 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한 막은 나노여과 막으

로서, 제품의 사양, 농축 차수, 압력 등의 인자에 따라 고경도 농축수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노여과 막을 이용하여 고경도 농축수를 제조한 인

자실험 결과, 압력은 15bar~20bar, 농축차수는 2차~3차에서의 결과 값이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을 통하여 고경도 농축수

제조에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cess technology to produce

high hardness concentrated seawater removing chloride ions but containing

useful minerals such as magnesium and calcium in the seawater desalination

process. In order to make high hardness concentrated seawater, evaporation is

mostly used recently. Because evaporation requires a larg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in this study, it was aimed to produce high hardness

concentrated seawater using membrane filtration requiring less energy. Nano

filtration membranes were used for the experiments, and different types of

high hardness concentrated seawater was produced depending on the

membranes’ specification, the number of times being concentrated, and

pressure. As a result, at between 15bar and 20bar in pressure, in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times of concentration, the experiment result showed the

best economic efficiency. By the experiment, production of high hardness

concentrated seawater seemed to have a good economic feasibility.

Keywords : Membrane Filtration(막여과), Nano Filtration

Membrane(나노여과 막), Distillation(증류), Concentrated seawater

(농축수)

*후기 :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연구과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 기술 개발”

성과 중 일부이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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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투석 장치를 이용한 수질조정
김광수, 지호, 최미연, 원혜정, 김현주, 문덕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Adjustment of Water Quality using Electrodialysis

Kwang Soo Kim, Ho Ji, Mi Yeon Choi, Hye Jung Won, Hyeon Ju Kim, Deok Soo Mo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요 약

바닷물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온들이 존재한다. 바닷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특정 성분은 농축하고 또 다른 특정 성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

을 갖기 위해서는 바닷물의 수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가 양이온인 칼

슘과 마그네슘은 인체에 유용한 물질이므로 이를 농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나노막을 거친 농축수를 전기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칼슘과 마그네슘을

농축한 고경도수 제조기술을 연구하였다. 나노막을 이용하여 2가 이온 성분을 농축

한 처리수를 얻은 후 이를 전기투석 장치에 적용시켜 1가 이온인 염분성분을 제거

하였다. 이와 같이 전기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고경도수를 제조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re are various ions in the seawater. In order to use the seawater as the

drinking water, some elements are to be concentrated and other elements are to

be removed. To obtain these characteristics in seawater,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eawater quality. Because calcium and magnesium are especially

healthful to human bodies, it is required to concentrate these elements. In this

study, the technology to obtain the hard water from the seawater by

electerodialysis was investigated. After concentrated water was produced using

nanofiltration membranes, salt was eliminated from the concentrated water by

electrodialysis. The hard water production from seawater was successfully

performed using electrodialysis in this study.

Keywords : Hard Water(고경도수), Calcium(칼슘), Magnesium

(마그네슘), Electrodialysis(전기투석), Adjustment of Water Quality

(수질조정)

1. 서 론

해수는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육상 자원 고갈로 인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육상 담수가 부족한

경우 해수가 육상 담수를 대신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심각한 담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육상

에서는 빗물 모으기, 하수 재이용과 같은 방법으로 부족한 담수를 확보하려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아직

까지는 해수 담수화 비용이 많아 이를 현실적으로 낮추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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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가운데 해수를 이용하여 먹는 물 제조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주로 증발법이나 막여과법

을 사용하여 해수 담수화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막여과법으로 해수를 처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막여과

법은 증발법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막오염 문제 및 주기적인

막 교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해수의 장점은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해수 담수화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어 담수화된 물에는 미네

랄성분이 거의 없다. 미네랄은 최근 동물 실험 연구에 의하면 비만 예방과 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먹는 물에 이러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의 담수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미네랄 성분 중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은 고경도수 제조가 필요하다. 고경도 수는 최근 동물 임

상실험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고경도수는 역삼투 농축수

로부터 증발법에 의한 추출물을 분리한 후 재 용해과정을 통해 얻고 있으나 역삼투 농축수 증발법에는 다량

의 에너지가 소모됨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경도수 제조를 위해 전기투석 공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기투석 공정은 증발법과 같은 열에너

지를 이용하지 않고 막과 전기에 의해 고경도 수를 제조할 수 있다. 전기투석 공정이란 전극사이에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교대로 설치하여 수중의 이온 성분을 분리 정제하는 것이다. 전기투석 공정을 사

용하여 2가 양이온(칼슘,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전기투석을 이용하여 2가 이온 분리 실험

을 한 연구는 드물어 학술적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은 해수로부터 칼슘 및 마그네슘을 추출하여 고경도 수를 제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험에 사용된 해

양 심층수는 강원도 고성 앞바다 수심 500m에서 취수한 것으로 청정하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해양심층

수 취수관은 해수 열에너지 이용과 해수 담수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실험에 앞서 전해액으로 NaNO3 와 Na2SO4을 사용하여 향후 실험에 사용할 전해액을 결정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전기투석 장치는 모델명 Acylizer 02(일본 ASTOM사 제품)이다. 해양심층수 속의 미네랄 농축을 알아

보기 위해 해양 심층수를 탈염조와 농축조에 넣고 미네랄 분리, 농축실험을 하였다. 사용된 전압은 37.0 V이

고 유량은 13.3 mS/cm였다. 실험 중단 전기전도도 (low set)은 5, 10, 20, 25, 30, 35에서 실험하여 어느 전기

전도도에서 1가 양이온과 2가 양이온이 분리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실험에서 얻은 시료는 멀티미터(미국,

Seven Multi, METTLER TOLEDO)를 사용하여 pH, 전기전도도(conductivity), TDS(Total Dissolved

Solids)를 측정하였다. Na, K, Mg, Ca 등과 같은 미네랄 성분 분석을 IC(미국, Ameritech Science)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농축조에 사용될 시료에 의한 전기투석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농축조에 해양심층수와 수돗물을 이용하여 실

험하였다. 이때에 탈염조에는 Nanofiltration Filter에 의해 3차 또는 4차까지 농축된 NF농축수를 사용하였다.

농축수를 사용한 이유는 Nanofiltration Filter에 의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농축시킨 후 전기투석에 의해 Na와

같은 1가 양이온을 분리하여 2가 양이온만 분리 정제하기 위해서이다.

3. 실험결과

전기투석 장치의 전해액을 결정하기 위해 3% Na2SO4와 0.5N NaNO3를 비교하였다. 탈염수의 TDS값과 전기

전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전해액 모두 우수한 탈염 결과를 나타내었다. 3% Na2SO4의 경우에는 탈염수

의 TDS가 378mg/l, 0.5N NaNO3의 경우에는 탈염수의 TDS가 201mg/l를 나타내었다. 탈염수의 전기전도도

는 3% Na2SO4의 경우에는 631S/cm, 0.5N NaNO3의 경우에는 336S/cm를 나타내었다. 0.5N NaNO3가

약간 우수한 탈염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Fig. 1 TDS Measurement for comparison of     Fig. 2 Conductivity Measurement for comparison   

       3% Na2SO4 and 0.5N NaNO3              of 3% Na2SO4 and 0.5N NaNO3 as an             

       as an electrolyte solution                          electrolyte solution
       

전기투석으로 탈염실험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전기전도도까지 탈염해야 1가 이온과 2가 이온을 분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기투석 실험을 최종 전기전도도 5, 10, 20, 25, 30, 35 mS/cm까지 하여 탈염수내

각 이온 농도를 분석하였다. 나트륨과 같은 1가 양이온의 경우 최종 전기전도도가 감소함에 따라 탈염수내

농도가 점점 감소하고 농축수의 나트륨 농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탈염조 내의 나트륨이 양이온

전기투석막을 통과하여 농축조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최종 전기전도도 35mS/cm에서 20mS/cm까지는 탈염조

내의 나트륨이 급격히 감소하여 농축조로 이동하지만 20mS/cm이하에서는 탈염조내의 나트륨 감소 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mS/cm이하에서는 탈염조내의 나트륨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잔존량이 많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칼륨도 나트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 Sodium Concentration in desalted solution   Fig. 4 Potassium Concentration in desalted     

       depending on the final conductivity              solution depending on the final conductivity  

  

마그네슘의 경우 20mS/cm까지는 탈염조에서 마그네슘이 감소하지 않다가 20mS/cm이하에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농축조에서는 20mS/cm까지는 증가하지 않다가 20mS/cm이하에서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20mS/cm까지는 1가 양이온이 전기투석이 진행됨에 따라 탈염조에서 농축조로 이동하다가

20mS/cm이하에서는 1가 양이온이 탈염조에서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 2가 양이온인 마그네슘이 탈염조에서 전기

투석막을 통과하여 농축조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칼슘의 경우도 마그네슘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농축

조에서 서서히 증가하지 않고 급격히 증가한 것은 농축조 칼슘 분석에 어떠한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Fig. 5 Magnesium Concentration in desalted      Fig. 6 Calcium Concentration in desalted 

       solution depending on the final                   solution depending on the final 

        conductivity                                      conductivity 

염소의 경우 탈염조에서 20mS/cm까지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20mS/cm이하에서는 서서히 감소하였다. 농축조

에서는 20mS/cm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mS/cm이하에서는 서서히 증가하였다. 이는 전기전도도

20mS/cm까지는 1가 음이온인 염소가 탈염조에서 충분히 존재하여 전기투석시 탈염조에서 농축조로 이동이

원활하였으나 20mS/cm이하에서는 탈염조에 염소 농도가 충분하지 않아 탈염조에서 농축조로 이동속도가 감

소했음을 알 수 있다.

2가 음이온인 황산이온의 경우 탈염조에서 20mS/cm까지는 감소하지 않다가 20mS/cm이하에서는 서서히 감

소하였다. 농축조에서는 20mS/cm까지는 증가하지 않다가 20mS/cm이하에서는 서서히 증가하였다. 이는 음

이온 전기투석막이 1가 음이온막이므로 1가 음이온을 먼저 통과시키고 1가 음이온의 농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가 음이온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Fig. 7 Chloride Concentration in desalted         Fig. 8 Sulfate Concentration in desalted     

        solution depending on the final                   solution depending on the final

        conductivity                                       conductivity

                                                                                                      

고경도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 나노막을 사용하여 경도성분을 농축시킨 후 전기투석을 통해 1가 이온을 제거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전기투석만으로 경도성분을 농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으로 나노막을 통해

이온 성분을 농축한 후 이중 2가 이온을 전기투석을 사용하여 분리 농축할 수 있다. 경도물질 농축을 위해



역삼투막 대신 나노막을 사용하였다. 나노막은 2가 이온성분에 대해서는 50-60% 정도의 농축효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Fig. 9에서 보듯이 NF막 3차 또는 4차 농축수는 나트륨농도가 약 21000-24000mg/L정도였다.

이는 해양 심층수 나트륨 농도보다 높은 값으로 해양심층수가 NF막에 의해 농축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나트륨 성분은 전기투석을 이용하여 고경도수를 제조하는데 불필요한 성분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나

트륨 제거는 전기투석 장치 성능에 좌우된다. 즉 전기투석 장치에서 이온교환막에 의해 1가 양이온인 나트륨

이 분리된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원수와 비슷한 농도로 탈염수에 존재하거나 조금 낮은 농도로 존재하였다. 이는 나노막에

의해 농축된 경도성분이 탈염수에 그대로 잔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염소의 경우는 전기투석 장치에 의해

거의 모두 농축수쪽으로 이동하였다. 황산이온의 경우는 대부분 탈염수 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NF 3차 또는 4차 농축수를 전기투석 한 후 경도 성분을 살펴 보았다. NF 3차 농축수의 경우 전기투석 후 경

도가 17000-18000mg/l정도였다. 해수의 경도보다 많이 농축된 것을 알 수 있다. 경도와 염소 비를 살펴 보면

NF 3차 농축일 경우 5.6에서 5.8정도를 나타내었다. 경도 대 염소비가 높다는 것은 염성분은 낮고 경도성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경도 수 제조를 위해서는 경도성분이 높고 염성분이 낮은 물을 제조하여야 한다.      

Fig. 9 Sodium Concentration after                       Fig. 10 Calcium Concentration after 

       the electrodialysis of third                                 the electrodialysis of third 

       or fourth NF concentrated                                 or fourth NF concentrated

       solution                                                   solution

 

Fig. 11 Magnesium Concentration after                      Fig. 12 Chloride Concentration after 

        the electrodialysis of third  or                                the electrodialysis of third 

       fourth NF concentrated                                       or fourth NF concentrated

       solution                                                       solution    



Fig. 13 Sulfate Concentration after                      

        the electrodialysis of third  or                               

        fourth NF concentrated                                      

        solution                                                    

Fig. 14 Hardness after the electrodialysis               Fig. 15 Hardness/Cl ratio after the 

        of third or fourth NF concentrated                       electrodialysis of third or fourth NF  

        solution                                                  concentrated solution 

                                                                  

 4. 결 론        

해양 심층수 전기투석시 최종 전기전도도를 20mS/cm까지 운전하였을 때 1가이온과 2가이온의 분리가 잘 이

루어 졌다. 해수 중의 경도성분을 나노막과 전기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농축할 수 있었다. 전기투석시 농축조

원수를 해양심층수를 사용하나 수돗물을 사용하나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NF 3차 농축수의 경우 전

기투석 후 경도가 17000-18000mg/l정도였다. 해수의 경도보다 많이 농축된 것을 알 수 있다. 경도와 염소 비

를 살펴 보면 NF 3차 농축일 경우 5.6에서 5.8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기투석 장치를 통과 한 후 2가이온

인 경도 성분이 농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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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과제소개 및 총괄발표

이 광 수, 박 진 순, 고 진 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Introduction of Project Named by "Development of Active-controlled
Tidal Stream Generation Technology

K.-S. Lee, J.-S. Park, J.H.Ko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과제는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6년간 진행되며 능동제

어형 조류발전시스템과 경제적인 맞춤식 지지구조물을 설계 제작하여 실해역 실증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대처하여 효율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조류발전시스
템 개발이며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 효율 200KW이상, 발전효율 25%이상, 그리고 시설이용률
30%이상 달성을 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시공과 유지보수 비용절감형 지지구조물 설계 시공이며 세 번
째로는 현장실증 및 성능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이다. 세 가지 목표에 맞추어 세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3차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년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해역 축소모형실험
을 통하여 실규모 터빈의 형식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1/4-1/10 축소모형 실험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총괄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복합발전 및 단지 개발과 인증구축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증 기
반 구축 업무는 표준화된 개발 과정과 성능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향후 인증을 포함한 제품화 과정에서 활

용될 것이며 산업화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ABSTRACT
This is the national research project during the period of 6 years from Nov. 2011 to Nov. 2017,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ain goal is the developments of the
active-controlled tidal stream generation system with the customized sub-structures and the pilot test
of the total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main goal, the first task is to develop the tidal stream
turbine which can actively adjust the flow speed and direction and then achieve a high efficiency with
a wide feasible range in various condition of flow speed, water depth, etc. Quantitatively, the turbine
is required to achieve the rated power over 200kW, the efficiency over 25% and the capacity factor of
the system over 30% by fully utilizing a high-end control techniques. The second is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ubstructure in terms of the cost of constructions as well as managing and
maintenance. The third is the performance examination in the field pilot test, by which we also will
establish the strong background for a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This research project has been
divided into three sub-projects related to the three tasks. Main goal of this year(3rd year) is to pick
up the best one of real-scale system through the offshore validation of the scaled models of
candidates.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validation, we are building the experimental facility for
1/4-1/10 scaled models. The background set-up of the certification process has been carrying out, in
which the standardization of development processes and the evaluations in system performance are
included for th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study.

Keywords : Active Control(능동제어), Tidal Stream Turbine(조류 터빈), Substructure(지지구조물).

Pilot Test(실증 실험), In-situ Experiment (실해역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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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제어형 조류 터빈설계에 관한 연구

고 진 환, 이 진 학, 박 진 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udy on Design of Active-Controlled Tidal Stream Turbines
J. H. Ko, J.-H. Lee, J.-S. Park,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능동제어형 조류 터빈 연구 목표는 유향·유속 변화에 대한 능동 제어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속 적용범

위가 넓은 조류터빈 시스템 개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터빈의 세 가지 형태(수평축, 수직축, 가동물
체형)에 대한 세 가지 제어방식(피치, 요, 유동)의 적용 방식을 연구하고 앞의 목표에 맞는 최적인 터빈을
추출하는 방법론과 선정된 후보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수평축의 경우는 개방형 터빈으로 선정하였고 블레
이드 피치 제어와 방향타를 이용한 요 제어 방식 포함하고 있다. 수직축의 경우는 다리우스 터빈을 선정
하였고 직선형 블레이드이면서 피치가 수동적으로 제어되는 방식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변형 가능한 채
널을 통한 발전 유속 범위 증가 및 요 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가동물체형의 경우는 듀얼 플래핑 형식 터
빈이 선정되었고, 능동 피치제어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타입별 하나의 형식이
선정되었고, 해석적, 수치적, 그리고 실험적 검증 및 설계 과정 등을 통해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험의 경우는 요제어 개념 검증과 터빈 간 효율비교를 위한 1/10-1/50 스케일의 실
내 실험과 실해역 성능 비교를 위한 1/4-1/10 스케일의 실외 실험을 병행 진행하려고 한다. 나셀 설계에
있어서, 수평축의 경우는 단면이 적고 긴 형상을, 수직축의 경우는 단면이 크고 짧은 형상을, 그리고 가동
물체형의 경우는 박스형을 고려하고 있다. 나셀은 발전기를 포함하고 있어 수밀 설계가 중요하며 전체 체
적을 줄이고 방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해수를 이용한 직접 냉각방식을 선정하였고 발전기 표면은 방열핀
이 있는 형식으로 설계 중에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goal of the active-controlled turbine is the development of a high efficient tidal

turbine system that is generated in a large range of flow speeds. In this work, we consider three type
turbines with three type controllers, study optimal selection methods among them, and introduce the
candidates suitable for the pre-described goal. In case of the horizontal axis type, we select an open
type turbine including blade pitch control and yaw control by a rudder. In case of the vertical axis
turbine, we choose the Darrieus turbine in which the straight blade is selected and variable-pitch type
is in validation. Moreover, the turbine includes yaw control and the extent of the speed range for the
power generation by a transformable channel. In case of the moving body type turbine, a dual flapping
type turbine with an active pitch is chosen. Afore-mentioned, we already picked up a strong candidate
of each type and study on obtaining an optimal design by analytic, numer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es. Specially in experimental approach, we will simultaneously conduct two different
experiments: the first is 1/10-1/50 scale in-door experiment for the validation of a yaw control concept
and efficiency comparisons among the turbines, and the second is 1/4-1/10 out-door experiment for
comparing the offshore performance of the candidates. In terms of nacelle design, long one with a
small section area for the horizontal axis turbine, short one with a large section area for the vertical
axis turbine, and a box type for the moving body type turbine are considered. The sealing of the
nacelle is an important design factor because the nacelle contains generators. In order to reduce the
overall volume of the nacelle and increase hear transfer performance, we choose a direct cooling
system by seawater and are designing the cooling pin type surface of the generator.

Keywords : Active Control(능동제어), Tidal Stream Turbine(조류 터빈), Nacelle(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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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전기 Yaw 제어를 위한 제어기 설계에 대한 연구
황 태 규, 추 진 훈, 이 규 명, 권 욱, 김 성 규, 윤 종 수, 권 성 용, 김 정 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Study on controller design for yaw control of a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T.G.Hwang, J.H.Choo, K.M.Li, W.Kwon, S.G.Kim, J.S.Yoon, S.Y.Kwon, J.H.Kim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요 약
조류발전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해수의 빠른 흐름을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고 날씨, 계절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발전이 가능
하다. 조류의 경우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조류의 흐름이 변하게 된다. 수평축 조
류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속적용 범위 확장을 위
해 Yaw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Yaw 제어를 위한 엑츄에이터로 방향타를 적용하였으며 요 제
어에 필요한 모멘트는 양력과 항력의 합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어 알고리즘의
경우 실제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ID제어기를 적용 하였다. 러더를
사용한 엑츄이에터의 특성상 단일 PID 게인의 경우 Yaw축의 속도제어와 위치
제어가 최적화된 성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유향센서로부터 취득한 요 에러
를 기준으로 제어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각 요 에러 별 구간에 따른 최적제어
파라미터를 스케줄링하여 Yaw에러에 따라 게인이 입체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Yaw error Based Parameter Scheduled Controller(YeBPSC) 설계를 하였다.

ABSTRACT
Tidal power generation system are generate electricity available to rapid
flow of seawater in different tidal.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power
generation accuracy, also to realize power generation continuously regardless
of the weather and seasons. The current flow are always varies with high
tide and low tide. So, the technology is need to develop for increase the
efficiency of horizontal axis tidal generator and sustainable generation.
In this study, the rudder was applied to control the yaw motion, which
moment determined by lift force and drag force. The control algorithm is
applied to PID algorithm, which widely used in the industry. To control
speed and position, the single PID gain was applied for challenge
performance limitations.
Firstly, the control profile is configured based on the Yaw rudder standard
obtained from ADCP. Secondly, we scheduled Yaw control parameters
according to the phase error in each Yaw error. Thirdly, we designed Yaw
error Based Parameter Scheduled Controller (YeBPSC) algorithm to make
the gain varies by three-dimensional.

Keywords : Yaw control(요제어), PID(비례적분제어), HAT(수

평축 터빈), Rudder(뱡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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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제어형 조류발전용 250kW급 발전기 제어기술 연구
김 지 원, 박 병 건, 문 석 환, 방 덕 제, 한 필 완(한국전기연구원 전동력연구센터)

A Study on Control Techniques for 250kW rated Active 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J.W. Kim, B.K. Park, C.H. Oh, S.H. Moon(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용 20kW 축소모델 실증시험을 위한 전력변환장치 개발에 대해 나타

내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전력변환장치는 발전기 제어를 위한 2-level 인버터와 계통연계를 위한

3-level Neutral Point Clamped(NPC) 컨버터로 구성된다. 발전기 제어용 2-level 인버터의 경우 유속에 따

라 최대 출력을 얻기 위한 Maximum Power Point Tracking(MPPT) 제어 방안이 적용되었으며, 계통연계

를 위한 3-level NPC 컨버터의 경우 계통전압에 불평형이 있는 경우 강인하게 계통전압의 위상을 검출할

수 있는 Recursive Least Square Method(RLSM)을 이용한 향상된 SRF-PLL 및 offset 전압을 이용한

NPC 컨버터의 DC link balancing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제작된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

여 다이나모메터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시스템의 최종 목표인 200kW급 Direct-Drive(DD)용 영구자석 동기 발전기 설

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발전기를 모듈 형태로 구분하여 부분적인 모듈에 대해 설계를 진행

하고,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통하여 실제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실 사이트에 설치

하여 실증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power conversion devices is presented for the 20kW scale model for

active 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The power conversion devices dealt in this paper are

consisted of 2 level converter for the generator control and 3 level Neutral Point Clamped (NPC)

converter for the grid connection. In the case of 2 level converter for generator control, the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 method have been applied to generate the maximum power according

to the flow rate. For the grid connected 3 level NPC converter, the enhanced Synchronous Reference

Frame Phase Locked Loop (SRF-PLL) algorithm using Recursive Least Square Method (RLSM) is

applied to detect the phase of the grid voltage in case of presence of the unbalance, and the DC link

balancing algorithm using offset voltage is adopted. A dynamometer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the constructed power conversion devices.

In addition, the design progress of the 200kW class Direct Drive (DD) generator which is the final

goal of the active 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s, is described. The partial modular design

method is adopted and the verifying method of the design results is described.

