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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에 국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2013 년부터 선박연비제조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도입하면서 조선 및 

해운업계 에서는 실제 운항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 효율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선박의 선형은 지금까지 정수 

중에서 속도성능을 최적화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특히 

저속 비대선의 경우 낮은 운항속도와 낮은 조파 저항의 비율 

때문에 화물 적재 성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 Blunt bow 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Blunt bow 를 가진 가진 선박은 파랑 

중 운항 시에 incident wave 에 의해 bow 부근에서 wave reflection 이 

발생되며 선박이 주로 운항하는 해상 상태인 단파장 영역에서는 

파랑 중 저항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결국 선수부 형상 

최적화가 단파장 영역에서 선박의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과 전산유체 해석을 활용하여 114K 

DWT AframaxTanker 에 대해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 목적의 선수 

형상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산유체 해석을 이용하여 선박이 

주로 운항하는 단파장 영역(λ/L=0.5)에서 부가저항을 추정하였으며 

선수 형상 최적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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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계획법을 통해 부가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설계 

인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하였으며 검토 결과 단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선수 설계인자는 Design Waterline 

Length(DWL)이었으며 다음으로는 Bulbous Bow Volume(BBV), Bow 

Entrance Angle(BEA) 순 이었으며, 나머지 설계 인자인 Bow Flare 

Angle(BFA), Bulbous Bow Height(BBH)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단일 

인자는 아니었다. 또한 5 가지 선수 선형설계 인자들 간에 DWL-

BFA, DWL-BEA, DWL-BBV, BBH-BBV 조합 조합에서 2 차 

교호작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표면법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가저항을 목적함수로 한 반응표면 모델을 찾아 각 설계인자들의 

최적 설계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반응표면 모델로부터 도출된 

최적 설계 점들의 조합을 가진 선형에 대해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최적선형은 설계 조건이었던. λ/L=0.5 에서 전통적인 

선수형상을 가진 선형 대비 부가저항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부가저항 감소 선형최적화 설계기법이 

부가저항 감소 선형설계에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실험계획법, 선형최적화, 부가저항, 전산유체역학  

학 번:  2014-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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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s)를 감축하고자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조선분야에서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선박의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선박의 설계 단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자 

선박연비제조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2013 년도부터 도입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 항해하는 총톤수 400 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설계 지수의 계산이 

의무화 되어 일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설계 단계의 규제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설계 지표라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규제는 

에너지 효율운항 지수(Energy Efficiency Operation Indicator, EEOI)에 

의해 이루어진다. 에너지 효율 운항 지수의 경우 실제 운항 중인 

선박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환경조건에서의 운항효율에 대한 

문제가 주목 받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최근 조선 및 해운업계 

에서는 실제 운항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 효율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그 중 하나인 파랑 중 운항하는 선박의 부가저항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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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이 대형화 됨에 따라서 일반 해상에서의 파랑 

에너지는 선박의 길이에 비해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집중되며, 단 

파장 영역에서는 선박의 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박에 의해 

생성되는 파는 선수 반사파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단파장 

영역에서는 선박의 반사파를 발생시키는 선수부 형상 최적화가 

선박의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전통적으로 선박의 선형은 최근까지 정수 중에서 속도성능을 

최적화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특히 저속 비대선의 경우 

낮은 운항속도와 낮은 조파저항의 비율 때문에 화물 적재 성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 blunt bow 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blunt bow 를 가진 가진 선박은 파랑 중 운항 시에 incident wave 에 

의해 bow 부근에서 wave reflection 이 발생되며 선박이 주로 

운항하는 해상 상태인 단파장 영역에서는 파랑 중 저항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Daniel, 2012). 지금까지 정수 중 선박의 

속도성능 향상을 위한 선형최적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CFD 를 활용한 형상 최적화 또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형최적화 등장으로 정수 중 

선형최적화 설계기술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 목적의 선형최적화 설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최근 실제 운항 영역에서의 속도성능 

중요성이 부각되고 선주들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 목적의 최적 선형설계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를 위한 선형최적화 연구는 다양한 

선박의 부가저항 평가기법들에 대한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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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항 평가에는 지금까지 여러 기법들이 

소개되고 연구되어 왔지만 이런 기법들은 단파장 영역에서 선박의 

선수 형상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성능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전산유체해석을 이용한 부가저항 추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의 정도가 포텐셜 이론에 기반한 결과보다 정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 되고 있지만 계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파장 영역에서의 선수 형상 변화에 따른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전산유체해석을 통한 부가저항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선형설계 인자들에 대해 많은 Parameter Study 를 

하기에는 설계시간에 제약이 있는 초기 영업 설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선형설계자들이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를 

위한 설계 경험이 부족하기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설계인자 

선정부터 설계방향 탐색까지 많은 시행 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 소모는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경험에 의존한 선형설계 방법은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목적의 선형최적화에는 적합 하지 않으며 

새로운 설계방법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의 설계 CASE로 정확한 최적 설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설계 기법을 정립한다면 초기 영업설계 단

계에서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 목적의 선형최적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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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감소시키는 선형최적화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할 주요 선수 선형설계 인자 파악 및 각 선형설계 인자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정된 주요 선수 선형인자들에 대해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을 목적함수로 가진 반응표면모델을 도출하고 각 

설계인자들에 대해 최적 점을 찾아 부가저항이 최소가 되는 선수 

선형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고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선형설계 

기법을 정립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 선박인 114K DWT Aframax Tanker 에 대해 5 가지 

선수선형 설계인자를 선정하고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설계 조합에 대해 선형설계 및 수치해석을 통한 부가저항 평가 후 

분산분석을 통해 파랑 중 부가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설계 

인자를 탐색한다. 수치해석은 선박들이 주로 운항하는 영역인 

단파장 영역(λ/L=0.5)에서 범용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인 Star-

CCM+(RANS code)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수치해석의 검증은 

사이즈가 유사한 두 가지 다른 선수 형상을 가진 105K Aframax 

Tanker 선에 대해 선수형상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변화를 Star-

CCM+을 이용한 수치계산과 모형시험 결과 비교를 통해 

전산유체해석을 통한 부가저항 평가 정도 검증을 진행한다. 

실험 계획법을 통해 부가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설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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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해 반응표면법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가저항을 목적

함수로 한 반응표면 모델을 찾아 각 설계인자들의 최적 점을 찾는

다. 반응표면 모델로부터 도출된 최적 설계 점들의 조합을 가진 

선형에 대해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실험계획법을 통해 도출된 최적 

선형의 부가저항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부가저항 감소 목적의 선형최적화 설계 기법을 정립하고 

타당함을 입증한다. 

