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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6DOF Motion 
Measurement System  

for SRTP Test of a Damaged Ship 
in Head Seas 

 

Tae Gu Lim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ssists its 

members to comply with the Safe Return to Port (SRTP) requirement, 

which was addressed in the 2009 International Safety of Life at Sea 

(SOLAS) treaty. The requirement was prompted by the increasing 

size of passenger ships and it defines a threshold where ship’s crew 

should be able to return to port without requiring passengers to 

evacuate. In the present study, the 6DOF motion measurement system 

using the wireless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was developed for 

SRTP test of a damaged ship. Reliability of the motion measurement 

system was verified by comparing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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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pdown method and wired IMU in the same test conditions. All the 

model tests were carried out in the towing tan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prevent drift motion of the ship model and maintain the 

constant heading angle, the ship model was moored by springs fixed 

on the towing carriage. The 6DOF motion of the ship model in both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was measured in head sea conditions. In 

case of damaged ship, the motion response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intact ship because mass distribution of the ship model was changed 

by water flooded in the damaged compartment. The flooding water in 

damaged compartment was observed by video cameras and measured 

by capacitance-type wave height meters. In addition, the mooring 

forces and moments exerted on the ship model were calculated for 

CFD validation. 

 

Keywords: Damaged ship, Safe-Return-to-Port (SRTP), Free-

running test, 6DOF motion measurement system,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validation, Head sea 

Student Number: 2012-2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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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예나 지금이나 선박의 안정성은 조선해양공학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

을 끄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이는 선박과 관련한 해양사고가 발생

할 경우 선박의 안정성이 피해 규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우에는 

선박이 점차 대형화되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과 관련한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많은 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 선체 손상 시 단시간 내에 침

입수에 의해 침몰로 귀결될 수 있는 ROPAX, 그리고 해상사고로 인한 선체 

손상 시 대규모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물선이나 유조선 등과 같은 

선박들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이 손상 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약칭 IMO)를 중심으로 손상 선박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각도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손상 선박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1912년 4월에 발생한 타이타닉

(Titanic)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증폭되었다. 사고 당시 이 초대

형 여객선에 탑승했던 2,300여명의 승선자 중 무려 1,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형 선박 사고가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각인시켰다. 그 결과, 1914년 영국 런던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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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된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해상 인명 안전 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약칭 SOLAS)이 

최초로 체결되었고, 이후 IMO를 필두로 하여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국제적 통일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등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증진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내∙외에서 인명 피해를 동

반한 크고 작은 선박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

에서는 1987년 필리핀 마닐라 남쪽 해상에서 유조선과의 충돌하여 약 4000

여명의 사상자를 낳으며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된 도나 파즈

(DONA PAZ) 호 침몰 사건을 비롯하여, 2012년 지중해에서 좌초된 대형 호

화 여객선 코스타 콩크르디아(COSTA CONCORDIA) 호 침몰 사건, 그리고 

2013년 필리핀 세부 탈리사이 해안 가까이에서 화물선과의 충돌로 짧은 시간 

내에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된 토마스 아퀴나스(TOMAS 

AQUINAS) 호 침몰 사건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정원 초과와 기상 악화를 인해 서해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약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선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이 손상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지상과는 다르게 사고 발생 시 해상에서

는 승선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대피하기 쉽지 않고, 특히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사고가 난 급박한 상황에서 구명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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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하더라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된 상황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선박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선박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선박 자체가 가장 크고 안전한 피난처

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009년 SOLAS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주제가 바로 손상 선박의 항구로의 무사귀환(Safe Return to 

Port, 약칭 SRTP)이다. 

SRTP란 선박이 화재 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손상되었을 경

우에 별도의 승객 구출 없이 해당 선박 자체가 지닌 동력으로 항구까지 무사

히 귀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사항이다. 선박 사고와 관련하여 안 

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SRTP 역시 그 연구가 다

각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영국의 선급 협회(Lloyd’s Register)에서는 사고

로 인해 손상된 선박이 보퍼트 풍력 계급(Beaufort scale) 8단계의 해상 상태

에서 6kt의 속도로, 2009년 독일의 선급 협회(Germanischer Lloyd, 약칭 

GL)에서는 선박이 손상된 상태에서도 일반적인 기상 조건에서 7kt 또는 설계 

속도의 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항하여 가까운 항구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어

