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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를 가진 잠수함은 선미에 있는 4 개의 

제어판 크기가 모두 같으며, 각각의 제어판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므로, 하나의 제어판에 기능고장이 발생해도 나머지 3 개의 

제어판을 활용하여 수중에서의 조종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동일면적을 가지는 십자형 선미 제어판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종횡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보다 큰 양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X-형 선미 제어판은 현재 각국 

해군 잠수함의 선미 제어판으로 채택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에서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를 가지는 잠수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로 인한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종성능을 추정하였다. 

 조종성능을 추정하는 방법 중, 구속모형실험을 통한 추정방법은 

일정 케이스에 대한 실험만을 통해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고 조종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조종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실험을 통해 계산된 유체력을 분석하여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 

toolkit 인 OpenFOAM 을 기반으로 개발된 SNUFOAM 을 사용하여 

잠수함에 대한 가상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가상구속모형시험에 사용된 잠수함 모형은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를 가진 generic submarine Joubert BB2 (BB2) 모형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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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FOAM 해석자를 사용하여 저항시험, 추진기 단독성능시험 및 

자항시험을 수행하였고, CFD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가상구속모형시험 중 정적시험 결과를 통해 잠수함의 

부가물에 의해 교란된 유동이 선미방향으로 빠져나감을 

확인하였으며, 잠수함의 압력중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어판 시험을 통해 잠수함이 좌우로 선회할 때, 타의 조작으로 

인한 횡동요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부 

수직타가 하부 수직타보다 면적이 커서 횡동요 모멘트가 발생하는 

기존의 십자형 제어판과는 달리 X-형 선미 제어판은 4 개의 제어판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제어판 시험에서 횡동요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해 계산된 유체력을 분석하여,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를 가지는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종 미계수를 최소제곱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된 

조종 미계수를 사용하여 수평면 선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동일조건에서의 자유항주 모형실험 궤적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회궤적을 비교 및 검증하였다. 

 

주요어: 잠수함, 가상구속모형시험, 조종 미계수, 전산유체역학, 

SNUFOAM, X-형 선미 제어판 

학 번:  2017-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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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1.1.1 X-형 선미 제어판 

최근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된 잠수함들은 전통적으로 선미 

제어판으로 사용되어 오던 십자형 선미 제어판 배치가 아닌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를 채택하고 있다.  Table 1 에서와 같이 현재 운용 

중인 대표적인 재래식 추진 잠수함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과 독일 해군의 212 급 잠수함이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는 프랑스 해군의 쉬프랑급 잠수함과 영국 해군의 

드레드노트급 잠수함 그리고 미국 해군의 컬럼비아급 잠수함이 

각국 해군 원자력 잠수함 최초로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를 

채택하여 개발 또는 건조 중에 있다. 

 

Table 1. List of submarine with X-form aft configuration 

추진방식 국가 함급 (Class) 건조 시작연도 척수 

재래식 추진 
일본 

소류 

(Soryu) 
2005 ~ 2016 12 

29SS 2017 건조 중 

독일 212 1998 ~ 2008 6 

원자력 주친 

프랑스 
쉬프랑 

(Suffren) 
2019 개발 중 

영국 
드레드노트 

(Dreadnought) 
2016 건조 중 

미국 
컬럼비아 

(Columbia) 
2021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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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종성능 추정방법 

잠수함의 조종성능 추정을 위한 방법에는 크게 경험식에 의한 

조종성능 추정방법,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통한 추정방법 그리고 

구속모형실험을 통한 추정방법이 있다. 

경험식에 의한 추정방법은 전통적으로 운동체의 조종성능 

추정에 사용되어 왔으며, 다른 추정방법에 비해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 추정방법은 해석대상과 

유사한 대상의 정보들이 경험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을 때 유용하며,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상에 없는 새로운 

선형의 경우에는 조종성능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자유항주 모형실험은 다른 조종성능 추정방법에 비해 수학적인 

모델링과 실험에 적용되는 가정이 없으므로, 실제 운동체의 

조종성능과 가장 근사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자유항주 

모형실험은 시스템의 구축과 실험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각각의 실험조건에 대한 단순 

결과값만을 보여준다는 단점을 가진다. 

구속모형실험에 의한 추정방법은 실험을 통해 운동체에 

가해지는 유체력을 측정하여 조종 미계수를 추정한 후, 조종 

시뮬레이션을 구성 및 수행하여 운동체에 대한 조종성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구속모형실험은 일정 케이스에 대한 실험만을 

통해 조종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운동체의 

조종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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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유체력을 이용하여 운동체의 유체력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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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최근 Table 1 과 같이 해군 잠수함의 선미 제어판으로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아래의 장점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X-형 선미 제어판 배치 

잠수함은 선미에 있는 4 개의 제어판 모두 크기가 같으며, 각각의 

제어판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므로 하나의 제어판에 기능고장이 

발생해도 나머지 3 개의 제어판을 활용하여 수중에서의 조종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일면적을 가지는 

십자형 선미 제어판에 비해 높은 종횡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보다 

큰 양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nilson, 2015; Crossland et 

al., 2011; Crossland et al., 2012)  

하지만 X-형 선미 제어판은 제어판의 제어가 복잡하며, 십자형 

선미 제어판과는 달리 X-형 선미 제어판으로 인한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형 

선미 제어판으로 인한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종성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배경과 같이 잠수함의 조종성능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3 가지가 있다. 경험식에 의한 추정방법은 해석대상에 대한 정보가 

경험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경우에만 유용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를 가지는 새로운 

잠수함의 조종성능 추정에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통한 조종성능 추정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실제 

잠수함의 조종성능과 근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각 해석조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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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결과값만을 보여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로 인한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 파악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잠수함의 조종성능을 추정할 수 있고, 실험을 통해 계산된 

유체력을 이용하여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속모형실험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구속모형실험의 수행을 위해서는 모형을 제작한 후, 

예인수조에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의 수행을 위해서는 Figure 1, 

Figure 2 와 같은 별도의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며,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방법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Figure 1. Towing Tank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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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MM device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X-형 선미 제어판 배치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파악을 위해, 오픈소스 전산유체역학 해석 toolkit 인 

OpenFOAM 을 기반으로 개발된 SNUFOAM 을 사용하여 잠수함에 

대한 가상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잠수함의 수평면 선회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여 Overpelt et al. (2015)의 자유항주 모형실험 

결과값과 비교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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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잠수함의 조종성능 추정을 위한 구속모형실험 (평면운동장치실험 

& 회전팔 실험)의 실험적 방법과 수치해석적 방법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X-형 선미 제어판 배치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파악 및 조종성능 추정을 위한 연구수행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1.3.1 실험적 연구 