 

1.3 선행 연구 

1.3.1 실험계획법 연구 

실험계획법은 통계해석법을 기반으로 이상변동을 가져오는 많은 

원인 중에서 중요한 원인을 적은 비용으로 선정하여 그 효과를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수학자 R.A.Fisher 에 의한 

농산물 품질의 양부(良否)나 비료 효과의 차이 등 농업시험의 

계획과 그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발전하여 오늘날 

생물학·의약학·공학·심리학 등과 추측통계학이나 공장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선분야에서는 실험 계획법을 활용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주로 선박에 설치되는 의장품의 

최적설계나 부가 장치에 대한 최적화 문제에 적용되었으며 선박의 

선형 최적화 문제에는 실험계획법을 적용한 연구가 없었다. Kim et 

al.(2006)은 선박에 설치된 파이프가 열과 압력, 진동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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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의 완충 역할을 하는 

장치인 벨로우즈의 질량을 최소화 하는 최적화 문제에 직교배열을 

이용한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설계된 제약 

조건에서 최소 질량을 가지는 벨로우즈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Lee et al.(2009)은 CFD 와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선박용 잠수식 

카고펌프를 최적설계 하였으며 Lee et al.(2010)은 유한요소 해석과 

실험계획법의 일종인 다구찌법을 이용하여 구명정 진수장치의 

설계 인자 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m et al.(2014)은 

실험계획법과 분산분석을 통해 컨테이너 선박에 에너지 저감 

추진보조장치(PBCF)의 설계 설계 인자 기여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추진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저감 

추진보조장치를 설계하였다. Seo et al.(2014)는 직교배열을 이용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속도성능 개선과 연료절감 측면에서 고속 

반활주선에 설치되는 부가물들의 최적 조합을 찾고 시험오류(test 

error)를 최소화하면서 모형시험 횟수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3.2 부가저항 연구 

파랑 중 부가저항의 추정을 위해 실험 및 수치적 연구는 1970 년 

~ 1980 년대에 많이 수행이 되었으나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그린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근래 들어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Park et al, 2014). Claus D. Simonsen(2013)은 URANS 

code 를 이용하여 KCS 선에 대해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에 

대한 해석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검증을 하였으며 Par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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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4)은 선박의 파랑 중 부가저항 예측에 대해 수조 실험 및 

수치계산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여러 기법들에 대한 

검증과 장단점 및 활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Kim et 

al.(2015)는 RANS code 를 활용하여 KVLCC2 선형에 대해 파랑 중 

부가저항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모형시험과 

비교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파랑 중 부가저항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 

외에도 선박의 형상이 파랑 중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orota et al.(2005)는 “Ax-bow”와 

“Leadge-bow”를 통해 흘수선 윗부분의 날씬한 선형이 파랑 중 

선박의 부가저항을 감소 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Guo 와 Steen(2011)도 모형선의 부분 모형을 통하여 선수선형이 

파랑 중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Mariko Kuroda et 

al.(2011)은 Design Waterline 위쪽의 Bow 형상이 파랑 중 부가저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Shin et al.(2015)는 만재흘수와 경하흘수에서 부가저항을 감소 

시키기 위해 VLCC 의 3 가지 형태의 선수선형을 개발하여 

수치해석과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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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계획법 

2.1 실험계획법의 정의 

실험 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DOE)이란 실험에 대한 

계획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을 어떻게 실시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며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최소한의 실험횟수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험계획법을 이용하면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여 

제품의 최적 조건을 경제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 실험계획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수행된다. 

- 검증과 추정의 문제 : 결과에 어떤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영향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큰가를 

알고자 할 때 

- 오차항 추정의 문제 : 결과에 작은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실험의 측정 오차는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 하고자 할 때 

- 최적조건의 결정 문제 :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질 때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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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계획법의 순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7단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igure 2-1. The procedure of design of experiment 

 

(1) 실험목적의 설정 

실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실험의 목적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실험방법과 

분석방법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2) 특성치의 선택 

실험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직결된 실험의 반응치를 특성치로 선택해야 한다.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특성치를 두 개 이상 택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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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가 택한 하나의 특성치가 좋게 되었더라도 다른 특성이 

나쁘게 되어 전체적으로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험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반응치를 특성치로 

하여 주어야 한다. 

 

(3) 인자와 인자수준의 선택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인자는 모두 

선택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다한 인자의 수는 오히려 

실험의 정도를 떨어뜨리고 실험비용이 너무 커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인자를 택해 주어야 한다. 각 인자의 수준과 수준 수를 

택하는 방법은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행한다. 실험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 인자의 흥미영역에서만 수준을 잡는다. 인자의 

흥미영역이란 실험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자수준의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자의 수준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최적이라고 예상되는 수준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수준 수는 보통 2~5 수준이 적절하며 실험의 

크기를 감안할 때 많아도 6 수준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실험의 배치와 실험순서의 랜덤화 

인자의 수준이 정해지면 실험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인자의 수준을 조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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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할 것이며 블록(Block)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실험순서를 위한 

랜덤화(Randomization)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 주어야 한다. 

블록이라는 것은 실험을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그 

내부에서 실험의 환경이 균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5) 실험의 실시 

실험배치가 끝나고 실험순서가 정해지면 실험하는 방법에 대한 

작업표준을 작성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에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관리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실험을 실시할 때 미리 정한 특성치 이외에도 

실험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보조 특성치로 취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실험의 관리상태의 검토, 실험의 

반복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 데이터의 분석 

실험의 실시로 얻어지는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분산분석(ANOVA : Analysis of Variance),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요인배치 분석(Factorial Design Analysis), 반응표면분석(Respond 

Surface Analysis), 혼합물 분석(Mixture Analysis)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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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석결과의 해석과 조치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부터 결론을 끄집어 낼 때에는 실험의 

목적, 가정, 귀무가설 등을 고려하여 결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미를 생각 해야 한다. 실험결과의 해석은 실험에서 주어진 조건 

내에서만 결론을 지어야 한다. 또한 취급한 인자에 대한 결론은 그 

인자수준의 범위 내에서만 얻어지는 결론이지 이 범위를 넘게 

되면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실험결과의 해석이 끝나면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단계의 

실험을 계획한다거나, 작업표준을 개정한다거나 하여야 한다. 

