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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파랑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은 선박의 저항성능 및 

내항성능의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포텐셜 이론에 

바탕을 두어 접근해 왔으며 상하동요나 종동요 운동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선박의 안정성 측면과 관련하여 횡동요 운동과 같이 

점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성을 고려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파랑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위해 자유수면 처리기법 및 수치 수조 기법, 그리고 

격자 변형 기법에 대해 각각 고찰하였으며 실제 파랑 중 선박의 

운동 해석에 적용하였다. 

자유수면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은 선박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활주선과 같이 

양력으로 지지되는 선형은 압력 분포로 인한 자세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를 위해 상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체적분율 이송 

문제와 댐 붕괴 문제, 그리고 슬로싱 문제 등 잘 알려진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하여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을 검증하였다.  

파랑을 모사하기 위하여 파 생성항을 이용하여 수치수조에서 

파의 생성을 구현하였으며 반사파 및 산란파가 적절하게 



 

 

ii 

 

제거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위해 격자 변형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적용된 기법은 대변위 운동해석이 가능하도록 

비정합 경계면 기법과 격자 스트레칭 기법을 함께 적용하였다. 

개발 및 적용된 기법을 바탕으로 정수 중 고속 활주선의 

자세를 추정하여 실험과 비교하였으며, 선수파 중 크루즈 선형의 

6자유도 운동 해석 또한 수행하여 실험과 비교 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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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은 선박의 안정성 및 내항성의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포텐셜 이론에 바탕을 두어 

접근해 왔으며 선박의 상하동요나 종동요 운동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박의 횡동요 운동에서는 종동요 운동과는 달리 빌지(bilge)에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핀 

안정기(fin stabilizer)나 빌지 킬(bilge keel) 등이 붙어있는 경우 

와류의 영향은 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점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운동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선박의 

횡동요 운동은 종동요 및 상하동요와 강하게 연성되어있으므로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 시 점성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랑 하중은 선박의 6자유도 운동에서 복원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선박의 손상이나 파랑 조건에 따라 복원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실제 1993년에는 서해훼리(Seohae 

ferry)호가 정원 초과 상태로 운항 중 기상 악화로 인하여 

전라북도 위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면서 약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4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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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Sewol)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복원력 상실로 인해 침몰, 약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Fig. 1.1>. 

 

 

Fig. 1.1 횡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서해훼리호(좌)와 세월호(우) 

이 외에도, 선미파(following wave)의 경우 특정 파 조건을 

만족할 때 선박의 복원력이 작아지고 직진 안정성이 떨어져 배가 

순식간에 기울어 전복되는 브로칭 현상(broaching)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선박은 운항 중 선체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파랑과 

같은 외력으로 인해 복원성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으며 

전복이나 침몰과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파랑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보다 정도 높게 해석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를 

이용한 연구가 최근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FD를 

이용하여 파랑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유수면 유동 해석 기법과 파랑을 구현하기 위한 수치 수조 

기법, 그리고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격자 변형 

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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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자유수면에 대한 처리는 VOF (Volume of Fluid) 기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Hirt and Nicholls, 1981) 체적분율 이송 

방정식을 활용하여 두 유체 사이의 상경계면(interface)을 

정의하였다. 날카로운 상경계면을 얻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한 

방법으로 고해상도 차분기법을 활용한 경계면 포착기법(Interface 

Capturing)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Ubbink (1997)는 

상류차분도식과 하류차분도식을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는 

CICSAM (Compressive Interface Capturing Scheme for 

Arbitrary Meshes) 기법을 제안하였다. Muzaferija 등(1999)은 

HRIC (High Resolution Interface Captur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해상도 차분기법의 경우 유동 조건이나 사용 

격자계에 따라 상경계면에서 번짐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Rusche 

(2002)는 경계면 압축기법(Interface Compression Method)를 

사용하여 상경계면 근처에서만 수치확산을 억제하여 최대한 

날카로운 상경계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유동 조건에 따라 

상경계면이 계단 형상과 같은 비물리적인 모양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박선호 등 (2012)은 

경계면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KCS 선형 주위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1.2>와 같이 비 물리적인 상경계면의 형상의 

발생이 인위적인 속도의 크기 및 격자의 질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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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경계면 압축 기법을 사용한 KCS 주위의 자유수면 유동 

해석과 비물리적인 상경계면의 발생 

수치 수조 기법은 파랑 환경을 수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법으로 반사파와 산란파를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Kim 등 (2010)과 Nam 등 (2010)은 내부 파 생성항을 

이용하여 파를 생성하면서 반사파 및 산란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Kim 등 (2012)은 이를 확장하여 EOM 

(Euler Overlay Method)를 제안하였다. 

CFD를 이용한 파랑 중 선박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앞서 

설명한 자유수면 기법과 수치 수조 기법, 그리고 운동 해석 

기법들이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 Sato 등 (1999)은 규칙 

선수파에서 항주하고 있는 선박의 2자유도 운동(상하동요, 

종동요)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선체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격자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Weymouth 등 (2005)은 중첩격자를 사용하여 위글리 

선형(Wigley hull form)에 대해 선수파 중 2자유도 

운동(상하동요, 종동요)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Wilson 등 

(2006)은 천천히 전진하고 있는 DTMB (David Taylor Model 

Basin) 5512 선형의 횡동요 문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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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ca 등 (2007)은 DTMB 5512 선형에 대하여 정수 중 

자세와 및 파랑 중 운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레벨-셋(level set) 

기법과 중첩격자 기법을 이용한 바 있다. 

 

1.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파랑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 1) 자유수면에 대한 처리와 2) 수치 수조 

기법 그리고 3) 격자 변형 기법에 대해 고찰하고 각 기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각 요소 기술들을 이용하여 선수파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유수면의 형상 변화는 선체에 가해지는 외력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도 높은 자유수면에 대한 처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VOF기법은 레벨셋(Level-Set) 기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을 만족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보다 적합하지만 자유수면의 경계면에서 

수치확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선체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선박에 작용하는 저항 및 

자세의 추정에 있어 오차로 작용한다. 2.2.1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자유수면 경계면에서 수치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Dynamic Interface 

Compression Method)를 새로 제안하였다. 

수치 수조는 파랑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며 반사파 및 

산란파를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반사파 및 산란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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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으면 계산 영역 전체에 영향을 

주어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2.2.2장 에서는 반사파 및 

산란파를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격자 변형 기법은 선박의 6자유도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선체의 운동 변위는 선체 주위의 격자를 변형시켜 

표현할 수 있는데 운동의 변위가 클 경우 격자가 심하게 

뒤틀리거나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2.3장에서는 

격자의 뒤틀림과 찌그러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비정합경계면 기법을 이용한 격자 변형 기법과 유동장 해석과의 

연성 기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수치 기법들에 대하여 여러 벤치마크 

케이스들을 통해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개선된 자유수면 기법을 이용하여 고속 

활주선의 저항 및 자세 추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5장에서는 

파랑 중 선박의 운동 성능 해석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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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적 모델링 및 수치 기법 

 

2.1 유동장의 지배방정식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운동량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SpddSundSuundu
t SS

+Ω∇−∇⋅=⋅+Ω
∂
∂

∫∫∫∫ ΩΩ
)(µρρ   (2.1) 

0=⋅∫S dSun       (2.2) 

 

여기서 ρ 는 밀도, Ω 는 제어체적, S 는 셀의 경계면을 의미하고 

n 은 셀 경계면에 대한 단위 법선 벡터이다. u 는 유체의 속도, 

µ 는 유체의 점성계수이며 p 는 압력을 나타낸다. S 는 운동량 

생성항으로 여기서는 수치수조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2.2.1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난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식 (2.1)을 레이놀즈(Reynolds) 평균을 취하면 점성계수와 

압력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teff µµµ +=       (2.3) 

ukpp eff ⋅∇++= µρ
3
2

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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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µ 는 난류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다. 

 

2.2 수치기법 

 

2.2.1 자유수면기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VOF 기법은 다상유동(multi-phase 

flow) 해석에서 상경계면을 포착하는 기법 중 하나로 

자유수면유동과 같이 상경계면의 길이가 계산에 사용되는 셀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큰 경우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다. 상과 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유동에 적합하며 셀에서 액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체적분율에 대한 이송 방정식을 통해 상경계면을 

표현한다. 체적분율을 α 로 표기한다면 비압축성 유동장에서 

상경계면인 자유수면의 움직임은 식 (2.5)와 같이 이송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0=∇⋅+
∂
∂ αα u

t , 10 ≤≤α       (2.5) 

 

여기서 u 는 유동장의 속도이며 0=α 은 공기, 1=α 은 물을 

의미한다. 유체의 밀도와 점성계수 또한 체적분율의 도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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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ater ρααρρ )1( −+=       (2.6) 

airwater µααµµ )1( −+=       (2.7) 

 

여기서 airρ 와 waterρ 는 공기와 물의 밀도를 의미하고 airµ 와 

waterµ 는 공기와 물의 점성계수를 의미한다. 

식 (2.5)에서 자유수면의 움직임은 결국 시간에 따른 변화와 

주어진 속도장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대류항의 처리 방법에 

따라 해의 정확도와 그 특성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대류항에서 

α∇ 에 대한 처리는 주로 경계면 재구성기법(interface 

reconstruction)과 고차 차분 기법을 이용한 경계면 

포착기법(interface capturing)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계면 

재구성기법에 대해서는 Noh and Woodward (1976)의 SLIC 

(simple line interface calculation), Hirt and Nichols (1981)의 

Donor-acceptor scheme 그리고 Youngs (1982)의 PLIC 

(piecewise linear interface calculation)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경계면 재구성기법은 상경계면에서의 번짐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는 반면 경계면을 재구성하기 위해 각 셀의 형상에 따라 3차원 

보간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격자 변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산 시간이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경계면 포착기법은 고차 정도를 가지는 차분 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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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방법으로 경계면 재구성기법에 비해 매우 간단하며 

Leonard (1988)가 도입한 NVD (normalized variable 

diagram)를 이용하여 주로 기술된다. NVD는 TVD (total 

variation diminishing) 다이어그램과는 달리 도식의 

유계성(boundedness)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변수를 정규화 

시키는 방법인데 셀의 표기법을 <Fig. 2.1>과 같이 도시하면 

정규화된 변수는 변수명 위에 물결표시를 하여 식 (2.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1 셀의 형상과 변수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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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차분도식에서 기본이 되는 상류차분도식(upwind 

scheme)은 Df αα ~~ = 을 만족하며 해의 정확도는 1차 정도를 

가지게 되어 상경계면에서 수치확산이 발생하지만 수치적인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1~ =fα 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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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하류차분도식(downwind scheme)이 되어 매우 선명한 

상경계면을 가지지만 유동의 방향이 자유수면의 법선 방향과 

수직이 되는 경우 계단형상과 같은 비물리적인 자유수면의 

형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계면 포착 

기법에서는 CICSAM이나 HRIC과 같이 상류차분도식과 

하류차분도식의 장점을 적절하게 혼합시켜 사용하여 

자유수면에서 계단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고 수치확산을 

억제하도록 한다. 상류차분도식과 하류차분도식은 <Fig. 2.2>와 

같이 NVD 상에서 CBC (convective boundedness criterion)라 

불리는 음영으로 칠해진 영역에 위치하도록 혼합되며 이는 

도식의 유계성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Fig. 2.2 도식을 NVD로 나타냈을 때 CBC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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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차분도식과 하류차분도식을 혼합하는 방법은 보통 

상경계면의 형상과 유속의 관계를 이용하는데 CICSAM과 

HRIC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CICSAM은 하류차분도식인 

Hyper-C와 상류차분도식인 Ultimate Quickest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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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fCo 는 셀 면 f에서의 CFL 수로 식 (2.11)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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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식을 혼합해 주는 혼합함수는 식 (2.12)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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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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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θ

γ      (2.12) 

 

이 때 사용되는 fθ  는 식 (2.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때 d

는 셀 중심점 사이의 거리 벡터이다. 