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 SRTP와 관련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려면 이와 관련하여 축적된 데이터가 충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SRTP에 관한 연구는 이를 뒷받침할 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손상 선박의 운동과 관련한 SRTP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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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손상 선박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실험 및 수치계산을 통

해 수행되었다. 손상 선박의 운동은 손상 구획 내의 침수 유동의 거동이 추가

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비손상 선박의 운동에 비해 그 해석이 매우 복잡하

고 어렵다. 손상 선박의 운동과 관련하여 실험을 통한 접근은 직접 현실과 동

일한 상황을 가정하여 연구가 수행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실험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공간적·시간적인 제약이 많고 그 비용 또한 크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과 동시에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계산을 통해 손상 선

박의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다양하게 접근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복잡한 손상 선박의 운동을 예측하고 이를 해석하는 수치계산 방법으

로 점성을 고려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약칭 CFD)

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CFD를 활용한 손상 선박의 운동에 관한 연

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CFD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난류 모델, 격자 정보 등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다르다. 따라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CFD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증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그 실험의 설계는 완벽해야 한다. 

하지만 SRTP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손상 선박의 안정성에 대한 실험적 연

구들은 CFD 검증용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SRTP 자유항주시험을 위한 실험 계측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나

아가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CFD 검증용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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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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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현재까지 손상된 상태에 놓인 선박의 운동과 관련한 연구는 수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수행된 바 있다. D. Papanikolau(2000) 등은 기관

실이 침수되어 손상된 ro-ro선이 파랑 중 전복되는 과정에 대해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수치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E. Korkut(2004) 등은 ro-ro선

을 이용한 모형시험에서 손상 구획 내의 침수 유동이 규칙파랑 중 손상 선박

의 운동에 끼치는 영향은 파의 방향성과 파 주파수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D. Lee(2006) 등은 Figure 1.1에 보이듯이 선체의 세 부분에 대해 손상을 

입었을 때 ro-ro선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알아보고자 모형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이론적으로 수치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량적∙정

성적으로 실험 결과와 이론적으로 수치계산 결과는 일치하였으나, 다른 운동

에 비해 횡동요의 경우에는 다소 두 결과 값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는 손상 선박의 운동에 대하여 점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P. Ruponen(2007)은 여객선이 손상되었을 때 침입수가 선체 내부로 유입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복잡한 손상 구획을 선체 내부에 설계하여 모형시험

과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유지명(2012)은 CFD 

검증을 위해 단순한 손상 구획을 가진 여객선을 이용하여 자유 횡동요 감쇠 

시험을 수행하였고, 손상 구획 내부로 유입되는 침입수로 인해 손상 선박의 

횡동요 감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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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dynamic behavior of a 
damaged ship in waves (D. Lee et al., 2006) 

 

나아가 이성균(2013)은 Figure 1.2에서와 같이 동일 여객선 선형에 대해 

CFD 검증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손상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응답에 관

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김동환(2013)은 CFD를 이용하여 앞서 

수행되었던 손상 상태에 놓인 여객선의 침수 현상, 자유 횡동요 감쇠, 규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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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중 운동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Figure 1.2 Experimental study of the motion responses of damaged ship 
for CFD validation (이성균, 2013) 

 

이처럼 현재까지 손상 선박의 운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실험과 수치계산

을 통해 수행되어왔지만 SRTP 자유항주시험을 최종목표로 하거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CFD 검증용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이전에는 해상 사고로 인해 손상된 선박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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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진 속도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손상의 경우와는 달리 선박의 전

진 속도는 손상 선박의 안정성 및 운동에 대해 연구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손상 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요구사항이 높아

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선박이 사고를 당해 손상되었을 때 선박 자체가 가

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SRTP의 기본 개념에 부합되는 연구들이 

이제는 보다 활발하게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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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내용 

본 논문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전에 수행된 손상 선

박의 운동에 관한 연구를 계승하고 SRTP 자유항주시험이라는 최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동일한 여객선 선형을 선정하였다. 손상 구획 내부의 침수 유

동을 관찰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와 용량식 파고계를 설치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가속도계를 이용한 strapdown 방법 대신 무선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약칭 IMU)를 이용하여 SRTP 자