The algorithms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be implemented in the experimental setup to verify the

real performance of the algorithms. And the real system will be installed to test the active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Keywords : Active Control, MPPT Control, NPC converter, RLSM SRF-PLL, DD P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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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축 터빈 설계를 위한 BEMT 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증
박 훈 철, 판 레 쾅, 강 태 삼 (건국대학교)

고 진 환, 레 쾅 투엔, 이 광 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EMT Program

for Horizontal-axis-type Turbine Design

H.C. Park, L.Q Phan, T.S. Kang (Konkuk University)

J.H. Ko, T.Q Tuyen, K.S.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깃 요소-모멘텀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조사하였다. 이 깃 요소-모멘텀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류 발전을 위한 수평축

터빈의 최적 형상 설계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하여, 수평축 터빈의

출력 계수를 계산하고, 각 끝단속도비에 대해 제시된 참고자료의 출력 계수와

비교하였다. 검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경 80cm의 실험실용 수평축 터빈

의 형상을 설계하고, 출력계수를 계산한 후, 이를 전산수치해석 기법으로 계산

한 출력계수와 비교하였다. 깃 요소-모멘텀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출력계수는

전산수치해석 기법으로 계산한 출력계수와 유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가 편리하게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후 처리 기능,

최적 설계된 터빈의 3차원 형상을 검토하기 위한 3차원 그래픽 도시 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accuracy of our in-house program based on

blade element and momentum theory (BEMT). The main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extract optimized blade geometry for a horizontal-axis-type

turbine (HAT) used for tidal energy harvesting. The program was validated

by comparing the computed power coefficients of a HAT and existing

reference power coefficients for various tip-speed ratios (TSR). The

program was also used to design a lab-scale HAT with a diameter of

80cm, and to compute the power coefficients of the HAT, which were

validated through comparing with power coefficients computed by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he validation showed that the BEMT

program provided reasonably accurate power coefficients. Other functions of

the program are user-friendly pre/post-processors to input necessary data

and analyze the results, and a three-dimensional graphic display to examine

the geometry of the HAT composed of the optimized blades.

Keywords : horizontal-axis-type turbine, blade element and

momentum theory, power coefficient, tip spe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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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실증실험 위치 선정 연구
박준석, 박진순, 고진환, 이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electing a location of demonstration for active-controlled tidal power

Jun-seok Park, Jin-soon Park, Jin-hwan Ko, Gwang-soo Lee (KIOST)

요 약

조류에너지는 조석 현상에 기인하며, 비교적 에너지밀도가 높고, 정확한 발전량 및 발전시간의 예측

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가능한 조류에너지 규모는 약 100만kW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명량수도(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및 횡간수도 등이 개발 적지로 알려져 있다.

울돌목에서는 조류발전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시험조류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직축 조류발전 시스템의 실증실험을 수행한바 있

으며, 동 해역에서 위 사업의 후속으로 수행하고 있는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직축, 수평축 및 가동 물체형 조류발전 시스템의 실증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조류에너지의 발전량은  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는 효율, 는 해수

밀도, 는 유속을 나타낸다. 앞의 식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유속은 조류에너지의 발전량 산정 및

시스템의 효율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며, 유속은 같은 해역에서도 위치에 따라 지형적 영향 등으

로 인해 그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량수도 해역에서 수행한 조류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조류발전 시스템 실증실험을 위한 적정위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mong exploitable ocean energy in Korea, tidal current energy is based on tide phenomenon and

has characteristics of having relatively high energy density and highly accurate predictability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Exploitable tidal current energy in Korea is estimated to be over 100

million kW. Locations known to have high suit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tidal current energy

in Korea include the channel of Myeongnyang(Uldolmok), Janghuk, Maenggol and Hoenggan.

Pilot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plant with vertical axis tidal turbines has been installed in

Uldolmok and field verification tests has been performed under the project named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ique for Tidal Energy” fund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further

research is planned on this plant to test vertical axis, horizontal axis and rotating body type tidal

turbines under “Development of Active-controlled Tidal Stream Generation Technology” project.

The amount of power generation by tidal current energy(P) can be calculated with the formula,

 , where;  represents efficiency,  represents the density of seawater,  represents

current velocity. As appeared by the formula, current velocity is essential factor which is used to

estimate not only the amount of power generation and but also efficiency of the system. By the

way, current velocity is prone to differ in its characteristics even at locations in close vicinity due

to factors such as geographical features. This research aims to select optimum location for testing

tidal turbines by analysing current monitoring data obtained from Uldolmok area.

Keywords : tidal current(조류), observation of tidal current(조류관측), tidal current power(조류발전),

selecting a location of demonstration(실증실험 위치 선정), Uldolmok Tidal Current Power

Pilot Plant(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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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기반 칼만필터를 이용한 강구조 피로수명 추정
심성한, Rajendra Prasath Palanisamy, 조수진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Fatigue Life Estimation of Steel Structures using Model-based Kalman Filter
S.-H. Sim, R. P. Palanisamy, S. Cho (UNIST)

요 약
반복하중을 받는 강구조물에서 피로에 의한 균열은 가장 일반적인 손상의 하나이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구조계 전체의 취성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강구조의 피로수명은 응력과 반복하중
의 회수를 관계 짓는 Palmgren-Miner rule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피로취약 위치에서
응력을 계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토목구조물에서 모든 취약위치의 응력을 측정하는 것은 쉽
지 않으며, 센서가 파손되는 경우 그 위치의 응력을 얻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로수명 추정이 불가능하
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물 모델기반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지 않은 위치에서의 응답을 추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조물의 동적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가속도와 변형률 신호를 측정
하고 이를 모델기반 칼만필터에 입력값으로 이용한다. 단순보를 이용한 수치해석과 실험을 수행하여 기법
의 성능을 확인한다.

ABSTRACT
Fatigu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and common damage sources of steel structures, creating fatigue
cracks and causing brittle failures of whole structural systems if timely maintenance is not taken.
The fatigue remaining life of a steel structure can be estimated using the Palmgren-Miner rule that
relates stress to the number of loading cycles. However, measuring stress responses at all critical
locations particularly from full-scale civil structures is intractable, making the fatigue life estimation
difficult. This issue can be effectively addressed by introducing the model-based Kalman filter that
uses measured responses to estimate unmeasured one. In this study, acceleration and strain responses
are employed to fully utiliz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structure, which is both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verified using a simply supported beam.

Keywords : model-based Kalman filter, fatigue life, data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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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식 조류발전 지지구조 특성 분석
고광오, 정광회, 윤제성, 이상휴, 이명은, 박창범 (현대건설(주))

Characteristic Analysis of Caisson-type Support Structures for Tidal Current

Power Generators

K.O.Ko, K.H.Jung, J.S Yoon, S.H.Lee, M.E.Lee, C.B.Park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요 약

조류발전은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에너지 효율이 좋은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블레이드나 나셀, 기어박스등 상부구조물의 제작단가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지구조물의 개발을 통해 사업

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발전을 위한 케이슨식 지지구조가 제안되었으며, 기존 수평

축 조류발전에 많이 쓰이고 있는 중력식 지지구조와 새롭게 제안된 케이슨식

지지구조간의 축소모형을 이용한 구조실험으로 강-콘크리트 연결부에 대한 구

조상세 및 파괴모드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공

장제작형 다단계 케이슨 공법을 제안하였다.

It is a main trend that tidal current power system should be more

economical, safe and high transfer efficient of energy to achieve the

competitiveness compared to the other renewable energy sources. Numerous

researches have been in focus on the development of a cost-effective

supporting structure due to limitations of potential cost-reduction on the

turbine components including blades, nacelle, gearbox and so on.

In this study, a caisson type supporting structure for the tidal current

power system is newly proposed. And, the structural details and failure

modes between a commonly used gravity-type and a caisson-type support

structures have been analysed through the structural model test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proposes a consecutive caisson slip-form manufacturing

method to reduce the construction period and cost.

Keywords : Tidal current power generators(조류발전기), Caisson(케이

슨), Support structure(지지구조), Consecutive caisson slip-form

manufacturing method (다단계 케이슨 제작공법)

Fig.1 다단계 케이슨 장착형 조

류발전 시스템 제작 시공법. Fig.2 형식별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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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을 이용한 조류발전장치 유지보수 방법 연구

조 철 희, 김 도 엽, 구 찬 회, 이 강 희✝

인하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Maintenance schemes for the tidal current power system

using lifting device

Chul-Hee Jo, Su-Jin Hwang, Jun-Ho Lee, Kang-Hee Lee✝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요 약

조류발전 시스템은 조수간만 차에 의해 발생하는 조수의 흐름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

다. 조류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요소기술 중 유지보수 방법 및 기술은 최근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해상 작업은 육상과 달리 비용 및 시간이 크게 소요되므

로 시스템 효율뿐만 아니라 빠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절차를 확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조

물의 지지방식 및 형태에 따라 유지보수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해양환경 및 각 시스템에 적합한 유지보

수 방법이 선택, 또는 개발되어야 한다.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유향에 따라 시스

템이 요잉(yawing)운동을 하는 개념으로써 이에 적합한 유지보수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리프팅 방식의 유지보수 방법을 제안하고 일정 유속 하에서의 설치 및 회수절차를 실험적 방법으

로 구현한 결과를 소개한다.

Abstract

The tidal current power is that the harvesting electricity from strong tidal currents induced by

high tidal range. Among many compon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idal current power device,

maintenance system has become more important recently. Since the marine operations require a lot

of cost and time compared to the onshore operation, reliable maintenance system and efficient

procedure are needed for the tidal current power. The appropriate maintenance method and scheme

have to be developed for the respective systems considering environment condition of the site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This study introduces maintenance method using lifting

device with guide wires for the horizontal axis tidal converter.

Keywords: Tidal Current Power(TCP: 조류발전), Renewable energy(신재생에너지), Horizontal Axis Turbine

(HAT: 수평축 터빈), Maintenance system(유지보수시스템), Active vanning(능동 유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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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진자판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천호정, 손정민, 박지용, 혼기용,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Optimum Design of Pendulum Plate of

the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H.J. Cheon,, J.M. Sohn, J.Y Park, K.Y Hong and S.H. Shin (KRISO)

요 약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중 하나인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는 파랑에너지

를 부유식 구조물의 수실내로 유도하여 진자의 왕복운동으로 변환하여 발전하는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에서 파랑에너지를 기계적인

왕복운동으로 변환하는 진자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파라메트릭 모

델링 기법을 도입해 보강재의 두께 및 크기를 설계변수화 하여 최적해의 탐색을

진행하였다. 구조해석에는 상업용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다.

해석의 결과로 초기모델과 유사한 강도를 가지지만 중량이 감소된 발전된 설계안

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진자판의 보강에 유용한 인자들을 확

인 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에 진행될 동적해석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ABSTRACT
The floating pendulum type wave energy converter device, a type of rotating

body wave energy converter, directs wave energy into the water chamber of

the floating body, converting the energy thereof into the alternating motion of

the pendulum to generate electricity. This Study conducted structural

interpretation of pendulum structure that converts wave energy into mechanical

reciprocating motion in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Investigation

of optimal solution was also carried out by introducing design variables of

thickness and size of the stiffener through adoption of parametric modeling

technique. ANSYS, which is a commercialized finite element interpretation

program, was used for structural analysis. It was possible to deduce advanced

design proposal with reduced weight but with strength similar to the early

model as the result of the interpretation. It was possible to verify the factors

useful in reinforcement of pendulum plate through such research and thi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in dynamic interpretation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Keywords : Wave energy converter (파력발전장치), Floating
structure (부유식구조물) Pendulum (진자), Structural analysis(구조

해석), Optimum Design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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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파랑 중 유체력에 의한
구조하중의 계산

박지용, 남보우, 김정석, 손정민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tructural Analysis of Hydrodynamic Force on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J.Y. Park, B.W. Nam, J.S. Kim, J.M. Sohn, and S.H. Sh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요 약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심해에 부유식으로 설치되어 파랑에 의한 유체력을 받는다. 구조물의 설치목적이 높은 파
랑에너지를 갖는 환경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므로 설치해역의 주기적인
극한의 파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랑에 의한 구조하중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따른 다양한
파랑환경에서 파력발전구조물에 걸리는 하중의 모사가 필요하다. 기존연구에서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기본형상을 설계하고, 다양한 수실과 감쇠판 형상에 따른 운동응답특성을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에 대하여 다양한 입사파 환경에 따른 파랑에 의한 유체력을 계산하
였다. 기존 연구에서 실험과 상호 비교를 통해 검증된 수치해석기법을 통해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입사파의 주기와
파향을 변화시키며 구조물의 단면의 위치에 따른 구조하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하중을 얻어냈고, 구조해석을 통해 실증구조물의 설계방향을 제안 할 수 있다.

Keywords : Floating pendulum(부유식 진자형 장치), Wave energy converter(파력발전장치), Hydrodynamic
Force(유체 동하중), Structural Analysis(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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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설계파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손정민, 천호정, 박지용, 신승호,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요 약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은 설계수명동안 조우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하

중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작용하는 파랑하중의 파장, 파

고 그리고 파향과 관련된다.

파랑하중의 인자는 등가 설계파 방법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특

정한 응답 변수의 최대설계응답과 같은 응답수준을 주는 규칙적인 파랑으

로 정의된다. 설계파는 모든 정현파에 대한 하중을 계산하고 이들에 대한

확률 통계 해석을 통하여 극한 하중을 구한 다음 극한하중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정현파를 산정함으로써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에 작용하는 주요하중인자에

대해 설계파를 산정방법을 정립하였으며, 이 때의 응력분포와 허용응력을

비교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ABSTRACT

The waves that generate a significant amount of hydrodynamic loads

are critical to the design of the primary structural element of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It is vital for selection of input parameters as

wave length, height and direction.

The response analysis determines the critical wave period that

generates the maximum hydrodynamic loads. It also finds an

equivalent regular wave height which generates the same amount of

the hydrodynamic loads as calculated in the response analysis. This is

called “Design wave approach”. Design wave approach is to find the

wave parameters which cause the maximum global characteristic

response. In this study, the method for evaluation of the design wave

for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is presented.

Keywords : Floating-type wave energy converter, global

structural analysis, design wa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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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운동성능 해석에 관한 연구

김 정석1,2, 박 지용1, 남 보우1, †신 승호1

(1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Evaluation of Wave Motion Response for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J.S.Kim1,2, J.Y.Park1, B.W.Nam1, †S.H.Shin1
1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 and Ocean Engineering

2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

요 약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는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로서, 수실로 유도된 입사파 에너지를 진자판을
통해 흡수한다. 부유구조물의 운동은 운용조건에서 진자판에 의한 1차 에너지변환효율과 극한조건에서 구
조물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 기본설계를 통해 구조물의 수실과 감쇠판, 진자판
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동장의 변화를 실험과 수치를 통해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설계된 형상의 운동특성을 분석하여, 배수량, 무게중심의 수직방향 높이, 관성반경 등
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규칙파에서 파랑 중 운동응답을 확인하고, 불규칙파를 통해 운동성능
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증용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설계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ABSTRACT
The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FPWEC) is the wave activated body type WEC and
it absorbs the wave energy induced to water chamber through pendular plate. The motion of the
FPWEC significantly effects on a primary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WEC under the
operating conditions, and a safety of the floating structure under the survival conditions. In our
previous studies, the basic design of the FPWEC was carried out and the wave responses of the
water chamber, damping plate and pendular plate were studied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In the present work, the wave motion responses of the FPWEC were evaluated changing its
displacement, position of the center of mass and gyration under the regular and irregular wave
conditions. Through these analysis, we could identify the effects of each parameters, and then
proposed an optimal design of the FPWEC.

Keywords :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ger(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Wave Motion Response(파랑 운동 응답), Operation Condition(운용조건),
Survival Condition(생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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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Analysis on 20W-Class WEC Buoy Test Model
Patrick Mark Singh, Zhenmu Chen, Young-Do Choi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conduct a FSI analysis of a scaled down test
model wave energy converter (WEC) that utilizes a buoy to extract the
ocean wave energy and convert it to electricity. The buoy is connected to
an arm structure that consists of the hydraulic cylinder which drives a
hydraulic generator. As presented in Fig. 1, four types of buoy has been
investigated to design a simple and safe structure for the WEC. For
conducting the FSI analysis, first a 2D wave tank was modelled to simulate
appropriate wave characteristics. This method reduces unnecessary
calculation time for 3D simulation. The estimated wave characteristics
necessary for the function method settings for 2D simulation are the water
depth, h=1.2m, wave period, T=1.4s and the wave amplitude, A=0.06m. The
total simulation time was set as 60 seconds. Using the 2D results, a 3D
model was simulated with the buoy as a rigid body as shown in Fig. 2.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3D simulation were imported for the FSI
analysis. The pressure acting on the buoy was imported on to the static
structural mesh and solved for equivalent stress and deform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an optimum safe design for the buoy is achieved by the FSI
analysis. Case 4 presents the safest design in contrast to other cases and
this design has been suggested for implementation.

Keywords : wave power (파력발전), buoy (부표), stress (응력)

Fig. 1. Cases for buoy design.

Fig. 2. 3D simulation of buoy as rigid body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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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nalysis on 200W-Class WEC Test Model
Zhenmu Chen, Patrick Mark Singh, Young-Do Choi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ceans cover 70 percent of the earth's surface and represent an enormous
amount of energy in the form of wave, tidal marine current and thermal
resources, which can be extracted by wave energy converter (WEC) as
shown in Fig. 1. The WEC consists of ten buoy systems connected to a
hydraulic generator. The WEC generates power by the motion of the waves
by following a floating structure to follow the wave motion. The structural
feasibility of the whole system is very important. Structural analysis on the
buoy with different ribs on the buoy cover are investigated. The stress of
the WEC with single and cross rib are checked for the buoy support. In
addition, a wood support on the center of the buoy is also examined. The
result shows that with wood support, the structure of the WEC is the
safest.

Keywords : Structural analysis(구조 해석), Wave energy
converter(파력 에너지 변환기), Stress(응력)

Fig. 1. Schematic of the whole WE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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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 표준설계용 S/W 개발
김길원, 홍기용, 김영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범수 (한국해양대), 류황진 (한국해양기술)

Development of Standard Design S/W for OWC Wave Energy Converter

Jiyuan Jin, Kyyong Hong, Youngduck Kim (KIOST), Beom-soo Hyun (KMOU), Hwangjin Ryu

(KOCECO)

요 약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은 안정된 작동환경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 중

의 하나이다.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은 크게 3단계의 에너지변환을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 마다 필요한 에너지변환장치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1차

에너지변환장치인 OWC 챔버와 2차 에너지변환장치인 임펄스터빈의 표준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Because of the steady operating condition the OWC type wave energy

converter is the most widely used device. The device need three state of

energy converting process to generate the electrical power form the wave

energy. Therefore, the design of each converting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work.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standard design

S/W for OWC chamber and Impulse turbine, which act as 1st and 2nd energy

converting function.

Keywords : OWC chamber (OWC 챔버), Impulse Turbine(임펄스

터빈), Standard Design (표준설계), Wave Energy Converter (파력

에너지변환장치), Standard Model(표준모델).

1. 서론

화석에너지 의존에 따른 에너지수급 불균형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는 각종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과 이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중 해양에너지는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에 항상 존재하는 풍부

한 에너지원이지만 해양이라는 가혹한 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과 성숙으로 각종 해양에너지 개발 및 이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최종 화석에너지를

대치하여 에너지수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용화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장비의 핵심요소인 에너지변환장치의 설계와 성능해석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치

해석과 실험을 거쳐야 함으로 고도의 기술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해양에너지 발전장비의 설계

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설계도구가 개발되면 해양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발전에 금상첨화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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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해양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에서도 이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S/W 개발은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해양에너지 중의 하나인 조류발전

장치의 설계도구개발과 관련하여 현범수 등[2012]이 터빈의 사양을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해역에

적합한 터빈 전 직경, 전 요구발전량 범위 터빈의 표준설계 및 맞춤설계를 위한 설계 S/W 시스템을 개발하

여 제안하였다. 모장오 등[2011]은 블레이드요소 운동량 이론에 의한 수평축 조류발전용 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성능평가 S/W 개발을 수행하여 MCT-Blade V2.0을 제안하였다. 이는 수평축 조류발전용 터빈 블레이드

끝단의 손실모델을 고려한 블레이드 운동량 이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진보적인 설계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파력발전과 관련해서는 김길원 등[2012]이 제안한 look-up table을 이용한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

템 성능예측 S/W가 유일하다. 위 S/W는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을 대상으로 고려 가능한 입

사파 조건의 모든 성능을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계한한 후 D/B를 구축함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임의의 입사파

조건을 입력하면 성능을 예측하여 나타내는 도구이다.

본 논문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관으로 건설하고 있는 용수시험파력발전소를 표준모델로 한 고정

식 진동수주형파력발전용 표준설계 S/W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S/W는 Fig. 1과 같이 두 개의 패키지를 포

함하고 있고, 각 패키지는 Launcher 모듈을 통하여 실행이 된다.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설계를 위한 적지

선정 기능과 목표출력을 내기위한 시스템 표준설계 기능을 포함하는 설계 패키지가 있고, 500kW급 용수시험

파력발전소의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성능평가 패키지가 있다.

Fig. 1 Structure of s/w 

2. 표준설계용 S/W

2.1 표준모델 소개

Fig. 2 Yongsoo OWC Plant Fig. 3 Selection of sites



본 표준설계용 S/W는 현재 제주 용수리 전방해역에 건설 중에 있는 500kW급 용수시험파력발전소를 표준모

델로 하고 있다. 조감도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OWC 챔버의 설계는 공학수조에서 Froude 상사를 한

수리모형시험을 수차례 수행하여 최종 결정하였고, 임펄스 터빈은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터빈의 파라메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찰하여 최적화한 다음 모형실험을 통해 최종 성능을 확인 하였다. 최종 설

계된 각 에너지변환장치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Water Depth 15

Chamber Length 35

Chamber Width 9.1

Front Skirt Draft 3

Front Skirt Thickness 0.5

Table 1 Dimension of OWC chamber (m)

Diameter 1800

Hub Ratio 0.65

Number of blade : zr 26

Solidity 2.006

Chord Length : lr 360

Blade Clearance : Sr 184.87

lr / Sr 1.947

Table 2 Dimension of turbine (mm)

2.2 적지선정

적지선정 모듈은 한반도 연안해역의 장기파랑 정보를 계산하여 각 경위도 별로 유효파고, 유효주기 그리고

파랑에너지밀도를 D/B로 구축하여 GUI를 통해 가시화 하였다. Fig. 3은 적지선정 모듈의 패널을 타나내고

있는데, 작업정보에 작업명을 입력하고 적지정보 입력에서 후보지의 경도와 위도를 입력하고 적지정보 계산

을 실행시키면 해당 해역의 유효파고, 유효주기 그리고 파랑에너지 밀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확인 후, 적지선택항목 추가 실행을 통해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2.3 표준설계

적지선정 모듈을 통해 선정된 후보지의 입사파조건으로 표준설계를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표준설계 모듈

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 출력량을 입력하고 표준설계를 실행시키면 선정된 해역에서 목표하는 출력을 얻

기 위하여 필요한 OWC 챔버의 형상 및 제원, 임펄스 터빈의 직경 및 제원설계가 완료 된다. 설계된 OWC

챔버와 터빈의 형상 및 제원은 Fig. 4,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view 창에 나타나게 된다.