 

D

D
f d

d
α
α

θ
∇⋅
∇⋅

= arccos     (2.13) 

 

 

최종적으로 체적면 중심에서의 체적분율을 식 (2.14)과 같이 

혼합하여 사용한다. 

 

UQfHCff αγαγα ~)1(~~ −+=    (2.14) 

 

CICSAM에서의 혼합함수는 <Fig. 2.3>과 같이 유속벡터와 

자유수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이용하여 상류차분도식인 

UQ와 하류차분도식인 Hyper-C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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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혼합함수에서 사용되는 기울기의 정의 

HRIC의 경우 CICSAM과는 달리 두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는데 상류차분도식과 하류차분도식을 Dα~ 에 따라 식 

(2.15)와 같이 일차적으로 구분한다. (Muzaferija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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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된 값은 CFL 수에 따라 다시 식 (2.16)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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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6)에서 얻어진 값은 식 (2.17)과 같은 혼합함수를 

사용하여 식 (2.18)와 같이 혼합된다. 

 

ff θγ cos=       (2.17) 

Dffff αγαγα ~)1(~~ ** −+=     (2.18) 

 

CICSAM과 HRIC에서는 일차적으로 CFL 수에 따라 

하류차분도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플럭스를 제한하는데 CFL수가 

0에 가까울수록 하류차분도식에 의한 플럭스를 많이 사용하고 

1에 가까울수록 상류차분도식에 의한 플럭스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특히 HRIC의 경우 CFL수가 0.7 이상이면 1차 

상류차분도식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상경계면의 영역이 생기며 

수치확산이 심하게 발생한다. 

 

2.2.1.1 경계면 압축 기법 

 

경계면 포착 기법은 체적분율을 이송할 때 발생하는 

수치확산을 적절하게 감소시키면서 수치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류차분도식과 하류차분도식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계면을 재구성하는 기법에 비해 매우 

간단하면서도 고해상도의 상경계면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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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용 CFD 프로그램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CFL 수 및 상경계면의 형상에 따라 

해의 번짐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Rusche (2002)는 경계면 압축 기법을 도입하여 

상경계면에서의 수치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경계면이 번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경계면이 번지는 

속도만큼 인위적인 속도 (artificial velocity)를 강제로 주어 해의 

번짐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식 (2.19)과 같이 수정된 체적분율 

이송방정식을 사용한다. 

 

0))1(( =−⋅∇+∇⋅+
∂
∂ αααα

cuu
t    (2.19) 

 

여기서 cu 는 인위적인 속도를 의미하며 체적분율 α 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영역, 즉 상경계면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에서만 인위적인 수치확산을 발생시킨다. 만일 체적분율 α 가 

0이거나 1이면 체적분율 이송방정식은 식 (2.5)과 동일하다. 식 

(2.19)에서 인위적인 수치확산의 발생 정도는 결국 cu 에 

의존하게 되며 식 (2.20)와 같이 구한다. 

 

α
α

∇
∇

= uCu ac      (2.20) 

 

인위 속도 cu 의 물리적 의미는 유동장의 속력만큼 

상경계면의 법선 벡터 방향으로 작용하는 값이다. Jas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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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에 의하면 일반적인 이송방정식을 이산화 하는 과정에서 

대류항에 대한 수치확산의 양은 내재적 Euler 기법을 사용했을 

때 식 (2.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CoduT ρ
2
1

max =Γ    (2.21) 

 

여기서 CFL 수가 1이 되면 수치확산의 정도는 최대 

상류차분도식에서 나타나는 수치확산의 크기와 같게 나타난다. 

따라서 식 (2.20)에서는 유동장의 속력인 u 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계면 포착 

기법에서 상류차분도식과 하류차분도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상경계면에서 해의 번짐은 결국 상류차분도식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치확산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므로 

계수인 aC 를 사용하여 그 양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경계면 압축 

계수인 aC 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값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계산영역 전체에 걸쳐 

경계면 압축계수를 동일하게 사용하므로 비물리적인 상경계면의 

형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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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 

 

경계면 압축 기법은 수치확산을 강제로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치확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경계면의 법선 벡터가 유속 

벡터와 수직이 되는 영역에서 경계면 압축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비물리적인 해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dynamic interface compression method)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에서는 경계면 

압축 계수인 aC 를 상수로 두지 않고 CICSAM과 HRIC에서 

사용된 혼합함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상경계면의 번짐을 

억제하면서도 해의 비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동적 경계면 압축 계수 aC 를 식 (2.22)와 같이 

정의하였다. 

 

faC θcos=     (2.22) 

 

여기서 fθ 는 상경계면의 형상과 유속 그리고 셀의 크기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f

f
f

tud

tud

αd

αd
θ

)(
arccos    (2.23) 



 

 

１９ 

 

 

 

Fig. 2.4 유속과 격자, 그리고 상경계면의 형상에 따른 경계면 

압축계수의 계산 

식 (2.23)에서 tud d+ 항은 <Fig. 2.4>와 같이 셀의 크기 및 

유속과 관련이 있으며 셀의 세장비(aspect ratio)와 뒤틀린 

정도(skewness)가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작은 aC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식 (2.21)에서 제시된 

관계에서 ),,( CodufCa ≈ 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면 

압축의 정도를 보다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상경계면에서 

수치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물리적인 상경계면의 

형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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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치 수조 기법 

 

파랑 환경을 수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를 정확하게 

생성해야 할 뿐 아니라 반사파나 산란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과 같이 일정한 유속이 있는 경우에는 

반사파 및 산란파가 대류현상에 의해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선수파(head wave)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선미파(following wave)와 같이 파의 진행방향이 유속의 방향과 

반대인 경우나 해양구조물과 같이 일정한 유속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파가 경계면에서 완전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사되어 

파랑 하중의 구현에 있어 수치 오차의 원인이 된다. 파가 

경계면에서 완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파에 대한 정확한 

경계조건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계면 근처에서의 

수치감쇠, 반사파 및 산란파, 후류에 의한 오차가 제거되어야만 

한다. 경계면 근처에서 오차의 원인이 되는 교란파를 제거하기 

위해 운동량방정식에 파 생성항(wave source term)을 식 

(2.24)와 같이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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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waveS 는 파 생성항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Ω Ω
∂
∂

= du
t

S wave 'ρβ    (2.25) 

 

β 는 파 생성항의 계수를 나타내는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β 가 0인 계산 영역에서는 파 생성항을 사용하지 않아 유동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β 가 1인 계산 영역에서는 파 생성항을 

사용하여 유동장의 계산에 영향을 준다. 파 생성항에서 'u  는 식 

(2.26)과 같이 유동장의 속도성분과 원하는 파의 속도성분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제어체적에 작용하는 운동량의 

차이를 생성항으로 주어 보정한다.  

 

  rgettacomputed uuu −='
    (2.26) 

 

만약 경계면 근처에서 β 가 1이라고 하면 경계면 근처의 

유동장은 생성하고자 하는 파랑의 유동장에 점차 수렴하므로 

경계조건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물체 주위에서는 β 에 의한 

영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며 경계면 근처에서는 

파에 의한 영향을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β 는 1의 값을 가지도록 

한다. β 의 분포는 식 (2.27)과 같이 cosine 함수를 사용하여 

경계면 근처에서는 1의 값을 갖고 물체 주위에서는 0의 값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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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5.05.0 0 Lxx −+= πβ
   (2.27) 

 

여기서 L 은 파 생성영역의 길이이며 x 는 셀 중심점의 좌표이고 

0x 는 파 생성영역이 시작되는 지점의 좌표이다. 

경계조건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파고 및 파의 속도 성분은 

2차 정도를 가지는 스토크스 파(Stokes wave)를 식 (2.28 – 

2.31)과 같이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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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h(kh=σ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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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txη 는 시간에 따른 파고를 의미하고 u , w 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을 의미한다. a 와 ω 는 입사파의 

파 진폭과 파 주파수이다. k 는 파수이며 h 는 자유자유수면부터 

바닥까지의 수심이다. x 와 z 는 좌표축이다. 

 

2.2.3 6자유도 운동 해석 기법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위해서는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여 운동 변위를 구해야 한다. 선박 중 활주선의 

경우 배수량형 선박과는 달리 정수중에서도 활주자세의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변위의 자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격자 변형 기법이 필요하다.  

선박의 6자유도 움직임은 전후동요(surge), 좌우동요(sway), 

상하동요(heave)와 같은 병진운동과 횡동요(roll), 종동요(pitch), 

선수동요(yaw)와 같은 회전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격자 변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회전운동으로 인한 격자의 

꼬임 현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격자 변형의 영역을 회전 

및 병진 이동만 하는 움직이는 부분 계산영역(moving subdomain 

with stationary grid) 영역과 이를 둘러싼 스트레칭 

영역(surrounding subdomain with stretching grid) 으로 

나누었고 이 두 영역은 비정합 경계면 기법(Arbitrary Mesh 

Interface)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Farrel and Maddison, 2011). 

격자가 찌그러지는 스트레칭 영역에서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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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방법 (Löhner 등 1996)을 사용하였으며 그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0)( =∇⋅∇ puγ     (2.32) 

 

여기서 γ 는 확산계수이며 상수 혹은 함수로 사용할 수 있고 pu

는 격자점의 이동 속도이다. 격자점의 이동 속도를 얻은 후 내부 

격자점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변형된다. 

 

tuxx poldnew ∆+=    (2.33) 

 

이 방법은 격자점과 격자점의 거리 비가 일정하도록 격자를 변형 

시키기 때문에 매우 부드럽게 격자가 변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교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에 따른 격자점의 움직임은 시간에 따른 제어체적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어체적의 부피 변화에 대한 

공간보존법칙(space conservation law)를 다음과 같이 만족해야 

한다. (Ferziger and Perić, 2002) 

 

0=∂⋅−Ω∂
∂
∂

∫∫Ω S s Sun
t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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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운동량 방정식 역시 격자가 변형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 ΩΩ
Ω∇−∇⋅=−⋅+Ω

∂
∂

SS s pddSundSuuundu
t

)()( µρρ  (2.35) 

 

이 때 Su 는 체적면의 이동 속도이다. 

선박을 강체로 간주한다면 외력으로 인한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은 Cartesian 좌표계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Carrica 등, 2007). 