유항주시험에 활용될 새로운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전 연구에

서와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값을 비교하여 무선 관성측정

장치를 이용한 계측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또한 모형선과 실선의 질량분포가 

완벽히 상사되도록 경사 테이블을 이용한 관성능률시험, 경사시험 및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준비된 모형선이 항상 일정한 

선수각을 유지하도록 스프링을 이용하여 예인전차에 계류하였다. 각 시험 조

건에 대하여 비손상∙손상 선박의 운동을 계측하였고, 실험의 반복성을 확인하

기 위해 모든 실험은 2회 이상 수행되었다. 손상 선박의 경우에는 모형선의 

선수파 중 운동을 계측함과 동시에 비디오 카메라와 용량식 파고계를 통해 손

상 구획 내부로 유입되는 침입수에 대한 관측 및 계측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비손상∙손상 선박의 운동응답을 산출하였고 손상 유무에 따른 선수파 중 선박

의 운동 변화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아울러 설계된 선박의 운동에 대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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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Equation Chapter (Next)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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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시험 준비과정 

2.1. 모형 준비 

2.1.1. 모형선 

본 연구의 모형시험에는 영국의 University of Strathclyde의 Ship Safety 

Research Centre(SSRC)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객선 선형이 사용되었다. 이 

선형은 실제 건조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며 국제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설계된 만큼 CFD 검증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SSRC 여객선 선형은 2008년 국제선형수조회의(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약칭 ITTC)에서 손상 선박 내부로 유입되는 침입수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약칭 MOERI)와 서울대학교에서 손상 

선박의 운동응답에 관한 연구를 위해 동일한 선형이 모형실험과 수치계산에 

활용되었다. 

모형시험은 Figure 2.1의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크기는 

길이 110 m, 폭 8 m, 깊이 3.5 m이다. 모형선의 제원은 예인수조의 크기와 

ITTC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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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서울대학교 예인수조 전경 

 

ITTC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할 경우, 척도 

효과(scale effect)를 고려하여 모형선의 길이가 3 m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측벽 효과(blockage effect)를 고려하여 예인수조 측벽의 

반사파가 실험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모형선의 양끝단과 

예인수조의 측벽 간 거리가 1 m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던 손상 선박의 

운동응답에 관한 연구를 계승함과 동시에 SRTP라는 새로운 연구주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Figure 2.2와 같이 길이 3 m인 SSRC 여객선 선형의 

모형선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아래의 Table 2.1은 SSRC 여객선 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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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과 모형선에 대한 주요 치수를 정리한 것이다. 

 

 

Figure 2.2 SSRC 여객선 선형의 모형선의 도면(a)과 실제 모습(b) 

 

Table 2.1 SSRC 여객선 선형의 모형선과 실선의 주요 치수 

항목 실선 모형선 

ppL  (m) 247.7 3.0 

B  (m) 35.50 0.43 
D  (m) 8.3 0.1 

Displacement (ton) 56541.50 0.98 
LCB  (m) 

(+: forward of the midship) -3.096 -0.037 

LCG  (m) 
(+: forward of the midship) -6.329 -0.077 

KB  (m) 4.085 0.049 
KM  (m) 18.781 0.227 
KG  (m) 16.393 0.199 
GM  (m) 2.388 0.029 

xxk  (m) 14.814 0.179 

yyk  (m) 61.9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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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손상 구획 

모형선 내부의 손상 구획 역시 이전에 수행되었던 유지명(2012)과 이성균

(2013)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구조가 사용되었다. Figure 2.3은 손상 구획의 

실제 모습과 크기, 그리고 그 내부에 설치된 용량식 파고계의 위치를 알려주

는 측면도 및 평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손상 구획 전체는 두 개의 손상 구획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 손상 구획 사이에는 작은 연결부를 통해 침수 유동

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후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선미 

쪽 손상 구획을 Compartment 1, 선수 쪽 손상 구획을 Compartment 2라 칭

한다.) 