Gertler (1967) 는 최초로 평면운동장치실험을 사용하여 잠수함의 

6 자유도 운동방정식에 필요한 조종 미계수를 실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Feldman (1995) 은 잠수함의 안정성 및 조종특성들을 

평면운동장치실험을 통해 추정하는 해석적 방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Gertler and Hagen 의 

조종모델을 수정하여 긴급부상과 같은 잠수함의 비선형성이 큰 

운동에 적합한 새로운 조종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Seol (2005) 은 잠수함의 잠수심도에 따른 조종 미계수 비교를 

위해 각 심도별로 수평면 평면운동장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평면 

평면운동장치실험을 통해 추정된 조종 미계수를 사용하여 

잠수함의 수평면 동적 안정성을 판별하였으며, 조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잠수함의 잠항심도가 잠수함의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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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et al. (2014) 은 수직면 평면운동장치실험을 사용하여 수중 

글라이더 모형의 상하동요와 종동요에 관련된 부가질량력, 

부가관성모멘트, 감쇠력 및 감쇠모멘트를 계측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수중 글라이더의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조종 미계수를 사용하여 조종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설계심도에서 잠수함의 제어특성을 

확인하였다. 

Jeong et al. (2016) 은 5 개 심도별로 잠수함 모형에 대한 회전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유사 

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조종 미계수 계산결과를 실험을 통한 

미계수 추정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심도별로 조종 미계수를 

추정한 후, 동적 안정성 지수를 산정하여 잠수함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Han et al. (2017) 은 잠수함의 세일위치 및 제어판 형태에 따른 

4 종류의 잠수함 모형에 대해 회전팔 실험을 수행하였다. 회전팔 

실험을 통해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수평면 운동에 대한 

동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동적 안정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안정성 범위를 갖는 잠수함 모형을 판별하였다. 

해석결과 세일과 함수 제어판의 위치는 잠수함의 수평면 동적 

안정성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선미 제어판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잠수함의 동적 안정성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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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치해석적 연구 

Tyagi et al. (2005) 는 전산유체역학을 사용하여 두 개의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형상에 대해 수평면 

평면운동장치시험을 수행하였다.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AUV 의 

좌우동요에 대한 선형 및 비선형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미계수들을 경험식을 통해 추정된 조종 미계수와 

비교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높은 

편류각에서의 평면운동장치시험에 전산유체역학 해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천수와 같은 다양한 

조건 하에 있는 잠수함의 조종성능 추정에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평면운동장치시험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Phillips et al. (2007) 는 상용 전산유체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CFX 11 을 사용하여 AUV Autosub 모형에 대해 수평면 

평면운동장치시험을 수행하였다. 평면운동장치시험 모사를 위해 

해석격자를 모형에 근접한 내부격자와 외부격자로 구분한 후, 

경계면 근처의 격자에 morph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동일모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추정한 조종 미계수와 전산유체해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조종 미계수를 비교하였으며, 모형실험에 비해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평면운동장치시험이 조종 미계수 추정에 

있어 보다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Lee et al. (2009) 는 예인수조에서의 수직면 평면운동장치실험 

결과검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과 동일한 형상의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형상에 대해 상용 전산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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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프로그램인 ANSYS CFX 를 사용하여 수직면 

평면운동장치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전산유체역학을 통해 모사한 

평면운동장치시험의 해석결과를 경험식을 통한 계산결과, 

예인수조에서의 실험결과와 비교 및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계산된 결과와 실험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며, 수조에서 수행된 평면운동장치실험의 검증에 

전산유체역학 해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an et al. (2015) 는 SUBOFF 잠수함 모형에 대한 회전팔 시험을 

전산유체역학을 통해 모사하였다. 잠수함의 회전운동 구현을 위해 

해석영역을 원통형으로 구성하였고, 잠수함이 포함된 영역과 그 

밖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잠수함이 포함된 영역에 회전운동을 

부여하였으며, 회전 중인 잠수함의 길이방향에 대한 좌우동요 힘과 

잠수함 주위의 유동장과 압력장을 계산하였다. 

Nouri et al. (2016) 는 AUV 및 날개 형상에 대해 전산유체역학을 

사용하여 수직면 평면운동장치시험을 수행하였다. 정적시험 및 

동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해석영역을 Outer region, Intermediate 

region 그리고 Inner region 으로 구성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결과를 통해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추정한 조종 

미계수를 회류수조에서 수행된 평면운동장치실험의 결과로부터 

추정한 조종 미계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평면운동장치시험이 실험값 대비 합리적인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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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정의 

2.1 해석대상 및 특징 

해석대상은 Maritime Research Institute Netherlands (MARIN)에서 

공개한 generic submarine Joubert BB2 (BB2) 잠수함 모형이다. BB2 

잠수함 (Overpelt et al., 2015)은 공개된 잠수함 모형 중 가장 최근에 

공개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인 X-형 선미 제어판을 채택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상기선형은 MARIN 에서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모형이며, 자유항주 모형실험 결과값이 

공개되어 있다. Figure 3 은 실제 해석에 사용된 BB2 모형의 형상을 

나타내며, Table 2 는 MARIN 에서 공개한 자유항주 실험결과와 

비교를 위해 동일 스케일 (λ=18.348)로 축소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BB2 잠수함 모형의 주요재원을 나타낸다. 

 

 

Figure 3. Geometry of the BB2 sub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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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the scaled BB2 submarine (Kim et al., 2017) 

Length (L) [m] 3.826 
LCG [m] (from the nose tip) 1.76 
LCB [m] (from the nose tip) 1.76 

VCG [m] (from the keel) 0.267 
VCB [m] (from the keel) 0.289 

m [kg] 730.976 
Beam [m] 0.5232 

Depth [m] (to deck) 0.5777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로 인한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어판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판 시험 수행을 위해 제어판의 회전축에 맞춰 타각조건에 

따라 제어판을 회전하였다. 식 (1)과 식 (2)를 사용하여 X-형 선미 

제어판을 각각 십자타의 수평타와 수직타에 대응하는 타각으로 

회전시켰으며 (Kim et al., 2017), Figure 4 에 선미 제어판 회전예시를 

나타내었다. 