 

)]()()([ 22 qprzrpqyrqxwqvrumF GGGx  ++−++−+−=∑  

(2.36) 

 

)]()()([ 22 rqpxpqrzpryurwpvmF GGGy  ++−++−+−=∑  

(2.37) 

 

)]()()([ 22 prqyqrpxqpzvpuqwmF GGGz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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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wpvzvpuqwymqrIIpIM GGyzxx +−−+−+−+=∑   

(2.39) 

 

)]()([)( vpuqwxwqvruzmrpIIqIM GGzxyy +−−+−+−+=∑   

(2.40) 

 

)]()([)( wqvruyurwpvxmpqIIrIM GGxyzz +−−+−+−+=∑   

(2.41) 

 

여기서 xF , yF , zF 는 각각 x , y , z 방향에 대한 힘을 

의미하며 m 은 질량이다. u , v , w 와 u , v , w 는 x , y , z

방향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낸다. xM , yM , zM 와 xI , yI , 

zI  는 각각 x , y , z 축에 대한 모멘트와 관성질량을 나타내며 

p , q , r 과 p , q , r 은 x , y , z 축에 대한 각속도와 

각가속도이다. Gx , Gy , Gz 는 회전중심점과 무게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x , y , z 방향의 성분으로 나타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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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자의 순서도 

 

6자유도 운동 방정식은 <Fig. 2.5>와 같이 예측자(predictor)-

보정자(corrector) 방법을 사용하여 유동장과 결합하였다 

(Carrica 등, 2007). 먼저 시간 간격이 증가한 이후 격자 변형을 

수행하며 난류 및 자유수면 유동을 푼다. 속도와 압력을 연성시킨 

후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여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힘과 모멘트와 비교하여 예측자 단계나 보정자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Fig. 2.5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위한 해석자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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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기법의 검증 

 

3.1 자유 수면 처리 기법의 검증 

 

제안된 자유수면 기법은 체적분율 이송 문제, 댐 붕괴 문제, 

슬로싱 문제 등과 같은 잘 알려진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주상체 주위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3.1.1 체적분율 이송 문제 

 

체적분율 이송 문제는 Rudman (1997)의 이송 문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체적분율 α 가 유동장으로 인해 이송된 이후에도 

초기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지배방정식은 체적분율 α 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방정식이며 식 

(3.1)과 같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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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α u

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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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된 체적분율 α 의 상경계면은 오류확산(false diffusion) 

현상에 의해 수치적으로 확산이 되며 오류확산이 적게 

발생할수록 정확한 상경계면을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상경계면에 대한 가짜 확산의 정도는 CFL 수가 커짐에 따라 

많이 발생하며 CICSAM, HRIC, interface compression의 도식과 

비교 분석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체적분율 α 의 초기 형상은 <Fig. 3.1>과 

같이 도시하였다. 

 

Fig. 3.1 체적분율의 초기 형상 

각각의 형상에 대하여 Case 1은 바깥 크기 0.8 m, 안쪽 크기 

0.4 m의 뚫린 사각형이며 Case 2는 Case1의 뚫린 사각형이 

26.57° 만큼 기울어져 있다. Case 3은 바깥 지름이 0.4 m이고 

안쪽 지름이 0.2 m 의 초기 형상을 가진다. 계산 영역의 크기는 

<Fig. 3.2>와 같이 가로 4 m, 세로 4 m이며 격자는 가로 세로 

각각 200개씩 총 40,000개의 정렬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체적분율 형상의 초기 중심 위치는 계산영역 정 중앙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0,0(),( =yx 에 위치해 있다. 유속은 )1,2(),( == v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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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로 계산 영역 전체에 작용하며 상수로 두었다. 계산은 

0.5초까지 수행하여 체적분율 형상의 중심 위치는 최종적으로 

)5.0,1(),( =yx 에 위치하게 된다. 계산에 사용된 CFL 수는 0.3, 

0.75 이며 이에 해당하는 시간 간격은 각각 0.002, 0.005초이다. 

 

 

Fig. 3.2 계산영역의 크기와 체적분율 형상의 초기 위치 

Case 1의 경우 <Fig. 3.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CFL 수가 

0.3인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도식이 좋은 결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FL 수가 0.75인 경우 CICSAM과 HRIC 

도식은 CFL수가 0.3일 때와는 달리 상경계면에서 수치확산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체적분율이 초기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계면 압축 기법은 

수치확산을 억제하여 비교적 선명한 상을 얻고 있지만 

상경계면이 진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계산 영역 

전체에 걸쳐 과도한 압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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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해의 번짐을 억제하여 선명한 

상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유동장에 따라 적절한 경계면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상경계면이 진동하는 현상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3 Case 1의 체적분율 형상 이송 결과 

이송된 체적분율의 형상을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 <Fig. 

3.4>와 같이 엄밀해와 비교하였다. CFL 수가 0.3인 경우 모든 

도식이 엄밀해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CFL 수가 0.75인 경우 CICSAM과 HRIC은 수치확산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엄밀해와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계면 압축기법은 그 형태가 엄밀해와 잘 일치하고 

있지만 CFL 수가 0.75에서는 이송된 위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과도한 경계면 압축 효과에 의한 상경계면의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여겨진다. 반면,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은 CFL 수가 0.75인 경우에도 CFL 수가 0.3인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경계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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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이송 된 Case 1의 체적분율 단면 형상. CFL수 0.3(상)과 

CFL수 0.75(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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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에 대한 체적분율 형상의 이송 결과 역시 <Fig. 

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CSAM과 HRIC은 CFL 수 0.3에서 

수치확산이 적게 발생하고 있으나 형태는 Case 1과는 달리 

모서리 부근에서 상경계면의 교란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CFL 

수 0.75에서는 Case 2와 마찬가지로 수치확산이 매우 크게 

발생하여 원래의 상경계면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Fig. 3.5 Case 2의 체적분율 형상 이송 결과 

경계면 압축기법의 경우 CFL 수 0.3과 0.75 모두에서 

수치확산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모서리 부근에서 

상경계면의 형상이 약간 뒤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Case 1에서 보이던 것과 같이 상경계면이 진동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상경계면의 형상과 유속 그리고 

격자의 모양이 경계면의 진동 현상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CFL 수 0.3과 0.75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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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이송 된 Case 2의 체적분율 단면 형상. CFL수 0.3(상)과 

CFL수 0.75(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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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된 Case 2의 체적분율 형상을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 

<Fig. 3.6>과 같이 엄밀해와 비교하였다. HRIC은 CFL 수 

0.3에서도 수치확산이 조금 발생하고 있으며 0.75에서는 

CICSAM과 함께 상경계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 반면, 

경계면 압축 기법 및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수치확산이 

적절하게 억제되어 CFL 수 0.3과 0.75에서도 엄밀해와 매우 

근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7 Case 3의 체적분율 형상 이송 결과 

Case 3에 대한 체적분율 형상의 이송 결과 역시 <Fig. 

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CFL 수 0.3에서 CICSAM과 HRIC은 

대각선 방향으로 상경계면의 교란이 보이고 있으며 CFL 수 

0.75에서는 수치확산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상경계면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면 압축 기법은 

CFL 수 0.3과 0.75 모두 수치확산이 잘 억제되고 있으나 

체적분율 형상의 상하 방향에서 상경계면의 교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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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이송 된 Case 3의 체적분율 단면 형상. CFL수 0.3(상)과 

CFL수 0.75(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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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은 CFL 수 0.3과 0.75 모두 

상경계면이 원형의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송된 Case 3의 체적분율 형상을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 

<Fig. 3.8>과 같이 엄밀해와 비교하였다. CICSAM과 HRIC은 

CFL 수 0.3에서도 수치확산이 조금 발생하고 있으며 0.75에서는 

엄밀해와 매우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경계면 압축기법과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은 CFL 수 0.3과 0.75 모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계산 결과에 대한 오차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식 

(3.1)을 사용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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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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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이 식에서 results
iα 는 상경계면이 이송된 후의 각 셀에서의 

체적분율 값이며 exact
iα 는 수치확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각 

셀에서 이론적인 체적분율 값을 의미한다. initial
iα 는 각 셀에서 

초기 상태의 체적분율을 의미한다. 

상경계면의 번짐으로 인한 수치 오차를 <Table 3.1> 및 

<Fig. 3.9>와 같이 나타내었다. Case1 경우 CICSAM, H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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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면 압축 및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CFL 수가 0.75인 경우 

CICSAM과 HRIC은 경계면의 번짐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반면 

경계면 압축 기법과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CFL 수가 0.3일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1 CFL수 및 수치기법에 따른 수치확산 결과 

CFL 

Number 
CICSAM HRIC 

Interface 

Compression 
Present 

0.30 0.0040 0.007 0.0062 0.0064 

0.75 0.0149 0.0176 0.0060 0.0067 

0.30 0.0087 0.0090 0.0089 0.0086 

0.75 0.0150 0.0171 0.0092 0.0086 

0.30 0.0111 0.0111 0.0109 0.0103 

0.75 0.0178 0.0204 0.0118 0.0103 

 

 

Fig. 3.9 CFL 수 및 수치기법에 따른 수치확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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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의 경우 전체적으로 Case1 보다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계면의 형상과 격자계가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이다. CFL 수가 0.75일 때 

CICSAM과 HRIC은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계면 

압축 기법과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CFL 수 0.3과 비슷한 

수준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Case3도 마찬가지로 CFL 수가 

0.75인 경우 CICSAM과 HRIC에서 경계면의 번짐 현상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계면 압축 기법과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CFL 수가 0.3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이 비교적 높은 CFL 수에서도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유수면 유동 현상을 해석할 때보다 큰 

시간간격을 사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1.2 댐 붕괴 문제 

 

댐 붕괴 문제 역시 잘 알려진 자유수면 유동 해석의 검증용 

문제로 물기둥이 중력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모사하였으며 Martin and Moyce (1952)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물기둥의 초기 형상은 길이와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길이와 높이는 각각 0.05715 m이다. 계산영역은 <Fig. 

3.10>과 같이 물기둥의 길이와 높이를 a 라 했을 때 aa 25.15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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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가지며 길이방향으로는 200개, 높이방향으로는 50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총 10,000개의 정렬격자가 사용되었다. 

물기둥의 초기 위치는 좌측 벽과 바닥에 붙어 있는 형태이며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물기둥은 중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계산에서는 층류 유동을 가정하였으며 

표면장력의 효과는 무시하였다. 속도에 대한 경계조건은 벽면에서 

고착조건(no-slip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에 

대한 경계조건으로는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Fig. 3.10 계산영역의 크기와 초기 물기둥 형상 

계산에 사용된 시간은 식 (3.2)과 같이 무차원화하여 

사용하였으며 g 는 중력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gattn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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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무차원화 된 시간에 따른 벽면에서 물기둥의 높이 변화 

 

Fig. 3.12 무차원화 된 시간에 따른 바닥에서 물기둥의 길이 변화 

시간에 따른 물기둥의 길이방향과 높이방향의 변화를 <Fig. 

3.11– Fig. 3.12>와 같이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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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물기둥의 길이방향과 높이방향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CICSAM, HRIC, 

경계면 압축 기법 및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 모두 자유수면의 

위치를 체적분율 0.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기둥이 바닥면을 타고 흐르다가 벽에 접촉하기 시작하면 

벽에 국부적인 충격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자유수면에서의 

수치확산이 벽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에 <Fig. 3.13>과 같이 

영향을 준다. 이 그림에서 압력은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 하여 

사용하였다. 

ga
pCP ρ

=      (3.3) 

 

벽 근처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은 유체장의 밀도에 영향을 

주므로 공기영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압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Fig. 3.13 무차원화 된 시간 3.45일 때 자유수면의 형상과 압력 분포 



 

 

４３ 

 

HRIC의 경우 벽면의 위쪽에서 압력계수가 충분히 0이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 수치확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잘못된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현상이며 수치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경계면 압축 기법과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에서는 

수압이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CICSAM과 HRIC 그리고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의 경우 자유수면의 형상 변화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계면 압축 기법은 자유수면에서 계단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유수면의 법선 벡터가 

자유수면의 진행방향에 수직일 때 과도한 경계면 압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에서는 

이러한 비물리적인 해의 형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4 무차원화 된 시간 3.83일 때 자유수면의 형상과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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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면이 벽면을 타고 올라오다가 천장까지 도달하게 

되었을 때 천장에서의 압력 분포를 <Fig. 3.14>와 같이 

나타내었다. HRIC의 경우 자유수면에서 수치확산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 압력분포 역시 많이 번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경계면 

압축 기법의 경우 벽면을 타고 올라오는 자유수면의 형상이 

계단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자유수면의 형상은 체적분율 0.5를 기준으로 모두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자유수면의 번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분포는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1.3 슬로싱 문제 

 

슬로싱 현상은 LNG 선과 관련하여 조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선박의 운동으로 인하여 

LNG 탱크 내에서는 슬로싱 현상이 발생하며 이 때 LNG 탱크의 

벽면에 지속적인 충격압을 가하므로 시간에 따른 압력 분포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실험적, 수치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Tanaka (2000), Rhee 

(2005)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수면의 번짐 현상이 압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알아 보았다. 