Fig. 4 OWC chamber design Fig. 5 Impulse turbine design



3. 결론

건설 중에 있는 용수시험파력발전시스템을 표준모델로 한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용 표준설계 S/W를 개

발하여 소개하였다. 표준설계의 개념은 표준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사용자의 목표 출력에 따라 크기를 결정한

후, 각종 인자를 설계하는 기법을 일컫는데, 소요시간이 짧고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상세

설계가 불가능하여 인자의 변화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 표준설계용 S/W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특정해역의 좌표와 목표 출력을 입력으로

한 핵심에너지변환장치인 OWC 챔버와 임펄스터빈의 설계가 손쉽게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향후, 본 S/W의

기능을 추가하여 설계파 설계, 구조물 하중 설계, 발전기 설계 등이 가능한 통합성능 패키지로 확대할 예정

이다.

후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실용화기술 개발” 사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

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요사업으로 수행중인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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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한 해양 조사

김상호, 황석범, 유정석((주)한국해양기술), 신승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Survey on the Submarine Cable Interconnection of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Sang-Ho Kim, Suk-Bum Hwang, Jeong-Seok Yu(Korea Ocea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

Seung-Ho Shin(KRISO)

요 약
현재 KRISO에서 개발 중인 부유식 진자형 시험파력발전 장치(FPWEC)의 실

해역 설치위치(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전면해상), 해저케이블 경로 및 보호설비

설계를 위한 해양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조사는 수심분포 파악을 위한

MBES(Multi Beam Echo Sounder)조사와 해저면 특수목적물 파악을 위한

SSS(Side Scan Sonar)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확정된

FPWEC의 위치로부터 진동수주형(OWC) 파력발전 구조물까지의 해저케이블

경로 및 보호설비를 선정하였다. 해저케이블 포설공사를 위한 최종 경로는 지

층탐사, 시료채취 및 잠수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carried out the marine survey to design the position

of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FPWEC), what is being

developed fro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KRISO), expected submarine cable route and its protection

facilities in Jeju. The marine survey have been conducted to understand

depth distributions in the area and obstacles on the seabed such as artificial

reefs using multi beam echo sounder and side scan sona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have adopted the submarine cable route and

protection facilities between FPWEC and Oscillating Water Column(OWC)

type wave energy converter from KRISO. The target route for the

submarine cable installation between FPWEC and OWC type wave energy

converter will be decided that reflects survey results of sub bottom profiler,

sampling of the sediment and the dive inspection.

Keywords :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부유식
진자형 시험파력발전 장치), Submarine Cable Route(해저케이블
경로), Multi Beam Echo Sounder(다중빔 음향측심기), Side Scan
Sonar(양방향 음파탐사기), Sub Bottom Profiler(천부지층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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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실증용 유압변속시스템의
설계에 한 실험  연구

김병곤, 김재환, 권 , 문진삼[유원산업(주)], 신승호, 박지용(선박해양 랜트연구소), Tomiji Watabe, 

Experimental Study of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for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Kim Jai Hwan, Kim Byoung Gon, Kwon Young Jun, Moon Jin Sam, (YooWon Industrial 
Co.,Ltd.)

Shin Seung Ho, Park Ji Yong (KRISO), Tomiji Watabe (T-Wave Consulting Volunteer),
      

요 약
 
 수실로 유입된 입사  에 지를 진자 을 통해 흡수하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에서, 속의 

진자운동(Pendular)으로부터 일정한 고속 회 을 만들어 내는 유압 변속시스템(Hydro Static Power 

Transmission; 이하 HST)은 력에 지 변환장치에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부유체의 랑  운동과 진자 을 통한 에 지 1차

변환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진자 의 기계  운동에 지를 유압에 지로 변환시키는 유압

변속시스템에 하여 기본설계를 통해 유압회로도를 구성하 고, 로터리베인펌 (Rotary Vane Pump)

의 씰 성능 향상을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유압변속시스템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1/10 축소 통합

모형시스템 모듈을 개발하고, 3차원 수리모형시험을 통해 유압변속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고효율, 

고신뢰성을 갖춘 300kW  실증용 유압변속시스템의 설계, 제작  성능평가 기술을 확보하 다. 

ABSTRACT

 In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absorb incident wave energy inflowing   water 

chamber through Pendulor, Slow movement of the pendulum (Pendular) from the  hydraulic 

pressure to create a constant speed rotation transmission system (Hydro Static Power 

Transmission; below HST) is a wave energy conversion device, a key role.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Primary energy conversion was performed from kinetic and pendulor when wave of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start.

in addition, the mechanical kinetic energy of pendulor convert into hydraulic energy concerning 

the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hydraulic circuit diagram of the basic design was configured 

through a rotary vane pump (Rotary Vane Pump) The seal of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performance .

In this study,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based on 

the basic design of the 1/10 scale and to develop an integrated model system module. Through a 

3D hydraulic model tests to validate the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high efficiency, high 

reliability, with 300kW-class demonstration of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 design,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techniques was obtained.

<그림. 부유식 진자형 력발  유압변속시스템>
 Keywords :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Hydraulic 

Transmission System(유압 변속 시스템), Mode Test(모형시험), Rotary Vane Pump(로타리 베인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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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안에서 대체 방오제 농도 분석
최수완, 박상화, 이성언, 이동섭 (삼육대학교), 이용우 (한양대학교)

Analysis of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in Korea coasts

S.W Choi, S.H. Park, S.E. Lee, D.S. Lee(Sahm Yook Univ), Y-W LEE(Hanyang Univ)

요 약

TBT (TriButyl Tin)를 포함한 방오제 사용이 금지된 이후, 한국의 주요 항구에 대한 대체 방오제의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3회(2006년, 2009년, 2013년)에 걸쳐 해수중의 대체 방오제 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대체 방오제는 dichlofluanid, chlorothalonil 및 irgarol 1051이 선정되었으며, 이 물질

들은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세 물질을 합친 평균농도는 2006년에 10.83 ng/L,

2009년에 54.33 ng/L, 그리고 2013년에 63.06 ng/L로 측정되었다. 2006년과 2009년 사이의 급격한 농도 증

가는 2003년도 TBT 사용금지와 2008년도 잔존 금지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조치 이후 대체 방오제의 사용

량이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09년(54.33 ng/L)과 2013년(63.06 ng/L) 기간

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이후 대체 방오제로의 전환이 안정기에 접어 들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9년 이후의 대체 방오제 농도 증가의 다른 이유로는 선박 총톤수의 증가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조사결과 대상 항구로 출입된 선박 총톤수는 2005년 이후 꾸

준히 증가되었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 방오제의 농도가 증가되는 패턴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키워드 : 대체방오제, 한국연안, 바닷물

ABSTRACT

The use of tributyl tin (TBT) has been banned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in the country’s major harbors, this study analyzed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concentration in seawater on three occasions (2006, 2009 and 2013).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selected for survey included dichlofluanid, chlorothalonil and irgarol 1051, which

were analyzed using the GC-MS.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the three analyzed materials was

measured as 10.83 ng/L for 2006, 54.33 ng/L for 2009, and 63.06 ng/L for 2013.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concentration in 2006 and 2009, and this was presumably due to a sharp increase in the

use of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since the government took steps to ban the use of TBT in

2003 as well as to ban the remnants thereof in 2008. However, there was a slight increase in 2009

(54.33 ng/L) and 2013 (63.06 ng/L), presumably because, after 2009, the transfer to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was stabilized. The reason for the slightly increase in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concentration after 2009 was presumably due to an increase in total tons, and the survey

found that the total tons at the sampling harbor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5. Given the pattern of

increase in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concentration, such an increase must continue to be

monitored, and the effects of the increase thereof on coastal ecosystems must be conducted.

Keywords : Alternative antifouling compounds, Korea coasts Seawater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국내 하구 담수호(영암호·금호호) 염분 변화 추이분석
최정훈, 오찬성, 조영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Analysis on Changes of Salinity

in Yeongam and Gumho Reservoirs

J.H. Choi, C.S. Oh, Y.K. Cho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요 약

국내 하구 담수호의 염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암호와 금호호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

까지의 호내 시공간적인 염분분포를 분석하였다. 영암호와 금호호 하구호로 공급되는 염의 기원 및 농도

변화를 파악하였다. 염암호와 금호호 모두 방조제로 갈수록 염분이 상승하여 호내로 유입되는 염의 주 공

급원은 하구측 임을 유추 할 수 있다. 염이 호내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하구둑 배수갑문 저층부틀 통

하여 외해수가 호내로 유입되는 경우와 방조제 제체를 통하여 호 내로 유입되는 경우, 대수층을 통하여 유

입되는 경우, 방조제 체체 하부의 토사를 통하여 유입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방조제 제체의 형

식, 토질 및 대수층의 특성, 호내 관리수위, 외부 조위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들에 의하여 달리 나타날

수 있다.

ABSTRACT

Saliniy of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in Youngam and Geumho Reservoirs have been monitored

of during 2006 to 2012. The primary purpose of the to identify the origin of salt in Youngam and

Geumho lakes. Youngam and Geumho lakes was increased salinity toward sea dyke. That the main

source of salt in Youngam and Geumho Reservoirs can be inferred the source of offshore sea water.

Therefore, it may conclude the source of salt are expected to be most affected by salt water inflow

sea dyke and botton of sea dyke, and affected by salt water amount from the aquifer and operation of

water level management in Reservoirs.

Keywords : sea dyke(방조제), Salinity(염분), aquifer(대수층), operation of water level(관리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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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내 염분 및 수온 모니터링 결과 분석
오찬성, 최정훈, 조영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Analysis on Monitoring Results of Salinity and Water Temperature

in Saemangeum Reservoir

C.S. Oh, J.H. Choi, Y.K. Cho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요 약

2010년 11월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단계적 수위 낮춤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온 및 염분 변

화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 수질 모니터링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월 3～4회에 걸쳐 총 25개 지점에서 염분 및 수온 자료를 관측·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자료를

활용하여 계절적 성층수괴 분포 특성을 연도별로 비교하였으며, 관측한 자료는 크리깅을 이용하여 그 분

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때 수온 및 염분 자료를 통한 σt를 함께 계산하였으며, 여러 관측 지점 중 M4

와 D4 지점을 선정하여 월별 수직적인 수온, 염분 및 σt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2011년 및 2012년의 수

온-염분 모니터링 비교 결과, 염분 농도는 표층에서 저층으로 갈수록 염분 농도가 높아지며, 여름철 표층

에서 낮은 염도를 보이는 동일한 경향을 갖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2년의 염분 농도가 11년에 비해 높

은 분포를 보인다. 수온은 두 기간 동안 수직적 성층 현상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수층 상·

하 간의 온도차는 약 2 ∼ 3℃로 성층 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를

보이며, 여름철의 경우에 수심 5 m 이내에서 수온이 급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밀도 성층은 두 시

기 모두 새만금호 내 관리수위를 EL. (–)1.6 m로 낮추게 되어 해수의 유입이 줄어든 상태이다. 따라서 상

류유역으로부터의 담수유입이 거의 없는 6월 중순 까지 밀도변화가 크기 않고 밀도 성층이 나타나지 않는

다. 11년이 12년에 비해 밀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밀도 변화는 주로 풍수기 기간에 집중되는 현

상이 나타나, 성층현상은 하구 지역의 상류유입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BSTRACT

The comprehensive plan in November 2010 on Saemangeum inner development has released, and there

is a need for complementary measures related to in-situ monitoring methods in order to acquire water

temperature(WT) and salinity(S) data. Thus, these data are monitored and analyzed by KRC(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continuously. The purposes of current study are to evaluate the

distributions of seasonal WT and S and to compare annual stratification system in 2011 and 2012. To

achieve these objectives, monthly vertical changes of WT, S and sigma-t reproduced by a kriging

technique have analyzed. In summer, the stratifications of WT and S are abruptly occurred within EL.

(-)5 to EL. (-)10 m. Therefore, stratification is induced by sudden increasing of water inflow amount

due to a localized downpour during the rainy season, and these stratification process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inflowing a fresh water from watersheds in estuary environment.

Keywords : Saemangeum inner development(새만금 내부개발), Monitoring and analysis of salinity and

water temperature data(염분 및 수온 자료 관측 및 분석), Stratification(성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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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온도와 시료 농도의 변화에 따른 개별 화합물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CSIA)

정밀도 및 정확도

김은식, 김문구, 임운혁, 심원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

CSIA Accuracy and Precision according to analysis temperature and sample
concentration

Eunsic Kim, Moonkoo Kim, Un Hyuk Yim, Won Joon Shim(KIOST)

요 약

안정적인 개별화합물 내 틴소안정동위원소 분석(CSIA, Compound Specific Isotope Analysis)을 위하여,

동위원소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온도변화 요인과 분석대상화합물의 농도변화 요인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실 내부온도 변화에 따른 IRMS

전자기장의 온도 변화와 CO2 표준기체 동위원소비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Alkane 표준물질의 농도에 따른

탄소안정동위원소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는 Testo 174H mini data logger로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

고, Alkane표준물질은 Restek DRO/GRO Range Alkane Calibration standard를 이용하였다. 실내 온도가

증가하면서 IRMS의 전자기장 내 온도가 34℃를 초과하면 표준기체의 동위원소비가 급격한 낮아지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실험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측정된 표준기체의 동위원소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CO2 표준기체의 변화가 0.5% 이하의 정밀, 정확한 탄소안정동위원소

비 분석을 위해서는 항온(온도변화 ±0.5℃ 이내)이 유지되어야하고 온도변화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Alkane 화합물의 농도 변화에 따른 탄소안정동위원소비의 정확도 및 정밀도 변화를 측

정하였으며, 개별화합물 농도가 5 ppm 이하, 500 ppm 이상 일 때 정확도가 감소하였고, 개별 피크의 높이

0.3 - 15 nA 구간에서 표준편차 ± 0.2 ‰ 이하로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탄소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을 위해서는, 온도, 농도 등 변화요인에 의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영향과 결

과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동위원소비 계산에 사용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을 명확히 설정

하여 이 구간 내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만 사용하여야 한다.

Abstract

To analyze the stable Compound Specific Isotope Analysis, the analysis temperature experiment was

carried out and sample concentration experiment was also conducted. The temperature changes were

measured in Laboratory and IRMS using Testo 174H mini data logger. Alkane standard used was

Restek DRO/GRO Range Alkane Calibration Standard. When the IRMS magnetic temperature exceeds

34℃, Isotopes ratios of CO2referencegasrapidlydecreased. When the concentration of Alkane compounds

were less than 5ppm or more than 500ppm, accuracy and precision decreased. When the peak heights

were between 0.3 ~ 15nA, accuracy and precision were good. For reliable carbon stable isotope ratio

analysis, temperature change and sample concentration must be controlled well.

Keywords : Carbon stable isotope ratio(탄소안정동위원소비), GC-IRMS(동위원소질량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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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 및 계면활성제 세척에 의한 PCBs오염 해역퇴적물의 정화가능성

최진영, 김경련 (해양과학기술원)

Feasibility of remediation of marine sediments contaminated with PCBs

based on washing technology using oxidizers and surfactants

J.Y.Choi, K.R.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산화제와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산화 및 세척처리방법의 해양오염퇴

적물에 함유된 PCBs에 대한 처리 가능성과 그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

여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예정된 국내 세 해역을 선별하여 오염퇴적물시료를

채취하였다. 대상 오염퇴적물의 입경별 오염분포는 유기물 및 PCBs농도가 퇴적물의

입경이 작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해역의 퇴적물의 처리는 산화제인

H2O2, KMnO4 5M과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 0.05%를 퇴적물과 1:3의 비율로

각각 1시간동안 회분식 처리하여 퇴적물 내 PCBs제거효율을 확인하였다. 전체 퇴적

물에서 H2O2, KMnO4 및 Triton X-100의 PCBs제거효율은 각각 평균 10, 24, 19%

로 PCBs제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KMnO4의 제거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미

세입자의 PCBs 제거율은 미비하거나 오히려 PCBs농도가 증가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의 PCBs정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Feasibility of marine sediments contaminated with PCBs was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washing technology using oxidizers and surfactants. Tested sediment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ree contaminated marine sites in South Korea.

The organic contents and PCBs in sediments were associated with grain size,

and the highest level of the organic contents (COD, IL, TOC and TN) and PCBs

were found in <32 ㎛ or 32-63 ㎛ fraction. Oxidizers, H2O2 and KMnO4 (5M),

and a non-ionic surfactant, Triton X-100 (0.05%), were used to remove PCBs in

the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at 1:3 solid liquid ratio for 1 hour. The

observed removal efficiency of PCBs by H2O2, KMnO4 and Triton X-100 were

10, 24, and 19%,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results suggest that KMnO4 is

most effective chemical to remove PCBs and TOC in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However, PCBs in <63 ㎛ fraction did not be removed or even

increased. Our experimental results elucidated that the remediation method of this

research, based on washing technology using oxidizers and surfactants for PCBs

removal from the contaminated sediments, could be possible however, further

improvement and optimization might be also needed to remove PCBs from fine

the particle fractions, <63 ㎛.

Keywords :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해양오염퇴적물), Remediation(정화복원), H2O2(과산화수소),
KMnO4(과망간산칼륨), Triton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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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기물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오염된 해양퇴적물은 저서생태계의 오염물질의 공급원이 되어 수중으
로 오염물질을 재 방출할 수 있고 해양생물에게 섭취되기도 하고 서식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오염물질을 이동
시키고, 해양생태계 혹은 인간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많
은 선진국에서는 퇴적물 환경기준을 제정하여 해양퇴적물의 오염을 평가하고 있으며 오염된 해양퇴적물을 정
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2).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는 물리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물질로 불연성, 전기 절연성 등의 특성

때문에 1970년대 이전까지 변압기의 절연유, 냉각제 단열제, 소화제, 도료 등의 광범위한 범위에 전 세계적으
로 널리 사용되었다(3). 그러나 PCBs가 잘 분해되지 않는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중 하나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생물체내로 들어가 분해되지 않고, 내분비계 장애
를 일으키는 등의 환경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19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
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되어 환경으로 유입된 PCBs는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4). 그리고 PCBs같은 소수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는 POPs는 해양에서 입자나 퇴적
물에 쉽게 흡착·퇴적되며, 이에 오염된 해양퇴적물은 저서생물에게 POPs의 2차 공급원이 되어 저서생물의
지방조직에 쉽게 축적되어 상위먹이단계까지 이동된다. 실제로 인체로의 PCBs노출은 식이, 호흡, 피부접촉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먹이사슬에 의한 식품으로부터의 노출이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4). 때문에 PCBs등의 POPs에 오염된 해양퇴적물의 정화 및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
고 있다.
그러나 PCBs등의 POPs에 오염된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정화 및 복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화방법의 개발이 미흡하며 준설이 가장 효율적인 해저퇴적물 정화방법으로 인식되어 준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해양오염 정화를 목적으로 준설된 오염퇴적물은 2008년 까지는 오염저감처리 없이 전량
해면 매립 또는 해양배출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시행되므로 오염퇴적물에
대한 정화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검증되었거나 신뢰성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처
리기술이 거의 없고(5) 이를 위해서는 정화기작(Mechanism)이 유사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이나 토양정화시스템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에서 많은 비중(약 70-90%)을 차지하는 75
㎛이하의 미세퇴적물을 정화처리 시 경제성이 떨어지고 정화처리 공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재 흡착되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특정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처분하고 있다(6).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정화·복원 체계 구축
을 위하여 해양연구원에서 국내 14개 오염해역의 표층퇴적물 237개를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입도분포
중 silt와 clay (63㎛ 이하, 4Ф이상)의 미세입자 부분이 평균 80% (32-97%) 로 대부분을 차지한다(7, 8). 그러
므로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처리에 활용 가능한 오염토양 정화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토양오염 저감 기술
이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저감에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여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처리에는 화학적 처리방법이 널리 사용되는데, 제거하려는 오염물질에 적합한 화학적

처리제를 사용하여 다량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화학적 처리제 중 산화제와 계면활성
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화학적 산화법(Chemical oxidation)은 산화제를 사용하여
토양이나 수중의 오염물질을 산화시켜서 제거하는 기술이며 대표적인 산화제로는 과산화수소(H2O2), 과망간
산칼륨(KMnO4), 과황산나트륨(Na2O8S2), 오존(O3)등이 있다. 화학적 처리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파괴하여 분
해시키기 때문에 정화처리 기간이 짧고 효율적이나 가스발생, 2차 오염물질 발생, rebound(정화작업이 중단되
면 오염물질 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에 의한 오염물질 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
다. PCBs같은 난분해성 할로겐, 준 휘발성 유기화합물 (halogenated SVOCs)를 정화하기에는 용제 추출법이
적당하나 해양오염퇴적물 같이 함수율이 높을 경우 공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사용된 추출 용매가 퇴적물에
잔류할 경우 2차 오염물질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9). 소수성 오염물질의 경우 소수성 물질의 용
해도를 향상시키고 탈착된 오염물질이 퇴적물에 재 흡착 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면활성제는 이
런 관점에서 유기오염물질에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처리 하는데 병행사용 되기에 적합한 첨가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제인 과산화 수소(H2O2), 과망간산 칼륨(KMnO4)과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을 이용한 산화·세척에 기초한 처리방법으로 해양오염퇴적물에 함유된 PCBs정화에 적용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실험 재료 및 실험방법

2.1.1 시료 채취 및 보관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 오염해역 중 미세퇴적물의 비율이 높으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예정된 A,

B, C 세 해역을 선별하여 퇴적물 grab sampler를 이용해 약 40kg의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퇴적



물은 미리 세척된 대형 폴리프로필렌 컨테이너에 봉인하여 실험실로 이동 후 실험 전 까지 0-4℃로 냉장보
관 하였다. 각 해역 별 퇴적물을 균질 하게 혼합하여 약 5kg 정도를 채취 후 동결건조 하였다. 동결건조 된
퇴적물은잘 세척된 5L 유리병에 담아 ball Mill(Lab24, Korea)을 이용하여 72시간 동안 150 RPM으로 회전시
켜 균질화 하였다. 균질화 된 각 퇴적물 시료는 >1 mm, >500㎛, > 250㎛ >125μm, >63㎛, >32㎛, <32㎛ 의
입경 별로 자동 체질기(FRISTCH, Analysette3)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입도와, 함수율(water contents, WC)
그리고 각 입경 별 퇴적물의 오염물질(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강열감량(ignition
loss, IL), 총 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 PCBs 잔류량)을 분석하였다.

2.1.2 산화 및 세척을 이용한 퇴적물 정화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산화제는 과산화수소(H2O2), 과망간산칼륨(KMnO4)이고 계면활성제는 Triton

X-100이며 각 처리제의 농도는 산화제는 5M 계면활성제는 0.05%였다. 산화제 및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처리
용수는 3차 증류수로 희석하여 제조하였으며 반응시간은 정화현장의 원위치 처리의 적용가능성을 위하여 1시
간으로 제한하였다. 처리용액에 대한 처리대상퇴적물은 3:1로 정하였으며 제조한 처리용액을 500 ml PP
wide neck bottle에 미리 담고 대상 오염퇴적물을 30 g dw씩 천천히 넣은 후에 1시간 동안 magnetic stirrer
를 이용하여 회분식으로 반응시켰다. 각 처리방법에 따른 실험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상등액을 분리하여
덜어낸 후 증류수로 3번 세척하고 원심분리 하여 퇴적물만 남기고 동결건조 하였다. 그리고 처리 후 퇴적물
시료를>1 mm, >500㎛, > 250㎛ >125㎛, >63㎛, >32㎛, <32㎛ 의 입경별로 자동 체질기를 이용하여 분리하
였다. 분리된 퇴적물 중 미세입경퇴적물(>125㎛, >63㎛, >32㎛, <32㎛)에 잔류되어있는 오염물질을 다시 분
석하였다.