 

𝛿𝑠 =
𝛿𝑢𝑝 𝑝𝑜𝑟𝑡 + 𝛿𝑑𝑜𝑤𝑛 𝑝𝑜𝑟𝑡 − 𝛿𝑢𝑝 𝑠𝑡𝑎𝑟𝑏𝑜𝑎𝑟𝑑 − 𝛿𝑑𝑜𝑤𝑛 𝑠𝑡𝑎𝑟𝑏𝑜𝑎𝑟𝑑

4
 (1) 

 

𝛿𝑟 =
𝛿𝑢𝑝 𝑝𝑜𝑟𝑡 − 𝛿𝑑𝑜𝑤𝑛 𝑝𝑜𝑟𝑡 + 𝛿𝑢𝑝 𝑠𝑡𝑎𝑟𝑏𝑜𝑎𝑟𝑑 − 𝛿𝑑𝑜𝑤𝑛 𝑠𝑡𝑎𝑟𝑏𝑜𝑎𝑟𝑑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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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ern plane for stern to rise & Rudder for turn to por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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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좌표계

본 연구에 사용된 좌표계는 Figure 5 와 같이 지구고정좌표계 O−

������ 와 선체고정좌표계 o − ������ 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조종운동좌표계이다. 선체고정좌표계의 원점은 BB2 잠수함 모형의 

무게중심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5. Coordinate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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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자유도 운동방정식 

강체의 운동방정식은 뉴턴 (Newton) 제 2 법칙으로 기술된다. 뉴턴 

제 2 법칙은 지구고정좌표계에서 성립하므로, 선체고정좌표계에 

대해 나타낸 운동변수들을 지구고정좌표계에 대한 값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잠수함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구고정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잠수함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지구고정좌표계에 대해 표현하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잠수함의 6 자유도 운동방정식은 선체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식 (3)은 선체고정좌표계에 대한 잠수함의 

6 자유도 운동방정식이다. 

 

𝑚[�̇� − 𝑣𝑟 + 𝑤𝑞 − 𝑥𝐺(𝑞2 + 𝑟2) + 𝑦𝐺(𝑝𝑞 − �̇�) + 𝑧𝐺(𝑝𝑟 + �̇�)] = 𝑋 

 

𝑚[�̇� − 𝑤𝑝 + 𝑢𝑟 − 𝑦𝐺 (𝑟2 + 𝑝2) + 𝑧𝐺(𝑞𝑟 − �̇�) + 𝑥𝐺(𝑞𝑝 + �̇�)] = 𝑌 

 

𝑚[�̇� − 𝑢𝑞 + 𝑣𝑝 − 𝑧𝐺(𝑝2 + 𝑞2) + 𝑥𝐺(𝑟𝑝 − �̇�) + 𝑦𝐺(𝑟𝑞 + �̇�)] = 𝑍 

 

𝐼𝑥�̇� + (𝐼𝑧 − 𝐼𝑦)𝑞𝑟 − 𝐼𝑥𝑧(�̇� + 𝑝𝑞) + 𝐼𝑦𝑧(𝑟2 − 𝑞2) + 𝐼𝑥𝑦(𝑝𝑟 − �̇�)

+ 𝑚[𝑦𝐺(�̇� − 𝑢𝑞 + 𝑣𝑝) − 𝑧𝐺(�̇� − 𝑤𝑝 + 𝑢𝑟)] = 𝐾 

 

𝐼𝑦�̇� + (𝐼𝑥 − 𝐼𝑧)𝑟𝑝 − 𝐼𝑦𝑥(�̇� + 𝑞𝑟) + 𝐼𝑧𝑥(𝑝2 − 𝑟2) + 𝐼𝑦𝑧(𝑞𝑝 − �̇�)

+ 𝑚[z𝐺(�̇� − 𝑣𝑟 + 𝑤𝑞) − 𝑥𝐺(�̇� − 𝑢𝑞 + 𝑣𝑝)] = 𝑀 

 

𝐼𝑧�̇� + (𝐼𝑦 − 𝐼𝑥)𝑝𝑞 − 𝐼𝑧𝑦(�̇� + 𝑟𝑝) + 𝐼𝑥𝑦(𝑞2 − 𝑝2) + 𝐼𝑧𝑥(𝑟𝑞 − �̇�)

+ 𝑚[𝑥𝐺(�̇� − 𝑤𝑝 + 𝑢𝑟) − 𝑦𝐺(�̇� − 𝑣𝑟 + 𝑤𝑞)] = 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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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우변의 외력은 동유체력, 정유체력, 추력 (프로펠러), 

제어력 (선수 수평타, X-형 선미 제어판)으로 구성되며 식 (4)와 

같이 외력을 표현할 수 있다. 

 

𝐹 = [𝑋  𝑌  𝑍  𝐾  𝑀  𝑁]𝑇 = 𝐹𝐻𝐷 + 𝐹𝐻𝑆 + 𝐹𝑇 + 𝐹𝐶 (4) 

 

식 (4)의 X, Y, Z 는 x, y, z 방향으로의 힘을 의미하며 K, M, N 은 x, 

y, z 축에 대한 모멘트를 의미한다. 우변의 아래첨자 HD, HS, T, C 는 

각각 동유체력, 정유체력, 추력, 제어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유체력을 제외한 동유체력, 추력, 제어력에 

관한 유체력을 SNUFOAM 해석자를 통해 계산하였으며, 잠수함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표현하기 위해 식 (5) ~ 식 (10)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다. 

 

𝑋 = 𝑋𝐻𝑆 + 𝑋𝐶 + 𝑋𝑇 + 𝑋�̇��̇� + 𝑋𝑣𝑣𝑣2 + 𝑋𝑣𝑣𝑣𝑣𝑣4 + 𝑋𝑟𝑟𝑟2 + 𝑋𝑟𝑝𝑟𝑝

+ 𝑋𝑤𝑤𝑤2 + 𝑋𝑤|𝑤| + 𝑋𝑤𝑤𝑤𝑤𝑤4 + 𝑋𝑞𝑞𝑞2 

 

(5) 
𝑋𝐻𝑆 = −(𝑊 − 𝐵)𝑠𝑖𝑛𝜃 

𝑋𝐶 = 𝑋𝛿𝑏𝛿𝑏𝛿𝑏2 + 𝑋𝛿𝑟𝛿𝑟𝛿𝑟2 + 𝑋𝛿𝑠𝛿𝑠𝛿𝑠2 

𝑋𝑇 = 𝑋𝑝𝑟𝑜𝑝 + 𝑋𝑢𝑢𝑢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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𝑌 = 𝑌𝐻𝑆 + 𝑌𝐶 + 𝑌�̇��̇� + 𝑌�̇��̇� + 𝑌�̇��̇� + 𝑌𝑣𝑣 + 𝑌𝑣|𝑣|𝑣|𝑣| + 𝑌𝑝𝑝

+ 𝑌𝑝|𝑝|𝑝|𝑝| + 𝑌𝑟𝑟 + 𝑌𝑟|𝑟|𝑟|𝑟| + 𝑌𝑣|𝑟|𝑣|𝑟| + 𝑌𝑤𝑝𝑤𝑝

+ 𝑌𝑝𝑞𝑝𝑞 + 𝑌𝑞𝑟𝑞𝑟 

 
(6) 