2차원으로 가정된 슬로싱 탱크는 <Fig. 3.15>와 같이 길이 

1.2 m 높이 0.6 m의 크기를 가지며 초기에 물은 바닥으로부터 

20%까지 채워져 있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가로 120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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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로 총 7,200개의 정렬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첫 번째 격자 

크기는 Rhee (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0.005 m를 사용하였다. 

속도에 대한 경계조건은 벽면에서 고착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에 대한 경계조건으로는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슬로싱 탱크는 계산영역 전체를 움직여 구현하였으며 

주기와 진폭은 각각 1.94 s, 0.06 m를 가지는 전후동요 운동만을 

고려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시간간격은 CFL 수 0.7 이하가 

되도록 하였으며 난류 모델은 k-ε 모델을 사용하였고 

표면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3.15 슬로싱 탱크의 형상 및 압력 계측 위치 

탱크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Table 3.2>과 같이 세 

지점에서 계측하였다. P1은 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며 P2는 벽면에 

위치하고 있고 두 지점 모두 초기에는 물 속에 잠겨있다. P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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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위치하며 초기에 물 밖에 노출되어 있다. 

 

Table 3.2 압력 계측 위치 

 x (m) y (m) 

P1 0.57 -0.3 

P2 0.6 -0.27 

P3 0.6 -0.15 

 

자유수면의 번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적분율 0.025, 0.5, 

0.975을 기준으로 <Fig. 3.16>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이 때 t/T는 

시간을 진동주기로 무차원화시킨 값으로 2.42를 기준으로 삼았다. 

 

 

Fig. 3.16 무차원화 된 시간 2.42일 때 자유수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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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분율 0.5 기준으로 자유수면을 정의했을 때 자유수면의 

형상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유수면에서의 수치확산 정도는 HRIC에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계면 압축 기법 그리고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벽면에서 자유수면의 번짐이 비교적 잘 억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계면 압축 기법은 댐 붕괴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수면이 계단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문제를 보이는 반면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Fig. 3.17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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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측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는 <Fig. 3.17>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우측 하단은 P3에서의 압력 변화를 확대한 

모습이다. P1과 P2에서의 압력은 초기에 정수압이 작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물이 탱크의 벽면을 

때리게 되면 국부적으로 강한 압력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 지점에서 모두 압력의 최대값을 보이게 된다. 물이 

탱크의 벽면에 1차적으로 충격을 가한 이후 2차 충격을 가하게 

되는데 이 현상이 주어진 주기인 1.94 초 마다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 결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잘 일치하고 있으며 자유 수면 기법이 실제 

물리적 현상을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수면에서의 수치확산이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 3.17>의 우측 하단과 같이 P3의 압력을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압력의 계산에는 체적분율의 영향이 고려되기 때문에 

해의 번짐이 심하지 않을수록 압력의 최대값이 증가해야 한다. 

HRIC의 경우 자유수면의 번짐이 매우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압력의 최대값이 다른 기법들에 비하여 약 25% 정도 작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4 주상체 주위의 유동 해석 

 

활주선과 같은 고속선은 일반적인 배수량형 선박과는 달리 

부력 보다는 양력에 의한 부상량이 크며 트림(trim) 역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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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선이 부상하면서 발생하는 침수 표면적의 감소는 선체의 

점성저항을 줄이기 때문에 배수량형 선박보다 상대적으로 고속을 

내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활주선의 

저항성능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활주선의 항주자세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활주선의 항주자세는 결국 활주선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의 평형상태의 결과로 나타나며 활주선에 

작용하는 압력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수면의 번짐현상이 활주선에 작용하는 압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활주선을 단순화시킨 주상체 주위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상체는 V형 선저를 가지는 활주선을 단순화 시킨 형태로 

<Fig. 3.18>과 같이 형상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B 는 주상체의 

폭을 의미하고 L 은 주상체의 길이를 나타낸다. β 와 τ 는 

선저경사각과 트림각을 의미하며 주상체의 형상이 정해지면 

자유수면의 높이 d 에 따라 침수 길이가 달라진다. 

 

 

Fig. 3.18 주상체 형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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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길이는 챠인(chine)의 침수 길이와 용골(keel)의 침수 

길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cλ 과 kλ 로 나타낸다. 자유수면의 

높이에 따른 침수길이 및 형상의 관계는 Savitsky (1969)의 

방법을 이용하여 식 (3.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τ
τ
β

π
λ sin

tan
tan

2






 +=

BBd m    (3.4) 

 

주상체 주위의 유동 해석결과는 Kapryan 등 (1955)의 실험 

결과 및 김동진 등 (2013)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주상체의 

형상 및 계산 조건을 정리하면 <Table 3.3>와 같다. 

 

Table 3.3 주상체의 형상 및 유동 조건 

BFn  [-] mλ  [-] τ  [deg] β  [deg] 

12.2 5.11 6.0 20.0 

9.09 4.98 12.0 20.0 

 

여기서 BFn 는 폭 Froude 수 ( gBUFnB /= )이며 여기서 U

는 활주 속도이고 g 는 중력가속도이다. mλ 은 폭으로 무차원화된 

평균침수길이 (
B

ck
m 2

λλ
λ

+
= )를 의미하는데 폭을 특성 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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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이유는 주상체의 침수 길이는 변해도 폭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 영역은 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 ≤≤− Bx , 

0/20 ≤≤− By , 5.2/5.2 ≤≤− Bz 의 크기를 가지며 주상체가 좌우 

대칭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반폭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속 조건은 입구 경계면에서 Dirichlet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고 압력은 정수압 조건을 사용하였다. 출구 경계면에서는 

유속과 체적분율에 대해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고 정수압 조건을 사용하였다. 주상체 표면에 대해서는 

비침투 조건을 사용하였다. 

 

 

Fig. 3.19 계산에 사용된 격자계 

격자는 <Fig. 3.19>와 같이 119만 2천 개의 정렬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자유수면 근처에서 격자 밀도가 높도록 하였다. 

시간전진은 1차 정도를 가지는 내재적 오일러 기법(1s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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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er implicit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대류 및 확산항에 

대해서는 각각 2차 정도를 가지는 상류차분기법 및 

중심차분기법을 사용하였다. 난류 모델로는 

리얼라이저블(realizable) k-ε 모델을 적용하였다. 

주상체 주위의 자유수면 높이를 폭으로 무차원화하여 <Fig. 

3.20 - Fig. 3.21>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때 자유수면의 정의는 

체적분율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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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FnB=12.2에서 경계면 압축량에 따른 주상체 주위의 유동 및 

자유수면분포 (상: Ca=0, 중: Ca=1, 하: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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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FnB=9.09에서 경계면 압축량에 따른 주상체 주위의 유동 및 

자유수면분포 (상: Ca=0, 중: Ca=1, 하: present) 

주상체 바닥면에서 자유수면의 형상은 경계면의 압축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경계면 압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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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C 의 경우 FnB=12.2와 9.09 모두 자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으로 인하여 물이 바닥면에 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1=aC 의 경우 주상체 바닥면에서 자유수면의 형상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의 경우 매우 선명하면서도 자유수면의 찌그러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22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에서 사용되는 경계면 압축량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에서 사용된 경계면의 압축량은 <Fig. 

3.2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체압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경계면 압축량이 주위 사용한 것 보다 현저히 작은 수준의 값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1=aC  

경우 실제 경계면이 번지는 정도에 비해 과한 경계면 압축량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유수면의 법선방향이 

유속의 방향과 수직인 경우 자유수면의 비 물리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이 크다. CICSAM이나 HRIC 등과 같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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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차분기법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각도에 따라 압축 

효과가 큰 기법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주지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경계면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 

과도한 경계면 압축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자유수면의 형상에 따라 주상체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유수면과 함께 압력 계수 

2

2
1/ UpC p ρ= 으로 무차원화하여 <Fig. 3.23 - Fig. 3.24>와 

같이 비교하였다. 여기서 실선은 체적분율 0.5를 기준으로 한 

자유수면의 형상을 의미한다. 

0=aC 의 경우 자유수면의 번짐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 분포가 매우 균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면 압축 기법은 자유수면의 형상과 압력 분포가 약간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체적분율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압력에 영향을 줄 만큼 경계면의 번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에서는 자유수면의 형상과 

압력의 형상이 매우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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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FnB=12.2에서 경계면 압축량에 따른 주상체 주위의 압력분포 

(상: Ca=0, 중: Ca=1, 하: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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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FnB=9.09에서 경계면 압축량에 따른 주상체 주위의 압력분포 

(상: Ca=0, 중: Ca=1, 하: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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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g. 3.25> 

와 같이 중심선(center line)과 B/4 종절선(buttock line)을 

정의하였으며 정의된 중심선과 B/4 종절선을 따라서 압력 분포를 

실험 및 추정식과 비교하였다. 

 

 

Fig. 3.25 중심선(center line)과 B/4 종절선(buttock line)의 정의 

FnB=12.2에서 중심선에 대한 압력 분포는 <Fig. 3.26>과 

같으며 5.3/ ≤Bx 영역에서는 경계면 압축과 상관없이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3차원 주상체를 길이방향 

스트립들로 나누고 각 스트립을 2차원 평판으로 가정하여 전체 

압력을 추정한 김동진 등 (2013)의 연구 결과보다 실험값에 더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Bx 의 영역에서 Ca=0은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으로 인하여 압력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경계면 압축 기법 및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에서는 실험 결과를 잘 따라가고 있다. 즉, 

상경계면의 수치확산이 주상체 바닥면에 작용하는 국부적인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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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26 중심선(center line)에서의 압력 분포 비교 (FnB=12.2) 

FnB=12.2에서 B/4 종절선에서의 압력 분포 역시 <Fig. 

3.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0.3/ ≤Bx 영역은 경계면의 

압축과는 큰 상관이 없이 실험에서 계측한 압력과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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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B/4 종절선(buttock line)에서의 압력 분포 비교 (FnB=12.2) 

반면 0.3/ >Bx 에서 Ca=0은 경우 매우 부정확한 압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김동진 등 (2013)의 추정식은 0.3/ >Bx 의 

구간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Bx 에서 압력의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기울기를 보았을 

때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실제 물리적 현상을 매우 잘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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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중심선(center line)에서의 압력 분포 비교 (FnB=9.09) 

FnB=9.09에서 중심선에 대한 압력 분포는 <Fig. 3.28>과 

같으며 실험과 비교하였다. 0.3/ ≤Bx 영역에서는 경계면 압축과 

상관없이 압력이 거의 같은 값을 보인다. 0.3/ >Bx 의 영역에서 

Ca=0은 경계면에서 수치확산으로 인하여 압력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계면 압축 기법 및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에서는 실험 결과를 잘 따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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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B/4 종절선(buttock line)에서의 압력 분포 비교 (FnB=9.09) 

FnB=9.09에서 B/4 종절선에 대한 압력 분포는 <Fig. 