실험은 1 회에서 끝나지 않고 2 회째, 3 회째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직교배열표를 사용하여 많은 인자를 포함하는 실험을 

하였을 때에는 첫 번째로 특성치에 영향을 크게 주는 인자를 

선별하여 내고 두 번째 실험에서 선별된 인자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 번째 확인실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실험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가면 점차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2.3 반응표면법 

최근 설계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해석 시간이 

기하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사 최적설계 방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근사 최적설계는 원래 문제를 근사 함수 문제로 

치환하고 이 변환된 근사 함수 문제를 이용하여 최적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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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방법으로,이를 통해 해석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근사 함수의 생성은 크게 국소근사화(Local Approximation)와, 

전역근사화(Global Approximation)로 나눠진다. 국소근사화는 민감도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설계 점 근처에서 근사 함수를 생성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점 부근에서는 근사 함수가 매우 정확하지만 

현재 설계 점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확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소근사화를 적절히 이용하더라도 근사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최적설계에 비해 해석 계산 횟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어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역근사화는 어느 설계 영역에 

대하여 근사 함수를 생성하는 것으로 어느 한 설계 점에 대해서는 

그 정확도가 부정확 할 수도 있지만, 설계 영역 전체에 대하여 

근사화 하고자 하는 해석치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2.3.1 반응표면법의 특징 

 (1)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독립변수의 조합으로 

반응량이 최적이 될 것인가를 찾는다. 

(2) 독립변수간의 교호작용이 있는지 결정한다. 

(3) 2 수준의 배치법으로 반응곡면을 만들 수 없다. 즉 반응곡면을 

위하여 3 수준이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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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개 이상의 인자에 대하여 3 수준 완전배치법보다 적은 

실험횟수로 실시할 수 있다. 

 

2.3.2 반응표면 실험계획의 종류 

반응표면분석을 위하여 주로 많이 사용되는 실험계획법은 

다음과 같다.  

(1) 2K 요인배치법 

K 개의 독립변수를 가진 1 차 회귀모형은 식(2.1)로 표현되는데 

y=β0+ β1X1+ β2X2+ … + βkXk+ ε                       (2.1) 

미지의 회귀계수가 모두 K+1 개 있으므로 최소한 K+1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들을 추정할 수 있다. 2k 요인실험은 K 개의 

인자(독립변수)를 다루는 실험으로서는 비교적 적은 횟수의 실험을 

요구하고 1 차 회귀모형을 적합 시키는데 많이 사용된다. 

(2) 심플렉스 계획법 

심플렉스(Simplex)란 원래 기하학적 의미에서 K 차원 좌표상에서 

K+1 개의 좌표를 갖는 정다면체(Regular Polyhedron)를 말하는 

것으로 심플렉스계획(Simplex Design)은 직교계획(Orthogonal 

Design)에 속하는 것으로 1 차 회귀모형을 적합 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심플렉스계획은 K+1 개의 데이터점(Data Points)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1 차 회귀모형 식이 K+1 개의 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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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1 차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데이터 점을 심플렉스계획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3) 중심합성 계획 

독립변수의 수가 K 인 2 차 회귀모형은 각 변수의 2 수준에서만 

실험이 되므로 변수의 수준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반응량의 

곡면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적은 

횟수의 실험으로 곡면을 추정하기 위하여 중심점(Center Points)과 

축점(Axial Points)을 2K 요인실험에 추가시킨 실험계획법을 

중심합성계획(Central Composite Design)이라고 부른다. 중심합성 

계획 중 인자들의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을 벗어 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문제 즉, 중요한 설계 요인의 범위에 제약이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사용하여 최적 조건을 찾는 문제에는 면중심 

중심합성법을 사용한다. 

(4) Box-Behnken 계획법 

인자가 계량인자이고 3 수준인 경우에 2 차회귀방정식도 구하고 

최적조건을 찾을 수 있는 실험계획법으로 Box & Behnken 에 의하여 

제안된 계획법이다. 이 계획법은 인자의 수가 K 개인 경우에 3K 

요인배치법보다는 실험점의 수가 많지 않으면서도 

직교블록(Orthogonal Block)을 만들기 용이하고, 2 차 회귀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표면분석에서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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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귀분석 

회귀분석이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어떤 

수학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 모형을 측정된 변수들의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험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회귀모델에는 수치오차나 노이즈 같은 오차 

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보간 되어 

평균값이 0 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응표면의 형태는 가정되는 

후보함수에 따라 좌우되며 실제로 반응표면 후보함수의 선택에 

따라 해의 정확도와 수렴속도가 결정된다.  

1 차 회귀모형(First Order Regression Model)은 알고자 하는 

반응치의 변화가 큰 곡률을 가지지 않는 선형적인 경향을 가질 

경우 사용된다. 또한 반응표면 형상이 곡면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2 차 회귀모형(Second Orde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3 차 회귀모형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회귀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수가 설계변수의 

증가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Taylor 

급수전개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1 차 및 2 차 회귀모델로 귀착 

된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적용된 근사 모델의 형태는 대부분 

2 차 회귀모델로 가정되었는데 이는 2 차 함수가 매우 유연하여 

다양한 함수의 모형을 무리 없이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회귀계수를 구하기 쉬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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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해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를 받는 선체의 운동 응답을 구하고 파랑 

중 선체의 저항 증가분으로 정의되는 부가저항을 추정하기 위해 

상용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를 활용하였다. 

3.1 지배방정식 

수치해석을 위한 기본 좌표계는 Fig. 3-1 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선박 길이 방향을 X 축, 연직 상 방향을 Z 축, 폭 방향을 Y 축, 

그리고 선박의 중심점(C.G)을 원점으로 하는 우수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유동은 비압축성으로 가정하며 이때 전체 유동장에 

대해 유체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열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3 치원 비압축성 난류유동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은 식(3.1), (3.2)와 같다.  

 

0Ñ× =U     (3.1) 

1( ) ( )p
t

n
r

¶
+Ñ × = - Ñ +Ñ × Ñ +

¶
U UU U g  (3.2) 

 

U 는 유체의 속도 벡터, p 는 압력, n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 g

는 body force 를 나타낸다. 앞에서 서술한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Star-CCM+를 활용하였다. 

지배방정식의 대류항과 확산항에 대해서는 2 차 정도의 풍상 

차분법(upwind scheme)과 중앙 차분법(central difference scheme)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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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적용되었다. 또한, 연속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난류 모형은 Reynolds 

Stresses Model(RSM)을 적용하였다. 