𝑌𝐻𝑆 = (𝑊 − 𝐵)𝑐𝑜𝑠𝜃𝑠𝑖𝑛𝜙 

𝑌𝐶 = 𝑌𝛿𝑟𝛿𝑟  

 

𝑍 = 𝑍𝐻𝑆 + 𝑍𝐶 + 𝑍�̇��̇� + 𝑍�̇��̇� + 𝑍0 + 𝑍𝑣𝑣𝑣2 + 𝑍𝑟𝑟𝑟2 + 𝑍𝑤𝑤

+ 𝑍𝑤𝑤𝑤2 + 𝑍𝑤|𝑤|𝑤|𝑤| + 𝑍𝑤𝑤𝑤𝑤𝑤4 + 𝑍𝑞𝑞

+ 𝑍𝑞𝑞𝑞2 + 𝑍𝑞|𝑞|𝑞|𝑞| + 𝑍𝑣𝑝𝑣𝑝 + 𝑍𝑤|𝑞|𝑤|𝑞| + 𝑍𝑝𝑟𝑝𝑟 

 
(7) 

𝑍𝐻𝑆 = (𝑊 − 𝐵)𝑐𝑜𝑠𝜃𝑐𝑜𝑠𝜙 

𝑍𝐶 = 𝑍𝛿𝑏𝛿𝑏 + 𝑍𝛿𝑠𝛿𝑠   

 

𝐾 = 𝐾𝐻𝑆 + 𝐾𝐶 + 𝐾�̇��̇� + 𝐾�̇��̇� + 𝐾�̇��̇� + 𝐾𝑣𝑣 + 𝐾𝑣|𝑣|𝑣|𝑣| + 𝐾𝑝𝑝

+ 𝐾𝑟𝑟 + 𝐾𝑟|𝑟|𝑟|𝑟| + 𝐾𝑣𝑤𝑣𝑤 + 𝐾𝑤𝑝𝑤𝑝 + 𝐾𝑤𝑟𝑤𝑟

+ 𝐾𝑣𝑞𝑣𝑞 + 𝐾𝑞𝑟𝑞𝑟 + 𝐾𝑝𝑞𝑝𝑞 

 
(8) 

𝐾𝐻𝑆 = (𝑦𝐺𝑊 − 𝑦𝐵𝐵)𝑐𝑜𝑠𝜃𝑐𝑜𝑠𝜙 − (𝑧𝐺𝑊 − 𝑧𝐵𝐵)𝑐𝑜𝑠𝜃𝑠𝑖𝑛𝜙 

𝐾𝐶 = 𝐾𝛿𝑟𝛿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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𝑀 = 𝑀𝐻𝑆 + 𝑀𝐶 + 𝑀�̇��̇� + 𝑀�̇��̇� + 𝑀0 + 𝑀𝑣𝑣𝑣2 + 𝑀𝑣𝑣𝑣𝑣𝑣4

+ 𝑀𝑟𝑟𝑟2 + 𝑀𝑤𝑤 + 𝑀𝑤𝑤𝑤2 + 𝑀𝑤|𝑤|𝑤|𝑤| + 𝑀𝑞𝑞

+ 𝑀𝑞𝑞𝑞2 + 𝑀𝑞|𝑞|𝑞|𝑞| + 𝑀𝑣𝑟𝑣𝑟 + 𝑀𝑣𝑝𝑣𝑝

+ 𝑀|𝑤|𝑞|𝑤|𝑞 + 𝑀𝑟𝑝𝑟𝑝 

 

(9) 

𝑀𝐻𝑆 = (𝑥𝐺𝑊 − 𝑥𝐵𝐵)𝑐𝑜𝑠𝜃𝑐𝑜𝑠𝜙 − (𝑧𝐺𝑊 − 𝑧𝐵𝐵)𝑠𝑖𝑛𝜃𝑠𝑖𝑛𝜙 

𝑀𝐶 = 𝑀𝛿𝑏𝛿𝑏+𝑀𝛿𝑠𝛿𝑠  

 

𝑁 = 𝑁𝐻𝑆 + 𝑁𝐶 + 𝑁�̇��̇� + 𝑁�̇��̇� + 𝑁�̇��̇� + 𝑁𝑣𝑣 + 𝑁𝑣|𝑣|𝑣|𝑣| + 𝑁𝑝𝑝

+ 𝑁𝑟𝑟 + 𝑁𝑟|𝑟|𝑟|𝑟| + 𝑁|𝑣|𝑟|𝑣|𝑟 + 𝑁𝑣𝑞𝑣𝑞 + 𝑁𝑤𝑝𝑤𝑝

+ 𝑁𝑝𝑞𝑝𝑞 + 𝑁𝑞𝑟𝑞𝑟 

 
(10) 

𝑁𝐻𝑆 = (𝑥𝐺𝑊 − 𝑥𝐵𝐵)𝑐𝑜𝑠𝜃𝑠𝑖𝑛𝜙 − (𝑦𝐺𝑊 − 𝑦𝐵𝐵)𝑠𝑖𝑛𝜃 

𝑁𝐶 =    𝑁𝛿𝑟𝛿𝑟  

 

식 (5) ~ 식 (10)의 W 와 B 는 각각 잠수함의 무게와 부력을 

의미한다. 또한, 𝑥𝐺 , 𝑦𝐺 , 𝑧𝐺는 잠수함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𝑥𝐵 , 𝑦𝐵 , 𝑧𝐵  

는 잠수함의 부력중심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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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상구속모형시험 조건 

SNUFOAM 해석자를 사용하여 저항시험, 추진기 단독성능시험, 

자항시험을 수행한 후, 가상구속모형시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3 에 가상구속모형시험의 범위와 해석조건을 나타내었으며, 

아래의 시험을 통해 추정 불가능한 조종 미계수들은 Shin (2007)의 

값을 차용하여 수평면 선회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다. 