 

 

Figure 2.3 손상 구획의 측면도(a, b), 평면도(c), 실제 모습(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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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침수 유동 계측 장비 

모형선 내부의 손상 구획을 통해 유입되는 침입수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해

서 손상 구획 내부에 용량식 파고계가 설치되었다. Figure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ompartment 1에 3개, Compartment 2에 2개를 더하여 총 5개의 용

량식 파고계가 손상 구획 내부에 사용되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 비교

를 위해서 Figure 2.4에서와 같이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가 각각 선수와 선미 

측에 한 대씩 설치되었고 이를 사용하여 침수 유동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촬영

하였다. 

 

 

Figure 2.4 선수(a)와 선미(b) 측에 설치된 카메라와 이를 통해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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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성능률시험 및 경사시험 

우선 모형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실선과 모형선의 질량 분포에 대한 정확

한 상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Figure 2.5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성능률시험에서

는 경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종방향 관성 모멘트를 조정하였고, 경사시험과 더

불어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을 통해 횡방향 관성 모멘트를 조정하였다. 

 

 

Figure 2.5 경사 테이블(a)을 이용한 관성능률시험과 경사시험 및 자유 횡동요 
감쇠 시험(b)을 통해 준비된 모형선(c) 

 

2.2.1. 경사 테이블을 이용한 관성능률시험 

모형선의 무게중심의 위치와 회전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경사 테이블을 활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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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은 Figure 2.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m 의 질량을 제외한 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경사 테이블 자체 질량은 dm 이고, O 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또한 평형 위치에서 수평을 이루고 바닥의 중심은 K 에 위치하며 OK 는 연직

선 상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2.2.1.1. 경사 테이블 자체의 무게중심 및 회전 관성 모멘트 측정 

 

1θ

O

dG

K

dm g

1m g

1y

1x

K ′

 

Figure 2.6 경사 테이블 자체의 무게중심 및 회전 관성 모멘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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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Figure 2.6에서와 같이 이 경사 테이블 자체의 높이 방향 무게중심의 

위치 dG 를 측정하기 위해 경사 테이블의 임의의 수평 방향 위치 1x 에 질량 

1m 인 추를 두고 경사각 1θ 을 측정하여 회전중심 O 에 대한 정적 모멘트의 평

형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 

 

 ( )1 1 1 1 1 1sin cos sin 0O d dM m gOG m g x yθ θ θ= − − =∑  (2.1) 

 

따라서 위 식으로부터 경사 테이블 자체의 높이 방향 무게중심의 위치 

dOG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
1 1 1cotd

d

mOG x y
m

θ= −  (2.2) 

 

다음으로 경사 테이블 자체의 회전 관성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 앞서 사용했

던 질량 1m 인 추를 제거하고 경사 테이블 자체의 무게중심 G 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를 dGI , 회전중심 O 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를 dOI 라고 한다. 

그리고 경사 테이블의 회전각이 작고 회전하는 동안의 기계적인 마찰 등으로 

인한 감쇠가 없으며 공기에 의한 부가 관성 모멘트를 무시한다고 가정하면, 

경사 테이블의 회전 운동은 아래와 같은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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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dO d dI m gOGθ θ+ =  (2.3) 

 

여기서 경사 테이블의 회전주기 dT 를 측정하면 회전중심 O 에 대한 경사 

테이블의 회전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그 값을 얻을 수 있다. 

 

 
2

2
d

dO d d
TI m gOG
π

 =  
 

 (2.4) 

 

따라서 경사 테이블의 무게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는 평행 축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dG dO d dI I m OG= −  (2.5) 

 

2.2.1.2. 모형선의 무게중심 및 회전 관성 모멘트 측정 

경사 테이블 자체의 무게중심 및 회전 관성 모멘트를 측정한 후, 모형선의 

높이 방향 무게중심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Figure 2.7와 같이 경사 테이블

의 길이 방향 무게중심과 모형선의 길이 방향 무게중심이 일치하도록 모형선

을 경사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경사 테이블이 수평이 되도록 모형선

의 무게 분포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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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θ

O

dG

K

dm g

2m g

2y

2x

K ′
sG

sm g
 

Figure 2.7 모형선의 무게중심 및 회전 관성 모멘트 측정 

 

이후 Figure 2.7에서 보이듯이 임의의 위치 2x 에 질량 2m 인 추를 올린 후 

경사각 2θ 를 측정하여 회전중심 O 에 대한 정적 모멘트의 평형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식을 세울 수 있다. 