3.29>과 같으며 center line에서와 마찬가지로 0.3/ ≤Bx

영역에서는 경계면 압축과 상관없이 거의 같은 압력 분포를 

보인다. 0.3/ >Bx 의 영역에서 Ca=0은 경계면에서 수치확산으로 

인하여 압력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계면 압축 기법 및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a=0인 일반적인 경계면 

포착기법은 고속으로 들어오는 유동장에 대해 자유수면의 번짐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체적분율 0.5를 기준으로 자유수면을 

정의했을 때 물의 영역에서만 압력이 작용해야 하나 자유수면의 

번짐으로 인해 비물리적인 압력이 주상체에 작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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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확인하였다. 즉 자유수면의 번짐이 발생하면 번짐이 

발생하는 부분에 비물리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이는 압력의 크기 

및 압력중심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압력 분포를 

비교한다면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경계면 압축 기법의 단점인 

자유수면의 계단현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유수면의 번짐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상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수치수조기법의 검증 

 

수치수조에서 파랑을 모사할 때 사용하는 격자 밀도와 격자 

변형 등에 따라 수치감쇠가 발생하게 된다. 생성된 입사파는 

진행하면서 수치감쇠로 인하여 파고가 점차 작아지게 되며 

정확한 파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선박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파형 유지를 위한 적절한 격자 밀도와 선박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발생하는 격자의 변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2.1 격자 밀도에 따른 영향 

 

수치수조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파형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권장하고 있는 안전귀항(Safe Return To Port, SRTP)의 파랑 

하중 조건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해상상태(sea state) 6 ~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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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된다. 검증에 사용된 파 주기는 8.3초, 파장은 약 107.558 m 

의 길이를 가지며 파 경사 1/20, 1/25, 1/40을 가진다. 격자 

조밀도에 따른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파장 당 100, 150, 200 

개의 셀을 사용하였으며 파고 당 15, 20, 50 개의 셀을 사용하여 

총 27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영역의 

크기는 <Fig. 3.30> 과 같이 총 4파장 길이를 가지며 파 

생성항의 길이는 각각 1파장의 길이를 가진다. 파고의 계측 

위치는 길이방향으로는 계산영역의 정 중앙 지점이며 

높이방향으로는 자유수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3.30 수치수조의 검증을 위한 계산영역의 크기 설정 

계산에 사용된 시간간격은 파 주기의 1/200을 사용하였으며 

총 20 주기 동안 계산을 수행하였다. 시간에 따른 파형을 <Fig. 

3.31>과 같이 시계열로 나타내었으며 2차 스토크스 파와 

비교하였다. 시간에 따른 파형은 전체적으로 ２차 스토크스 

파형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파 경사가 클수록 더 많은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 파고를 잘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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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파경사 및 격자 밀도에 따른 파고의 시계열에 따른 변화 



 

 

６７ 

 

 

 

Fig. 3.32 파경사 및 격자 밀도에 따른 파고에 대한 FFT 분석 (상: 

1차성분, 하: 2차성분)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ig. 3.32>과 같이 

FF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파 진폭의 1차 및 2차 성분과 

스토크스 파형과의 오차를 확인하였다. 1차성분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계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 경사가 클수록 

스토크스 파형과의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같은 파 

경사 조건에서도 파장당 셀 개수와 파고당 셀 개수가 증가하면 

전체적인 오차는 감소하고 있으며 격자의 조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격자의 세장비에 따른 영향은 

파고당 40개, 파장당 150개의 셀을 사용한 경우가 파고당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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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당 200개의 셀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세장비가 증가하게 되면 오차는 좀 더 커지는 것도 확인하였다. 

2차 성분은 1차 성분에 비해 오차가 보다 큰 것처럼 보이나 

절대적인 파 진폭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며 1차성분과 마찬가지로 세장비가 비교적 큰 격자계에서 

오차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Fig. 3.33 파경사 및 격자 밀도에 따른 오차에 대한 RSS 분석 

20주기 전체에 대한 오차를 RSS (Root Sum Square)를 

이용하여 <Fig. 3.33>과 같이 나타내었다. 파경사가 작을수록 

오차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격자의 세장비를 

고려한다면 파장당 150개, 파고당 20개 정도의 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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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격자 변형에 따른 영향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격자 

전체가 선체와 함께 움직이는 부분 계산영역과 이를 감싸고 있는 

스트레칭 계산영역으로 나눈다. 따라서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표현할 때 스트레칭 계산영역에서 격자가 변형되며 이 때 파형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선박의 6자유도 운동에서 격자 

변형은 주로 상하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격자 

변형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였다. 정렬격자계에서 격자의 변형으로 

인한 셀의 비대칭도(cell skewness)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

L
zskewness arctan2

π    (3.5) 

 

여기서 L은 <Fig. 3.34>와 같이 계산영역의 전체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며 z는 선박의 상하운동의 진폭을 의미한다.  

 

 

Fig. 3.34 격자의 비대칭도(skewness)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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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 사용한 파형은 파경사 1/40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격자의 비대칭도에 대한 케이스를 <Table 3.4>과 같이 

선정하였다. Case 0은 격자의 변형이 없는 상태이며 Case 1은 

0.5H 만큼 위쪽으로 격자가 변형된 상태이다. Case 2와 Case 

3은 각각 H와 1.5H 만큼 격자가 위쪽으로 변형되었다. 파고의 

계측 위치는 계산영역의 정중앙에서 측정하였다. 격자의 변형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격자 조밀도가 파장당 150개의 셀, 파고당 

20개의 셀이 되도록 하였다. 

 

Table 3.4 격자의 비대칭도(skewness)에 따른 케이스 정의 

Cases Case 0 Case 1 Case 2 Case 3 

Skewness 0 0.003979 0.007957 0.011935 

 

파고의 시계열 변화는 <Fig. 3.3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2차 정도를 가지는 스토크스 파 이론과 비교하였다. 시계열로 

보았을 때 격자의 변형에 의한 파의 교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조건에서 스토크스 파 이론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고의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ig. 3.36>과 같이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파 진폭에 

대하여 1차 및 2차 성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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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격자 변형에 따른 파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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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격자 변형에 따른 파고의 성분 별 오차 

1차 파진폭 성분은 격자의 변형이 수반되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파진폭 성분에 대한 오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파형 자체는 1차 파진폭 성분을 크게 

따라가므로 격자변형으로 인한 파형의 전체적인 교란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격자 조밀도가 충분하다면 격자의 

변형이 파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파랑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위해서는 선박의 상하동요 

크기를 고려하여 자유수면 근처에서 격자 조밀도를 높여야 한다. 

 

3.2.3 반사파의 영향 

 

반사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측영역 전반에 걸쳐 

파고를 분석하였다. 격자 밀도는 파장당 150개, 파고당 20개의 

셀을 사용하였으며 파고는 <Fig. 3.37>와 같이 P1 ~ P9까지 

균등하게 분할된 위치에서 계측하였다. 파 경사 1/40을 가지는 

0.911초 주기의 파를 기준으로 약 40 파주기 동안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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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계산영역의 크기 및 파의 계측 위치 

계측위치에 따른 파고의 시계열 변화를 2차 스토크스 파 

이론과 비교하였으며 모든 지점에서 <Fig. 3.38>과 같이 

규칙적인 파고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Fig. 3.38 P5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파고의 변화 

 

40주기 동안 일정한 파형을 유지하는 것은 반사파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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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여 <Fig. 3.39>와 같이 

나타내었다. 

 

 

Fig. 3.39 각 계측위치에서의 주파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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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측 위치에서 파고의 1차 성분은 스토크스 파 이론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성분 역시 주파수가 

스토크스 파 이론의 2차성분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계산영역 전체 내에서 반사파로 인한 파의 교란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3.2.4 경계면 압축기법이 파의 전달속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유수면 기법은 상경계면 근처에서 

인위적인 속도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속도가 

파의 전달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위적인 속도를 사용하지 않는 HRIC 기법과 인위적인 속도를 

사용하는 경계면 압축기법을 <Fig. 3.40>과 같이 비교하였다.  

 

 

Fig. 3.40 HRIC(좌)과 경계면압축기법(우)에 따른 자유수면의 형상 

비교 

파의 전달속도는 위상속도(phase velocity)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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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자유수면의 정의는 체적분율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파의 전달속도는 두 경우 모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HRIC의 경우에는 경계면 압축기법과는 달리 상경계면에서 

수치확산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경계면 

압축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위적인 속도는 수치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상경계면 근처에서만 작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파의 전달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운동 해석 기법의 검증 

 

3.3.1 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유동 해석 

 

회전하고 있는 안쪽 실린더와 정지상태의 바깥쪽 실린더 

사이의 유체는 안쪽 실린더의 회전으로 인하여 압력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회전속도와 그에 따른 

실린더 반경에 따른 압력의 관계는 원통좌표계를 통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Curri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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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θu 는 회전하는 실린더의 접선방향 속도이다. 

격자변형기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Fig. 3.41>과 같이 계산 

영역을 나누었다. 격자는 정렬격자를 사용했으며 실린더의 

회전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정합 경계면 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3.41 계산영역의 크기 및 사용 격자계 

바깥쪽 실린더의 반지름은 2로 하였으며 안쪽 실린더의 

반지름은 1로 하였고 안쪽 실린더의 회전속도는 50 rpm을 

사용하였다. 속도경계조건은 Dirichlet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압력 경계조건은 식 (3.5)에 따라 각 실린더에서 

Neumann 타입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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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실린더 반경방향에 따른 압력(상)과 접선속도(하) 비교 

반경 방향에 따른 압력과 접선속도를 <Fig. 3.42>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압력의 경우 기울기 및 

압력의 크기가 해석해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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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방향의 속도 역시 해석해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정합경계면은 r=1.5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도 압력 및 

접선속도가 해석해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표현함에 있어 비정합경계면을 활용하는 

것은 선박의 대회전 운동을 격자의 꼬임 없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3.2 자유 횡동요 감쇠 

 

운동 해석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수 중 2차원 직사각형 

형태의 부유체의 자유 횡동요 감쇠 운동을 해석하였다. 길이 0.3 

m 높이 0.1 m를 가지는 2차원 직육면체 형상의 부유체가 초기에 

15도 기울어져 자유수면 위에 <Fig. 3.43>과 같이 놓여있다. 

부유체는 횡동요 운동만 허용하도록 구속되어 있으며 계산이 

시작되면 점차 평형을 찾아가며 횡동요 감쇠운동을 한다. 

 

 

Fig. 3.43 자유 횡동요 감쇠 해석을 위한 계산 영역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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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영역의 크기는 전체 5.4 m의 길이와 1.8 m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물의 깊이는 0.9 m이다. 회전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격자 전체가 부유체와 함께 움직이는 영역과 이를 

둘러쌓고 있는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두 영역은 비정합경계면 

조건으로 처리하였다. x축에 대한 관성질량은 0.236 kg·m2 를 

가지고 있고 부유체의 질량은 0.15 kg를 가지고 있다. 계산에는 

총 12,000개의 정렬격자가 <Fig. 3.44>과 같이 사용되었다. 

 

 

Fig. 3.44 자유횡동요 감쇠 해석에 사용된 격자계 

시간에 따른 횡동요 각도의 변화를 <Fig. 3.45>와 같이 Jung 

등 (2004)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횡동요 감쇠 주기는 0.93 

초로 실제 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감쇠 기울기 또한 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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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시간에 따른 부유체의 횡동요 감쇠 운동 

이를 통해 격자 변형 기법과 운동방정식, 그리고 유체장과의 

연성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파랑에 

의한 횡동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3.3.3 파랑에 의한 횡동요 운동 

 

2차원 직사각형 형태의 부유체가 입사파에 의하여 횡동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사파의 성격에 따라 

운동응답특성이 나타난다. 2차원 직사각형 부유체는 초기 0°의 

횡경사각(heel angle)을 가지고 있으며 입사파에 의해 주기적인 

횡동요 운동을 하게 된다.  