 

Table 3. Virtual captive model tests condition 

항목 시험조건 

수평면 

사항시험 
사항각[deg] -20, -15, -10, -6, -3, 0, 3, 6, 10, 15, 20 

수직면 

사항시험 
사항각[deg] 0, 3 ,6 ,10, 15, 20 

선수 

수평타시험 
사항각[deg] -30, -20, -10, -5, 0, 5, 10, 20, 30 

선미제어판 

시험: 수직면 
사항각[deg] 

-21, -18, -15, -12, -9, -6, -3, 0, 3, 6, 9, 

12, 15, 18, 21 

선미제어판 

시험: 수평면 
사항각[deg] 0, 3, 6, 9, 12, 15, 18, 21 

순수 

좌우동요시험 

진폭[m] 0.475 

�̇� [-] 0.15, 0.2, 0.3, 0.6 

좌우/선수동요 

조합시험 

진폭[m] 0.475 

최대선수각 

[deg] 
6.38, 9.02, 11.05, 12.76, 14.27 

𝑟 [-] 0.1, 0.2, 0.3, 0.4, 0.5 

최대선수각 

[deg] 

9.38, 12.02, 14.05, 12.38, 15.02, 

17.05, 15.38, 18.02, 20.05 

𝑟 [-]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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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상하동요시험 

진폭[m] 0.475 

�̇� [-] 0.1, 0.15, 0.2, 0.3, 0.4 

상하/종동요 

조합시험 

진폭[m] 0.475 

최대선수각 

[deg] 
6.38, 7.81, 9.02, 11.05, 12.76 

𝑞 [-] 0.1, 0.15, 0.2, 0.3, 0.4 

최대선수각 

[deg] 

9.38, 12.02, 14.05, 12.38, 15.02, 

17.05, 15.38, 18.02, 20.05 

𝑞 [-]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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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유체해석 

3.1 지배방정식 

SNUFOAM 해석자를 통한 BB2 잠수함의 가상구속모형시험은 

낮은 마하 수 영역에서 수행되므로 비압축성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전 해석영역에 대한 유동장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위 가정들을 통한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은 식 (11) ~ 식 (12)와 같다. 

 

∇ ∙ 𝐔 = 0 (11) 

 

𝜕𝐔

𝜕𝑡
+ ∇ ∙ (𝐔𝐔) = −

1

𝜌
∇𝑝 + ∇ ∙ (𝜈∇𝐔) + 𝒈 (12) 

 

위의 식에서 𝐔  는 유체의 속도벡터, ρ 는 밀도, 𝑝  는 압력, 𝜈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 𝒈 는 체적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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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석영역 및 해석조건 

본 연구의 목적인 X-형 선미 제어판 배치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파악 및 조종성능 추정을 위해 BB2 잠수함의 해석영역을 

Figure 6 과 같이 설정하였다.  해석영역의 크기는 잠수함의 길이 

L 을 기준으로 -3L < X < 4.5L,  -2.6L < Y < 2.6L,  -2.6L < Z < 2.6L 이다.  

 

 

Figure 6. Computational domain for BB2 submarine 

 

해석에 사용된 난류모델은 Two equation model 중 하나인 Launder 

and Spalding (1974)가 제안한 표준 k  모델이다. 압력-속도 

연성기법으로는 정적시험에는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동적시험에는 P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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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격자는 STAR-CCM+의 직교격자 기반의 비정렬 격자 생성법인 

Trimmer 기법을 사용하여 생성하였으며 사용된 총 격자의 수는 

2,807,299 개이다. 

Figure 7 에는 생성된 잠수함 주위격자를, Figure 8 에는 잠수함의 

표면격자를 나타내었다. 경계조건으로는 Inlet 과 Hull 에 Dirichlet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Outlet, Top, Bottom, Side 에는 Neumann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벽함수의 적용을 위해 BB2 잠수함의 첫 

번째 격자가 log-layer 에 놓일 수 있도록 평균 𝑦+의 값을 70 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실험과 동일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실험과 

동일한 Reynolds number (5.2 × 106)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7. Generated mesh for virtual captive mod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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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urface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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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상구속모형시험 해석기법 

3.3.1 정적시험 해석기법 

수직면 사항시험, 수평면 사항시험을 위해서는 각도조건마다 

잠수함을 회전시킨 후, 격자를 재생성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의 재생성 없이 격자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Figure 

9 과 같이 해석대상을 포함한 Inner Zone 과 그 밖의 Outer Zone 으로 

나누었으며, Inner Zone 과 Outer Zone 의 경계에는 Arbitrary Mesh 

Interface 를 적용하였다. 최초 생성된 격자의 회전영역을 잠수함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각도조건에 따라 회전시켜 해석조건별로 

격자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Figure 9. Concept of stati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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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제어판 시험 해석기법 

제어판 시험은 선수 수평타, X-형 선미 제어판에 대해 수행된다. 

제어판 시험을 위해 BB2 잠수함 모형의 선수 수평타 및 X-형 선미 

제어판을 회전축에 맞춰 타각조건에 따라 회전시킨 후, 격자를 

생성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10 에 잠수함의 수직면 운동을 

위한 X-형 선미 제어판의 타각 +21deg 조건에서의 회전을 

나타내었다. 

 

 

Figure 10. Rotated geometry for control plan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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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동적시험 해석기법 

순수 좌우동요 시험, 좌우/선수동요 조합시험, 순수 상하동요 

시험, 상하/종동요 조합시험의 구현을 위해 정적시험 해석기법과 

동일하게 Arbitrary Mesh Interface 를 적용하여 잠수함을 포함한 

회전영역인 Inner Zone 과 고정영역인 Outer Zone 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 좌우동요, 상하동요 시험 구현을 위해 Figure 

9 의 Inner Zone 과 Outer Zone 에 주기적인 병진운동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좌우/선수동요, 상하/종동요 

조합시험의 구현을 위해 Inner Zone 에는 주기적인 병진운동과 

주기적인 회전운동을, Outer Zone 에는 Inner Zone 과 같은 동일 

주기의 병진운동만 부여하여 가상구속모형시험의 동적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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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구속모형시험 

4.1 격자 의존도 시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격자 

의존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격자 의존도 시험의 절차는 미국 

기계학회 (American Mechanical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에서 

제안한 절차 (Celik et al., 2008)에 따라 진행되었다. Table 4 는 생성된 

초기격자에 대한 격자 의존도 시험의 결과이다.  

시험을 위해 각 격자 케이스별로 총 격자 수 1,211,204 개인 

coarse 격자계와 2,788,222 개인 medium 격자계 그리고 

6,658,833 개인 fine 격자계를 선정하였다. 시험결과 각 격자 케이스 

간의 representative cell의 비율이 1.3으로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공간격자의 확장비가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잠수함의 저항은 각 격자 케이스별로 19.3738N, 19.3951N, 

19.4611N 으로 계산되었으며, 외삽된 저항 (Extrapolated value)는 

19.4923 으로 확인되었다. Approximate relative error 는 2.08%, 

Extrapolated relative error 는 0.16%, Grid convergence index 는 0.2%로 

적절한 수준의 격자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medium 케이스인 2,788,222 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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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erification test for virtual captive model tests 

 coarse medium fine 
Total number of cells 1,211,204 2,788,222 6,658,833 
Representative cell, h 0.2417 0.1831 0.1369 

Ratio of h - 1.32 1.33 

Results 

X[N] -19.3738 -19.3951 -19.4611 
Extrapolated value, 𝜙𝑒𝑥𝑡

21  -19.4923 
Approximate relative error, 휀𝑎

21 0.33% 
Extrapolated relative error, 휀𝑒𝑥𝑡

21  0.16% 
Grid convergence index, 𝐺𝐶𝐼𝑓𝑖𝑛𝑒

2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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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저항시험, 추진기 단독성능시험, 자항시험 

4.2.1 저항시험 

저항시험은 다양한 선속에서 잠수함에 작용하는 전체 저항을 

계산한다. BB2 잠수함의 저항시험에 앞서 SNUFOAM 해석자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DARPA Suboff 잠수함 모형 (Grove et al., 

1989)에 대해 저항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영역은 Figure 6 의 BB2 잠수함 해석영역의 크기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난류모델은 표준 k  모델을 사용하였고 압력-속도 

연성기법은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검증에 사용된 총 격자수는 3,264,477 개이다. Figure 11 은 

잠수함의 형상, Figure 12 는 생성된 잠수함의 공간격자를 나타내며, 

Table 5 에 해석검증에 사용된 DARPA Suboff 잠수함 모형의 

주요재원을 나타내었다. 