 

 ( )2 2 2 2 2 2 2sin sin cos sin 0O d d s sM m gOG m gOG m g x yθ θ θ θ= + − − =∑  (2.6) 

 

여기서 sm 는 모형선의 질량을, 2m 는 추의 무게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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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이 방향 무게중심의 위치 sOG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 2 2 2 2 2

2

cos sin sin
sin

d d
s

s

m x y m OG
OG

m
θ θ θ

θ
− −

=  (2.7) 

 

다음으로 모형선의 회전 관성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 앞서 사용했던 질량 

2m 인 추를 제거한 후 모형선의 무게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를 sGI , 회

전중심 O 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를 sOI 라고 한다. 이전 경사 테이블의 회

전각이 매우 작고 회전하는 동안의 기계적인 마찰 등의 감쇠를 무시하며 공기

에 의한 부가 관성 모멘트가 없다고 가정하면 경사 테이블의 회전운동은 다음

과 같은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 ) ( ) 0dO sO d d s sI I m gOG m gOGθ θ+ + + =  (2.8) 

 

여기서 모형선의 회전주기 d sT + 를 측정하면 회전중심 O 에 대한 모형선의 

회전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그 값을 얻을 수 있다. 

 

 ( )
2

2
d s

sO d d s s dO
TI m gOG m gOG I
π
+ = +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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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형선의 무게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는 평행 축 정리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sG sO s sI I m OG= −  (2.10) 

 

Table 2.2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관성능률시험 결과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yyk 의 오차율이 약 1 % 이내의 값을 가지며 

종동요와 관련하여 실선과 모형선의 질량 분포가 정확히 상사를 이루도록 맞

추었다. 

 

Table 2.2 경사 테이블을 이용한 관성능률시험 결과 

변수 값 변수 값 

dm  (kg) 75.600 2m  (kg) 10.000 

swingm  (kg) 65.900 2θ  (°) 1.660 

wirem  (kg) 6.1000 2x  (m) 1.000 

centerm  (kg) 3.600 2y  (m) 2.020 

dOG  (m) 1.993 sm  (kg) 97.900 

dOI  ( 2kg m⋅ ) 362.045 sOG  (m) 1.780 

dGI  ( 2kg m⋅ ) 61.892 sOI  ( 2kg m⋅ ) 364.473 

dT _measured (s) 3.110 sGI  ( 2kg m⋅ ) 54.431 

1m  (kg) 10.000 d sT + _measured (s) 3.000 

1θ  (°) 3.350 yyk _desired (m) 0.750 

1x  (m) 1.000 yyk _measured (m) 0.746 

1y  (m) 2.020 오차율_ yyk  (%) 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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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경사시험 및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 

M

O
Wd

G

B
G′
B′

Z

θ

 

Figure 2.8 경사시험 시의 모멘트 평형 

 

경사 테이블을 이용한 관성능률시험과 더불어 모형선의 GM 을 맞추기 위한 

경사시험과 횡방향 관성 모멘트를 구하기 위한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에 수행

되었다. 우선 경사시험 시 모형선 내부의 추를 횡방향으로 옮겨 경사각을 부

여한 후 추의 무게와 부력 간의 모멘트 평형을 이용하여 GM  값을 계산하였

다. Figure 2.8은 경사시험 시의 모멘트 평형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2.8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선 내부의 무게가 W 인 추를 횡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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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d 만큼 옮겨 횡경사각 θ 만큼 기울어지게 되면 부심과 무게중심의 위치

는 각각 B 와 G 에서 B′ 와 G′로 이동하게 된다. 메타센터 M 에 대한 정적 

모멘트 평형을 고려하여 식을 세우고 이를 통해 GM 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sin cos 0MM GM W dθ θ= ∆ ⋅ − ⋅ =∑  (2.11) 

 

 
tan

W dGM
θ

⋅
=
∆ ⋅

 (2.12) 

 

여기서 ∆ 는 물에 잠긴 모형선의 부피에 해당되는 만큼의 부력을 의미한다. 

또한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을 통해 모형선의 횡동요 주기를 측정하여 모형선

의 횡방향 관성 모멘트를 조정한다. 목표하는 횡방향 관성 모멘트를 맞추기 

위해 모형선 내부의 추들을 움직여서 모형선 내부의 질량 분포가 알맞도록 한

다. 