2.1.3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강열감량(IL),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및 PCBs 분석
시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강열감량(ignition loss, IL), 총 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총질소(total nitrogen)는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전처리 후 분석하였다.
시료의 PCBs 분석을 위하여 동결 건조된 시료 9-10g에 내부표준물질 2,2',6,6'-Tetrachloro[

13
C12]

biphenyl, 2,2',3,3',5,5',6-Heptachloro [
13
C12]biphenyl (Chemservice)을 100ng 첨가 한 후 n-hexnae

(CHROMASOV
®
, Sigma-Aldrich)과 aceton(CHROMASOV

®
,Sigma-Aldrich)의 1:1(v:v)혼합용액 150ml 넣어

20시간 동안 soxhlet 추출하였다. 추출 된 시료를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회전농축기를 이용하여 5 ml로 농축
하였다. 분액깔때기에 농축된 추출물을 옮기고 용매로 헹구어 더해준 뒤 10M의 황산용액(EMSURE

®
,

Merck) 5-10 ml를 넣어준다. 마개를 잘 막고 약 1분간 흔들어준 뒤 층이 완전히 나뉠 때까지 정치한다. 층이
완전히 나뉘면 하부의 황산층을 제거하고 상부의 유기층만 취하여 회전증발기로 2 ml까지 농축한다. 농축된
시료를 3% deactivated silica-gel(100-200 mesh, Sigma-Aldrich) 5g, 3% deactivated Florisil

Ⓡ
(60-100mesh,

Fisher Chemical) 5g, activated copper(<75㎛, Sigma-Aldrich) 2g과 anhydrous sodium sulfate
(Sigma-Aldrich) 6g 혼합물을 순차로 채운 유리관(내경 10 mm, 길이 300 mm) 상단으로 옮긴 후, n-hexane
100 ml로 용리하였다. 용리된 시료는 고순도 N2기체(99.999%)를 이용하여 1ml 까지 농축시키고 내부표준물
질(TCMX(2,3,4,6- Tetrachlorometaxylene, Chemservice) 100ng을 주입한 다음 GC-ECD(6890N, Agilent,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의 정량한계(Method detection limit, MDL)는 0.028-0.067 ng/g 이었
으며 내부표준물질의 회수율은 90.2-113%였다.

2.2 결과 및 토의

2.2.2 대상퇴적물의 특성평가
대상 오염퇴적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세 해역 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는 A, B, C해역이 각각 125 µm이상이 96, 97, 99%를 차지했으며 미세사에 속하는 63 µm이하는 82, 89,
86%차지했다. 유기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IL과 TOC는 대상퇴적물 모두 입도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OD와 TN값은 A와 B해역의 퇴적물은 입도가 작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C해역의 경우는 250-500
µm와 <32 µm에서 가장 높았다. 함수율 (WC)는 A, B, C해역이 각각 54.2, 48.6, 51.2%였다. 대상오염퇴적물
의 total PCBs(tPCBs)는 A,B,C해역이 각각 34.9, 22.6, 39.5 ng/g이었으며 이는 Threshold effects level
(TEL)과 Effects range-low (ERL)인 21.6, 22.7 ng/g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채취된 해역의 오염
퇴적물은 준설 후 재이용할 경우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10)의 PCBs기준인 0.023 mg/kg을 초과하므로 정
화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3 산화제를 및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오염퇴적물 내 유기물 및 PCBs 제거효과
산화제인 H2O2, KMnO4와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으로 1시간동안 처리한 대상퇴적물의 COD, IL,

TOC의 감소율을 Fig.1에 나타내었다. COD 감소율 KMnO4가 가장 높았고, IL의 감소율은 H2O2처리가 가장
높았다. TOC, TN의 제거율은 각각 KMnO4와 H2O2가 높았다.



COD IL TOC TN WC
Grain size

distribution
tPCBs

mg/g % % % % % ng/g

Site

A

>1mm 0.18 3.0 0.04 0.023 - 0.30 -

>500µm 0.34 2.8 0.04 0.021 - 1.0 -

>250µm 2.0 2.2 0.57 0.020 - 2.7 -

>125µm 6.7 4.3 0.57 0.046 - 5.8 -

>63µm 8.4 5.5 0.62 0.053 - 8.3 18.4

>32µm 11 6.7 0.72 0.085 - 34 21.3

<32µm 15 10 1.20 0.146 - 48 28.8

Bulk 13 8.6 0.82 0.091 54.2 100 34.9

Site

B

>1mm 0.73 2.1 0.05 0.022 - 0.45 -

>500µm 2.5 3.8 0.11 0.013 - 0.71 -

>250µm 4.7 4.2 0.22 0.041 - 1.6 -

>125µm 6.5 6.3 0.59 0.055 - 3.3 -

>63µm 12 9.0 1.06 0.074 - 5.0 -

>32µm 17 11 1.44 0.125 - 14 23.6

<32µm 21 13 1.61 0.168 - 75 23.5

Bulk 17 13 1.30 0.139 48.6 100 22.6

Site

C

>1mm - - - - - - -

>500µm - - - - - 0.06 -

>250µm 47 35 9.36 0.248 - 0.12 -

>125µm 25 10 2.33 0.114 - 0.54 -

>63µm 41 12 2.36 0.147 - 2.6 48.3

>32µm 36 12 2.33 0.177 - 11 31.6

<32µm 39 16 3.14 0.287 - 17 44.4

Bulk 39 15 2.83 0.283 51.2 69 39.5

Fig.1 Reduce(%) of COD, IL and TOC in treated sediment.

Table 1 COD, IL, TOC, TN, WC and Grain size distribution of sediment samples before test treatment.

‘-’: not measured

현재 산화처리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오염토양의 복원방법이 개발되어있으며 그 적용성 또한 활발히 시험
되고 있다. H2O2는 매우 강한 산화제로, 따로 철을 주입하지 않아도 퇴적물속의 철과 함께 펜톤반응을 생성
하여 토양이나 퇴적물속의 유기물을 분해시킨다. KMnO4는 대표적인 유기물 산화제로 토양, 지하수의 유기물
및 유기오염물질을 분해시킨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토양 내 친지성 오염물질의 세척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H2O2, KMnO4, Triton X-100은 모두 퇴적물 내 유기물제거에 효과를 보였으며, 실제 퇴적물 정화에 사용 시
적용하려는 퇴적물의 오염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나타났
다.
H2O2, KMnO4와 Triton X-100로 1시간동안 처리한 대상퇴적물의 잔류된 tPCBs농도의 비율에 대한 결과

를 Fig2에 나타내었다. 처리후의 대상퇴적물의 잔류 tPCBs는 전체퇴적물(Bulk)의 경우 H2O2, KMnO4, Triton
X-100이 처리전 농도에 비하여 각각 90 ± 31, 76 ± 16, 81 ± 19%로 10-24%의 PCBs가 잔류하였으며
KMnO4가 가장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63㎛의 미세퇴적물의 경우 KMnO4처리 시 32㎛-63㎛, <32㎛의 퇴적
물의 처리 후 잔류한 tPCBs는 처리 전에 비하여 각각 89 ± 17, 91 ± 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2O2와 Triton X-100의 경우에는 처리 전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H2O2, KMnO4와 Triton



H2O2 KMnO4 Triton X-100

Bulk 90±31 76 ± 16 81 ± 19

<63μm 130 ± 8 89 ± 17 125 ± 27

<32㎛ 129 ± 44 91 ± 41 116 ± 43

     (Unit: %)

Fig.2 Residue(%) of tPCBs in treated sediment.

X-100모두 오염퇴적물에 함유된 PCBs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3μm의 미세한 퇴적물의 PCBs제거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는 미세한 입자의 경우 큰 입자에서

제거된 오염물질이 재 흡착 되는 등의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6). 일반적으로 퇴적물의 TOC함량은 유기
오염물질의 오염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KMnO4로 처리한 퇴적물이 TOC와 PCBs의 감소율이 모두 높았
다. 그러므로 오염퇴적물 내 PCBs제거에는 H2O2, KMnO4, Triton X-100 중에서는 KMnO4,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KMnO4는 H2O2보다는 약한 산화제이며 pH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열,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해산물이 독성이 있어 이에 의한 2차오염이 우려된다. H2O2,는 강한산화
제로서 유기물을 효과적으로 분해시키나 발열 및 증기 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 계면활성제는 토양이나 퇴적
물내의 친지성 오염물질을 세척하는데 효과적이나 처리 후 회수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11). 강력한 산화
처리에 의한 정화방법은 토양이나 퇴적물 환경의 물리학적 변화와 토착 미생물 등의 사멸로 인한 토양의 비
옥도가 감소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12) 현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은 한 가지 화학
적 방법의 이용보다는 계면활성제등을 병행(13)하거나 산화반응에 물리, 생물학적 연속처리를 이용하는 방법
으로 등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다(11). 그러므로 공정 시 발생하는 단점들에 대한 극복과 장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정화처리 방법의 병행과 연속처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퇴적물의
80%(32-9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7, 8) 미세입자범위에 함유된 PCBs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산화제인 H2O2, KMnO4및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해양오염퇴적물에 함유된 PCBs제거의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세입자(63 ㎛ 이하)의 PCBs제거에는 효과가 미비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역시 해양오염퇴적물에 함유된 PCBs제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미세
입자의 PCBs제거에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H2O2, KMnO4 및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해양오염퇴적물의
PCBs의 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에 대한 검토와 미세입자의 PCBs를 제거할 수 있는 추가적 처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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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산과 알루미늄으로 표면 개질된 활성탄을 이용한 중금속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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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urface-modified activated carbon and heavy metal removal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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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활동의 결과로 생긴 물질이 해양에 유입되어 해수의 질을 손상시켜 생물 자원과 해양환경의 쾌적

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중에서 환경에 배출된 중금속은 생물학적 분해나 자정작용에 의한 완전한 제거
가 어려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금속 정화기술로는 여과, 흡착, 이온교화, 화학적 침전 등이 대표적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흡착은 다른 방법들 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흡착방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흡착제로는 활성탄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활성탄은 미세세공이 잘
발달된 무정형탄소의 집합체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금속 및 유기물의 흡착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의 표면 개질를 통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흡착능 향상을 시도하였다. 표면개질을

아세트산을 이용하였으며, 가장 적합한 표면개질을 위한 농도를 정하였다. 산 처리만으로 한계를 보여 흡
착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처리를 하였다. 활성탄의 중금속 흡착능 평가는 양이온계 혼합
중금속(Ni, Zn, Cu, Pb, Cd)을 이용하여 하였으며, 담수와 해수를 사용하고 교반속도와 농도, pH의 조건
을 다르게하여 흡착능을 비교하였다.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2013년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

었음(과제명:지속가능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ABSTRACT
human-activities results can degrade to entering sea offend the quality of sea water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of comfort.

Heavy metals in the environment, which is emitted by the action of biological degradation or

complete removal is difficult midnight special care is needed.

Heavy metal purification techniques include filtration, adsorption, Ion exchange, chemical

precipitation, etc is used. Among them Adsorption is excellent economy and efficiency than other

methods. Typical methods used for the adsorption of the adsorbent is activated carbon, the

well-developed micropores to an aggregate of amorphous carbon, heavy metals and organic compounds

in a variety of industries are being utilized in the adsorption.

In this study, through surface modification the of activated carbon to remove heavy metals was

attempted to improve the adsorption capacity.

Acetic acid was used in the surface modification, the most suitable concentration was defined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Acid treatment showed only limits in order to further improve adsorbing

ability of aluminum was treated.

Assessment of heavy metal adsorption capacity of the activated carbon is used cationic mix heavy
metals(Ni, Zn, Cu, Pb, Cd), fresh water and sea water using a stirring speed and the concentration,
pH conditions of the different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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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Sediment Pollution Purification Technology

Keywords : Marine Pollution(해양오염), Surface Modification of Activated Carbon(활성탄표면개질),
Heavy Metal Absorption(중금속흡착), acid treatment(산 처리), Aluminum treatment(알루미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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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및 세척 처리기술을 이용한 해양오염퇴적물의
중금속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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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ability of Heavy Metals in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combined with particle separation and wash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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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과

정으로써, 입자분리(Particle separation)와 세척(Washing/Extraction)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처
리공정에서 주로 유기물로 오염된 퇴적물을 시료로 하여 퇴적물에 함유된 유기물을 저감시키는
과정에서의 중금속의 처리 가능성과 처리 정도를 평가하였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예정되
는 N해역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입자 분리범위(>125μm, 125∼63μm, 63∼
32μm, 32μm>) 및 첨가제로 산화제(H2O2)와 계면활성제(Tween-80)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첨가제
100 ml에 시료 30g(건중량)를 혼합하여 1h 동안 실험하였다. 또한 처리 전, 후 퇴적물 시료를
1M 염산을 이용한 단일시약 추출법을 사용하여 생물 이용성이 높은 부분의 중금속 저감 정도를
평가하였다. 5M 과산화수소(H2O2) 와 계면활성제(Tween-80) 조건에서 가장 좋은 처리 효율을
나타났다. >63μm, >32μm, <32μm 입자에서 Cr이 0.6~25.3%, Ni이 21.8~43.8%, Cu가 16.2~38.4%,
Zn이 41.8~56.5%, Cd가 55.5~86.3%를 나타냈으며, Pb은 >63μm 입자에서 4.2~21.7%의 제거 효율
을 나타내었으나 >32μm, <32μm입자에서는 제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세입자에 함유
된 중금속의 결합상태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As는 처리 전, 후에 농도가 크게 변
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퇴적물에 함유된 Ni, Cu, Zn, Cd, Pb
등 중금속 중 생물이용성이 높은 부분의 중금속 성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분리 및 세척기반 새로운 처리기술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염이 우려되는 연안지
역 퇴적물의 Cu, Zn 오염도가 다른 중금속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실제 해양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을 위한 상용 정화기술로써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리정
도는 현행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기준 이하까지 그리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제3지역 기준
을 충족하므로 처리산물을 연안매립 등 여러 목적으로 유효활용(Beneficial use)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ABSTRACT
Treatability of heavy meatls in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combined with particle

separation and washing technologies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solve the scarcity of
domestic remediation technologies. Sediments were collected at N area which is expecting for
remediation project and used as sample.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optimal
treatability was found at the conditions of 5M H2O2 as oxidant and Tween 80 as surfactant
(Cr 0.6~25.3%, Ni 21.8~43.8%, Cu 16.2~38.4%, Zn 41.8~56.5%, Cd 55.5~86.3% at >63μm, >32μm
and <32μm fraction, Pb 4.2~21.7% at >63μm fraction). Especially, the bio-available fraction of
Ni, Cu, Zn, Cd, Pb could be well removed by the process in this research. Conclusively,
treated sediments were lower than domestic remediation standards and also suitable for
national soil environmental standards. Thus treated sediments followed by the process might
be beneficially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reclamation materials, et cetera.

Keywords :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해양오염퇴적물), Remediation(정화·복원),
Particle separation technology(분리 처리), Washing technology(세척 처리), Heavy metals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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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의 훼손된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침적쓰레기의 분포 실태와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

역 내 양식장을 제외한 21,012ha에 대하여 양방향음파탐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양틀 예인

조사 및 잠수조사를 병행하여 해양침적쓰레기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수치모형실험을 통하여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 내 침적쓰레기 발생 후 이동경로 및 침적메카니즘을 규명하여 침적쓰레

기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해양쓰레기 표본조사 구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분포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완도·도암만 해양쓰레기 종류를 살펴보면 주로 폐통발, 폐어망, 폐로프였고, 해양쓰레기 분포는

강진만의 내해보다 외해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완도읍과 고금면 해역과 고금면과 신지면 사이의

해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수치모형실험 결과, 완도 서부해역에서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외해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완도 북부해역에서 배출된 해양쓰레기는 고금도와 조약도 인근 해역에 침적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해역 내 마량항과 장흥군 인근 해역에서 발생된 쓰레기

는 이동경로가 크지 않고, 현지에 침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초조사 결과 도암만

북측해역 일부를 제외하고 생태기반 해수수질이 1등급(매우 좋음)으로 나타났다. AVS 농도는 완도

북동측과 고금도 북측, 마량항 인근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We surveyed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arine debris to protect the fishery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in the Wando·Doam bay Environmental Conservation Sea Area. The

trawling operations, Side scan sonar(SSS) and diving survey were carried out to analyze the

patterns of marine debris. The numerical model experimen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athway and sinking mechanism of marine debris and water and sediment quality were

investigated.

The most of marine debris were fishing gears such as nets, traps and ropes and distributed

the sea areas Wando-eup and Gogeum-myeon and between Gogeum-myeon and Sinji-myeon.

As a result of numerical model experiment, the debris originated from the northern sea of

Wando seem to be deposited near Gogeumdo and Joyakdo and those from the sea areas of

Jangheung-gun and Maryang Hang are possible not to move far and to be deposited in this

areas. The water quality for the most part of the Wando·Doam bay Environmental Conservation

Sea Area were grade very good(Ⅰ) by The Ecological Regions-based Water Quality

Aassessment. The concentration of AVS were highly measured in the sea areas the between

Wando and Gegeumdo and seems to be related to the marine debris distribution

Keywords :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Wando·Doam Environment Conservation Sea Area),
Marine Debris(해양침적쓰레기), 수치모형실험(Numerical Modeling), 생태기반 수질등급
(Ecological Regions-based Water Quality Aassessment), A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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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시 부유사 확산 예측을 위한 해수유동모델링 적용
이명은, 고광오 (현대건설), 김건우 (목포해양대학교)

Coastal Circulation Modeling of the Suspend Sediment Transport

during the Coastal Construction

M.E. Lee, K.O. Ko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G. Kim (Mokpo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준설이나 매립 등의 해상공사를 통하여 발생하는 부유사는 해양 생태계 등에 많

은 여향을 끼치는 환경 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준설 공정 등을 위

해서는 오탁방지막 설치나 공기 제한 등의 부유사 확산 방지 및 저감 노력이 필

요하며 시공 중 모니터링 과정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해상공사시 정확한 부휴사 이동 및 확산 예측을 위하여 MIKE21을 통한 해수

유동모델링 및 부유사 이송-확산 모델링을 수행한다. 지형적인 요인을 제한한 단

순 수로에서 조석 및 해류에 대한 연안 흐름을 유형화하여 점오염원으로 주어지

는 부유사 확산 특성을 3건 이상의 모의케이스를 통해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유

형별로 단순화된 지형과 흐름조건을 MIKE21을 통하여 모델링하고 각 Case별 해

안순환조건을 수립한 후, 준설 및 매립 공사의 시나리오별 부유사 오염원 발생 조

건을 구현한다. 또한 해수 유동 조건에 따른 점오염원의 확산 및 이송 양상을 분

석하고 공사시 부유사 발생 공정의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부유사 확산 방지 대

책 및 저감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coastal construction including dredging and reclamation necessarily

accompanies the contaminant problem of suspended sediment generated from

disturbed sea bed. Thus in the recent coastal construction, installing turbidity

curtain or limiting dredging period are necessarily included in the effort to

reduce the damage and protect the marine ecosystem from harmful effect of

generated contaminant. MIKE21 of DHI(Danish Hydraulic Institute) will be

used as the hydrodynamic model to obtain the simplified motion of coastal

water upon the simplified bathymetry and circulation condition. Coastlines are

classified at leat three types such as bays, channels, and straight coast, etc,

and appropriate flow boundary condition is given in each type of bathymetry.

Suspended sediment source was assumed to be given in point source, and it is

analyzed that how the generated source will be transported and dispersed

spatially on the selected scenarios. As a result, appropriate strategy for the

reduction of suspended sediment transport on the target area.

Keywords : Coastal Circulation(해안 순환), MIKE21, Dredging(준설),
Suspended Sediment(부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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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한산만의 해수순환 특성과 물질체류시간 산정
김진호, 김동명, 정용현 (부경대학교), 이원찬, 홍석진, 박성은 (국립수산과학원)

The characteristics of circul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residence time in
Geoje-Hansan Bay

J.H.Kim, D.M.Kim, Y.H.Jung (Pukyung National University),

W.C.Lee, S.J.Hong, S.E.Park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체류시간은 물 입자나 오염물질이 대상해역에서 소요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개념은 환경
에 대한 연구에 널리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만의 체류시간은 해역 내 물 입자가 해역 밖으로 처
음 빠져나갈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라그랑지안 입자 추적모델을 포함한 3차원 수치모델이 해역 내의 해수순환을 재현하기 위해 거제한산만
에 적용되었다. 해수 순환의 예측 결과를 통해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거제한산만의 체류시간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석에 의한 해수의 움직임이 해수교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류시
간과 해역의 물리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낸다.

ABSTRACT
The residence time measures the time spent by a water parcel or a pollutant in a given water body
and is therefore a widely used concept in environmental studies. The residence time of bay is defined
in this study as the average time the initially existing water parcels reside in the system before they
are flushed out.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 that includes a Lagrangian particle-tracking simulation was
applied to the Geoje-Hansan Bay to simulate circulation within the region. High accuracy was
achieved with regard to the prediction of tidal circul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average residence time varied spatially throughout Geoje-Hansan Bay
depending on tidal flushing and, in general conditions, tidal flushing exerts the greatest influence to
the flushing of Geoje-Hansan Bay. This reveals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ce times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bay.

Keywords : residence time(체류시간), particle tracking model(입자추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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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풍력 발전기의 전력 변환기 개발
려우호우, 문채주, 김태곤, 정문선, 박태식 (목포대학교)

The Development of Power Converter for Micro Wind Turbine

Hao Liu , Chae-Joo Moon, Tae-Gon Kim, Moon-Seon Jeong, Tae-Sik Park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전력용 스위칭 소자를 선형 영역에서 동작시키는 아날로그 연속 제

어 방식으로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100W급 초소형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기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제어기에 사용된 스위칭 소자는 irfp250 N Channel

MOSFET이다. 전압측정과 제어 신호 출력은 NI DAQ를 사용하였다. 제어 프로

그램은 LabVIEW로 작성하였으며 제어기의 부하는 500W 10Ω저항을 사용하였

다.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압을 제어 입력으로 사용하여 별도의 전류를 측

정하지 않고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력 변환기의 특성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100W 풍

력 발전기와 전력 변환기로 구성된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사용된 풍력발전

기의 블레이드 수는 6개이며 지름은 0.95m이다. 발전기 출력은 교류 3상 100W

급이며 내부에 정류기를 장착하여 외부로 직류를 출력한다. 정격 풍속은 12m/s

이고, 정격전압은 40VDC이다. 전력 변환기의 출력을 측정하기 위해

YOKOGAWA사의 WT1800 전력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측정은 1초 간

격이고, 10분 단위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솟값을 저장하였다.

전력 변환기의 출력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결과 스위칭 노이즈가 나

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풍속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이 제어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develop power converter for micro wind

turbine. Using irf 250 MOSFET, analog continuos control was adapted to

achieve switching noise free power converter.

In experiment, LabVIEW program was used to make a program that

controls the power converter and data acquisition. Six bladed micro wind

turbine was used and its diameter is 0.95m. Generator output is 3 phase AC

and rated power is 100W. Diode regulators are installed inside the generator

and regulated output voltage is 40VDC at 12m/s wind speed. YOKOGAWA

WT 1800 power analyser was used to measure output power of designed

power converter. Sampling time interval of saved data was 1 sec, and 10

minute averaged value, standard deviation, max and min values were

additionally saved for further data analysis.

The output waveform on the oscilloscope monitor indicated no switching

noise and the output power followed the wind speed variation.