계산에 사용되는 입사파 조건은 <Table 3.5>와 같다. 여기서 

T는 입사파의 주기이며 λ는 입사파의 파장 그리고 H는 입사파의 

파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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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입사파 조건 

T [s] λ [m] H [m] Nωω /  kA 

0.6 0.562072 0.017 1.55 0.095018 

0.7 0.765042 0.015 1.328571 0.061596 

0.8 0.999238 0.029 1.1625 0.091176 

0.85 1.128046 0.033 1.094118 0.091905 

0.93 1.350377 0.016 1.0 0.037223 

1.0 1.56131 0.044 0.93 0.088535 

1.1 1.889185 0.057 0.845455 0.094787 

1.2 2.248286 0.032 0.775 0.044714 

1.3 2.638614 0.06 0.715385 0.071437 

1.5 3.512947 0.062 0.62 0.055446 

 

Nωω / 는 입사파의 주파수를 자유 횡동요 감쇠 시험에서 

얻어진 2차원 직사각형 부유체의 고유진동수로 나눈 값이다. 

Jung 등 (2004)의 실험에 따르면 부유체의 고유주기보다 긴 

주기를 가지는 입사파의 경우 점성에 의한 영향 때문에 

운동응답특성 (Response Amplitude Operator, RAO)이 점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형 포텐셜 이론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성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진 모서리를 가진 부유체와 둥근 모서리를 가진 부유체에 대한 

파랑 중 횡동요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격자는 <Fig. 

3.4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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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각진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부유체(좌)와 둥근 모서리를 

가진 부유체(우) 

계산에는 총 22,640개의 정렬 격자가 사용되었으며 파고당 

20개 정도의 격자 조밀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둥근 모서리로 

인한 질량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부유체의 

질량과 관성질량은 자유 횡동요 감쇠 시험에서 사용한 0.15 kg과 

0.236 kg·m2 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파주기에 따른 

운동응답특성은 <Fig. 3.47>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실험과 선형 

포텐셜 이론 그리고 포텐셜 기반의 해석 코드인 DNV-GL 

WADAM의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다. 

각진 모서리를 가진 부유체의 운동응답특성은 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Jung (2004)에 따르면 부유체의 

고유주기보다 짧은 주기를 가지는 입사파의 경우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와류가 작아 부유체의 횡동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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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입사파에 대한 부유체의 운동응답특성 

이러한 파 조건에서는 점성에 의한 영향이 무시될 수 있으며 

선형 포텐셜 이론의 결과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유체의 고유주기보다 긴 주기를 가지는 입사파의 경우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와류가 부유체의 횡동요 운동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점성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선형 포텐셜 이론에서는 점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주기파에 대한 운동응답특성을 

실험보다 작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둥근 모서리를 가지는 

부유체는 각진 모서리를 가지는 부유체에 비해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와류가 작기 때문에 부유체의 횡동요 운동을 

증폭시키지 못하고 선형 포텐셜 이론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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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수 중 고속 활주선의 저항 및 자세 

추정 

 

고속 활주선은 일반적인 배수량형 선박과는 달리 부력 

보다는 양력에 의해 주로 지지된다. 선속에 따라 부상량 및 

트림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활주선의 저항성능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활주선의 항주자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수 중 고속 활주선의 항주자세는 활주선에 작용하는 유체력과 

활주선의 무게, 모멘트 등이 동역학적 평형상태를 이루어야 

하는데 난류, 스프레이, 자유수면 등의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활주선에 대한 

저항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Fig. 4.1>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Fig. 4.1 활주선형의 저항 추정 기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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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tsky (1964, 1976, 2012)의 연구들은 모형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활주선의 항주자세 및 저항에 대한 

추정식을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BEM (Boundary Element 

Method)은 주로 strip 방법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완전 활주자세를 가정하여야 하고 VSV (Very 

Slender Vessel)과 같은 새로운 선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CFD를 이용하여 활주선의 

자세 및 저항을 추정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 대한 오차가 있으며 가장 최근 연구들인 

Kandasamy (2011), Akkerman (2012) 등의 연구에서도 모형 

시험과 CFD의 해석 결과가 약 20%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idsma 선형과 KRISO의 

무인고속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V형 선저를 가지는 활주선에 

대해 저항 및 자세를 추정하고 고찰하였다. 

 

4.1 Fridsma 선형의 저항 및 자세 추정 

 

Fridsma 선형은 Fridsma (1969)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선형이 수학적으로 정의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저는 

V형 선저를 가지고 있으며 선수부의 형상은 타원의 방정식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선형은 20도의 deadrise 각을 

가지고 있으며 <Fig. 4.2>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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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Fridsma 선형의 형상 정의 

Fridsma 선형에 대한 주요 제원은 <Table 4.1>와 같다. 

 

Table 4.1 Fridsma 선형의 주요 제원 

LOA [m] 1.143 

Breadth [m] 0.2286 

Mass [kg] 7.257 

VCG [m] from B.L. 0.0672 

Iyy [kg ·m2] 0.6165 

 

본 연구에서는 총 5가지 심볼(SYMBOL)에 대해 자세의 

변형을 고려하여 저항성능을 추정하였다. 각 심볼은 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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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중심(Longitudinal Center of Gravity, LCG)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트림각이 다르게 나타나며 선속에 따른 최종 

트림각과 저항은 <Table 4.2>와 같다. 여기서 τ는 최종 

트림각이며 τ0는 초기 트림각이다. TR0은 트랜섬이 초기에 물에 

잠긴 높이이며 R/∆은  저항을 배수량으로 무차원화 시킨 값이다. 

 

Table 4.2 계산 조건 

SYM 
BOL 

LCG 
(%L) 

τ 
(deg) 

𝑣/√𝐿 
(knot/ft1/2) 

τ0 

(deg) 

TR0 

(%b) 
R/∆ 

A 59.0 4.0 4.0 0.86 8.0 0.158 

B 62.0 4.0 6.0 1.50 10.0 0.206 

C 61.5 4.0 2.0 1.40 10.0 0.113 

D 67.5 6.0 2.0 2.70 16.7 0.125 

E 65.5 6.0 4.0 2.30 13.3 0.156 

 

해석에 사용된 계산영역은 <Fig. 4.3>과 같이 -4.4L < x < 

3.5L; -4.0L < y < 0; -2.2L < z < 2.2L의 크기를 가지며 

계산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반폭만 계산하였다. 유입류 

경계조건으로는 속도에 대해 Dirichlet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에 대해서는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유출류 경계조건은 속도에 대해 Neumann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에 대해 Dirichlet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자세변형을 고려하기 위한 안쪽 계산영역은 실린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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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하고 있으며 바깥쪽 계산영역과는 비정합경계면 조건을 

사용하였다. 계산에는 총 114만 개의 정렬격자가 사용되었다. 

 

 

Fig. 4.3 계산영역(좌)와 격자형상(우)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PISO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리얼라이저블(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자유수면에 대한 처리는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을 사용하였다. 

안정적인 해의 수렴을 위해 처음 0.5초 동안은 선체를 구속시켜 

유동장을 발달시켰으며 이후 상하동요와 종동요에 대한 구속을 

풀어 자세 변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트림각에 대한 변화는 <Fig. 4.4>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속장비가 2인 경우 트림각의 추정이 실험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속장비가 4인 경우와 6인 경우 실험과는 약 1도 

가량 작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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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속장비에 따른 트림각의 변화 

이와 같은 오차에 대해 Akkerman (2012)의 CFD 계산 

결과에서도 트림각에 대해서 실험보다 약 1 ~ 1.5° 정도 작게 

추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된 트림각 역시 오차범위 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속장비가 4 이상에서 Fridsma 선형은 완전 

활주상태에 들어가는데 계산에서 트림각이 약 1도 작게 

추정했다는 것은 모멘트가 실험보다 작게 추정되었기 때문인데 

VOF 기법 자체가 차인(chine)에서 발생하는 스프레이와 같은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전부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VOF가 스프레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셀의 

크기가 스프레이 입자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스프레이 모델 등을 따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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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속장비에 따른 저항의 변화 

속장비에 따른 저항성능 역시 <Fig. 4.5>와 같이 비교하였다. 

속장비가 2일 때는 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으나 4와 6에서는 

트림을 작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역시 작게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항이 작게 추정된 이유는 항력이 작게 

추정된 것이 원인이며 빠른 선속에서는 저항값이 약 10 ~ 20%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항력은 크게 압력에 의한 저항성분과 

점성력에 의한 저항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차의 원인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력에 의한 오차는 주로 선수부 

주위에서 발생하는 정체압이 실험보다 작게 추정되었을 확률이 

높다.  주상체에 작용하는 압력분포가 선저에서 비교적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정체압(stagnation pressure)이 

작용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실험보다는 작게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부분에서 실제 저항보다 작게 저항을 추정하고 

있음이 예상된다. 점성력에 의한 오차는 관련 실험 등을 통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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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RISO 무인활주선의 저항 및 자세 

추정 

 

KRISO 무인활주선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고속무인선으로 서울대학교 고속예인수조에서 모형스케일 

(1:6.5)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선형은 <Fig. 4.6>와 같다. 

무인활주선의 주요 제원은 <Table 4.3>와 같으며 모형시험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예인수조는 길이 110 m, 폭 8 m, 깊이 3.5 

m의 예인수조 시설로 최대 속도 10 m/s 로 운행할 수 있는 고속 

예인전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트러스 구조로 제작된 고속 

예인전차는 예인수조 측면의 와이어에 연결되어 드럼의 회전 

속도에 맞추어 일정한 속도로 예인 된다. 모형선의 예인을 위한 

예인봉 시스템은 일반적인 저항 시험 시스템과 같이 종동요 및 

상하동요 운동에 대해서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후동요방향에 

대해서는 구속되어 있다. 

Table 4.3 무인활주선의 주요 제원 

제원 실선 모형선 

LOA [m] 7.500 1.154 

Breadth [m] 2.000 0.308 

Draft [m] 0.472 0.073 

Mass [kg] 2,600 9.467 

LCG [m] from St.5 0.089 0.012 

VCG [m] from B.L 0.795 0.122 

Kyy [m] / [% of LOA] 23.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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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KRISO 무인활주선의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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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속에 따른 무인활주선의 자세 및 저항을 

추정하여 실험과 비교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계산영역은 <Fig. 

4.7>과 같이 -2.0L < x < 5.0L; 0 < y < 2.0; -3.0L < z < 

2.5L의 크기를 가지며 계산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반폭만 

계산하였다. 유입류에는 속도에 대해 Dirichlet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에 대해서는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유출류 경계조건은 속도에 대해 

Neumann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에 대해 Dirichlet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Fig. 4.7 계산 영역(좌) 및 선체 주위의 격자(우) 

상하동요와 종동요에 대한 자세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안쪽 

계산영역은 실린더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바깥쪽 계산영역과는 

비정합경계면 조건을 사용하였다. 계산에는 총 124만 개의 

정렬격자가 사용되었으며 자유수면 근처에서 격자 조밀도를 크게 

하였다.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PISO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리얼라이저블(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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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자유수면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에 의한 선체 

부상량의 변화(상)와 실제 수치확산의 발생 정도(Ca=0(중);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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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면 처리에 있어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이 가지는 

장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4.8>과 같이 Ca=0의 조건을 

사용한 경우와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을 적용하고 실험과 

비교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프루드수는 0.918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체부상량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 나가고 있는데 Ca=0의 

경우 실험에 비해 큰 값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은 실험과 잘 일치하는 값으로 수렴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렴이 끝났을 때 체적분율 분포를 살펴보면 

Ca=0의 경우 선저에 물이 닿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반면 동적 

경계면 압축의 경우 선저에 물이 확실하게 닿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이 활주선과 같은 

선박에 대해서 선체부상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 선속에 대해 자세 및 저항을 

추정하였으며 실선 스케일 기준으로 10, 15, 20, 30 knot에 

해당하며 길이기준의 프루드 수는 각각 0.608, 0.912, 1.216, 

1.825에 대응한다. 안정적인 해의 수렴을 위해 처음 0.5초 

동안은 선체를 구속시켜 유동장을 발달시켰으며 이후 상하동요와 

종동요에 대한 구속을 풀어 자세 변형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선속에 따른 선체 부상량을 <Fig. 4.9>와 같이 실험과 