 

 

Figure 11. Geometry of DARPA Suboff 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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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Generated mesh for validation tests 

 

Table 5. Principal dimensions of DARPA Suboff 

Length overall 𝐿𝑂𝐴 4.356𝑚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𝐿𝑃𝑃 4.261𝑚 

Maximum hull radius 𝑅𝑚𝑎𝑥 0.254𝑚 
Longitudinal center of buoyancy LCB 0.4621𝐿𝑂𝐴 

Volume of displacement ∇ 0.718𝑚3 
Wetted surface 𝑆𝑤𝑎 6.338𝑚2 

 

STAR-CCM+로 생성한 DARPA Suboff 잠수함 모형의 비정렬 

격자를 사용하여 5, 9, 12, 15, 18 knots 의 속도조건에 대해 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를 Crook et al. (1990)의 실험값과 Byeon et al. 

(2018)의 Realizable k    난류모델을 사용한 계산결과와 비교, 

검증하여 Figure 1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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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Resistance test results of DARPA suboff model 

 

SNUFOAM 해석자를 통해 계산된 잠수함의 저항값은 Crook et al. 

(1990)의 실험값 대비 평균 0.713%의 오차를 보였다. 또한, 국부 

유동장의 비교를 위해 DARPA Suboff 잠수함 모형의 프로펠러면 

근방 𝑥/𝐿 = 0.978 에서의 반류분포를 Chase (2012)의 실험값과 비교, 

검증하였다. Figure 14 는 Chase (2012)의 국부 유동 계측값과 

SNUFOAM 해석자를 사용한 전산유체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33 

 

 

Figure 14. Wake velocity of DARPA Suboff at 𝑥/𝐿 = 0.978 

 

해석결과 잠수함 세일에서 발생하여 잠수함 선미로 향하는 

유동의 날개 끝 보오텍스 (Tip vortex)를 확인하였으며, 추진기 

앞면에 놓인 십자형 선미 제어판에서 발생하는 후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검증 결과 전체적으로 모형시험과 경향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수행한 저항시험 검증과정을 통해 SNUFOAM 해석자를 

잠수함의 저항해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NUFOAM 해석자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해석대상인 BB2 잠수함 

모형에 대해 저항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15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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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Resistance test results of BB2 submar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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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추진기 단독성능시험 

해석대상은 MARIN 7371R propeller 이며, Pontarelli (2017)의 동일 

추진기에 대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아래 

Figure 16 에 해석에 사용된 MARIN 7371R propeller 의 격자를 

나타내었다. 

 

 

Figure 16. Generated mesh of MARIN 7371R propeller 

 

전진비 0.1 에서 0.9 까지 0.1 단위로 9 개 조건에 대해 sliding 

mesh 를 사용하여 추진기 단독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Figure 17 에 

프로펠러의 성능 𝐾𝑇 , 𝐾𝑄을 나타내었다. 전진비 3개 조건 (J = 0.3, 0.5, 

0.7)에 대해 Pontarelli (2017)의 단독성능 실험결과와 비교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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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토크와 추력 모두 실험값 대비 오차평균 3% 이내의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17. Propeller open water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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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자항시험 

SNUFOAM 해석자의 검증을 위해 BB2 잠수함 모형 및 MARIN 

7371R propeller 대해 자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전산유체역학을 통해 

자항시험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actuator disk 를 사용하여 추진기로 

인한 유체의 가속을 모사하는 방법과, sliding mesh 를 사용하여 

추진기를 포함한 일부 격자영역을 직접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자항시험의 모사를 위하여 sliding mesh 를 

사용하여 Re 5.2 × 106 조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18 에 

해석을 위해 사용한 격자를 나타내었으며, Figure 19에 SNUFOAM을 

통한 해석결과와 Kim et al. (2017)의 실험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Figure 18. Generated mesh & geometry for self-propuls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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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elf-propulsion test results 

 

SNUFOAM 해석자를 사용한 자항시험을 통해 얻은 자항점은 

261.87 rpm 이며, Kim et al. (2017)의 결과와 2.4%의 오차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력 감소계수 (t)는 0.1666, 반류비 (w)는 

0.3312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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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종 미계수 검증 

Bettle (2014)는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Canada 의 semi-

empirical methods 기반 잠수함 조종성능 추정 프로그램인 DRDC 

submarine simulation program (DSSP)를 사용하여 BB2 모형에 대한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해 추정한 조종 미계수 결과의 검증을 위해 DSSP 를 통해 

계산된 조종 미계수 결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Figure 20 - 25 에 

SNFUOAM 의 해석결과와 Bettle (2014)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20. Comparison of Z-force of static α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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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omparison of M-moment of static α tests 

 

Figure 22. Comparison of Y-force of static β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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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omparison of N-force of static β tests 

 

Figure 24. Comparison of velocity results of pure pitch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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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Comparison of velocity results of pure sway tests 

 

검증결과 Figure 20 - 25 와 같이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해 계산된 

유체력의 경향은 Bettle (2014)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해 추정한 조종 미계수의 

결과가 DSSP 의 조종 미계수 결과에 비해 평균오차 17%의 차이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차는 점성을 고려하지 않는 

포텐셜 유동기반 해석 프로그램인 DSSP 과는 달리 

SNUFOAM 해석자를 이용한 가상구속모형시험은 점성과 

난류유동을 고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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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적시험

4.4.1 수직면 사항시험

수직면 사항시험은 Figure 26 과 같이 잠수함의 예인속도를 

실선속도 기준 10knots 로 고정시킨 채, 받음각을 변화시키며 

잠수함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는 시험이다. 