Keywords : Micro Wind Turbine(초소형풍력발전기), Power

Converter(전력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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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자료를 활용한 가사도 연간 발전량 예측
정문선*, 문채주, 장영학, 박태식(목포대학교)

Annual Energy Production Forecast in Gasado using the AWS Data

Moon-Seon Jeong
*
, Chae-Joo Moon, Young-Hak Chang, Tae-Sik Park(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중앙전력망과 떨어진 도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력공급 발

전소가 필요하다. 기존 도서지역 전력공급용 발전기는 대부분 디젤발전기 또는 소

규모 화력발전소였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을 이

용한 소규모 분산형 복합 발전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농어

촌 시설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

지 발전시스템의 공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여 녹색에너지 자립섬 추진이 진행되는 가

사도에 100kW 4기를 적용하여 풍력단지를 설계하고, WindPRO를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486MWh, 단지효율 99.2%, 이용률 13.9%로 분석되

었다. 향후 풍력발전기 설치 후 발전량을 서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ABSTRACT

A separate power plant is required to supply electrical power to island

situated away form the central power grid. The power supply on islands have

traditionally been mostly by diesel generator or small thermal power station.

Today, it is being replaced with a small complex generating and distributing

system due to the renewable energy project using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New trend is to increas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generat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in rural area with large power

demand and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is paper, four 100kW wind generators were installed in Gasado using the

Meteorological center data prior to WindPRO simulation was done. Gasado

recently joined the green energy promotion to be energy sufficient. The result

had shown 486MWh, 99.2% efficiency and 13.9% usage. We believe the power

generation shall be analyzed and compared to each other after more wind

generators are installed.

Keywords : WindPRO, Wind Farm(풍력 발전단지), Wind energy

resources (풍력 자원)

1. 서 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비교적 성숙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면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풍력발전은

무공해, 무한정의 바람자원을 이용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제방이나 산간오지 등에서도 발

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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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분산형 복합 발전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1]

최근 풍력발전시스템의 무게 감소 및 고효율을 위한 영구자석 동기발전기(PMS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영구자석 동기발전기 기술력은

해외 선진사 대비 70%수준으로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 선진사들의 경우 저속용 고효

율 PMSG를 적용한 풍력, 소수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 되고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형화, 고출력밀도를 갖춘 50kw급 영구자석 동기발전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발전

기의 설계에는 구조 및 진동 설계, 열해석 및 냉각설계 등의 기계적인 설계와 특성분석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계적인 설계를 제외한 전기적인 설계와 특성분석으로 연구를 제안 하였다.

2. 풍황자원 분석

2.1 기상청 위치

본 논문에서는 가사도에서 측정된 풍황자원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지만 가시도에 설치된 기상탑이 없기

때문에 가사도 인근에 위치한 심동리의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심동리 기상자동관측소는 전라남도 진도

군 지산면 심동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발 214m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 지점은 위도 34.46 경도126.12 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 10월 01일부터 2009년 09월 30일까지 심동리 자동기상관측소에서 1시간 단위로 저

장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림 1 기상청 AWS 설치 위치 그림 2 가사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위치

2.2 심동리 풍황자원 분석

본 논문에서는 2008년 10월 01일부터 2009년 09월 30일까지 심동리 자동기상관측소에서 1시간 단위로 저

장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된 풍속의 자료를 활용해 풍력발전기 허브 높이인 37m높이로 보정했을때

의 월별 풍속이다.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측정풍속 6.90 5.92 6.03 4.57 4.88 3.50 4.71 3.33 3.54 4.26 5.21 6.57 4.95

보정풍속

(37m)
8.32 7.14 7.28 5.51 5.88 4.22 5.68 4.02 4.27 5.14 6.28 7.92 5.97

표 1 심동리 월별 평균풍속 및 보정풍속

측정지점에서의 월별 풍속을 분석한 결과 1월과 12월의 풍속이 6.9m/s, 6.57 m/s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

며, 8월이 3.33m/s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심동리 AWS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월별로 분석

한것과 풍력발전기 허브 높이인 37m높이로 보정했을때의 월별 풍속이다.



그림 3 심동리 AWS 월별 풍속

    
그림 4 심동리 AWS 측정 풍속 및 보정 풍속

측정지점의 평균풍속은 북북서(NNW)방향이 가장 높고 남서(SE)풍이 가장 낮다. 풍향빈도의 경우 북(N)

방위의 풍속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다. 아래의 그림은 측정기간 동안의 16방위별 평균풍속(좌)장미와 풍속대

별 출현빈도(우)를 나타내었다.

그림 5 방위별 풍속

        
그림 6 방위별 풍향 빈도

2.3 선정된 풍력발전기

선정된 풍력발전기는 NPS 100-21이며, 스펙은 아래의 표와 같다.

NPS 100-24

Design Class IEC WTGS1 III/S

Rotor Diameter 23.6 m

Rated Power 95 kW

Rated Shaft Speed 51.4 RPM

Tower System 37m,30m,26m

Tower Height 36.8m, 30.1m, 22.6m

표 2 NPS 100-21 스펙

그림 7 풍력발전기 파워 커브



3. 가사도 발전량 예측

바람의 이동은 공기의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되며, 크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 지형, 지형의 상태에 의해서

풍황이 분포 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상대습도 인간 및 동물의 활동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공기 유동의 변화

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측정된 풍황자원을 이용하여 지형과 지

형의 상태에 따라 인근 풍황자원을 예측하여 풍력발전량을 예상한다. 풍력발전량의 예측은 다음과 같은 기준

에 의해서 산정되었으며, WindPro Ver. 2.6으로 수치모의 해석 하였다.[3],[4]

그림 8 풍력발전기 배치도

WindPRO 2.6에서 NPS 100-24 풍력발전기 5기를 적용한 풍력발전단지에서 N. O. Jenson Wake 모델과

S. Frandsen 난류모델을 적용하여 WindPRO 2.6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기

별 발전량이 계산되었다. 계산결과에 따르면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연간 총발전량이 762.1MWh/year이고, 손

실률 10%을 적용한 결과 685.9MWh/year로 분석되었다.

5기의 풍력발전기 순 연간발전량으로 계산했을 때 3호기가 141MWh/year로 가장 많은 발전량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며, 1호기가 130MWh/year로 가장 많이 주변 풍력발전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WTG No.
총 연간 발전량

[MWh/year]

손실률

[%]

순 연간 발전량

[MWh/year]

평균풍속

[m/s]

1호기 144.0 10 130.0 4.6

2호기 153.2 10 138.0 4.7

3호기 157.0 10 141.0 4.8

4호기 152.9 10 138.0 4.7

5호기 155.1 10 140.0 4.8

표 3 NPS 100-24 발전기적용 기별 발전량

4. 결론

평균풍속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상청보다 높게 결과값이 나와야 하지만 더 낮은 평균풍속를 보여주고 있

다. 이는 본 용역에서 사용한 풍황자원의 데이터는 심동리지역을 이용하였고 측정 높이는 200m 이상의 높이

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을 고려한 풍속을 보정하여 가사도에 적용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Met mast를 설치하여 풍황자원을 확인해야 더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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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스캔되어진 런너를 이용한 화천수력발전소
수차 성능 평가

황 태 규, 추 진 훈, 이 규 명, 권 욱, 김 성 규, 윤 종 수, 권 성 용, 김 정 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Performance Evaluation for scanned Runner Blade of Hwacheon Hydro
Power Plant Using 3D Scaner

T.G.Hwang, J.H.Choo, K.M.Li, W.Kwon, S.G.Kim, J.S.Yoon, S.Y.Kwon, J.H.Kim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요 약
에너지 대란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한국에서도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
는 실정이다.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한 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수력은 비 오염 에너지 자원이다. 또한, 전위 에너지
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댐이 필요하며,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연환경의 훼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
문에 수력발전소 건설의 성장성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스캐너에 의해 스캔되어진 런너 블레이드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CFD 기법을 사용하였다. 스캔 대상은 화천수력발전소 1호기
25.4MW급 프란시스수차이며, 성능평가를 위해서 화천수력발전소의 실운전 데
이터를 확보하였다. 가이드베인 각도에 따른 출력을 계산하여 실운전 데이터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실운전 범위에서의 효율인 91.7%와 일치함을 확인하였
다.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발전시설의 유지보수기간에 런너를 3

차원 스캔한 후, CFD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유지보수기간 전후의 발전
효율을 예측할 수 있었다.

ABSTRACT
Since the energy crisis, The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s increasing

worldwide. In korea, the government have been establish a policy in order
to facilitate power supply.
Hydro power is to convert into electrical energy, After converting

mechanical energy using water's potential energy. Also Hydro power is
non-pollution energy resource. But In order to converting electric energy to
potential energy, it needs to construct dam for filling water. To construct
dam,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can not be avoided. Because of
this, growth of constructing hydro power plant is dependent on government
policy in Korea.
In this study, to evaluate of performance for the scanned runner blade by

3D scanner, the CFD techniques were used. Scanned target is a runner
blade of Hwacheon Hydro Power Plant Unit 1. The plant is a consist of
Francis turbine and then the rated output is a 25.4MW. In order to
evaluation of performance, We obtained actual operation data from
Hwacheon Hydro Power Plant. Rated output was calculated by guide vane
open angle and compared with actual operation data. As a result, we have
been confirm that efficiency similarity between actual operating and CFD
result was about 91.7%.
During maintenance period of Hwacheon Hydro Power Plant, we were

obtained runner blade shape by 3D scanner. And we were carried out
efficiency of turbine using the CFD techniques. As a result, We could have
been to predict before and after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during
maintenance periods.

Keywords : Francis Turbine(프란시스 수차), Guide Vane(가이
드 베인), Runner(런너), 3D Scanner(3차원 스캐너), Performance

Evaluation(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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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회전영역의 난류현상이 세미마이크로수차 효율에
미치는 영향

황 태 규, 추 진 훈, 이 규 명, 권 욱, 김 성 규, 윤 종 수, 권 성 용, 김 정 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Effect of Semi-micro turbine's efficiency of blade rotation area's Turbulence
T.G.Hwang, J.H.Choo, K.M.Li, W.Kwon, S.G.Kim, J.S.Yoon, S.Y.Kwon, J.H.Kim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요 약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
수력발전을 위한 장소가 포화상태이나, 소수력 및 마이크로 수력에 대해서는
미개발된 상태이다.
소수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10000kw 미만의 수력발전을 일컸는다. 특히, 출력이 100kw 이하이면 마이크로
수력이라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빈의 효율 및 난류 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CFD 기법을

사용 하였다. 해석의 대상은 세미마이크로수차로서 정격출력 50kw, 정격수두
7.29m인 수차를 사용하였다. 터빈의 효율과 난류사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동일한 크기의 다른 모양의 블레이드 두 개를 모델링하였다. 정격출력, 토크
및 효율은 블레이드의 회전각도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두 모델의 블레이드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블레이드를 비교하기 위해 캐비테이션 계수와 난
류운동에너지를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캐비테이션 계수는 포화증기압에 의해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터빈의 효율과 난류현상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ll of countries in the world to overcome the energy crisis is frantic in

order to prevent this. Korea government is no exception for this. Currently,
a place for the development of large hydro was to be saturated at Korea.
But small hydro and micro hydro is lies on undeveloped state.
Small Hydro Power is to convert into electrical energy using water's

potential energy. And It means to hydro power less than 10000kw. If the
rated output is less than 100kww, it is to be classified separately and called
micro-hydro
.In this study, In order to check effect between turbine's efficiency and

turbulence, the CFD techniques were used. The analysis target is a
semi-micro kaplan turbine and then the rated output is a 50kw. At this
time, the rated head is a 7.29m. In order to check effect between turbine's
efficiency and turbulence, We made modeling of two blade at same size and
different shape. Rated output, torque and efficiency was calculated by blade
rotate angle and compared with two model blade.
And we calculated cavitation factor and Turbulent Kinetic Energy in order
to compare with two blade. In here, cavitation factor was calculated by
saturated vapor pressure.
As a result, We could have been to find related effect between turbine's

efficiency and turbulence.

Keywords : Semi-micro turbine(세미마이크로수차), Kaplan
turbine(카플란수차), Turbulence(난류), Efficiency(효율), Small

hydro(소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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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소층 관리를 위한 수직 확산계수 산정 및 적용
정 우 성, 김 동 명 (부경대학교), 이 원 찬, 홍 석 진 (국립수산과학원)

Estimation and application of vertical diffusion coefficient
for managing hypoxia

Woo-Sung Jung, Dong-Myung Kim(Department of Ecolog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Won-Chan Lee, Sok-Jin Hong(Marine Evironmental Management Divisio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요 약
오늘날 우리 연안은 급속한 발전과 인구집중화가 진행되고 육상에서 각종 오염물질과 생활하수가 유입되
어 연안이 오염되었다. 특히, 반폐쇄성 해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외해와의 물질순환이 적을 경우 빈
산소층이 형성되어 양식장의 생물들을 폐사시키고 저서생물들을 사망하게 해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빈산
소층은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빈산소층의 형성원인으로는
물리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가 있다. 우선, 물리적 요소로 온도·염분변화로 인한 밀도차이에 의해 성층화
가 발생하게 된다. 성층화가 발생하게 되면 수직확산계수가 감소하여 표층에서 저층으로의 산소공급을 막
게된다. 두 번째, 생물학적 요소로는 산소를 소모하는 유기물이 저층에 축적될 경우 산소소비량을 증가시
켜 저층의 산소를 고갈시킨다. 따라서, 반폐쇄성해역에서 빈산소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소에 따
른 수직확산계수를 산정하고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해서 재현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지역인 마산만은 환
경용량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고, 반폐쇄성 해역이기 때문에 하계에 성층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분한 상태로 판단되어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빈산소층을 재현하기 위해 밀도차이에 따
른 수직 확산계수를 산정하고,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한 Box모델을 통하여 산정된 수직 확산계수의 적용성
을 평가하였다.

ABSTRACT
Today our coastal, being contaminated by large pollutant due to various pollutant and domestic
sewage that occurred by rapid development and population centralization. Especially, Food biology dead
and destroy the ecosystem are formed Hypoxia it occurred when contaminants from entering and little
circulation of materials. Hypoxia is occurring in many areas of the world and many study have been
researching. Physical factors and biological factors forming the Hypoxia. First physical factor is
stratification occurred by changes in temperature and salinity. Blocking the supply of oxygen from
surface to bottom due to vertical diffusion coefficient is reduced when stratification occurred. Second,
Biological factor to be accumulated organic matter in the bottom that consume oxygen, it occurred
Hypoxia. Therefore, There are need to estimate vertical diffusion coefficie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hysical factor and considering biological factor in order to manage the Hypoxia of a semi-closed bay.
Masan Bay, is selected this study area because influx of pollutants that exceed the capacity of the
environment, semi-enclosed bay and condition is a sufficient condition to happen in stratification. In
order to reproduce Hypoxia, we are calculated the vertical diffusion coefficient by changed in the
density difference and assess of applicability of calculated the vertical diffusion coefficient by Box
model is taken into account biological factors.

Keywords : Semi-closed Bay, Hypoxia, Vertical diffusion coefficient, St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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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중의 리튬 이온 회수를 위한 새로운 흡착제 개발

박정민, 전진우, 이민규* (부경대학교)

Development of a new adsorbent for the recovery of lithium ions from

seawater

J. M. Park, J. W. Jeon, M. G.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리튬 이온에 대해 선택성이 있는 무기물 흡착제로 리튬망간산화물(LMO)을 고분자 물질인 SAN에 고정화한

SAN-LMO 비드를 제조하고, SEM을 사용하여 비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SAN-LMO 비드에 의한 리튬 이

온의 평형실험 데이터는 Langmuir 흡착 등온식에 잘 적용되었으며, Langmuir 흡착 등온식으로 구한 최대

흡착량은 10 mg/g으로 나타났다.

ABSTRACT

SAN-LMO beads containing lithium manganese oxide (LMO) on the inorganic adsorbent which had

selectivity of lithium ions were prepared and SAN-LMO beads were characterized by SEM. Also,

adsorption of litium ion by SAN-LMO beads was studied batchwise, adsorption process of litium ion

fitted very well to Langmuir isotherm model.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of lithium ions

calculated from Langmuir isotherm was 10 mg/g.

Keyword : Adsorption(흡착), Immobilization(고정화), Lithium(리튬), Lithium manganese oxide(리튬망간산

화물), Poly(styrene-co-acrylonitrile)(폴리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극히 적은 희귀 금속중의 하나인 리튬은 2차 전지, 항공기용 경합금의 원료, 핵

융합 발전용 연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육상 자원에 비해 해수에 용존

되어있는 리튬 이온의 농도는 극히 낮지만 전체 해수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리튬의 양이 실로 막대하기 때문

에 세계 각국에서는 리튬을 회수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착공정은 비교적 공정이 간편하고, 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중의 유용 금속을 회수하거나 분리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흡착공정에서는 다양한 흡착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리튬망간산화물(LMO)

는 리튬 이온에 대하여 높은 선택성과 흡착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LMO는 일반적으로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며, 컬럼에 충진하여 사용할 경우 압력강하 일으킬 수 있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2].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고분자 물질로 LMO를 고정화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LMO를 고분자 물질에 고정화하여 사용하면 LMO를 분말로 사용하는 것보다 흡착제의 회수가 용이하고 고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정층 실험에서 압력강하와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LMO를 고정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고분자에 따라

고분자의 구조나 기공의 크기가 달라지고 특히 해수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정화에 사용되는 고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물질중 poly(styrene-co-acrylonitrile)(SAN)으로 LMO를 고정화한 SAN-LMO 비

드를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비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본론

2.1 실험방법

2.1.1 SAN-LMO 비드의 제조

흡착제 제조는 N-Methyl-2-pyrrolidone(NMP) 17.0 mL에 일정량의 SAN을 용해시킨 후 SAN 용액에 합

성한 LMO 분말 5.0 g을 추가로 넣고 균일한 슬러리가 되도록 충분히 혼합하였다. LMO와 SAN이 혼합된

슬러리를 실린지를 이용하여 증류수에 떨어뜨려 경화시킨 후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하여 SAN-LMO 비드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SAN-LMO 비드를 0.5 M HCl에 24 hr동안 처리한 후 이를 수차례 물로 세척한 후 이를

흡착제로 사용하였다.

2.1.2 회분식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제조한 SAN-LMO 비드를 사용한 리튬 이온 흡착실험은 회분식으로 수행하였으며,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일정 농도의 리튬 이온 용액 200 mL를 넣고, pH를 10로 조절한 다음에 흡착제 2 g을 넣었

다. 20℃에서 120 rpm으로 교반시키면서 일정 시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Ion Chromatography(Dionex,

DX-120)로 리튬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흡착제의 리튬 이온의 흡착능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1)

여기서 qe는 평형 흡착량(mg/g), Ce는 평형에서 리튬 이온의 농도(mg/L), C0는 리튬 이온의 초기 농도

(mg/L), V는 용액의 부피(mL), 그리고 W는 흡착제의 무게(g)이다.

2.2 결과 및 고찰

2.2.1 SAN-LMO의 특성분석

Fig. 1은 합성한 SAN-LMO 비드의 형태를 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Fig. 1(a)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성한 SAN-LMO 비드는 직경이 약 2 mm인 구의 형태를 가진다. Fig. 1(b)는 SAN−LMO 비드를 절단하

여 비드 내부의 SEM 사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SAN-LMO 비드의 내부에는 LMO가 잘

고정화 되었다. SAM-LMO 비드 내부에는 크기가 약 10 μm인 기공들이 형성되어 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일

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2.2.2 농도의 영향

Fig. 2는 SAN-LMO 비드에 의한 리튬 이온의 흡착 실험에서 초기 리튬 이온의 농도를 20-150 mg/L으

로 달리한 경우에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48 hr 까지는 리튬 이온의 제거



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72 hr 이후에는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흡착 초기 단계에서는 흡착제 상의 많은 활성점이 비어 있어 쉽게 흡착이 일어나지만, 흡

착제에 비어 있는 활성점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 (b)

Fig. 1. SEM images of (a) a outer shape of SAN-LMO bead and (b) the cross-sectional area of SAN-LMO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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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ontact time at different initial lithium ions concentrations (SAN-LMO beads = 2.0 g/0.2 L, pH

= 10.6, temperature = 20
o
C).

2.2.3 흡착 등온선

SAN-LMO 비드에 의한 리튬 이온의 흡착 평형실험 결과를 Langmuir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Langmuir 흡착 등온식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qm은 최대 흡착량(mg/g), kL는 Langmuir 상수(L/mg)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농도범위 내에서는 SAN-LMO 비드에 의한 리튬 이온의 흡착은 Langmuir 등온식에

잘 만족하였다. 또한 Langmuir 식부터 얻어진 최대 흡착량은 10 mg/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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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dsorption isotherms of lithium ions by SAN-LMO beads (SAN-LMO beads = 2.0 g/0.2 L, pH = 10.6,

temperature = 20oC).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물질인 SAN을 사용하여 LMO를 고정화하여 SAN-LMO 비드를 합성하였으며,

SEM으로부터 SAN-LMO 비드에 LMO가 잘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AN-LMO 비드에 의한 리튬 이

온의 흡착 실험 결과는 Langmuir 등온식에 잘 부합하였으며, Langmuir 등온식으로부터 계산된 최대 리튬

이온 흡착량은 10 mg/g이었다.

참고 문헌

[1] Chitrakar, R., Kanoh, H., Miyai, Y. and Ooi, K., 2001, Recovery of lithium from seawater using

manganese oxide adsorbent (H1.6Mn1.6O4) derived from Li1.6Mn1.6O4. Ind. Eng. Chem. Res., Vol. 40, No.

9, 2054-2058.

[2] Han, Y. S., Kim, H. J. and Park J. K., 2012, Millimeter-sized spherical ion-sieve foams with

hierarchical pore structure for recovery of lithium from seawater, Chem. Eng. J., Vol. 210, No. 1, 482

–489.



해수 중에 존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인 스트론튬 이온의 제거를 위한

새로운 흡착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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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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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novel adsorbent for removing radioactive strontium from seawater

J. W. Jeon, J. M. Park, M. G.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Di-(2-ethylhexyl)-phosphoric acid(D2EHPA), tributyl phosphate(TBP)와 carbon nanotube(CNT)를 고정

화한 polysulfone(PSf) 복합체를 제조하여 수중의 Sr(II)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적외선 분광기(FTIR)를 사용하여 제조한 PSf/D2EHPA/TBP/CNT 복합체의 특성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PSf/D2EHPA/TBP/CNT 복합체에 의한 Sr(II)을 제거하는 경우에 60 min에 평형에 도달하였다.

ABSTRACT

Polysulfone (PSf) composite immobilized with di-(2-ethylhexyl)-phosphoric acid (D2EHPA), tributyl

phosphate (TBP) and carbon nanotube (CNT) was prepared and used for the removal of Sr(II) from

aqueous solution. The prepared PSf/D2EHPA/TBP/CNT composite was characteri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FTIR). The equilibrium time of

the Sr(II) by PSf/D2EHPA/TBP/CNT composite was 60 min.

Keyword : Carbon nanotube(탄소나노튜브),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디-2-에틸헥실인산),

Tributyl phosphate(트리뷰틸 포스페이트), Polysulfone(폴리설폰), Strontium(스트론튬)

1. 서론

최근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토양이나 해수 등으로 유출되고 있

다. 방사능 오염물질 중 Sr(II)은 용해성이 높아 수중에서 오랫동안 잔류하고 생물 독성을 가지고 있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Sr(II)은 인체 내에서 화학적 유사성을 가지는 칼슘 이온과 치환되어 빈혈,

백혈병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1].