Figure 3-1. Coordinate system 

 

3.2 자유수면 모델 

현재 점성의 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자유수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경계추적법(interface tracking method)와 

경계포착법(interface capturing method)로 구분할 수 있다. 

경계추적법은 이동격자계법(moving grid method) 또는 자유수면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입자들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대표적인 방법인 이동격자법은 해의 일부로 

자유수면을 계산하고 그 자유수면에 맞추어 다시 격자계를 

생성하여 유동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유수면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쇄파(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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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과 같이 자유수면 변형이 극심한 조건에 대해서는 

격자표현과 움직임의 한계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경계추적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계포착법은 대부분 자유수면 아래의 물뿐만 아니라 

공기의 유동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부 자유수면 아래 

유동만을 해석하는 방법들도 있다. 경계포착법은 고정 격자계(Fixed 

grid system)을 사용하고 자유수면의 위치는 어떠한 물리 량으로부터 

계산한다. 현재까지 경계 포착법으로 다양한 수치기법들이 

개발되었는데 선체유체역학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인 VOF 와 Level-Set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VOF(Volume of Fluid)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자유수면과 같이 상경계면의 길이가 셀 

크기에 비해 긴 경우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다. 체적분율은 셀에서 

액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체적분율에 대한 

수송방정식을 통해 상경계면을 표현한다. 비압축성 유동장에서의 

상경계면의 수송방정식은 식 (3.3)과 같다. 

 

0, 0 1
t
a a a¶
+ ×Ñ = £ £

¶
U    (3.3) 

 

이때, a 는 체적분율을 의미하며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a = 인 경우 공기, 1a = 인 경우 물을 의미한다. Volume fraction 을 

이산화 하기 위해 고해상 인터페이스 캡쳐 스킴(HRI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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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또한, 해석 시 입사파의 감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Euler Overlay Method(EOM)를 적용하였다. EOM 은 CFD solution 과 

undisturbed wave solution 을 blending 하는 기법으로 물체에서 산란된 

파들이 계산경계에 반사되어 CFD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Bøckmann et al., 2014). EOM 구간은 

선수방향으로 0.2L 부터 0.7L 까지 적용하였으며 입사파 조건은 5th 

order Stokes wave 를 사용하였다. 

 

3.3 격자생성 

선체표면 및 공간격자 생성은 Star-CCM+에서 제공하는 

트리머(Trimmed Mesh)와 경계층 격자(Prism Layer)를 사용하였으며   

자유표면의 재현성과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산 조건인 

입사파의 파장과 파고를 기준으로 격자를 생성하였다 

 

 
Figure 3-2. Schematic diagram for size of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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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영역은 선수방향으로 0.7L, 선미방향으로 2.0L, 폭방향으로 

1.0 L 으로 Fig. 3-2 와 같다. 천수 효과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선저방향으로 2.0L 이 되도록 하였다. 선박의 운동은 전후동요는 

고정하고 상하동요와 종동요만 자유롭도록 하였다.  

 

Figure 3-3. Example of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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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치해석 검증 

선수 형상이 다른 두 가지(Conventional bow 및 Ax-bow) 타입의 

105K DWT Aframax Tanker 에 대해 상용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를 이용하여 운동응답과 파랑 중 부가 저항 해석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RANS 기반의 수치해석을 통한 

부가저항 추정이 단파장 영역에서 선수형상의 변화에 따른 

부가저항 변화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3-4. Conventional bow(Left) and Ax-bow(Right) of 105K DWT  

Aframax Tanker 

 

Ax-bow 형상 선형의 경우 설계 흘수선 아래의 선형이 원본 

형상과 동일하다. 주어진 두 선형의 운동과 부가저항을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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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수치계산과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목표 

속도는 Fn=0.156 이며 규칙파 시험 조건은 Table 3-1 과 같다. 참고로 

수치계산의 Time step 은 wave period 의 1/500 이다. 

Table 3-1. Test conditions in regular head waves (full scale) 

Ratio of Wave length ratio to 

LBP(λ/L) 

0.4, 0.5, 0.6, 0.8, 0.9, 1.1, 

1.2, 1.3, 1.6, 2.0 

Wave height (m) 3.0 

 

3.4.1 운동응답 

부가저항은 회절 성분과 선박의 운동성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도 높은 선박의 운동 예측이 정확한 부가저항 예측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상용 CFD 프로그램의 운동응답 검증을 위해 

모형시험과 수치계산의 결과의 상하동요와 종동요를 비교하여 Fig. 

3-5 과 Fig. 3-6 에 나타내었다. X 와 Y 축은 각각 무차원화 된 파장 

(λ/L)과 운동응답 값을 나타내며 A 는 파 진폭을 의미한다. 상용 

CFD 해석 결과 상하동요와 종동요는 모형시험과 유사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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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Comparison of Pitch RAO for 105K Tanker 

 

 

Figure 3-6. Comparison of Heave RAO for 105K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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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파랑 중 부가저항 

상용 CFD 프로그램의 부가저항 예측 성능 검증을 위해 

모형시험과 수치계산의 부가저항 결과를 Fig. 3-7 에 나타내었다. 

모형시험 결과의 경우 두 선형의 부가저항의 차이가 명확하며 

단파장영역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커졌다. 그 이유는 Fig. 3-8 에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Conventional bow 선형의 경우 선수부의 

반사파가 대부분 앞쪽으로 퍼져나가지만 Ax-bow 선형의 경우, 

선수부의 반사파가 옆쪽으로 부드럽게 빠져나감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계산의 경우 절대값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Ax-bow 

형상이 단파장으로 갈수록 Conventional bow 형상 대비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예측하였다.  

 

Figure 3-7.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for 105K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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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napshots of the bow wave(atλ/L=0.5) for 105K Tanker 

 

Figure 3-9. Wave pattern of CFD calculation(atλ/L=0.5) for 105K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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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에서 보여지는 자유수면 파형 비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수치계산 결과에서도 Ax-bow 형상이 Conventional bow 형상 

보다 선수부의 반사파가 옆쪽으로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있어 파랑 

중 부가저항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105K Tanker 의 수치계산과 

모형시험 결과 비교를 통해 상용 CFD 프로그램으로 선수 형상 

변화에 따른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우열비교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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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저항 영향 설계 인자 검토 

선박의 선형최적화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정수 중에서 

속도성능 향상의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감소 시키기 위한 목적의 선형설계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파랑 중 부가저항 감소 최적화 선형설계를 수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선수 선형설계 인자들 중 어떠한 설계인자들이 파랑 

중 부가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험계획법 중 1/2 부분요인 배치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요 선수 선형설계 인자 파악 및 각 설계 

인자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1 대상선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선박은 114K DWT Aframax Tanker 이며 주요 

제원은 Table 4-1과 같다. 