비교하였으며 계산 결과가 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체 부상량은 항력보다 양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며 

압력분포가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는데 앞서 살펴본 <Fig. 4.8>과 

같이 자유수면에서 수치확산은 선체에 작용하는 압력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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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체부상량의 오차를 가져 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적 경계면 압축 기법은 자유수면에서 

수치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타당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Fig. 4.9 KRISO 무인활주선의 선속에 따른 선체 부상량 

선속에 따른 트림은 <Fig. 4.10>와 같이 나타내었는데 

실험과 비교했을 때 경향성은 일치하지만 절대적인 값 자체는 약 

1.0 ~ 1.5°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Fridsma의 계산 결과와도 비슷한 수준의 오차이며 선체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과소추정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활주선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선체 부상량과는 달리 양력 보다는 

항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데 트랜섬에서 발생하는 유동이나 

선수부에서 발생하는 정체압을 충분히 크게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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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KRISO 무인활주선의 선속에 따른 트림각 

선속에 따른 저항성능은 <Fig. 4.11>과 같이 실험과 

비교했을 때 경향성은 잘 일치하고 있지만 트림각의 오차로 인해 

전체적으로 작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완전 활주상태인 프루드 수 

0.912 이후의 선속에서 저항에 대한 오차는 약 15 ~ 20%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Fridsma 선형과 

Akkerman (2012), Kandasamy (2011) 등의 CFD를 이용한 

활주선의 자세 및 저항을 추정한 논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항값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4.11 KRISO 무인활주선의 선속에 따른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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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V-type 활주선의 자세 및 저항 추정 

 

V-type 활주선은 V형 선저를 가지는 활주선으로 파를 

관통할 수 있도록(wave piercing) 날카로운 선수부를 가지고 

있다. 이 선형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중인 선형이며 자세한 

형상은 <Fig. 4.12>와 같다. 선수부는 매우 얇고 날카로워 파를 

잘 관통하여 전진할 수 잇으며 선체중앙부는 v형 선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미부로 가면 점차 U형 선저의 특징이 나타나며 

차인(chine)이 없는 라운드 빌지 형태로 인해 Savitsky의 추정식 

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4.12 V-type 활주선의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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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선의 주요 제원은 <Table 4.4>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모형선 스케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4.4 V-type 활주선의 주요 제원 

LOA [m] 1.5 

Breadth [m] 0.313 

Draft [m] 0.0743 

Mass [kg] 12.0 

LCG [m] from F.P. 0.171 

VCG [m] from B.L. 0.068 

Iyy [kg·m2] 0.36 

 

해석에 사용된 계산영역은 -2.5L < x < 5.0L; -3.0L < y < 0; 

-2.0L < z < 2.0L의 크기를 가지며 계산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반폭만 계산하였다. 유입류에는 속도에 대해 Dirichlet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에 대해서는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유출류 경계조건은 속도에 대해 

Neumann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에 대해 Dirichlet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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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V-type 활주선의 격자계 

활주에 따른 2자유도 자세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안쪽 

계산영역은 실린더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바깥쪽 계산영역과는 

비정합경계면 조건을 사용하였다. 계산에는 총 130만 여 개의 

정렬격자가 <Fig. 4.13>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자유수면 근처에서 

격자 조밀도를 크게 하였다. 자유수면은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을 

사용하여 자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PISO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리얼라이저블(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유속 조건은 폭 프루드수를 기준으로 1.71, 2.28, 

2.85, 3.42 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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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속에 따른 선체 부상량은 <Fig. 4.14>와 같으며 실험의 

계측값과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KRISO 무인활주선과 같이 선체부상량을 비교적 잘 추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이 자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을 잘 억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4.14 V-type 활주선의 선속에 따른 선체부상량 

선속에 따른 트림의 변화는 <Fig. 4.15>와 같으며 앞서 

살펴본 Fridsma 선형이나 KRISO의 무인활주선과는 달리 

실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type 

선형은 파를 관통할 수 있도록 선수부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기존의 Fridsma 선형이나 KRISO 선형과는 달리 정체압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정체압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어 선체 

부상량뿐 아니라 트림각 역시 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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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V-type 활주선의 선속에 따른 트림각 

선속에 따른 저항을 <Fig. 4.16>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선체부상량 및 트림이 잘 추정이 된 만큼 저항 역시 실험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16 V-type 활주선의 선속에 따른 저항 

이는 여러 선속에 대해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에 대한 

계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이 날카로운 선수부를 가지는 고속선의 자세와 저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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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잘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수부의 형상에 따른 정체압이 트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힘을 항력과 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힘에 대해 압력으로 인한 성분과 전단응력에 의한 

성분으로 분리하여 비교하였다. 이 때 선체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이미 평형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 비교에 사용될 

선속의 선정은 각 선형에 대해 선체가 완전 활주자세라고 

판단되는 속도를 선정하였다. Fridmsa 선형은 SYMBOL-E 

(속장비: 4), KRISO의 무인활주선은 프루드 수 0.912, 그리고 

V-type 활주선은 폭 프루드 수 2.28을 각각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선체에 작용하는 양력을 압력성분과 전단응력성분으로 

나누어 <Table 4.5>와 같이 비교하였다. 선체를 지지하는 양력은 

압력으로 인한 양력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단응력으로 인한 양력은 전체 양력의 0.1 %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선의 활주 자세에서 선체부상량은 전단응력에 의한 

영향 보다는 압력에 의한 영향이 매우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실험과 비교했을 때 선체부상량은 전체적으로 잘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압력 추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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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고속활주선에 작용하는 양력 분석 

 
Fridsma KRISO V-Type 

Total lift (%) 100 100 100 

Pressure force (%) 100.13 100.17 100.11 

Viscous force (%) -0.13 -0.17 -0.11 

  

선체에 작용하는 항력을 <Fig. 4.17>와 같이 압력성분과 

전단응력성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항력은 압력으로 인한 

성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V-type 선형의 

경우에는 다른 선형에 비해 압력이 전체 항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선수부의 형상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정체압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두 선형은 

정체압을 충분히 크게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을 과소추정 

하고 있은 것으로 여겨진다. 

 

 

Fig. 4.17 고속활주선에 작용하는 항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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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칙 선수파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 

 

파랑에 의한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은 선박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University of 

Strathclyde의 SSRC (Ship Safety Reserch Centre)에서 제공한 

크루즈 선형을 선정하여 선수파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SSRC 크루즈 선형은 2008년 국제선형수조회의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에서 손상 선박 

내부로 유입되는 침입수와 그에 따른 안정성을 연구하기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서울대학교에서 

손상상태 선박의 운동 성능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한 모형시험 

계측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Fig. 5.1 SSRC 크루즈 선형 

 

SSRC 크루즈 선형은 형상은 <Fig. 5.1>와 같다. 실선은 

존재하지 않고 서울대 예인수조 실험에 사용된 모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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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6의 스케일을 가진다. 본 연구의 해석에 사용되는 선형은 

모형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요 제원은 <Table 5.1>와 같다. 

 

Table 5.1 SSRC 크루즈 모형선의 주요 제원 

LOA [m] 3.0 

Breadth [m] 0.43 

Displacement [ton] 0.098 

LCG [m] from midship -0.077 

VCG [m] from B.L. 0.0192 

Ixx, Iyy, Izz [kg·m2] 2.485, 54.431, 54.431 

 

선수파 중 SSRC 크루즈선의 6자유도 운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Lee 등 (2012) 및 Lee 등 (2015)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Lee 등 (2012)은 모형선에 7개의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는 스트랩다운(strapdown) 기법을 

이용하여 모형선의 운동을 계측하였으며 Lee 등 (2015)는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사용하여 

모형선의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였다. 선체의 운동 시험 결과는 

두 계측방법이 서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실험결과를 검증용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선박의 

6자유도 운동에 대한 실험은 보통 계류장치가 필요한데 실험적 

연구에서는 <Fig. 5.2>와 같이 네 조의 스프링을 사용하여 

모형선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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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SSRC 크루즈 모형선의 스프링 계류 시스템 

모형선과 스프링이 연결되는 취부는 <Fig. 5.3>과 같이 

제작되었으며 선박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3 모형선과 스프링이 연결되는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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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위한 규칙 선수파의 조건은 <Table 5.2>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사용한 스프링 계류와는 

달리 선체에 아무런 계류를 하지 않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스프링 계류시스템이 선박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선체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해석결과 역시 실험에서 계측된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과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 파력에 

의하여 선체가 파의 진행방향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Table 5.2 선수파의 파랑 조건 

T [s] 2.06 

H/λ 1/60 

λ [m] 6.626 

H [mm] 54.95 

 

해석에 사용된 계산영역은 -6.6L < x < 6.6L; -6.6L < y < 

6.6L; -3.3L < z < 3.3L의 크기를 가지며 6자유도 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내부에 반지름 1.33L의 크기를 가지는 구 

형태의 계산영역이 선체 전체를 감싸고 있다. 계산에는 <Fig. 

5.4>와 같이 117만 개의 정렬격자와 5만 개의 비정렬격자 

그리고 1만 개의 프리즘격자가 사용되었다. 파 생성항이 적용되는 

영역은 -6.6L < x < -2.0L; 2.0L < x < 6.6L의 크기를 가진다.  

x = -6.6L에서의 경계조건은 파를 생성하기 위해 2차 

정도를 가지는 스토크스 파의 속도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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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에서의 경계조건은 Neumann 타입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바닥의 속도 경계조건은 고착경계조건(No-slip boundary 

condition)이 사용되었으며 천장에서는 대기압 조건이 사용되었다. 

 

 

Fig. 5.4 SSRC 크루즈 선형 해석을 위한 격자계 

보다 빠른 해석을 위해 자유수면의 초기 형상을 2차 정도를 

가지는 스토크스 파의 형상으로 분포시켜 계산하였다. 초기 

유동장을 안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하여 선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약 0.5주기 동안 계산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구속상태를 

풀어 선체의 운동을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시간간격은 

파주기를 기준으로 T/2,000초를 사용하였으며 1차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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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내재적 오일러 기법(1st order Euler implicit method)를 

이용해 시간을 전진하였다. 자유수면 기법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을 적용하였고 난류모델로는 

리얼라이저블(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선체의 자세와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은 <Fig. 5.5>와 같고 규칙 선수파 중 시간에 따른 선체의 

운동에 대한 장면은 <Fig. 5.6>과 같다. 그림에서 시간 간격은 

파의 주기 T로 무차원화 했을 때 0.097의 값을 가진다. 

t/T = 0은 선체부상량이 최대가 된 상태이고 종동요각 또한 

0° 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1) t/T=0일 때 선체부상량이 최대값을 가지고 있으며 

종동요각은 없는 상태이다. 이 때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체를 침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려 한다. 이 때 파의 형상은 파정이 선체중앙부에 위치하게 

된다. 

(2) t/T=0.097일 때 선체부상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종동요각 또한 음의 값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는 선체중앙부에 

위치했던 파정이 점차 선미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선수를 

침하시키고 선미를 부상시키기 때문이다.  

 (3) t/T=0.194일 때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이 

감소하면서 선체부상량은 최대부상량의 약 절반으로 감소한다.  

선미부에는 파정이 형성되어 선미부를 부상시키고 선수부에는 

파저가 형성이 되어 선수부를 침하시킨다. 이 때 종동요 각은 

2.2°크기를 가지고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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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무차원시간에 따른 선체의 자세 (상, 중) 및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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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T=0.291일 때 선체부상량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되어 

침하하기 시작한다. 이 때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은 

선체가 침하함에 따라 선체를 들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지만 관성에 의해 선체는 계속 침하된다. 