추출제를 이용한 액-액 추출법은 수중 유해 금속이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추출제 di-(2-ethylhexyl)phosphoric acid(D2EHPA)에 추출제 tri-n-butyl phosphate(TBP)를 첨가시킴

에 따라 D2EHPA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액-액 추출법은 추

출제를 녹이기 위하여 많은 양의 유기용매가 사용되며, 유기용매의 손실로 인해 수중에 추가적인 오염을 가

져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고분자 물질로 추출제나 고체상 흡착제를 고정화한 캡슐을 고정화한 복합체를 제조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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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lysulfone(PSf)을 이용하여 고체상 흡착제인 carbon nanotube(CNT)와 추출제인

D2EHPA와 TBP를 고정화한 복합체를 제조하여 현미경과 FTIR 분석으로 제조한 PSf/D2EHPT/TBP/CNT

복합체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제조한 PSf/D2EHPT/TBP/CNT 복합체에 의한 Sr(II)의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2. 본론

2.1 실험방법

2.1.1 PSf/D2EHPT/TBP/CNT 복합체의 제조

본 연구에서 PSf/D2EHPT/TBP/CNT 복합체는 100 mL 비커에 1-Methyl-2-pyrrolidone(NMP) 17 mL와

PSf 2.125 g을 넣고 용해시킨 후 D2EHPA, TBP 및 CNT를 일정량 넣은 후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충분히 교

반하였다. 그리고 나서 혼합 슬러리는 직경이 1 mm인 주사기를 사용하여 증류수와 에탄올 혼합용액에 떨어

뜨려 구형의 PSf/D2EHPT/TBP/CNT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복합체는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한 뒤 사

용하였다.

2.2 실험결과

2.2.1 PSf/D2EHPA/TBP/CNT 복합체의 특성분석

Fig. 1은 현미경으로 PSf/D2EHPA/TBP/CNT 복합체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a)는

PSf/D2EHPA/TBP/CNT 복합체의 외형을 나타낸 것으로 복합체의 직경이 2.5 mm인 구형으로 제조되었다.

그리고 Fig. 1(b) PSf/D2EHPA/TBP/CNT 복합체의 절단면을 촬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

조한 PSf/D2EHPA/TBP/CNT 복합체의 내부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합체 내부

에서 PSf/D2EHPA/TBP/CNT 복합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용매로 시용한 NMP가 복합체 내부에서 혼합용

액(물과 알코올)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

1 mm

(a) (b)

Fig. 1. SEM images of (a) outer shape of PSf/D2EHPA/TBP/CNT composite and cross section of (b)

PSf/D2EHPA/TBP/CNT composite.



Fig. 2는 PSf/CNT와 PSf/D2EHPA/TBP/CNT 복합체의 FTIR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f/CNT 복합체는 2967 cm-1에서 methyl group(C-H strecthing), 1322 cm-1에서 sulfone

group(O=S=O asymmetric), 1147 cm-1에서 sulfone group(O=S=O symmetric), 1234 cm-1에서 aryl ether

group(asymmetric C-O-C)의 피크가 나타났다[3]. Fig. 2(b)에서 PSf/D2EHPA/TBP/CNT 복합체의 경우에는

1223 cm-1에서 P=O와 1015 cm-1에서 P-O-C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PSf/CNT 복합체에서는 보이지 않

는 피크로써 추출제인 D2EHPA와 TBP가 PSf/D2EHPA/TBP/CNT 복합체 내에 잘 고정화 되어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Fig. 2. FTIR spectra of (a) PSf/CNT composite and (b) PSf/D2EHPA/TBP/CNT composite.

2.2.3 PSf/D2EHPA/TBP/CNT 복합체에 의한 Sr(II)의 제거

Fig. 3은 PSf/D2EHPA/TBP/CNT 복합체에 의한 Sr(II)의 제거 실험에서 초기 농도를 25∼200 mg/L로

달리한 경우에 시간에 따른 제거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Sf/D2EHPA/TBP/CNT 복합체에 의한 Sr(II)

을 제거하는 경우에 10 min 까지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60 min 이

후에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흡착 초기 단계에서는 D2EHPA와 TBP 그리고 CNT

의 활성점이 비어 있어 쉽게 흡착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활성점이 줄어들게 되므로 물질전달

구동력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Sr(II)들이 기공내로 더욱 깊게 확산되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저항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흡착속도가 느리게 일어나게 된다[4].



t, min

0 20 40 60 80 100 120

C
/C

0

0.0

0.2

0.4

0.6

0.8

1.0

25 mg/L
75 mg/L
150 mg/L

Fig. 3. Effect of contact time at different initial Sr(II) concentration (PSf/D2EHPA/TBP/CNT composite = 10.0

g/0.2 L, pH = 5.2, temperature = 20
o
C).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PSf로 D2EHPA와 TBP 그리고 CNT를 고정화한 복합체를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PSf/D2EHPA/TBP/CNT 복합체에 의한 Sr(II) 제거 실험을 수행하였다. PSf/D2EHPA/TBP/MWCNT 복합체

의 현미경 사진으로부터 복합체 내부가 다공성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TIR 분석으로부터

PSf/D2EHPA/TBP/CNT 복합체 내부에는 추출제인 D2EHPA와 TBP가 잘 고정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Sr(II)의 제거는 60 min 이후에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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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화호 유역에 존재하는 하천 및 간선수로를 통하여 유입되는 일반수질 및 중금속

의 오염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2개 하천 및 간선수로의 하천수에 대하여 월별

및 지역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하천을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산업, 도심 및 농촌으

로 구분하여 농도를 비교한 결과, SS는 농촌지역에서, SiO2는 도심지역에서, 나머

지 수질항목(COD, DIN, PO4, TN, TP, TOC)은 산업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농도

를 보였다. 중금속(Co, Ni, Cu, Zn, Cd, Pb) 역시 산업지역의 평균 농도가 농촌지역

에 비해 2.8∼74.4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Concentration of water quality and heavy metals in the stream water around

Lake Shihwa were studied to identify the pollution status for nutrients, COD,

TN, TP, TOC and heavy metals. Given the land-use type, SS and SiO2

concentration had the highest values in rural region, while other parameters

such as COD, DIN, PO4, TN, TP and TOC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industrial region. Especially,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stream located

at industrial region were 2.8∼74.4 times higher than those at rural region.

Keywords: Shihwa Lake(시화호), Water Quality(수질), Heavy

metal(중금속), Nutrient(영양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질소

(TN), 총인(TP)

1. 서론

시화호는 안산시, 시흥시 및 화성시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측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반월 및 시화 스마트허

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유역에 존재하는 하천 및 간선수로 등을 통해 다양한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

고 있다.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저층의 무산소 환경 개선과 같이 시화호 수질은 조력발전소 가동 이전에 비

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산업시설에 가까운 상류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해양수산부, 2013a). 마산만에 이어 2번째로 시화호․인천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가 2013년 7월

시행되었으며, 이는 일정해역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

하기 위함이다.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수질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조력발전으로 인한 조류의 흐름을 강하게

받는 지역에서는 입도의 조립화로 인하여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가 예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산업단

지 인근인 최상류지역에서는 오히려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천 및 간

선수로를 통한 중금속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유역

에서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여 시화호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광범위한 유역에 오염원이 산재되어 정확한 오염총량을 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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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이행을 통한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화호로 유입되는 12개 하천수

중 일반수질(SS, COD, TOC, Nutrients, TN 및 TP)과 총 중금속(Co, Ni, Cu, Zn, Cd 및 Pb)의 월별, 하천별

농도특성 및 토지이용 형태에 따른 비교를 실시하였다.

Fig. 1. Map of sampling sites for the stream water around Shihwa Lake

2. 재료 및 방법

시화호로 유입되는 제1간선수로(S1), 제2간선수로(S2), 제3간선수로(S3), 제4간선수로(S4), 신길천(S5), 해안

교(S6), 화정천(S7), 안산천(S8), 장전보(S9), 반월천(S10), 동화천(S11), 삼화천(S12) 등 12개 하천에 대하여

2013년 3월∼10월 매달 하천수를 채수하였다(Fig. 1). 하천수는 부유물질(SS),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

기탄소(TOC), 용존 영양염(DIN, PO4, SiO2), 총질소(TN), 총인(TP) 등의 일반수질 항목과 코발트(Co), 니켈

(Ni), 구리(Cu), 아연(Zn), 카드뮴(Cd), 납(Pb) 등의 중금속 농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존 영양염은

미리 태운 GF/F 막여과지로 여과한 시료를 영양염 자동분석기 (Autoanalyzer, Bran+Lueebe)로 측정하였으

며, TN 및 TP 는 시료를 과황산칼륨용액 으로 산화 시킨 뒤 FIA(Lachat Quickchem AE flow injection

system)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Valderama, 1981). COD는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였다(해양수산

부, 2013b).

하천수 중 용존 중금속 (Dissolved metal: DM) 은 DDTC-ADPC-Freon (HCHC 141b) 용매추출법으로 추

출한 후(Statham, 1985), ICP-MS (Thermo Elemental, X-7)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입자성 중금속

(Particulate metal: PM) 은 폴리카보네이트 막여과지(Whatman 47mm) 로 여과하여 건조시킨 후 60mL 테프

론 용기 에 넣고 초순도 질산, 불산을 넣고 가열판 위에서 180℃로 완전 분해하여 측정원소에 따라 적절히

희석하여 ICP-MS 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시기 및 지역에 따른 일반수질 분포 특성

시화호 하천 및 간선수로 내 하천수 중 일반수질 항목의 월별 비교는 Table 1에 나타냈다. SS는 6월에 최

대농도인 29.60 mg/L를 나타내었고, 7월에 13.52 mg/L의 최소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조사시기에 따라 2.2배의

농도차이가 존재 하였다. COD는 SS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6월보다는 5월에 최대농도인 15.11 mg/L를 나타

냈으며 7월에는 6.37 mg/L의 최소농도를 보였다. TOC는 3∼6월이 다른 시기보다 높았으며 4월에 최대농도

인 20.76 mg/L를 나타내었고 7월에 5.76 mg/L의 최소농도를 나타내었다. TOC는 조사시기에 따라 약 4배의

농도차이를 보여 SS의 2.2 배와 COD의 2.4 배에 비해 높았다.



Month SS COD TOC DIN PO4 SiO2 TN TP

3 14.66 13.88 10.88 4.23 0.18 2.29 4.78 0.56

4 27.10 14.51 20.76 3.61 0.04 1.17 4.05 0.35

5 25.88 15.11 13.90 3.33 0.07 1.84 4.64 0.49

6 29.60 10.73 10.79 2.67 0.09 1.73 3.78 0.43

7 13.52 6.37 5.76 3.40 0.07 3.44 3.72 0.20

8 13.98 8.58 7.92 2.27 0.07 3.34 2.76 0.21

9 20.44 8.72 8.69 2.96 0.05 3.21 3.71 0.20

10 14.90 9.88 8.00 4.71 0.21 6.69 5.25 0.34

Table 1. Comparison of mean concentrations for water quality (unit: mg/L) in stream water at different sampling

periods

Station SS COD TOC DIN PO4 SiO2 TN TP

S1 7.99 23.91 22.15 4.48 0.30 5.35 6.05 0.55

S2 8.42 11.08 9.64 3.72 0.09 2.61 4.28 0.40

S3 10.27 10.43 8.39 3.29 0.02 2.34 3.79 0.30

S4 11.88 15.79 13.14 4.31 0.24 3.08 5.37 0.76

S5 13.08 17.44 12.62 6.38 0.15 3.43 7.24 0.55

S6 17.47 7.67 6.63 2.17 0.05 2.60 2.73 0.27

S7 9.31 5.29 8.46 2.01 0.03 2.45 2.31 0.15

S8 16.20 5.76 3.13 3.57 0.13 5.07 3.94 0.33

S9 41.57 9.71 9.66 1.96 0.04 1.88 2.61 0.22

S10 25.24 6.30 7.10 3.45 0.03 2.56 3.90 0.15

S11 17.26 9.50 6.85 3.92 0.09 2.48 4.66 0.33

S12 61.47 8.79 22.30 1.51 0.02 1.71 2.16 0.15

Industrial 10.33 15.73 13.19 4.44 0.16 3.36 5.34 0.51

Urban 14.32 6.24 6.07 2.58 0.07 3.37 2.99 0.25

Rural 36.38 8.57 11.48 2.71 0.04 2.16 3.33 0.21

Table 2. Mean concentrations for pollutants (unit: mg/L) at different streams of Shihwa Lake in 2013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및 암모니아-질소의ㅡ 총합인 용존무기질소(DIN)는 강우량이 많은 시기인 8월

2.27 mg/L의 최소농도를 보였으며, 10월 조사에서 4.71 mg/L의 최대농도를 나타냈다. 용존무기질소인 PO4는

DIN과 마찬가지로 10월에 0.21 mg/L로 최대농도를 보였으나, 하계 조사시기보다는 4월 조사에서 0.04 mg/L

의 최소농도를 보였다. SiO2 역시 10월이 6.69 mg/L로 가장 높았으며, 용존무기인과 마찬가지로 4월에 최소

농도를 보였다(Table 1). TN 은 DIN이 가장 높았던 10월에 5.25 mg/L 로 최대농도를 보였고, DIN 이 가장

낮았던 8월에 최저농도인 2.76 mg/L를 보이고 있어 TN은 DIN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P

의 경우, PO4 가 가장 높았던 10월 보다는 3월에 0.56 mg/L로 가장 높았으며, PO4 가 가장 낮았던 4월에

0.35 mg/L의 농도로 7∼10월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용존형태 보다는 입자성 형태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호 유역 하천 및 간선수로 하천수 내 일반수질의 정점별 비교는 Table. 2에 나타냈다. SS는 삼화천이

61.47 mg/L로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제1간선수로에서 7.99 mg/L로 최소농도를 보였다. 농촌지역인 장전보,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평균농도가 산업지역과 도심지역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OD의 경우 SS와

는 반대로 제1간선수로에서 23.91 mg/L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산업지역인 제1∼4간선수로와 신길천의 평균

농도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하천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OC는 SS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삼화천

에서 22.30 mg/L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COD의 농도가 높은 제1간선수로 에서도 역시 22.15 mg/L 의 비교

적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DIN은 신길천에서 6.38 mg/L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삼화천에서 1.51 mg/L

의 최소농도를 보였다. PO4와 SiO2의 평균농도는 COD 농도는 각각 0.30 mg/L와 5.35 mg/L로 제1간선수로

에서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TN은 DIN과 마찬가지로 신길천에서 최대농도(6.05 mg/L)를 보였다. TP는 PO4



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제1간선수로 보다는 제4간선수로에서 최대농도(0.76 mg/L)를 보이고 있어, 산업단지

를 관통하는 제1간선수로와 제4간선수로에서 TP의 농도는 다른 도심 및 농촌지역의 하천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천을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산업지역, 도심지역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SS는 농촌지역의

평균농도가 36.38 mg/L로 산업지역의 평균농도(10.33 mg/L)의 2.5배, 도심지역의 평균농도(14.32 mg/L)의

3.5배 농도가 높았다. COD, TOC, DIN, PO4, TN 및 TP 의 평균농도 역시 산업지역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SiO2는 산업지역과 도심지역에서 각각 3.36 mg/L 와 3.37 mg/L 의 비슷한 평균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평균농도 (2.16 mg/L)에 비해 약 1.6배 높았다.

Fig. 2. Relative percentage (%) for TP (left) and TN (right) in the stream water.

Fig. 2는 TP와 TN내 용존형태와 입자성 형태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정점별로 비교하였다. TP 중

PO4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1간선수로(27.0%), 제2간선수로(23.6%), 제3간선수로(9.4%), 제4간선수로(16.6%), 신

길천(25.9%), 해안교(26.6%), 화정천(24.3%), 안산천(42.5%), 장전보(17.1%), 반월천(24.0%), 동화천(31.4%), 삼

화천(14.7%)로 안산천이 가장 높았으며 제3간선수로에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N 중 용존무기질소

형태의 평균 비율은 NO3 (41.7%) > NH4 (34.4%) > TN-DIN (19.9%) > NO2(3.9%) 순이었다. 그러나 산업

단지의 경우, NH4 (53.9%) > NO3 (23.1%) > TN-DIN (18.8%) > NO2 (4.3%) 으로 NH4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심지역의 NH4 평균 비율 (23.4%)과 농촌지역의 평균비율 (18.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우 NO3의 상대적 비율이 각각 57.2% 와 53.5% 로 다른 질소화합물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3.2. 시화호 유입하천 중금속 분석

시화호 유역 하천수 내 총 중금속 농도의 월별 비교는 Table 3 에 나타냈다. Co는 6월에 최대농도 (3.72

㎍/L)를 보였으며 7월에는 1.59 ㎍/L로 조사시기에 따라 2.4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Ni도 Co와 마찬가

지로 6월에 최대농도 (96.98 ㎍/L)를 보였으며 최소농도는 8월 17.79 ㎍/L이었다. Cu는 3월에 229.7 ㎍/L의

최대농도를 보였고 최소농도는 10월(43.0 ㎍/L)이었다. Zn의 최대농도는 10월에 331.3 ㎍/L로 나타났으며, 5

월 125.0 ㎍/L에 비해 2.6배 농도차이를 보였다. Cd은 Zn와 마찬가지로 10월에 4.30 ㎍/L로 최대농도를 보였

으며 9월이 0.13 ㎍/L로 가장 낮았다. Pb는 10월이 46.92 ㎍/L로 가장 높은 평균농도를 보였으며, 9월이 가장

낮았으며, 조사시기에 따라 17배의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시화호 유입 하천 및 간선수로 하천 수 중 총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Zn > Cu > Ni > Pb > Co > Cd 순이었다.



Month Co Ni Cu Zn Cd Pb

3 2.64 62.03 229.7 240.5 0.29 5.10

4 3.26 43.32 104.0 224.7 0.36 6.20

5 2.35 44.05 86.8 125.0 0.23 6.19

6 3.72 96.98 68.2 142.0 0.17 6.68

7 1.59 36.01 83.0 188.5 4.19 2.94

8 1.77 17.79 68.0 159.2 3.40 3.32

9 1.94 23.29 53.8 161.8 0.13 2.76

10 2.41 22.83 43.0 331.3 4.30 46.92

Table 3. Comparison of mean concentrations for total metal (unit: ㎍/L) in stream water at different sampling

period

Station Co Ni Cu Zn Cd Pb

S1 7.06 7.07 12.99 955.89 2.33 6.09

S2 2.72 113.29 201.68 317.44 1.85 2.03

S3 3.37 49.31 549.98 799.25 2.27 23.94

S4 3.71 149.37 202.21 166.84 5.40 34.61

S5 6.17 173.72 114.65 38.93 3.83 21.49

S6 0.71 2.22 3.23 7.77 0.45 1.44

S7 0.67 3.03 2.96 7.53 0.67 1.00

S8 1.78 6.66 5.49 20.93 0.32 4.37

S9 1.04 4.16 3.84 16.47 0.16 2.89

S10 0.80 3.89 2.47 5.50 0.19 2.50

S11 0.92 4.80 2.66 18.79 0.28 3.38

S12 0.58 1.94 2.66 4.16 1.86 16.42

Industrial 4.61 98.55 216.30 455.67 3.14 17.63

Urban 1.06 3.97 3.89 12.08 0.48 2.27

Rural 0.83 3.70 2.91 11.23 0.62 6.30

Table 4. Mean concentrations for metal (unit: ㎍/L) at different streams of Shihwa Lake in 2013

시화호 유역 하천수 중 총중금속 농도의 정점별 비교는 Table 4에 나타냈다. Co는 산업지역인 제1간선수

로에서 7.06 ㎍/L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농촌지역인 삼화천에서 0.58 ㎍/L의 최소농도를 보였다. 산업지역의

평균농도가 다른 두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Ni 역시 산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보였

으며 신길천에서 173.72 ㎍/L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최소농도는 삼화천(1.94 ㎍/L)으로 정점에 따라 약 90배

의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Cu는 제3간선수로에서 549.98 ㎍/L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반월천에서 2.47

㎍/L의 최소농도를 나타냈다. Zn은 제1간선수로에서 955.89 ㎍/L의 최대농도를, 삼화천에서 4.16 ㎍/L의 최소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Cd은 제4간선수로가 5.40 ㎍/L로 가장 높았으며, 반월천, 동화천 및 삼화천이 합류되

는 장전보에서 0.16 ㎍/L의 최소농도를 보였다. Pb 또한 제4간선수로의 평균농도가 34.61 ㎍/L로 가장 높았

으며 화정천의 평균농도는 1.00 ㎍/L로 정점에 따라 약 35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하천 및 간선수로를 구분하여 하천수 내 총중금속 농도를 비교한 결과, Co의 산업

지역 평균농도가 4.61 ㎍/L로 도심지역(1.06 ㎍/L)에 비해 약 4.4배 높았으며, 농촌지역(0.83 ㎍/L)보다는 5.5

배 높은 농도를 보였다. Ni의 경우, 산업지역에서의 평균농도는 98.55 ㎍/L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와 Zn 역시 산업지역의 하천 및 간선수로 하천수 내 평균농도가 농촌 및 도

심지역에 비해 37.7∼74.4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Cd는 농촌지역인 삼화천의 평균농도가 산업지역인 제2간선

수로의 평균농도와 유사한 농도를 보이긴 했으나, 다른 중금속과 마찬가지로 산업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농도로 오염된 것을 알 수 있었다. Pb 역시 삼화천의 평균농도가 16.42 ㎍/L 로 높게 검출되었으나 산

업지역의 평균농도가 도심지역보다 7.8배, 농촌지역보다 2.8배 높게 측정되었다.



Fig. 3. Relative percentage (%) of between Dissolved metal (DM) and Particulate metal (PM) in the

stream water.

Fig. 3은 총 중금속 중 용존 중금속과 입자성 중금속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었다. Co은 용존 형태가 제

3간선수로에서 96.9%였으며, 산업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91.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도심 및 농촌지역에서

는 용존성 Co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0.1%와 5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i은 모든 하천에서 용존

Ni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자성 Ni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Co와 마찬가지로 산업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93.6%가 용존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Cu의 경우 용존 Cu가 차지하는 비율은 산업지역 35.0%, 도심지역

49.4%, 농촌지역 58.2%로 산업지역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산업지역의 Cu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

히 높아 용존성과 입자성 Cu 모두 산업단지를 통한 유출이 시화호 상류지역 중금속 오염의 주요한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Zn은 산업단지에서 용존 Zn가 63.1%를 차지하였으나, 도심지역 및 농촌역은 입자성 Zn

가 더 약 75% 차지하고 있었다. Pb는 입자성 Pb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심지역에서는

입자성 Pb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이 산업 및 농촌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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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ontamination sources around Lake Shihwa – Part 2.