Table 4-1. Principle particulars of 114K DWT Aframax Tanker 

Main Dimensions 

L.O.A. [m] Abt.250 

L.B.P. [m] 239 

Beam [m] 44 

Design draught [m] 13.6 

Speed [Knot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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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반응인자 선정 

반응인자는 선박 운항 시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 하였다. 

 

- RAW = RTM
wave – RTM

calm 

 

RTM
wave 는 파랑 중 전체 저항을 의미하며, RTM

calm 은 정수 중 

선박의 전체 저항을 의미한다. 이 두 값의 차이를 파랑 중 

부가저항이라고 한다. 

 

4.3 시뮬레이션 인자 및 수준 선정 

과다한 인자의 수는 오히려 실험의 정도를 떨어트리고 

실험비용이 너무 커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인자를 택해 주어야 한다. 

파랑 중 부가저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선형 

설계인자들은 5 가지 2 수준으로 선정하였으며 Table 4-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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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Design parameters and level for DOE 

Design Parameters Unit Level1 Level2 

Design Waterline Length(DWL) m 0 6 

Bulbous Bow Height(BBH) m 0 1.5 

Bow Entrance Angle(BEA) Degree 45 75 

Bulbous Bow Volume(BBV) % 16 18 

Bow Flare Angle(BFA) Degree 30 55 

 

Table 4-2 에서 선정된 선수 선형 설계인자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탱커선의 초기 선수선형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선박의 화물 적재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Mooring 

arrangement 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였다. DWL 의 경우는 

Design Waterline 의 길이를 L.B.P. 위치에서 Bulbous Bow 끝 단까지 

연장하여 Stem Profile 형상이 Vertical 이 되도록 하였고, BBH 는 

Bulbous Bow 콧등을 기준으로 수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m 높였으며, BEA 은 Design Waterline 의 끝 단에서 계측한 

각도로 정의하여 기존 선형의 75° 에서 45°로 감소시켰으며, 

BBV 은 20 번 Station 의 단면 면적과 Mid-Ship 단면 면적의 비로 

정의하여 기존 선형의 16%에서 18%까지 증가시켰으며, BFA 은 

Scantling draft 기준 20 번 Station 에서의 Flare Angle 를 기준으로 

기존 선형의 55°에서 30°도로 감소 시켰다. 각 인자들의 형상 

변화는 Fig. 4-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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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Definition of design parameters 

 

4.4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설계 

2 수준 5 인자 공학문제의 경우 모든 시험조합은 총 32(=25) 

CASE 이다. 그러나 고차의 교호작용에 관심이 없다면 

부분요인실험법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인자들의 주효과와 2 차 교호작용효과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실험계획법 중 부분요인배치법은 실험 초기에 주요인자를 

찾아내는 스크리닝(Screening) 기법에 많이 사용된다(Oh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Minitab 상용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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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요인배치법을 이용하여 총 32CASE 의 절반인 16CASE 의 

시뮬레이션 조합을 Table 4-3 과 같이 배치하였다. 

Table 4-3. The arrangement of simulations 

Run 

No. 

DWL 

[m] 

BBH 

[m] 

BEA 

[°] 

BBV 

[%] 

BFA 

[°] 

1 0 0.0 45 16 55 

2 +6 0.0 75 16 55 

3 +6 +1.5 45 18 30 

4 +6 0.0 75 18 30 

5 0 +1.5 75 16 55 

6 0 0.0 75 18 55 

7 0 +1.5 45 18 55 

8 0 0.0 45 18 30 

9 +6 +1.5 75 18 55 

10 +6 0.0 45 18 55 

11 0 0.0 75 16 30 

12 +6 +1.5 75 16 30 

13 +6 0.0 45 16 30 

14 0 +1.5 75 18 30 

15 +6 +1.5 45 16 55 

16 0 +1.5 45 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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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4.5.1 수치해석 결과 

1/2 부분요인배치법에 따라 배열된 Table 4-4 의 16CASE 조합에 

대해 선형설계프로그램(Hullform Design+)을 이용하여 선형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정수 조건 및 단파장(λ/L=0.5) 조건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그 차이 값을 부가저항(Raw) 값으로 도출하였다. 참고로, 

가장 오른쪽 열은 기존 114K DWT Aframx Tanker 선형의 파랑 중 

부가저항 값 대비 변화 량이다. 

 

Table 4-4.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s 

Run 

No. 

DWL 

[m] 

BBH 

[m] 

BEA 

[°] 

BBV 

[%] 

BFA 

[°] 

Raw 

[N] 

Dev. 

[%] 

1 0 0.0 45 16 55 5.720 -5.3 

2 +6 0.0 75 16 55 5.932 -1.8 

3 +6 +1.5 45 18 30 5.949 -1.5 

4 +6 0.0 75 18 30 5.908 -2.2 

5 0 +1.5 75 16 55 6.054 +0.2 

6 0 0.0 75 18 55 6.446 +6.7 

7 0 +1.5 45 18 55 6.007 -0.6 

8 0 0.0 45 18 30 6.339 +4.9 

9 +6 +1.5 75 18 55 6.071 +0.5 

10 +6 0.0 45 18 55 6.024 -0.3 

11 0 0.0 75 16 30 6.196 +2.6 

12 +6 +1.5 75 16 30 5.9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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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0.0 45 16 30 5.741 -5.0 

14 0 +1.5 75 18 30 6.409 +6.1 

15 +6 +1.5 45 16 55 6.102 +1.0 

16 0 +1.5 45 16 30 6.192 +2.5 

 

Fig. 4-2 는 수치해석 결과 값들 중 변화 량이 큰 두 가지 

CASE 에 대해 Hull pressure contours 를 보여주고 있다. CASE01 는 

CASE06 보다 Bow Entrance Angle 과 Bulbous Bow Volume 이 적게 

설계된 조합이며 이로 인해 Bow 근처의 반사파가 앞쪽보다는 보다 

양 옆쪽으로 잘 퍼져나가고 있어 보이며, 또한 선수 Bow 근처의 

파고 높이 또한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Bow 

근처의 반사파로 인한 저항 성분이 감소되어 파랑 중 부가저항이 

개선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Figure 4-2. Comparison of hull pressure contours(λ/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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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Waterline 이 증가되고 Bow Entrance Angle 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Bow 형상이 날씬하게 설계된 CASE13 경우도 부가저항 