Figure 26. Static α tests

Figure 27 - 29 는 잠수함의 받음각이 각각 0deg, +10deg, +20deg 일 

때, 잠수함 표면의 압력계수 분포와 무차원화 된 잠수함 주위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받음각이 커짐에 따라 잠수함 모형 주위 

유동에서 박리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잠수함의 세일에 

의해 교란된 유동이 선미 방향으로 빠져나감을 확인하였다.

 Figure 30 - 32 는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해 계산된 받음각 조건에 

따른 전후동요 힘, 상하동요 힘 그리고 종동요 모멘트에 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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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tatic α test results (0deg) 

 

Figure 28. Static α test results (+10deg) 

 

Figure 29. Static α test results (+20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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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X-force of static α tests 

 

Figure 31. Z-force of static α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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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M-moment of static α tests 

 

받음각이 양수일 때, 종동요 모멘트가 양의 값 (선수가 부상하는 

방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잠수함 모형에 걸리는 유체력의 

중심이 선수방향에 위치하여 잠수함의 종동요 운동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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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수평면 사항시험

수평면 사항시험은 Figure 33 과 같이 잠수함을 일정 예인속도로 

해석조건에 따라 사항각을 변화시키며 잠수함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는 시험이다. 잠수함은 좌우대칭 형상이므로 음의 

사항각 조건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33. Static β tests

Figure 34 - 36 은 잠수함의 사항각이 각각 -3deg, -10deg, -20deg 일 

때, 잠수함 표면의 압력계수 분포와 무차원화 된 주위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사항각이 커짐에 따라 잠수함의 부가물에 의해 교란된 

유동이 선미방향으로 빠져나감을 확인하였다. 

Figure 37 - 40 은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해 계산된 사항각 조건에 

따른 전후동요 힘, 좌우동요 힘, 횡동요 모멘트, 선수동요 모멘트에 

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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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tatic β test results (-3deg) 

 

Figure 35. Static β test results (-10deg) 

 

Figure 36. Static β test results (-20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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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X-force of static β tests 

 

Figure 38. Y-force of static β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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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K-moment of static β tests 

 

Figure 40. N-moment of static β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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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수평면 사항시험의 선수동요 모멘트와 수직면 

사항시험의 종동요 모멘트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잠수함의 유동현상에 주요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세일이 midship 

근처에 위치하여 moment-arm 이 짧게 형성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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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어판 시험

4.5.1 선수 수평타 시험

선수 수평타 시험은 Figure 41 과 같이 잠수함의 예인속도를 

실선속도 기준 10knots 로 고정시킨 채, 사전에 설정된 선수 수평타 

각도조건에 따라 선수 수평타를 회전시키며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는 시험이다.

Figure 41. Bow plane tests

Figure 42 에 선수 수평타의 상하방향에 따른 표면 압력계수를 

나타내었고, Figure 43 - 45 에 선수 수평타 시험을 통해 계산된 선수 

수평타의 타각조건에 따른 전후동요 힘, 상하동요 힘 그리고 

종동요 모멘트를 나타내었다. 시험을 통해 얻은 유체력 결과를 

사용하여 최소제곱법을 통해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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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Bow plane test results (+20deg)

Figure 43. X-force of bow plan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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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Z-force of bow plane tests 

 

Figure 45. M-moment of bow plan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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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수직면 사항시험의 종동요 모멘트에 비해 비교적 작은 

종동요 모멘트가 발생하였다. 이는 선수 수평타가 잠수함의 

무게중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작은 moment-arm 을 

형성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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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선미 제어판 시험: horizontal motion

본 시험은 X-형 선미 제어판이 십자형 선미 제어판의 수직타 

역할을 할 때에 대한 시험이다. Figure 46 과 같이 일정 예인속도에서 

타각조건에 따라 X-형 선미 제어판을 회전시키며 잠수함 모형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잠수함은 좌우대칭 

형상이므로 본 시험에서는 양의 제어판 각도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46. Control plane tests: horizontal motion

Figure 47 에 잠수함의 좌우운동을 위한 십자형 선미 제어판의 

수직타각 +21deg 에 대응하는 X-형 선미 제어판의 표면 압력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Figure 48 - 51 에는 본 시험을 통해 계산된 

전후동요 힘, 좌우동요 힘, 횡동요 모멘트, 선수동요 모멘트를 

타각조건에 대해 나타내었으며, 계산된 유체력을 사용하여 

최소제곱법을 통해 관련된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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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Control plane test results: horizontal motion (+21deg)

Figure 48. X-force of control plane test results: horizont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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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Y-force of control plane test results: horizontal motion 

 

Figure 50. K-moment of control plane test results: horizont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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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N-moment of control plane test results: horizontal motion 

 

십자형 선미 제어판의 경우, 상부 수직타가 하부 수직타 보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타의 조작으로 인한 횡동요 모멘트가 

발생한다. 하지만 X-형 선미 제어판의 경우 모든 제어판의 크기가 

동일하고,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횡동요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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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선미 제어판 시험: vertical motion

본 시험은 X-형 선미 제어판이 십자형 선미 제어판의 수평타 

역할을 할 때에 대한 시험이다. Figure 52 와 같이 일정 예인속도에서 

타각조건에 따라 제어판을 회전시키며 잠수함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Figure 52. Control plane tests: vertical motion

Figure 53 에 잠수함의 상하운동을 위한 십자형 선미 제어판의 

수평타각 +21deg 회전에 대응하는 X-형 선미 제어판의 표면 

압력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Figure 54 - 56 에는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해 계산된 

전후동요 힘, 상하동요 힘 그리고 종동요 모멘트를 타각조건에 

대해 나타내었다. 계산된 유체력 결과를 사용하여 최소제곱법을 

통해 조종 미계수를 도출하였다.



61

Figure 53. Control plane test results: vertical motion (+21deg)

Figure 54. X-force of control plane test results: vertic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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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Z-force of control plane test results: vertical motion 

 

Figure 56. M-moment of control plane test results: vertic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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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절의 시험과 같이 본 시험에서도 일정이상의 선미 제어판 

타각조건 (15deg - 20deg)에서는 상하동요 힘과 종동요 모멘트가 

선형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잠수함의 조종에서 X-형 선미 제어판 타각을 15deg 이상으로 잡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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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동적시험 

수직면에서 수행되는 동적시험은 상하동요와 종동요 속도 및 

가속도에 관련된 조종 미계수 획득을 위한 시험이며, 수평면에서 

수행되는 동적시험은 좌우동요와 선수동요 속도 및 가속도와 

관련된 조종 미계수 획득을 위한 시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면에서 수행되는 순수 상하동요 시험과 상하/종동요 

조합시험을 수행하였고, 수평면에서 수행되는 순수 좌우동요 

시험과 좌우/선수동요 조합시험을 Table 3 에 따라 수행하였다. 