Assessment of metal pollution and its ecological risk in the stream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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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 Hong, Su-Jung-Yoo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내측 중금속 오염의 주요한 오염원인 시화호 유역에 하천

및 간선수로에 존재하는 퇴적물 내 중금속의 오염도 및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시화

호 유역 간선수로 퇴적물 내 중금속은 Zn>Cu>Pb>Cr>Ni>Co>As>Cd>Hg의 순이

었다.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산업지역, 도심지역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중금속

농도를 비교한 결과, 산업지역 내 하천 및 간선수로에서 모든 중금속 농도가 높았

으며, 농촌지역에 비해 약 1.9-43.8배 농도가 높았다. 분석된 측정항목간 상관관계

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은 Al과는 상관성이 낮았으나 TOC와는 양호한 상관성을

나타내, 입도에 의한 영향보다는 산업단지를 통한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지역 간선수로 퇴적물 내 Cr, Ni, Cu, Zn 및 Pb는 ERM 기준을 초과

하는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Cd과 Hg은 ER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the stream sediments around Lake Shihwa were

studied to identify the pollution sources for heavy metals and to assess the

status of pollution and its ecological risk for heavy metals. Zn showed the

highest values among metals and metal concentrations are following order:

Zn>Cu>Pb>Cr>Ni>Co>As>Cd>Hg. Heavy metal concentrations of the stream

sediments are 1.9-43.8 times higher in industrial region than those in rural

region. Heavy metals has a high correlation with TOC, while relationship

between metals except for Cr, Ni and Co and Al is poor. It indicated that metal

concentrations in the stream sediments are mainly influenced by anthropogenic

pollution source. Cr, Ni, Cu, Zn and Pb in the stream sediments from industrial

region exceed the ERM values, whereas Cd and Hg exceeded the ERL values.

Metal concnetrations in the stream sediments from industrial region

Keywords: Heavy metal(중금속), Lake Shihwa(시화호), total

organic cabon(총유기탄소), stream sediments(하천 퇴적물),

pollution(오염)

1. 서론

중금속 중 일부는 생물학적으로 필수원소이기도 하나 임계농도를 초과하면 생물체에 독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낮은 농도의 구리와 아연은 생물성장에 필수원소인 반면에 카드뮴과 납은 생물체에 불필수원소이며 낮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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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도에서도 독성을 나타낸다. 강이나 하천 및 대기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중금속은 유기물과의 친화

력이 높아 대부분 저층으로 퇴적되기 때문에 퇴적물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궁극적인 저장고 역할을

하며 퇴적물 내 중금속 농도는 해수에 비해 103∼155배 이상 높다.(Zabetoglou et al., 2002). 퇴적물은 환경

내 중금속 오염물질의 저장고 역할을 하며 물리화학적인 환경변화에 수층으로 용출되기 때문에 저서생태계

및 수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점오염과 비점오염의 형태로 해양환경으로

유입된다. 점오염은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이동경로가 비교적 명확하여 오염물질 부하량의 정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 설치 및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비점오염은 점오염과 달리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유출수의 수질에 지배를 받으며 배출 양상이 유역 및 강우 특성에 따라 변동이 심하

게 나타난다. 또한 오염물질의 유입경로와 특성파악이 어렵고 관리 및 오염물질의 정량화가 어려운 점이 있

다(김 등, 2002).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역에 발생한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산

만에서 처음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3년 7월 시화호․인천연안도 마산만에 이어 두

번째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화호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 싸여 있으며 산업지역, 도심지역 및 농촌지역에서 하천과 간선수

로를 통해 다양한 오염물질이 별다른 처리과정 없이 시화호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화호의

경우, 유역의 COD 총 부하량 중 점오염부하량과 비점오염부하량은 각각 14.9%와 8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국토해양부, 2011). 시화호의 경우, 하천 및 간선수로의 수가 많고, 유역 면적이 넓으며 연간 강우

일수가 약 10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강우시 시화호 유역에 존재하는 하천 및 간선수로 퇴적물 내 중금속의 조사시기 및 지역에 따른 중금속

오염도 및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Fig. 1. Map of sampling sites in the stream sediments around Shihwa Lake.

2. 재료 및 방법

하천퇴적물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제1간선수로(S1), 제2간선수로(S2), 제3간선수로(S3), 제4간선수로(S4), 신

길천(S5), 해안교(S6), 화정천(S7), 안산천(S8), 장전보(S9), 반월천(S10), 동화천(S11), 삼화천(S12)에서 2013

년 3월∼10월에 월 1회 채취하였다(Fig. 1). 채취된 하천퇴적물은 동결건조(Labconco Freezone 6) 및 자동분

쇄기(Fritsch Corp. Pulverisette 6)로 분쇄하여 분석시 까지 산 세척된 폴리에틸렌 시료병에 넣어 보관하였

다. 퇴적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인 알칼리성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라 분석하였



다(해양수산부, 2013).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bon)는 무기탄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1N 염산으로 처리한

후 Tin capsule에 넣고 원소측정기(Elemental Analyzer, Flash 2000)로 측정하였다. 하천퇴적물 내 중금속 분

석은 분쇄 및 균질화된 시료 약 0.1 g을 테프론 digestion bomb에 넣고 고순도의 불산, 질산 및 과염소산을

넣을 뒤 가열판에서 180℃로 24시간 가열하여 완전분해를 실시하였다(Windon et al., 1989). 용기내의 시료가

완전히 분해되면 1% 질산으로 재용해 시킨 뒤 원소에 따라 적절하게 희석하여 ICP-MS(Thermo Elemental

X-7)로 분석하였다. 퇴적물 내 수은은 US EPA에 기초를 둔 열분해와 금아말감법을 이용한 자동수은분석기

(Hydra-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된 중금속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양 퇴적물 표준물질

인 캐나다 NRC사의 MESS-3를 함께 분석한 결과 94.8%(Co)∼111.2%(Cd)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

Metals
Certified values

(㎍/g)

Measured values

(㎍/g)

Recoveries

(%)

Al(%) 8.59 ± 0.23 8.18 ± 0.40 95.3

Cr(㎍/g) 105 ± 4 103 ± 4 98.3

Co(㎍/g) 14.4 ± 2.0 13.7 ± 0.5 94.8

Ni(㎍/g) 46.9 ± 2.2 45.9 ± 1.5 97.8

Cu(㎍/g) 33.9 ± 1.6 34.1 ± 1.4 100.7

Zn(㎍/g) 159 ± 8.0 149 ± 6 93.6

As(㎍/g) 21.2 ± 1.1 21.3 ± 0.8 100.3

Cd(㎍/g) 0.24 ± 0.01 0.27 ± 0.02 111.2

Pb(㎍/g) 21.1 ± 0.7 21.1 ± 1.7 99.8

Hg(㎍/g) 0.091 ± 0.009 0.092 ± 0.001 100.6

Table 1.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s (n=15) for reference material MESS-3

(NRCC) with certified values

3. 결과 및 고찰

3.1. 시화호 유입하천퇴적물 조사시기별 비교

2013년 12개의 하천 및 간선수로에서 채취한 퇴적물 내 COD, TOC, TN 및 중금속 농도의 조사시기별 비

교는 Fig. 2에 나타냈다. COD의 평균과 농도범위는 각각 16.5 mg/g와 11.0-22.8 mg/g이었으며, 5월이 가장

높았고 10월이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TOC의 평균농도는 1.35%였으며, 조사시기에 따라 2.7배의 농도차

이가 존재하였다. TN의 평균과 농도범위는 0.11%와 0.05-0.16%였으며 COD와 마찬가지로 5월에 최대농도를,

10월에 최소농도를 나타냈다. Al은 7월에 7.37 %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8월에는 6.34 %의 최소농도를 나타

냈다. Cr의 평균농도는 168.9㎍/g였으며, 7월에 212.0 ㎍/g으로 최대 농도를, 10월에 119.2 ㎍/g으로 최소농도

를 보였다. Co의 평균과 농도범위는 각각 22.5 ㎍/g와 14.0-28.5 ㎍/g이였으며, 9월에 가장 높았으며 10월에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Ni의 최대농도는 5월에 70.8 ㎍/g이었으며, 10월에 41.8 ㎍/g로 가장 낮은 평균

농도를 보였다. Cu의 평균농도는 354.2 ㎍/g이었으며, Ni과 마찬가지로 5월에 최대농도(588.7 ㎍/g), 10월에

185.0 ㎍/g의 최소농도를 나타냈다. Zn의 평균농도는 775.1 ㎍/g이였으며 조사시기 전부 ERM 기준치를 초과

하였다. As의 최대농도는 4월에 12.1 ㎍/g이였으며, 8월에 9.6 ㎍/g으로 낮은 농도를 보였다. Cd, Pb는 각각

5월에 3.88 ㎍/g, 285.6 ㎍/g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10월에 1.07 ㎍/g 89.1 ㎍/g으로 최소농도를 보

였다. Hg의 경우 평균과 농도범위는 0.150 ㎍/g와 0.116-0.191 ㎍/g이였으며, 5월에 가장 높았고 8월에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1.6배의 농도차이를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5월에 13개 항목 중 6개 항목 (TN, Ni,

Cu, Cd, Pb, Hg)이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10월에는 10개의 항목 (COD, TOC TN, Cr, Co, Ni, Cu, Zn, Cd,

Pb)에서 최소농도를 보였다.



Fig. 2. Temporal variations of COD, TOC, TN and metals in the stream sediments around Lake Shihwa.

3.2. 시화호 유입하천퇴적물 지역별 비교

시화호 유역에 존재하는 하천 및 간선수로 퇴적물 내 COD, TOC, TN 및 중금속 농도의 지역별 비교는

Fig. 3에 나타냈다. COD의 농도는 S1에서 35.0 mg/g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S9에서는 2.3 mg/g으로 지역

에 따라 15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TOC와 TN도 마찬가지로 S1에서 각각 4.06%와

0.284%의 최대 농도를 보였으며, S9에서 각각 0.12%와 0.003%의 최소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Al은 다른 항목

과 달리 농촌지역에서 다소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최대농도는 S12에서 8.43%, 최소농도는 S9에서 3.78%을

나타냈다. Cr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0.9 ㎍/g와 17.7-396.1 ㎍/g으로 S9에서 최소농도, S3에서 최대농도

를 보였다. Co 농도는 S9에서 17.7 ㎍/g의 최소농도를, S9에서 112.0 ㎍/g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정점에 ᄄᆞ

라 34배의 농도차이를 보였다. Ni의 최대농도는 172.6 ㎍/g으로 신길천인 S5에서 보였으며, 최소농도는 7.6

㎍/g으로 장전보인 S9에서 나타냈다. Cu의 평균농도는 379.8 ㎍/였으며, 조사시기에 따라 174배의 큰 농도차

이를 보였다. Zn, As 및 Cd 농도는 S1에서 각각 4272 ㎍/g, 24.15 ㎍/g 및 11.30 ㎍/g의 최대농도를 나타냈

으며, S9에서는 모두 최소농도를 나타냈다. Pb는 S3에서 857.08 ㎍/g의 최대농도를, S9에서 22.75 ㎍/g의 최

소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산업지역의 하천 및 간선수로에서는 모두 ERM을 초과하고 있었다. Hg의 최대농



도는 0.619 ㎍/g으로 S4에서, 최소농도는 0.006 ㎍/g으로 S9에서 보였다. 분석된 중금속 모두 농촌지역인

(S9)에서 최소농도를 나타냈다. 그에 반면 시화호로 직접 유입되는 산업지역인 (S1, S2, S3, S4, S5)에서 최

대농도를 보였다. 하지만 Al는 농촌지역인 (S10, S11, S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Fig. 3. Spatial variations of COD, TOC, TN and metals in the stream sediments around Lake Shihwa.

3.3 토지별 이용 형태에 따른 중금속 농도 비교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 및 간선수로를 토지이용형태로 구분하여 중금속 농도를 비교 하였다(Table 2).

COD는 산업지역이 23.6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화호 퇴적물 내 19.4 mg/g의 평균농도에 비해 약 1.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하천 퇴적물 내 COD의 평균농도는 23.2 mg/g으로 시화호 유입 하천과 유사한

수준이었다(Table 2). 산업지역 하천 퇴적물 내 TOC의 평균농도는 2.27%이었으며 부산 하천의 4.94%에 비

해 절반 수준이었다. TN의 최대, 최소 농도는 산업지역에서 0.159%, 농촌지역이 0.057%로 산업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3배 정도 높았다.



Industrial Area
(n=40)

Urban area
(n=24)

Rural area
(n=32)

Shihwa
1

(n=14)
Busan

2

(n=14)

COD (mg/g) 23.6 14.5 9.2 19.4 23.2

TOC (%) 2.27 0.86 0.57 0.99 4.94

TN (%) 0.159 0.091 0.057 0.10 -

Al (%) 6.93 6.44 7.05 7.58 -

Cr (㎍/g) 316.9 62.7 63.6 211.8 -

Co (㎍/g) 37.4 11.9 11.7 13.5 -

Ni (㎍/g) 105.8 27.4 26.8 57.0 10.68

Cu (㎍/g) 797.8 57.9 21.9 168.8 56.64

Zn (㎍/g) 1,665 187 105 273 200

As (㎍/g) 14.33 9.96 7.29 10.0 -

Cd (㎍/g) 6.14 0.41 0.17 0.47 1.20

Pb (㎍/g) 396.2 46.1 31.1 74.1 35.71

Hg (㎍/g) 0.316 0.046 0.021 0.066 -
1
MOF, 2013
2Lee et al., 2010

Table 2. Comparison of COD, TOC, TN and metal concentrations in the stream sediments characterized by

land-use and other literature data.

COD TOC TN Al Cr Co Ni Cu Zn As Cd Pb Hg

COD 1

TOC 0.77
**

1

TN 0.79
**
0.90** 1

Al 0.39
**
0.37** 0.43

**
1

Cr 0.40
**
0.51** 0.42** 0.36

**
1

Co 0.50** 0.71** 0.58** 0.19 0.27** 1

Ni 0.62** 0.72** 0.71** 0.34
**
0.89** 0.32** 1

Cu 0.60** 0.72** 0.64** 0.21* 0.84** 0.31** 0.83** 1

Zn 0.56** 0.83** 0.61** 0.18 0.49** 0.91** 0.46** 0.52** 1

As 0.62** 0.61** 0.51** 0.45
**
0.45** 0.48** 0.45** 0.49** 0.56** 1

Cd 0.55** 0.72** 0.67** 0.15 0.56** 0.72** 0.62** 0.58** 0.75** 0.34** 1

Pb 0.50** 0.67** 0.48** 0.17 0.65** 0.48** 0.58** 0.85** 0.70** 0.52** 0.53** 1

Hg 0.33* 0.48** 0.35* 0.13 0.46** 0.53** 0.44** 0.41** 0.62** 0.36** 0.79** 0.45** 1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99% level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95% level

Table 3. Correlation matrix among the measured elements by Pearson’s correlation.

하천 퇴적물 내 Cr는 산업지역에서 316.92 ㎍/g, 도심지역에서 62.72 ㎍/g로 토지별 이용형태의 따라

1.0-5.1 배의 농도차이를 보였다. Co는 산업지역에서 37.4 ㎍/g, 도심지역에서 11.9 ㎍/g, 농촌지역에서 11.7

㎍/g으로 산업지역이 도심 및 농촌지역에 비해 3.5배 높았으며, 시화호의 13.5 ㎍/g에 비해서도 2.8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Ni의 경우 산업지역에서 105.8 ㎍/g의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이는 부산하천

(10.68 ㎍/g)과 시화호(57 ㎍/g)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았다. Cu는 산업지역에서 797.8 ㎍/g, 농촌지역에서

21.9 ㎍/g으로 산업지역이 농촌지역보다 36.4배 높은 농도를 보였다. Zn의 농도범위는 105-1665 ㎍/g으로 농

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산업지역에서 최대농도를 보였다. As는 산업지역에서 14.33 ㎍/g, 농촌

지역에서 7.29 ㎍/g의 농도를 보여 다른 중금속에 비해 낮은 2배의 농도차이를 보였다. Cd는 산업지역에서

6.14 ㎍/g으로 농도가 높았으며 이는 농촌지역(0.17 ㎍/g)에 비해 3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Pb 와



Hg 농도는 산업지역에서 각각 396.2 ㎍/g과 0.316 ㎍/g으로 가장 높았다. 부산하천과 비교한 결과 TOC를 제

외한 나머지 항목이 부산하천 보다 1.02-14.1배 높은 농도를 나타내 시화호 유역 산업지역의 오염도의 심각

성을 알 수 있었다.

3.4 상관관계분석

시화호 유입하천 퇴적물 내 COD, TOC, TN 및 중금속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

다. COD는 TOC 및 TN와 양호한 상관성(p<0.01)을 보였으며 Hg를 제외한 중금속과 양호한 상관성(p<0.01)

을 보였다. TOC는 COD, TN 및 중금속과 좋은 상관성(p<0.01)을 보이고 있었다. Al은 Cr, Ni, Cu 및 As를

제외하고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화호 하천 퇴적물 내 중금속은 입도의 영향보다는 산

업단지를 통한 유기물과 입자상태의 금속 등과 같은 인위적인 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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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 연안 토양 내 중금속 농도 연구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이승용, 이정무(한국해양과학기술원)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soils from the coastal region of Korea

Kongtae Ra, Kyung-Tae Kim, Joung-Keun Kim, Seong-Yong Lee, Jung-Moo 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퇴적물의 배경농도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로 전국 해

안가에서 토양 123개 정점 내 중금속 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원소의 평균

농도는 TOC 0.41%, Mg 0.61%, Al 8.39%, Ti 0.44%, Fe 3.64%, Li 36.7 ppm, Be

2.38 ppm, V 94.7 ppm, Cr 56.9 ppm, Mn 711 ppm, Co 14.7 ppm, Ni 24.8 ppm,

Cu 24.7 ppm, Zn 89.1 ppm, As 11.6 ppm, Sr 114 ppm, Cd 0.20 ppm, Sn 2.54

ppm, Sb 1.13 ppm, Tl 0.75 ppm, Pb 30.5 ppm, Hg 0.023 ppm이었다. 시료 채취

지역에 따라 큰 농도차이를 보였으며, 연안지역 토양 내 중금속 농도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또한 Be, Co, Ni, Cu, Sr, Sn 및

Tl은 서해연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As과 Cr은 동해연안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농도를 보였다.

ABSTRACT

Soil samples have been collected from 123 sites in order to monitor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soils from the coastal region of Korea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Average

concentrations of metals in this study are 0.41% for TOC, 0.61% for Mg, 8.39%

for Al, 0.44% for Ti, 3.64% for Fe, 36.7 ppm for Li, 2.38 ppm for Be, 94.7 ppm

for B, 56.9 ppm for Cr, 711 ppm for Mn, 14.7 ppm for Co, 24.8 ppm for Ni, 24.7

ppm for Cu, 89.1 ppm for Zn, 11.6 ppm for As, 114 ppm for Sr, 0.20 ppm for

Cd, 2.54 ppm for Sn, 1.13 ppm for Sb, 0.75 ppm for Tl, 30.5 ppm for Pb and

0.023 ppm for respectively. Metal concentrations in soils were characterized by

highly variable value and were observed relatively higher values nearby

Industrial Complexes. Be, Co, Ni, Cu, Sr, Sn and Tl concentrations were

observed in higher values for the western coast. However, As and Cr showed

relatively higher value for the eastern coast.

Keywords: Heavy metal(중금속), Soil (토양), Coastal region(연안지

역),

1. 서론

산업화와 경제발전 등으로 채광, 제련, 제품의 가공등의 결과로 생산된 중금속은 강, 하천, 강우유출, 대기,

점오염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퇴적물과 토양 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토양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중

금속의 최종적인 집적소이며 퇴적물은 수환경의 오염을 모니터링하는데 환경변화 지표이다(Banat et al.,

2005; Pekey et al., 2004). 지난 수십년간 토양과 퇴적물 중금속오염에 대한 환경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을 포함하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Zhang et al., 2007). 중금속 오염 및 생태계에 미칠수 있는 위

해성 등을 평가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Enrichment factor (Duce et al., 1975; Zoller et al., 1974, Datta

2014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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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bramanian, 1988; Sutherland, 2000), Geo-accumulation index (Muller, 1969; Buccolieri et al., 2006),

Contamination factor (Hakanson, 1980), Ecological risk factor (Hakanson, 1980), Metal pollution index

(Jorgensen and Pedersen, 1994), Pollution load index(Tomlinson et al., 1980) 등의 다양한 오염 지표

(pollution index)가 사용되고 있다. 오염지표의 사용은 일반인, 과학자, 관리자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수많은 환경정보를 프로세싱 및 분석하여 환경 및 생태학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Caeiro et al., 2005). 이러한 오염지표는 배경농도를 사용하며 지각의 주요한 구성성분

인 Al, Li, Sc, Zr, Ti 및 Fe과의 비를 활용하여 현재의 오염도 및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Chatterijee et al., 2007; Liu et al., 2005; Blaser et al., 2000; Sutherland, 2000, Zhang et al., 2007). 배경농

도는 일반적으로 인위적 기원이 없는 지각구성물질 내 중금속 농도를 이용하긴 하나 이는 대륙간의 기반암

의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조사지역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중금속 농도 즉, 과거

인위적인 오염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의 중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흔희 연안해역에서는 배경농도를 알기위

하여 퇴적물 주상시료를 채취한 뒤 연대측정을 통하여 과거 오염되지 않았던 시기의 데이터를 사용사용하나,

이 역시 지역적인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 및 연안해역 퇴적물 오

염도 평가에 사용하는 배경농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아직까지도 평균지각(average crust)을 사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토양 및 연안해역 중금속 오염도 평가에 사용되는 배

경농도 설정을 위한 예비조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자연적인 절개지에서 토양 시료 내 중금속

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Map of sampling sites for soils around Korean coast.



2. 재료 및 방법

토양 시료는 우리나라 연안해역 총 123개 정점의 절개지에서 플라스틱 스푼을 이용하여 표층 10 cm를 걷

어낸 뒤 채취하였다(Fig 1). 토양시료는 동결건조(LABCONCO freeze dry system) 후 균일하게 섞었으며, 자

동분쇄기(Pulverisette 6, Fritsch Co., Deutschland)로 분쇄한 뒤 미리 산 세척된 폴리에틸렌 병에 담아 분석

시까지 보관하였다. 중금속 분석을 위한 전처리는 분쇄된 시료 약 0.1 g을 60 mL PFA 테프론 용기(Savillex

#561R2)에 넣고 고순도 (Merck, Suprapur급)의 HF 2 mL, HNO3 1 mL를 가하여 2시간 이상 실온에 둔 다음

HClO4 0.5 mL를 추가한 뒤 뚜껑을 잠그고 가열판에서 180℃로 가열하였다. 용기 내의 시료가 거의 분해되면

뚜껑을 열고 용액을 완전히 증발건고 시켰다. 이때 시료는 흰색 또는 노란색을 나타내게 되며, 그렇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는 위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 시료를 완전히 용해시켰다(Windom et al., 1989). 이 용액을 1%

HNO3로 적당히 희석하여 ICP-MS를 이용하여 미량금속을 측정하였다. 토양 내 수은 분석은 분쇄된 시료를

오븐에서 완전히 건조시켜 습도를 제거한 뒤 US EPA method 7473에 의하여 열분해 및 금포집 방식을 이용

한 Hydra-C(Teledyne Tchonlogies, C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미량금속 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Marine sediment 표준물질인 MESS-3도 함께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94.0-107.5%의 좋은

회수율을 나타냈다(Table 1).