값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보아도 부가저항 감소에는 Bow 주변의 

날씬한 정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2 통계해석 결과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 통계해석 프로그램인 Minitab 을 

이용하여 5 가지 선수 선형설계 인자들 중 파랑 중 부가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와 각 설계 인자들간의 2 차 교호작용에 

대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5.  The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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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중 부가저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계인자는 P 값이 0.05 

보다 적은 DWL, BEA, BBV 이었다. 2 차 교호작용 항을 보면 P 값이 

0.05 보다 적은 DWL-BFA, DWL-BEA, DWL-BBV, BBH-BBV 

조합에서 교호작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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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areto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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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Main effect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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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파레토 차트와 Fig. 4-4 주효과 차트에서도 5 가지의 선수  

설계 인자들 중 파랑 중 부가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단일 

설계 인자는 DWL, BBV, BEA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4 의 

Y 축(부가저항) 값을 고려해 볼 때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감소시키는 

선형 설계인자의 방향은 DWL 을 증가시키고 BEA 와 BBV 는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수치해석 결과의 날씬한 

Bow 형상이 부가저항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나머지 설계인자인 BBH, BFA 는 파랑 중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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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Two-way interaction effect Chart 

 

교호작용 효과도인 Fig. 4-5 를 통해서도 5 가지 선수 선형설계 

인자들 중 파랑 중 부가저항에 영향을 주는 2 차 교호작용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은 DWL-BFA, DWL-BEA, D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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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V, BBH-BBV 조합 이다. 설계 인자들간에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어떤 설계인자가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설계인자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4 가지 조합 중 부가저항 결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교호작용은 DWL-BFA 이었다. 특히 이 경우 부가저항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DWL 이 증가할 때는 BFA 이 감소하는 쪽으로 

DWL 이 감소할 때는 BFA 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 

하여야 한다. 이렇듯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감소 시키기 위한 

선형설계 시에는 주요인자 파악뿐만 아니라 사전에 각 선형설계 

인자들간의 교호작용의 존재 여부와 영향도 분석 또한 중요하며 

이런 결과를 선형최적화 시에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최적설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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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저항 감소 선수선형 최적설계 

앞서 수행하였던 1/2 부분요인배치법을 통해 확인된 파랑 중 

부가저항에 영향을 주는 단일 설계 인자들에 대해 반응표면법 중 

면중심 중심합성법을 이용하여 각 선형설계인자들의 최적 수준을 

찾아보았다. 면중심 중심합성법은 설계인자들에 있어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을 벗어 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에 

적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최적설계를 위해 선정된 네 가지 인자 중 

Design Water Line(DWL)이 L.O.A 조건 때문에 높은 조건을 벗어날 

수 없어 면 중심 중심합성법이 적용되었다. 

 

5.1 시뮬레이션 인자 및 수준선정 

장에서 1/2 부분요인배치법을 이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단일 설계인자로 검토된 Design Water 

Line(DWL), Bulbous Bow Volume(BBV), Bow Entrance Angle(BEA)과 

교호작용 중 부가저항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교호작용이 

DWL-BFA 조합이었기 때문에 Bow Flare Angle(BFA)을 추가로 

최적설계를 위한 설계인자로 선정하였다. 각 설계인자들의 수준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최적 점을 찾아보기 위해 4 장에서 선정했던 

범위 보다 다소 넓게 선정하였으며 그 값들은 아래 Table5-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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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Design parameters and levels for RSM 

Design Parameters Unit Level1 Level2 Level3 

Design Waterline Length 

(DWL) 
M 0 3 6 

Bow Entrance Angle 

(BEA) 
° 15 45 75 

Bulbous Bow Volume 

(BBV) 
% 15 17 19 

Bow Flare Angle 

(BFA) 
° 25 40 55 

 

 

5.2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설계 및 수치 해석 

Minitab 상용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 Table 5-2 와 같이 

면중심 중심합성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조합이 설계되었다. 

설계된 30case 시뮬레이션 조합에 대해 선형설계프로그램(Hullform 

Design+)을 이용하여 선형설계를 수행하였다. 앞서 검증된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수 조건 및 단파장(λ/L=0.5) 조건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차이 값을 부가저항(Raw) 값으로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2 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가장 오른쪽 

열은 기존 114K DWT Aframax Tanker 선형의 파랑 중 부가저항 값 

대비 변화 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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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The arrangement of simulations for RSM 

Run 

No. 

DWL 

[m] 

BBH 

[m] 

BEA 

[°] 

BBV 

[%] 

BFA 

[°] 

Raw 

[N] 

Dev. 

[%] 

1 0 0.0 45 16 55 5.720 -5.3 

2 +6 0.0 75 16 55 5.932 -1.8 

3 +6 +1.5 45 18 30 5.949 -1.5 

4 +6 0.0 75 18 30 5.908 -2.2 

5 0 +1.5 75 16 55 6.054 +0.2 

6 0 0.0 75 18 55 6.446 +6.7 

7 0 +1.5 45 18 55 6.007 -0.6 

8 0 0.0 45 18 30 6.339 +4.9 

9 +6 +1.5 75 18 55 6.071 +0.5 

10 +6 0.0 45 18 55 6.024 -0.3 

11 0 0.0 75 16 30 6.196 +2.6 

12 +6 +1.5 75 16 30 5.910 -2.2 

13 +6 0.0 45 16 30 5.741 -5.0 

14 0 +1.5 75 18 30 6.409 +6.1 

15 +6 +1.5 45 16 55 6.102 +1.0 

16 0 +1.5 45 16 30 6.192 +2.5 

17 +6 0.0 75 16 55 5.932 -1.8 

18 +6 +1.5 45 18 30 5.949 -1.5 

19 +6 0.0 75 18 30 5.908 -2.2 

20 0 +1.5 75 16 55 6.054 +0.2 

21 0 0.0 75 18 55 6.446 +6.7 

22 0 +1.5 45 18 55 6.007 -0.6 

23 0 0.0 45 18 30 6.33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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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 +1.5 75 18 55 6.071 +0.5 

25 +6 0.0 45 18 55 6.024 -0.3 

26 0 0.0 75 16 30 6.196 +2.6 

27 +6 +1.5 75 16 30 5.910 -2.2 

28 +6 0.0 45 16 30 5.741 -5.0 

29 0 +1.5 75 18 30 6.409 +6.1 

30 +6 +1.5 45 16 55 6.102 +1.0 

 

 

5.3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초기 반응표면 모델에 대한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3 과 같다.  