Figure 57 - 58 에 순수 상하동요, 종동요 시험의 가속도항을 

나타내었으며, Figure 59 - 60 에 순수 좌우동요, 선수동요 시험의 

가속도항을 나타내었다. 

 

Figure 57. Acceleration results of pure heav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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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Acceleration results of pure pitch tests 

 

Figure 59. Acceleration results of pure swa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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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0. Acceleration results of pure yaw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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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평면 선회 시뮬레이션 

앞서 수행된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하여 BB2 잠수함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하였으며, 계산결과를 사용하여 최소제곱법을 통해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추정된 조종 미계수를 

사용하여 2.3 절의 조종모델을 3 자유도로 구성한 후, 수평면 

선회시험에 대한 조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평면 선회 

시뮬레이션에 대한 조종성능 지표 (Advance, Transfer, Tactical 

Diameter)의 검증을 위해 Overpelt et al. (2015)의 자유항주 모형실험 

결과값과 비교하였다. Figure 61 에 수평면 선회 시험의 조종성능 

지표들을 나타내었다. 

 

 

Figure 61. Turning circle tests (Renils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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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면 선회 시뮬레이션은 10deg, 15deg, 20deg, 30deg 의 타각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30deg 의 타각조건에 대한 선회 시뮬레이션 

궤적을 Overpelt et al. (2015)의 자유항주 모형실험의 선회궤적과 비교, 

검증하였다. Table 6 에 30deg 타각조건에 대한 선회 시뮬레이션의 

3 가지 조종성능 지표들을 Overpelt et al. (2015)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62 에는 타각조건 30deg 에 대한 선회 시뮬레이션 

궤적과 Overpelt et al. (2015)의 동일 타각조건에 대한 모형실험 

궤적을, Figure 63 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4 개의 타각조건에 대한 

선회 시뮬레이션 궤적을 나타내었다.  

 

Table 6. Turning circle test results 

30deg SNUFOAM 
Overpelt et al. 

(2015) 

Transfer 1.224L 1.230L 

Advance 1.729L 2.019L 

Tactical 

diameter 
2.540L 2.800L 

  

3 가지 조종성능 지표들을 비교한 결과 선회 시뮬레이션 궤적 

결과가 Overpelt et al. (2015)의 실험값 대비 평균오차 10% 이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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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Comparison of maneuvering simulation results 

 

Figure 63. Maneuvering simulation (turning cir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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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X-형 선미 제어판 배치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파악 및 조종성능 추정을 위해 SNUFOAM 을 사용하여 BB2 

잠수함에 대한 가상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계산된 유체력을 

통해 X-형 선미 제어판 배치로 인한 잠수함의 유체력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소제곱법을 통해 추정된 조종 미계수를 

사용하여 수평면 선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시뮬레이션 궤적 

결과에 대한 자유항주 모형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격자 의존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적절한 수준의 격자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행하였으며, 미국 

기계학회에서 제안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Grid convergence 

index 값이 0.2%로 계산되었으며, 최종 해석은 2,788,222 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SNUFOAM 해석자 검증을 위해 DARPA Suboff 

잠수함에 대한 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해석영역은 BB2 잠수함의 

해석영역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잠수함의 저항값과 프로펠러면 

근방에서의 국부유동을 선행연구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계산된 

저항값은 선행연구의 실험값에 비해 0.713%의 평균오차를 

보였으며, 국부유동의 비교를 통해 해석결과가 모형실험을 통해 

계측된 유동의 경향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가상구속모형시험에 앞서 BB2 모형에 대한 

저항 및 추진기 단독성능시험 그리고 자항시험을 수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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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 단독성능시험 및 자항시험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위의 시험 모두 실험값 대비 오차범위 3% 

이내로 계산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SNUFOAM 해석자를 통한 

전산유체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가상구속모형시험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Bettle (2014)의 DSSP 

프로그램을 통한 해석결과와 SNUFOAM 을 통해 수행한 

가상구속모형시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험을 통해 계산된 

유체력 및 최소제곱법을 통해 추정한 조종 미계수 모두 Bettle 

(2014)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난류유동의 해석으로 

인한 오차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가상구속모형시험의 수직면 사항시험, 수평면 사항시험, 제어판 

시험, 동적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사항시험을 통해 잠수함의 

압력중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어판 시험을 통해 잠수함이 

좌우로 선회할 때, X-형 선미제어판의 조작으로 인한 횡동요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을 통해 계산된 유체력을 사용하여 최소제곱법을 통해 조종 

미계수를 추정하였고, 조종모델에 대해 수평면 선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행된 시뮬레이션의 선회궤적을 Overpelt et al. (2015)의 

자유항주 모형실험 궤적과 비교, 검증하였다. 3 가지 조종성능 

지표들을 비교한 결과 가상구속모형시험을 통한 선회 

시뮬레이션의 조종성능 지표는 Overpelt et al. (2015)의 실험값 대비 

평균오차 10% 이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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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euverability Assessment of a Submarine with  

X-form Aft Configuration 

using Virtual Captive Model tests 

 

Ki-Hyeon Cheon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X-form configuration of submersible vehicle has advantages of better 

maneuverability than the cruciform configuration,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used. The X-form configuration has much longer span of control 

planes than those of the cruciform configuration, so it has the advantage of 

generating larger control force. Its control system, however, is complex, 

because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induced by control planes were coupled. 

For the reason above, its dynamic characteristics should be analyzed by 

identifying a dynamic modelling and deriving maneuvering derivatives. 

The present study concerned virtual captive model tests for a submarine 

with an X-form configuration. The test model was generic submarine Joubert 

BB2 (BB2), of which design was open most recently by Maritime Research 

Institute Netherlands (MARIN). A model of the same scale ratio wa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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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pare turning circle simulation results with the free running test results 

reported by MARIN. The hydrodynamic force on the BB2 model was 

estimated using virtual captive model test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o do this, SNUFOAM, an object-oriented open source CFD tool-kit, was 

used as a solver for unsteady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URANS) 

simulation. Total grid size used for URANS simulation was about three 

million cells. Standard k    was selected for turbulence model and wall 

function was used with averaged 𝑦+= 70. In addition, dynamic mesh library 

was used for dynamic tests. Maneuvering derivatives were calculated using 

hydrodynamic force obtained by virtual captive model tests using URANS 

simulation. Finally, maneuvering simulation for turning circle tests was 

carried out using equations of motion, which include the maneuvering 

derivatives, thrust, hydrostatic and control force. This study proved that virtual 

captive model tests with SNUFOAM can be useful for the analysis of the 

maneuvering performance of the submarine. 

 

Keywords: Submarine, Virtual Captive Model Tests, Maneuvering 

Coefficients, CFD, SNUFOAM, X-form Aft Configuration 

Student Number: 2017-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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