(5) t/T=0.388일 때 선체는 관성에 의해 계속적으로 

침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 역시 

증가하게 된다. 선수부에는 파정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종동요각 역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6) t/T=0.485일 때 선체의 침하가 약 0.032m로 크게 

발생하며 이 때 선체에 가해지는 수직방향의 힘은 30N 의 

크기를 가지며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선체는 

이 이후에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다. 파저는 선체중앙부에 

형성되며 종동요각은 -0.25°의 값을 가지게 된다. 

(7) t/T=0.582일 때 선체에 가해지는 수직방향의 힘으로 

인해 선체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다. 이 때 선수부에 파정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선수를 부상시키는데 이로 인하여 종동요각은 

1°의 값을 가질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8) t/T=0.679일 때 선체는 0.02m의 침하량을 가지게 된다. 

선수부에는 파정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선미부에는 파저가 

형성됨기 시작함에 따라 종동요각은 계속 증가하여 1.7°의 값을 

가지게 된다.  

(9) t/T=0.776일 때 선체부상량은 0m를 가지게 되며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 역시 0N 의 값을 가진다. 이 후 

선체는 관성에 의해 계속 부상하게 된다. 선수부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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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브(bulb)가 수면위로 노출될 정도로 크게 부상하고 있으며 

종동요각이 2°의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 

(10) t/T=0.873일 때 선체는 관성의 영향으로 인하여 

0.02m 부상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은 다시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선수부는 파정이 지나감으로 

인해 다시 침하하기 시작하고 선미부는 부상하기 시작하여 

종동요각이 1.5°로 감소하였다. 

(11) t/T=0.97일 때 선체는 0.035m로 크게 부상하며 이 때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 또한 -30N 으로 선체를 

침하시키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12) t/T=1.067일 때 선체 운동의 한 주기를 지나 다시 

선체부상량이 점차 감소하고 선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의 힘이 

선체를 점차 침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파저가 선수부로 

접근해 옴에 따라 선수는 침하하고 선미는 파정에 의해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 종동요각이 음의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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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규칙 선수파 중 시간에 따른 선체의 운동(파 주기로 무차원화 

된 시간간격 =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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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규칙 선수파에 의한 선체의 운동궤적(X: 전후동요, Z: 

상하동요) 

입사파의 파장이 선체길이에 비해 약 두 배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수파의 경우 선체의 상하운동과 종동요운동은 파정과 

파저의 위치에 따라 크게 의존하게 된다. 또한, 계류되어있지 

않은 선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력에 의해 <Fig. 5.7>와 같이 

선미방향으로 점차 밀려나가게 된다. 선체의 운동 궤적을 

살펴보면 선체가 최대침하가 된 이후에 선수부에 파정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선수가 부상하게 된다. 이 때 종동요각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서 선박은 선미 쪽으로 크게 밀려나가게 

되고 선체가 최대부상량을 갖게 되어 종동요각이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된다. 선체가 다시 침하하기 시작하면 선수부에 파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선수가 침하하게 되는데 이 때 종동요각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되어 선체는 선수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선체의 이동 방향은 파의 진행방향과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미 쪽으로 밀려나던 변위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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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선체가 점차 선미 쪽으로 밀리게 된다. 

선체의 운동을 보다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후동요, 

상하동요 그리고 종동요 운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후동요 

운동의 변위를 <Fig. 5.8>과 같이 실험과 비교하였다. 실험에서는 

선체의 전후동요가 계류력으로 인해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선체를 계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에 의해 

선미 쪽으로 점차 밀리는 표류현상(drift)을 볼 수 있다. 전후 

동요 운동의 주기는 실험 및 입사파 조건에서 2.06 초 이며 계산 

결과는 2.07 초로 주기가 약간 길어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표류에 의한 영향으로 파에 의해 선체가 뒤로 밀려나는 속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Fig. 5.8 선수파 중 SSRC 크루즈선의 전후동요 운동 

선체가 뒤로 밀려나게 되면 조우주파수가 변화되고 선체가 

밀려나는 평균속도인 0.018 m/s 를 아래 식에 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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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주파수를 구하였다. 

 









−= se u

g
ωωω 1

   (5.1) 

 

여기서 su 는 전후동요 방향의 운동속도이며 ω 는 입사파의 

주파수, 그리고 eω 는 조우주파수를 나타낸다. 이 관계식에 의하면 

선체가 밀려나는 속도로 인해 조우주파수가 작아지며 입사파 

대비 0.5 % 차이가 있게 된다. 수식을 통해 계산된 조우주파수는 

2.07초로 CFD 결과를 통해 얻어진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하동요 운동과 종동요 운동을 <Fig. 5.9 - Fig. 5.10>에 

각각 나타내었다. 상하동요 운동의 진폭은 약 0.04 m로 실험과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동요 운동의 진폭은 

약 2.0° ~ 2.2°로 나타났다. 두 운동의 주기는 2.07초로 

조우주기를 고려한다면 실험과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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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선수파 중 SSRC 크루즈선의 상하동요 운동 

 

Fig. 5.10 선수파 중 SSRC 크루즈선의 종동요 운동 

계산은 6자유도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나 선수파 조건이고 

완전 대칭 격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좌우방향의 변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선체에 가해지는 수직방향의 힘을 실험과 

비교하면 <Fig. 5.11>과 같고 수평방향의 힘은 계류의 영향으로 

인해 실험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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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선수파 중 SSRC 크루즈선의 수직방향 힘 비교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주로 상하운동 및 종동요 

운동에 영향을 주는데 실험과 비교했을 때 힘의 크기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힘의 주기 또한 조우주파수가 

달라진 만큼 입사파 대비 약 0.5% 길어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제안된 수치해석기법이 규칙 선수파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잘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류력에 의한 선체 운동의 영향은 전후동요에만 크게 영향을 

주며 상하동요와 종동요 운동에는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후동요로 인한 표류현상은 조우주기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수치해석 결과가 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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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운동 변위에 대한 운동응답특성을 <Table 5.3>와 

같이 나타내었다. 선수파 조건에서 횡동요 및 선수동요 방향의 

운동은 계산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Table 5.3 운동변위에 대한 운동응답특성(RAO) 

 
Surge Heave Pitch 

CFD 0.363 0.727 0.803 

EFD 0.372 0.745 0.836 

Difference 

(%) 
2.419 2.416 3.94 

 

선형운동 중 전후동요의 운동응답특성은 해석에서 0.363, 

실험에서 0.372을 나타내었으며 입사파 대비 작은 

운동응답특성을 보였다. 반면 상하동요에 대한 운동응답특성은 

해석에서 0.727, 실험에서 0.745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입사파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후동요의 운동응답특성은 상하동요의 운동응답특성에 비해 약 

절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선체에 가해지는 파력이 주로 

수평보다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동요 운동의 경우 해석에서는 0.803의 운동응답특성을 

보이는 반면 실험에서는 0.836의 운동응답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파장이 선체길이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어 파정과 파저의 

위치에 따라 선체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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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가 없는 선박의 운동은 마치 파에 실려 운동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정과 파저가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점과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선미나 선수트림 보다는 

부력의 크기에 좀 더 영향을 주므로 선체 전체를 부상시키거나 

침하시키게 된다. 반면 파정과 파저가 선수부나 선미부 쪽으로 

치우치면 선체의 부상이나 침하보다는 선수트림이나 선미트림에 

보다 큰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종동요와 상하동요의 운동 

주기는 파의 주기와 거의 일치하며 종동요와 상하동요의 위상은 

약 T/4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파의 속도 성분을 살펴보면 궤도운동(orbital motion)을 

하므로 주기적으로 선체를 전후방향으로 동요시키게 된다. 

계류력이 없다면 선체는 표류현상이 발생하고 밀려나는 속도에 

의해 파와 만나는 주기가 조금 길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종동요와 상하동요의 운동 주기는 파의 주기와 

약간 어긋나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잘 포착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해석기법이 실제 

파랑에 의한 선박의 운동을 물리적으로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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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파랑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 1) 자유수면에 대한 처리와 2) 수치 수조 

기법 그리고 3) 격자 변형 기법에 대해 고찰하고 각 기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1) 자유수면에 대한 처리 

CFD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VOF 기법의 경우 

상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이 압력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경계면 압축 기법은 상경계면에서 수치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동조건에 따라 상경계면에서 

계단현상과 같은 비물리적인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은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상경계면에서 수치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계단현상과 

같은 비물리적인 자유수면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높은 CFL 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 활주선의 자세 및 저항 추정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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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 수조 기법 

수치수조기법은 반사파 및 산란파 등에 의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파 생성항을 이용하여 수치수조를 

구현하였다. 이 방법은 입사파 외의 교란파에 대해 감쇠를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안된 수치 수조 기법은 여러 파 조건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제안된 수치 수조 기법은 

선수파 중 SSRC 크루즈 선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에 적용 

되었다. 

 

3)격자 변형 기법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격자 변형기법을 

적용하였다.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은 때로는 대 변위 운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회전 운동에 대해 격자가 꼬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산 영역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선박 주위의 영역은 원통 혹은 구 형태로 감싸게 된다. 이 

영역에서 격자는 선박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강체처럼 운동하여 

선박 주위의 격자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원통 혹은 구 형태의 

계산 영역 바깥은 격자가 늘어나거나 찌그러드는 영역으로 

선박의 병진운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영역은 

비정합경계면 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격자변형 기법은 여러 

벤치마크 케이스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정수 중 고속선의 항주 

자세 및 저항성능 추정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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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론은 상기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다음과 같다. 

 

1) 자유수면에서 수치확산을 줄이기 위한 동적 경계면 

압축기법을 새로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경계면 포착 

기법과는 달리 파의 형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랑 하중으로 인한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파랑 중 선박의 대변위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수치수조기법과 격자변형기법은 조선해양분야에서 필요한 

수치기법들로 일반적인 상선뿐 아니라 함정의 설계 및 평가에도 

적용 가능하며 거대한 해양플랜트의 운동 성능 해석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수함이나 어뢰와 같은 

수중운동체의 6자유도 운동 해석에도 적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로는 파랑중 고속활주선의 활주자세 추정이나 

손상구획을 가진 선박의 안정성 해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치해석 기법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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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mputational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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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f six degree-of-freedom 

(6DOF) motion of a ship in waves due to its importance of 

evaluation ship resistance and seakeeping. The approaches to 

these studies are usually based on the potential theory. It has 

been developed to the level of practical use for the 6DOF 

motion of the ship.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when the 

viscous effect is no longer negligible, especially roll motion 

relating to the ship stability. Therefore, computational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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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CFD)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for the study of 6DOF motion of a ship in waves. 

In the present study, a volume of fluid (VOF) method for 

free-surface flow, numerical wave tank for wave generation, 

and mesh deformation method for handling motion of the ship 

were considered to analyze 6DOF motion of the ship in waves. 

Interface smearing near the free-surface affects the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hull. Especially, the running 

attitude of the high speed surface craft whose weight of the 

hull is mostly supported by lift force rather than buoyance 

force is sensitive to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hull. 

Therefore, a dynamic interface compression method was 

introduced to reduce interface smearing near the free-

surface. The method was validated by well-known 

benchmark tests such as volume fraction advection test, dam 

breaking test and sloshing test. The numerical wave tank was 

adapted to generate waves. The method uses wave source 

term which can treat wave reflection effectively and validated. 

The mesh deformation method which can handle large motion 

of the ship was applied to simulate 6DOF motion of the ship. 

Finally, the running attitude of the high speed surface crafts 

such as Fridsma hull, KRISO hull, and V-type hull were 

performed in calm water. The running attitude and resistance 

of the hulls were compared to experimental da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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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d. The 6DOF motion of the cruise ship in head wave 

was simulated. Surge, heave and pitch motion of the ship 

were compared to experimental data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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