Table 5-3. The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for initial RS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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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반응표면 분산분석표인 Table 5-3 을 분석해보면 선형(P=0), 

제곱(P=0.048), 교호작용(P=0.0) 항 모두 유의(α<0.1)하다. 하지만 

제곱항과 교호작용항의  세부항들 중에는 P 값이 0.1 을 넘는 

유의하지 않은 항들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보다 정확한 반응표면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반응값에 유의하지 않은 항들은 제거하여 

준다. 단, 항들이 모두 직교성이 보장되면 한번에 모두 제거하여 

다음 적합한 모형을 추정할 수 있지만, 직교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번에 한 개씩 제거하면서 적합한 반응표면 모델을 찾아야 한다.  

초기 반응표면 모델의 분선분석표에서는 DWL*DWL, BEA*BEA, 

BBV*BBV, BFA*BFA, DWL*BBV, BBV*BFA 가 유의하지 않은 

항이다. P 값이 높은 순서부터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분산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정된 반응표면 모델의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5-4 와 같다.  

Table 5-4. The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for modified RS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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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수정된 반응표면 모델의 분산분석표인 Table 5-4 를 

살펴보면 모든 항들의 P 값이 0.1 이하로 유의한 항들만 존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반응표면 모델은 다음과 같다.  

 

- 반응표면 모델(Response Surface Model) =  

6.3607 - 0.08197*DWL-0.0282*BEA + 0.051889*BBV - 0.05294* BFA +  

0.000425*BFA2 + 0.0005*DWL*BEA - 0.00625*DWL*BBV + 

0.003003*DWL*BFA + 0.000127*BEA*BFA 

 

반응반응표면 모델식이 정해지면 잔차 그래프를 이용하여 

선정된 반응표면 모델식을 검토 할 수 있으며 잔차 그래프를 Fig. 

5-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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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The graph of Raw’s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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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차의 정규 확률도 : 잔차의 정규 확률도를 사용하여 잔차가 

정규분포로부터 유의하게 벗어 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잔차가 정규분포 한다면 점들은 직선에 근사할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반응값의 데이터 잔차가 정규분포로부터 

유의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입증할 수 있다. 

- 잔차 대 적합치 : 반응값 데이터에서 잔차는 0 근처에서 

랜덤하게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오차의 

분포는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 히스토그램 : 잔차의 히스토그램이 종모양의 정규분포를 

보이면 회귀모형이 맞는다고 할 수 있다.  

- 잔차 대 데이터 순서 : 잔차가 독립적이고 랜덤한지를 

확인한다. 데이터 순서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잔차가 0 

근처에서 랜덤하게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프를 보면 시간과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면도는 모델 전체의 형태를 보여준다. 표면도를 활용하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 최적 값이 어느 근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Fig. 

5-2 는 DWL=6, BEA=15, BBV=15, BFA=25 일 때 나머지 2 개 

설계인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면도다. 2 개의 설계인자를 

이용하여 표현되기에 나머지 2 개의 설계인자는 고정 값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은 DWL=6, BFA=25 일 때 BEA 와 BBV 가 

부가저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이 경우 BBV 가 

적어질수록 그리고 BEA 는 40 도 부근에서 부가저항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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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Surface view of RSM model (DWL=6, BEA=15, BBV=15, 

BFA=25) 

 

Fig. 5-2 표면도 그림들로는 최적화될 각 설계인자들의 영역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반응 Minitab 의 

반응 최적화 도구를 이용하여 반응표면 모델을 이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이 최소가 되는 각 설계인자들의 최적 수준을 Fig. 5-3 과 

같이 정확히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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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Optimum points of each design parameter 

 

DWL=6, BEA=35.6, BBV=15, BFA=25 일 때 설계범위 내에서 

부가저항이 가장 적었으며 이때 부가저항 값은 5.5572N 이었다.  

도출된 반응표면 모델이 타당한지 검증을 해보기 위해 도출된 

최적의 설계인자들의 값을 반영하여 선형설계를 수행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결과값과 반응표면 모델로부터 

계산된 부가저항 값을 Table 5-5 에 비교해 보았다. 

Table 5-5. Comparison of Minimum Raw 

 From CFD calculation From RSM model 

Minimum Raw 
5.622N 

(100.0%) 

5.5572N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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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 모델(RSM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부가저항 값이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부가저항 값의 98.8% 수준으로 추정됨을 

알 수 있다. 위의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생성한 반응표면 

모델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5-4. Wave pattern of CFD calculation(atλ/L=0.5) for 114K Tanker 

 

최종적으로 반응표면 모델을 통해 도출된 최적 선형의 

부가저항은 5.5572N 으로 114K Aframax Taker 의 초기 선형의 

수치계산 부가저항 대비(6.047N) 약 8% 정도 부가저항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49 

 

5.4 모형시험을 통한 최적 설계 검증 

면중심 중심합성법을 통해 최적화된 선형에 대해 모형시험을 

통해 부가저항 감소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부가저항 감소 선형최적화 기법이 부가저항 감소 

선형설계에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부가저항 계측 모형시험은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으며 기존 Conventional bow type 선형과 

RSM(ResponseSurface Model)으로 부터 도출된 최적 선형 두 가지 

선박에 대해 부가저항 계측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이 

이루어진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예인수조 길이 200m, 폭 12m, 

깊이 6.5m 의 콘크리트 벽 형태의 수조로서 예인전차는 최대 속도 

5m/s 로 작동 가능하며 0.01~0.5m/s2 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 

수조의 한 쪽 면에는 Flap type 의 조파기가 설치되어 있어 파고 

0.1~5.0m 의 파를 생성할 수 있다.  

운동의 계측은 4 자유도 운동계측장비를 이용하였으며 4 자유도 

중에서 횡동요 운동은 고정하고,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를 

레이저 거리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저항의 계측은 

1 분력 로드셀(load cell)을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모형선의 앞에 

초음파 파고계를 설치하여 파를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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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Measured quantities and measuring devices 

Item Unit Measuring devise Measuring location 

Wave elevation m Acoustic wave probe Front of vessel 

Resistance N Load cell Center of gravity 

Heave m Laser distance sensor Center of gravity 

Pitch Degree Laser distance sensor F.P. and A.P. 