Elements
Mg

(%)

Al

(%)

Ti

(%)

Fe

(%)

Li

(ppm)

Be

(ppm)

V

(ppm)

Cr

(ppm)

Mn

(ppm)

Co

(ppm)

Ni

(ppm)

Certified 1.61 7.87 0.43 4.19 70.9 2.25 237.4 102.1 317 13.9 46.0

Measured 1.61 7.65 0.44 4.34 73.6 2.30 243.0 105.0 324 14.4 46.9

Recoveries(%) 100.6 102.8 96.8 96.6 96.3 97.7 97.7 97.2 97.7 96.4 98.1

Elements
Cu

(ppm)

Zn

(ppm)

As

(ppm)

Sr

(ppm)

Cd

(ppm)

Sn

(ppm)

Sb

(ppm)

Tl

(ppm)

Pb

(ppm)

Hg

(ppm)

Certified 31.9 153 21.2 135 0.26 2.44 1.09 0.97 21.8 0.092

Measured 33.9 159 21.2 129 0.24 2.50 1.02 0.90 21.1 0.091

Recoveries(%) 94.0 96.2 100.2 104.8 107.5 97.7 106.6 107.3 103.2 101.0

Table 1.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for SRM MESS-3 (NRCC) with certified value (n=6)

Metals
TOC

(%)

Mg

(%)

Al

(%)

Ti

(%)

Fe

(%)

Li

(ppm)

Be

(ppm)

V

(ppm)

Cr

(ppm)

Mn

(ppm)

Co

(ppm)

Total

(n=123)
0.41 0.61 8.39 0.44 3.64 36.7 2.38 94.7 56.9 711 14.7

Western coast

(n=37)
0.34 0.58 8.52 0.47 3.83 34.2 2.86 93.5 54.7 625 16.4

Southern coast

(n=50)
0.47 0.60 8.70 0.47 3.93 39.9 2.19 103.6 54.5 844 15.2

Eastern coast

(n=36)
0.41 0.65 7.82 0.36 3.04 34.9 2.14 83.4 62.5 614 12.3

Metals
Ni

(ppm)

Cu

(ppm)

Zn

(ppm)

As

(ppm)

Sr

(ppm)

Cd

(ppm)

Sn

(ppm)

Sb

(ppm)

Tl

(ppm)

Pb

(ppm)

Hg

(ppm)

Total

(n=123)
24.8 24.7 89.1 11.6 114 0.20 2.54 1.13 0.75 30.5 0.023

Western coast

(n=37)
25.8 25.8 91.4 11.8 124 0.19 2.95 0.75 0.80 31.5 0.017

Southern coast

(n=50)
24.9 23.3 102 10.4 99.2 0.25 2.40 1.29 0.71 33.8 0.028

Eastern coast

(n=36)
23.8 25.8 68.7 13.1 124 0.15 2.31 1.29 0.75 25.0 0.021

Table 2. Comparison of mean concentrations for metals in soils from the coastal regions of Korea



3. 결과 및 고찰

우리나라 연안 지역 토양 내 TOC의 평균과 농도범위는 각각 0.41%와 0.01-3.62%로 충남 서천군에 있는

정점 21에서 3.62%의 최대농도를 보였다. Mg의 평균과 농도범위는 각각 0.61%와 0.07-3.80%로 정점에 따라

54배의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Table 2). Al의 평균은 8.39%로 측정된 금속 원소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

였으며 농도범위는 5.03-13.54%로 정점에 따른 농도차이가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Ti의 평균 및 농도범위

는 각각 0.44%와 0.10-1.35%로 충남 홍성군에서 채취한 토양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Fe의 평균농도

는 3.64%로 Al 다음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농도범위는 0.55-8.49%로 정점에 따라 15배의 농도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36.7 ppm과 8.1-120.2 ppm이었다. Be의 평균

농도는 2.38 ppm이었으며 농도범위는 0.55-8.49 ppm으로 정점에 따라 7.4배의 적은 농도차이가 존재하였다.

V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94.7 ppm과 11.9-291.9 ppm이었으며, Fe의 최대농도를 보였던 정점 8(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에서 최대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Cr은 울산시 남구에서 채취한 정점 91에서 최대농도인 431.1

ppm을 보였으며 평균농도는 56.9 ppm이었다. Mn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711 ppm과 32.7-3,374 ppm으

로 정점에 따라 103배의 큰 농도차이를 보였다. Co의 평균은 14.7 ppm이었으며 농도범위는 0.4-49.3 ppm으

로 전북 부안군에 정점 24에서 최대농도를 나타냈다. Ni의 평균농도는 24.8 ppm으로 Cr의 농도가 가장 높았

던 울산시 남구의 정점 90에서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정점에 따라 약 105배의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고 있었

다. Cu의 경우, 평균농도와 농도범위는 각각 24.7ppm과 1.4-196.1 ppm으로 울산시에 위치한 정점 94에서 최

대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Zn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89.1 ppm과 6.9-445.8 ppm으로 Al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정점 80(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445.8 ppm의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정점에 따라 64.4배의 농

도차이를 보였다. As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11.6 ppm과 0.9-186.7 ppm으로 약 210배의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전남 부안의 정점 33에서 최대농도를 보였다. Sr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114.0 ppm

과 12.1-652.6 ppm으로 Mn이 최대농도를 보인 정점 94에서 최대농도를 보였다. Cd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0.20 ppm과 0.03-1.58 ppm으로 정점에 따라 52.7 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정점53에서 최대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Sn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2.54 ppm과 0.31-7.31 ppm이었다. Sb

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1.13 ppm과 0.05-14.16 ppm으로 부산시 기장군의 정점 86에서 최대농도를 보였

으며 정점에 따른 농도차이는 약 280배로 분석된 중금속 원소 중 가장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l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0.75 ppm과 0.09-1.55 ppm으로 정점에 따른 농도차이가 17.2배로 비교

적 적었으며, 전남 진도군인 정점 37에서 최대농도를 보였다. Pb의 평균 및 농도범위는 각각 30.5 ppm과

6.5-101.3 ppm으로 정점에 따른 농도차이가 적었으며 부산시에 위치한 정점 83에서 최대농도를 보였다. Hg

의 경우, Sb와 마찬가지로 정점 86에서 최대농도를 보였으며 평균과 농도범위는 각각 0.023 ppm과

0.001-0.302 ppm으로 240배의 큰 농도차이를 존재하였으며, 평균 농도는 분석된 중금속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토양시료를 채취한 지역에 따라 중금속 농도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산업단지 및 도심과 가까운 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Be, Co, Ni, Cu, Sr, Sn 및 Tl은 서해연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As과 Cr은 동해연안에서의 평균농도가 서해안 및 남해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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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하염수의 수질특성 및 냉난방 이용 가능성
최미연, 이호생, 문덕수, 김현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vailability of Heating and Cooling of Regional

Saline Groundwater

Mi-Yeon Choi, Ho-Saeng Lee, Deok-Su Moon and Hyeon-Ju Kim (KRISO)

요 약

지하염수는 지하수에 해수가 침투하여 혼합된 물로써, 해안 지역의 냉난방을 위한 열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건물 냉난방을 할 경우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존 냉난방에 비해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수침투관측망의 2011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연중 해수침투가 발생한

우리나라 30개 지역의 지하염수 수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00RT급 냉난방시스템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지역별로 냉난방 이용 가능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냉방을 할 경우 지하염수 수온이 낮으면 COP가 증가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지하염수 수온이

가장 낮은 강원도 속초, 강릉과 인천의 강화군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온이 1℃ 감소하면

COP와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1.1배 증가하였다. 난방을 할 경우에는 지하염수 수온이 상승하면 COP가 증가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하염수 수온이 가장 높은 전남의 신안군, 진도군과 경남의 남해군에서

재생에너지생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온이 1℃ 상승하면 COP와 재생에너지생산량은 약 1.02배 증가하였다.

   

ABSTRACT - Saline groundwater is mixture of seawater and ground water by seawater intrusion. This

can be utilized as a heat source for heating and cooling in the coastal area. The heating and cooling of

buildings using saline groundwater that can replace fossil fuels, and can be energy-saving in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heating and cooling, and can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carbon dioxide. In this study,

using the 2011 observations from seawater intrusion monitoring network, saline ground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in the region of 30 that seawater intrusion has occurred throughout the

year. 100RT air conditioning system was simulated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is was analyzed.

Based on this, availability of heating and cooling for each region was compared.

The comparison results the cooling system using regional saline groundwater revealed that the saline

groundwater temperature is low, the COP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s increased. Sokcho,

Gangneung in Gangwon Province and Ganghwa in Incheon that saline groundwater temperature is the

lowest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When the water temperature is decreased 1

℃, COP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reased by about 1.1 times. The comparison results the

heating system using regional saline groundwater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water temperature, COP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s increased. Thus, Sinan, Jindo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Namhae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that saline groundwater temperature is the highest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When the water temperature is decreased 1 ℃, COP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reased by about 1.02 times.

Keywords : Saline Groundwater(지하염수), Water Temperature(수온), Heating and Cooling(냉난방), COP(성

능계수), Renewable Energy Production(재생에너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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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연안의 조간대무척추동물의

공간적 분포
차재훈, 김광배, 송지나, 김동영, 엄두찬, 권철휘((주)국토해양환경기술단)

Spatial distribution of marine invertebrate at the intertidal zone in the coastal

area of the East Sea including with the Eulleungdo and the Dokdo

Jae-Hoon Cha , Gang-Bae Kim, Gi-Na Song, Dong-Young Kim, Doo-Chan Um, Chul-Hwui Kwoun

(Land Ocean Environment Co. Ltd)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연안에 서식하는 조간대무척추동물의 분포를 조사 분석함으

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안 조간대 저서무척추동물의 변동을 파악하고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동해연안의

조간대무척추동물의 분포상을 비교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사정점은 독도, 울릉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

도등 5개지역에 총 32개 정점이다. 조사시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으로 춘계에 울릉도와 독도의

현장조사가 끝난 후 동해안 조사를 시작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현장 조사간의 시차를 줄여 시기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점을 택하였다. 조사결과 총 6개 동물문에서 81종이 출현하였으며 연체동물이 56종 절지동물이 11

종, 환형동물이 3종, 극피동물이 4종 자포동물이 6종, 그리고 해면동물이 한 종 조사되었다. 출현율로 본 우

점종은 애기삿갓조개가 67.7%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좁쌀무늬총알고둥, 진주배말, 조무래기따개비

등이 50%이상의 출현율을 보였다. 지역별 출현종수에 따른 Bray-Curtis 유사도지수을 이용한 군집분석에서

는 동해연안과 울릉도 독도 그리고 경주의 무척추동물분포가 차이를 보여 두 군집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

로 55%를 넘는 높은 유사도를 보여, 섬지역과 연안지역간의 출현종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종간 큰 차이를 보이는 개체수 밀도를 배제한 출현율로만 시도한 분석으로써 섬지역과 연안지역의 조

간대무척추동물의 분포는 종간의 개체수밀도의 차이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marine invertebrate fauna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s and to compare the distribution of intertidal benthos between coastal areas of mainland

and islands in the East Sea. Total 32 stations of 5 regions were investigated in the spring for 3 years

from 2009 to 2011. Field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sequentially islands investigation first and main

land after. Total 81 species of 6 phyla were identified; 56 species of Mollusca, 11 species of arthropoda, 3

species of Annelida, 4 species of Echinodermata, 6 species of Cnidaria and 1 Polyfera. Dominant species

by occurrence rate was the Cellana toreuma with 67.7%. Nodilittorina radiata, Cellana grata, Chthamalus

challengeri were showed above 50% of occurrence rate. Community analysis by Bray-Curtis similarity

index(SI) showed a difference between invertebrate communities of mainland and islands in 60%. But

over 55% of SI showed in total regions, so there was not showed a big difference among the regions.

However the community analysis with abundance data should be showed a more difference invertebrate

communities between mainland and islands.

Keywords: Spatial Distribution(공간적 분포), Marin Invertebrate(해양무척추동물), East Sea(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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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 도 해 안 의 외 국 기 인 해 양 쓰 레 기 기 원 특 성

한해광․조현서* ․김세훈**

서남해환경센터,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Orgin and characteristic of foreign originated marine litters on the Sangjodo coast, Korea

H.K. Han․ H.S. Cho*․S.H. Kim**,

West-south sea environmental center, Yeosu Dowonro271, Korea

* Faculty of Marine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eosu 550-749, Korea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Korea

요 약

다도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상조도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다량 표착하고 있다. 이들 해양쓰레기는 해류

와 조류 및 바람 등 외부의 영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중 외국기인 해양쓰레기가 상당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이들의 기원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행연구결과 진도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기인 해양쓰

레기는 동계와 하계 모두 표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2월

진도 상조도 여미리 해안 연구지역에서 100㎡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표착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총800개, 무게

는 360㎏으로 나타났다. 성상별 개수는 고무가 2개(0.3%), 금속이 25개(3.1%), 유리가 20개(2.5%), 스티

로폼이 130개(16.3%), 종이가 3개(0.4%), 플라스틱이 600개(75.0%), 의류 및 천이 3개(0.4%), 기타가17

개(2.1%)로 나타났다. 성상별 무게는 고무가 3㎏(0.8%), 금속이 6㎏(1.7%), 유리가 10㎏(2.8%), 스티로

폼 30㎏(8.3%), 종이가 1㎏(0.3%), 플라스틱이 290㎏(80.6%), 의류 및 천이 10㎏(2.8%), 기타가 10㎏

(2.8%)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국가별로 태국이 3개(0.4%), 중국 700개(87.5%), 일본

10개(1.2%), 말레이시아 2개(0.2), 타이완 5개(0.6%), 베트남 1개(0.1%), 인도네시아 1개(0.1%), 국적불

명 78개(9.8%)로 조사되었다. 이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겨울철 해류와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상조

도 여미리 해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 해양오염, 상조도,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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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쓰레기는 고의나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

으로 유입․배출된(해양수산부 외, 2008)고형 물질로 해양오

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런 해양쓰레기는 진도 연안으로

매년 외부에서 해류와 조류 및 바람에 의해 표착한 해양쓰

레기 발생 및 이동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유성 해양쓰레기의 이동은 해류 및 바람과 더불어

해수표층 흐름 등 해양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

에(장 등, 2012), 해수 표층 흐름과 바람의 변화 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에서 2011년 실시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이

동경로 수치모델링 기법 개발에서 동계의 해양쓰레기는 중

국의 북부3성에서 기인한 입자(해양쓰레기)는 가을철 출발

하여 겨울철에 도달하여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표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선행된 결과와 맞게 진도연안으로 외국기인 해양쓰

레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유입되고, 특히 진도지역에 많이

표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해양수산부, 2011). 이런 결과

들로 비추어볼 때 진도연안으로 유입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는 경우 자체 발생량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상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가을과 겨울철 해류

의 영향으로 진도지역에 더 많은 해양쓰레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지역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의 상표를 통해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기원

을 찾고, 최초 출발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2. 재료 및 방법

현장조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진도군 상조도

여미리 모래 해안에서 2014년 2월 동계에 조사를 하였다

(Fig. 1, Table 1). 이 지역은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유입으

로 연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미리 해

안은 모래로 이뤄져 있으며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초승달

형태를 띠고 있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분류는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이번조사에서는 총 면적 100㎡

안에 분포한 해양쓰레기를 전체 조사 후 외국기인 해양쓰레

기만 정밀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구간은 계절특성상 더미

형태로 쌓이는 경향이 있어40m(L)×2.5m(W)의 규모로 설정

하여 구역 내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수거 후

현장에서 전체량을 센 후 국가별 인식을 할 수 있는 표본은

연구실로 이동하여 정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GPS coordination of sampling sites

Yeomiri N 34° 20′67″ E 126° 00′29″

Fig. 1. Field sampling sites for collecting foreign

originated marine litters.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판별기준으로는 글자, 전화번호,

바코드, 상표 등을 활용하였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하더라도

과거의 연구(해양수산부, 2006)에서 국내에서는 활용되지 않

는 상품이거나, 어구 등 중국제품으로 알려진 것 등을 외국

기인으로 간주하였다(서남해환경센터, 2004).

조사 대상지 선정은 국립공원지역인 진도연안에서 비교

적 해양쓰레기가 다량 표착하고 있는 상조도 여미리를 선정

하였다. 또한 표본채집 장소까지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

라 동시에 인근 주민의 왕래가 적어 인위적으로 표착쓰레기

의 훼손가능성이 낮은 곳을 고려하여 현장방문을 토대로 선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지역에서 100㎡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표착한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는 총800개, 무게는 360㎏으로 나타났

다. 성상별 개수는 고무가 2개(0.3%), 금속이 25개

(3.1%), 유리가 20개(2.5%), 스티로폼이 130개

(16.3%), 종이가 3개(0.4%), 플라스틱이 600개



(75.0%), 의류 및 천이 3개(0.4%), 기타가17개

(2.1%)로 나타났다.

성상별 무게는 고무가 3㎏(0.8%), 금속이 6㎏

(1.7%), 유리가 10㎏(2.8%), 스티로폼 30㎏(8.3%),

종이가 1㎏(0.3%), 플라스틱이290㎏(80.6%), 의류

및 천이 10㎏(2.8%), 기타가 10㎏(2.8%)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국가별로 태국이 3개

(0.4%), 중국 700개(87.5%), 일본 10개(1.2%), 말레

이시아 2개(0.2), 타이완 5개(0.6%), 베트남 1개

(0.1%), 인도네시아 1개(0.1%), 국적불명 78개

(9.8%)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국가별 분류를 할

수 없는 기타도 다량 표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기원별로는 중국, 일본,

타이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지역에서 수거한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의 성상별 구분에서 플라스틱과 스

티로폼 등과 같은 부유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

데, 이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더 받아 이동해 왔

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해양수산

부에서 실시한 외국기인 이동경로 수치모델링에서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전남연안으로 집중되고 있

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

다.

특히 Fig. 2는 동계 중국 북쪽지방 실험결과다.

이 실험결과로 보아 중국기인 해양쓰레기 중 87.6%

가 북부 랴오닝성 제품으로 나타났다(이 등, 2012)

는 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계

는 산동반도 북쪽지역인 산동성, 산서성, 하북성, 요

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지의 쓰레기가 더 유입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2013)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이도 성촌해변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검정 구형 부자 등이 집중된 것은 중국

북부지역의 양식장에서 사용 중 유실된 것들이 동

계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표류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등, 2012)는 것과 일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특히 이러한 검정 구형 부자는 진도연안의 상조

도 해안에 다량 표착한 것으로 조사결과(한, 2013)

와 이번 연구지역인 여미리 해안에도 다량 표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Numerical simulation of FDWs flowing
pathway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바람의 경우 동계에는 북풍 계열이 다소 강하게

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진도기상대에서 관측한 바람자료인 월별 바람장미

는 Orig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월까지 바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3). 바람장미는 해당기간 동안 방위별 풍향 출현빈

도와 풍향별 풍속계급 빈도를 그래프화한 것으로

바람장미의 막대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길이

는 해당등급의 바람이 불어온 빈도를 백분율로 나

타낸 것이다(이 등, 2012)

상조도는 대부분 북서쪽을 향하고 있어 바람의 영

향을 많이 받는 검정구형 부자 등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이 집중적으로 해안으로 밀려와 표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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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국립공원지역인 상조도 여미리 해안에서 100㎡조

사 구간의 전체해양쓰레기 중 외국기인의 비율은 성상별

개수 기준 41.0%, 중량기준 40.4%였다. 또한 외국기인 해

양쓰레기는 총800개, 무게는 36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국가별로 태국이 3개

(0.4%), 중국 700개(87.5%), 일본 10개(1.2%), 말레

이시아 2개(0.2), 타이완 5개(0.6%), 베트남 1개

(0.1%), 인도네시아 1개(0.1%), 국적불명 78개

(9.8%)로 나타났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우리나라정책보다 국가

간 상호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국가간이동으로 인해 진도 상조도 여미리 연구지

역에 유입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기원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간이동 해양쓰레기 관리와 상호 협

력이 필요한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특히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이동은 해류 및 바

람과의 유의성이 높아 동계에 해류는 발해만에서

시작하여 남하하는 서해연안남하류와 중국대륙연

안수의 영향을 받고, 바람은 북풍계열의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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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해수면상승 대응 체계 및 현황
조광우,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Response System and Status of Climate Change and Sea_level Rise in the

Republic of Korea

Kwangwoo Cho, Byungkook Le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수면상승 적응 체계 및 현황을 제도적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

라의 기후변화대응은 기후변화협약에 의거 감축(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의 통합적인 방향으로 추

진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녹색성장기본법(2010)에 의거 국가(국가적응대

책) 및 지자체(광역·기초지자체 적응계획)를 연계하는 유기적인 체제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해수면

상승 국가적응대책으로 해수면 상승 취약성 평가, 연안외력변화 예측 및 대응 관리체계 구축, 해안 지형변

화 및 적응방안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조사와 연구결과 미흡, 영향평가 및 적응 가이드라이 부재, 관련 조직 및 전문 인력 부족 등비 등이

적응정책 수립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BSTRACT

The study presents the response system and status of climate change and sea_level ris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ROK response has been conducted into integrated

manner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under UNFCCC. The legal base of adaptation was made by the

Framework Act of Low Carbon, Green Growth(FALCGG) in 2011, which streamlines central

government(National Adaptation Strategy; NAS) with local governments(regional and local adaptation

plan). Main adaptation strategy for sea_level rise in the NAS includes vulnerability assessment,

prediction of coastal forcing change and establishment of its scientific management system, and coastal

morphology change and its adaptation. However, there still exist barriers for effective adaptation on

sea_level rise, which consists of insufficient sea_level science information including local scenarios,

absence of impact and adaptation guideline, lack of experts in the relevant division of government,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s, etc.

Keywords : Climate Change(기후변화), Sea_level Rise(해수면 상승), Adaptation(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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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을 이용한 해수내 유기물 제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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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position of dissolved organic matter in salt water by ozone treatment

S.J.Song, J.S.Yang, Y.S.Suh

(1Fisheries and Ocean Information Divisio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Department of Ocean Science and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요 약

해수내 용존산소 결핍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며, 빈산소 저층수내의 유

기물 및 무기 영양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오존처리법의 효율을 실

험하였다. 효율 실험은 유기물 분해율과 용존산소 결핍에 의해 용출된 미량금속 ·

영양염 분해율을 알아보고, 결핍된 용존산소 농도 회복정도에 대해 파악하였다.

오존발생기에서 발생된 용존 오존농도는 3.12 ∼ 3.50 mg·ℓ-1범위였으며

glucoses와 glycine을 사용하여 염분 30.0 조건에서 각각 51.2%, 69.2%의 분해율

이 나타났다. 인산염과 용존 철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오존 주입 이후 인산염

만 첨가된 실험구에서 인산염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철과 인산염이 혼

합된 실험구에서는 동일한 기간 동안 인산염의 농도가 4배 감소되어 인산염이 용

존 철의 산화와 함께 입자형태의 철과 결합되어 제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산

소/저산소 상태에서 용존산소농도가 5.0 mg·ℓ-1를 보인 것은 실험기간 동안 산소

를 주입한 실험구는 6일, 오존을 주입한 실험구는 8일 동안 용존산소 농도가 회복

되어 유지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들은 빈산소층 형성 등 수질이 악화된 환경

에서 오존을 이용한 수질 개선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준다.

ABSTRACT

In order to treat hypertrophic salt water, I tested the effect of ozone oxidation

method, on the removal rate of dissolved organic materials nutrients. In my

experimental system 3.12 - 3.50 mg O3·ℓ
-1
was evolved when 5 mg O2·ℓ

-1

was supplied under the system option of 55% conversion. After experiment,

51.2% and 69.2% of decomposition rates of glucose was found 30 salinity,

respectively. During the periods of ozone supply, concentration of phosphate in

the phosphate-only condition has kept constant, while concentration of

phosphate in condition including dissolved iron and phosphate has decreased

rapidly at the early stage of the experiment.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dissolved phosphate was removed from water by co-precipitation with iron

oxide. Experiments of air, oxygen, and ozone gas injection to hypoxia water

condition showed that the ozone condition sustained longest duration time with

more than 5 mg O2·ℓ
-1 in water. Based on this experiment, I found the ozone

treatment be one of the efficient methods th sustain optimum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in coast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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