Vertical 

acceleration 
m/s2 Accelerometer F.P. and A.P. 

 

 

 

Figure 5-5. Conventional bow(Left) and Optimum bow(Right) of 114K 

Tanker 

 

Table 5-7. Test conditions in regular head waves (full scale) 

Ratio of Wave length ratio to 

LBP(λ/L) 
0.5, 0.6, 0.8, 1.0, 1.2, 1.4 

Wave height (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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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Wave profile for conventional bow at 14.5knots(at λ/L=0.5) 

 

 

Figure 5-7. Wave profile for optimum bow at 14.5knots(at λ/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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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Comparison of Minimum Raw 

at λ/L=0.5 Conventional  Bow RSM opt. Bow 

   Caw 
1.8589N 

(100.0%) 

0.888N 

(47.8%) 

 

모형시험 결과 RSM 을 통해 도출된 최적선형이 최적 설계 

조건이었던 λ/L=0.5 에서 기존 Bulbous bow type 선형 대비 

부가저항이 52.2% 감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적화 선형은 

단파장 설계조건 외 장파장 영역에서도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보였다.  

모형시험을 통해 실험계획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최적 선형의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부가저항 감소 선형최적화 설계기법이 

부가저항 감소 선형설계에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3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과 전산유체 해석을 활용하여 114K 

DWT AframaxTanker 에 대해 선수 형상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적화 설계는 선박이 주로 운항하는 단파장 영역(λ/L=0.5)에서 

수행하였으며 1 차적으로 실험계획법을 통해 부가저항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선형 설계인자들에 대해 검토하고 2 차적으로 

선정된 주요 선형 설계인자들에 대해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적 

설계 점을 찾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초기에 선정한 다섯 가지 선수선형설계 인자들 중 1/2 부분요인 

배치법을 통해 검토된 단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선수 설계인자는 Design Waterline Length(DWL)이었으며 

다음으로는 Bulbous Bow Volume(BBV), Bow Entrance Angle(BEA) 순 

이었다. 나머지 설계 인자들은 파랑 중 부가저항에 영향이 

미미하였다. 또한 설계인자들간의 교호작용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5 가지 선수 선형설계 인자들 간에 DWL-BFA, 

DWL-BEA, DWL-BBV, BBH-BBV 조합 조합에서 2 차 교호작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1 차적으로 실험계획법을 통해 선정된 파랑 중 부가저항에 

영향을 주는 설계인자들에 대해 반응표면법 중 하나인 면중심 

중심합성법을 이용하여 단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이 최소가 되는 

반응표면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반응표면모델을 기반으로는 

대상선박의 경우 DWL 과 BBV 는 최적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쪽으로 BEA 은 범위 내에서 가장 적으로 쪽으로 그리고 BFA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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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36.5 도 일 때가 파랑 중 부가저항이 가장 감소 하는 

최적 설계 점이었다. 

반응표면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된 최소부가저항 값은 

5.5572N 이었으며 반응표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출된 

최적 설계인자들에 대해 선형설계 및 수치해석을 수행 한 후 결과 

값을 반응표면 모델로부터 추정된 부가저항 결과값과 비교하여 

보았다. 최적선형의 수치계산으로부터 계산된 부가저항 값은 

5.622N 이었으며 이를 통해 반응표면 모델로부터 추정된 부가저항 

값이 실제 수치계산 결과 값의 98.8%의 수준으로 추정하여 

부가저항 감소 목적을 위해 설계된 반응표면모델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계획법과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된 최적 선형에 

대해 모형시험을 통해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모형시험은 기존의 Conventional bow type 선형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적 선형 두 가지 선박에 파랑 중 부가저항 계측 시험을 

수행하여 부가저항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모형시험 결과 최적화 

선형은 설계 조건이었던 λ/L=0.5 에서 기존 Bulbous bow type 선형 

대비 부가저항이 52.2% 감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모형시험과 

수치해석 결과 비교를 통해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부가저항 감소 

선형최적화 설계기법이 부가저항 감소 선형설계에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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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W DESIGN PARAMETER OPTIMIZATION FOR 

ADDED RESISTANCE REDUCTION BY APPLYING 

THE DESIGN OF EXPERIMENTS TO CFD 
 

Gwan-Hoon Kim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ttention to environmental effects of ships has been increased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ntroduced the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 in 2013 to regulate ships’ greenhouse gas 

emission; thus, ships’ fuel efficiency in actual operation states has become a 

major matter of interest. In the actual operation of vessels, the resistance 

performance in waves should be taken account of. However, traditionally, ships’ 

hull form optimization for resistance reduction has been focused on the 

optimization of speed performance in calm water first. In particular, full ships 

designed for the operation in low speed became to be equipped with blunt bow 

forms in order to maximize cargo loading capability, but these blunt bows cause 

wave reflection by incident waves in the vicinity of the bows and this has been a 

major cause of the added resistance in short wavelength conditions where ships 

mainly sail. Eventually the optimization of bow shape making the reflection 

wave have a major effect on a reduction of added resistance in short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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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ims to optimize the bow shape of 114K DWT Class 

Aframax Tanker on reduction of the added resistance in waves using the design 

of experiments (DOE) method and the numerical computation. The added 

resistance in short wave(λ/L=0.5) was calculated through the numerical 

computation and the design of experiments(DOE) was used to efficiently 

conduct the optimization of bow shap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ost significant parameter which influences on the added resistance in waves 

was design waterline length(DWL), followed by bulbous bow volume(BBV) 

and bow entrance angle(BEA). The other parameters(bow flare angle (BFA), 

bulbous bow height (BBH)) had little effects on the added resistance in waves. 

In addition, there existed two-way interactions for the following two-factor 

combinations: DWL-BFA, DWL-BEA, DWL-BBV, BBH-BBV. Based on these 

results, response surface model which has objective function on added 

resistance was found and optimum point of each design parameter was derived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 and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the 

optimized hull form derived from the response surface model was tested in 

towing tank basin and showed the reduction of added resistance compared to the 

hull form with conventional bow shape at short wave(λ/L=0.5) which is a design 

point of this research.  

In conclusion, it was verified that the design procedure of hull form 

optimization using the DOE is a valid method.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to basic information for hull form optimization of 

various vessel type to reduce the added resistance in wave. 

 

Keywords: Design of Experiments, Hull Form Optimization, Added 

Resistanc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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