이렇게 계측된 모형선의 횡동요 주기와 앞에서 구한 GM 을 이용하면 아래 

식과 같이 모형선의 횡방향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2

44 442
TI mgGM A
π

 = ⋅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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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가 관성 모멘트 44A 는 0.2 44I 로 가정한다. Table 2.3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경사시험 및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 결과를 정리

해 놓은 것이다. 경사 테이블을 이용한 관성능률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사

시험 및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에서도 GM 과 xxk 의 오차율이 약 1 % 이내의 

값을 가지며 횡동요와 관련하여 실선과 모형선의 질량 분포가 정확히 상사를 

이루도록 맞추었다. 

 

Table 2.3 경사시험 및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 결과 

변수 값 변수 값 

sm  (kg) 97.900 GM _measured (m) 0.028 

cameram  (kg) 0.900 오차율_ GM  (%) 0.383 

goniometerm  (kg) 0.500 xxk _desired (m) 0.159 

w  (kg) 2.000 xxI _desired ( 2kg m⋅ ) 2.475 

d  (m) 0.200 xxk _measured (m) 0.159 

θ  (°) 8.050 xxI _measured ( 2kg m⋅ ) 2.485 

θ  (rad) 0.141 T _measured (s) 2.060 

GM _desired (m) 0.029 오차율_ xxk  (%)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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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측 시스템 

2.3.1. 계측 장비 

선박의 운동을 계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이전에 수행

되었던 유지명(2012)과 이성균(2013)의 연구에 활용된 strapdown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Miles(1992)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 strapdown 방법은 

Figure 2.9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선에 부착된 7개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모형선의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케이블로 연

결된 가속도계를 통해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SRTP 실험의 최종 목적인 자유

항주시험에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활용되기 힘들며 필터링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 이에 따른 데이터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Figure 2.9 선박의 운동 계측을 위해 가속도계를 이용한 strapdow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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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형시험이 수행된 서울대학교 예인수조는 변위 값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이용한 6자유도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

지만 이 또한 프레임을 통해 전위차계와 선박을 연결해주는 방식 때문에 선박

의 운동이 제한적이게 된다.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초고속 카메라

를 활용한 영상처리기법의 경우에는 높은 정확도와 편리한 데이터 후처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법은 그 비용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 상당히 비싸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른 방법들에서 드러난 문제점

들을 보완하고 선수파 중 손상 선박의 SRTP 실험을 위한 6자유도 운동 계측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선박의 운동을 계측하기 위

해 무선 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하였다.  

 

Table 2.4 무선 관성측정장치의 주요 사양 

모델명 MTw (Xsens 사) 
크기 34.5 mm ×  57.8 mm ×  14.5 mm 
질량 27 g 

최대 표본 추출 비율 1800 Hz 
충전시간 / 가용시간 ~ 약 1시간 / ~ 약 3시간 30분 

분해능 0.05 deg., 0.03 2/m s  
전송 범위 최대 20 m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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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무선 관성측정장치(a)와 컴퓨터 수신부(b) 

 

본 연구의 모형시험에 사용된 무선 관성측정장치는 네덜란드 Xsens 사의 

MTw 무선 관성측정장치 모델로 모형선의 중앙부에 위치시켰으며 그 주요 사

양은 Table 2.4에 정리되어있다. Figure 2.10은 모형선에 부착된 무선 관성측

정장치와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를 받는 수신부를 나타낸다. 

 

2.3.2. 계측 시스템 검증 과정 

일반적으로 새롭게 구축된 계측 시스템에 대한 검증 과정은 필수적이다. 본

격적인 모형시험에 앞서 무선 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본 연구의 계측 시스템

을 검증하기 위해 strapdown 방법을 이용한 이성균(2013)의 연구에서와 동

일한 조건에서 횡파 중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비교 및 검증하였다. 실

험 결과에 대한 반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험 조건에 대해 두 번씩 반복해

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데이터 케이블에 대한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선 관성측정장치를 사용되었다. Table 2.5는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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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모형선 기준 2.06초)를 기준으로 한 총 다섯 가지 입

사파 주파수에 대해 모형선의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여 그 중 횡동요 운동에 

대한 운동응답(Response Amplitude Operator, 약칭 RAO)을 정리해놓은 것

이다. 오차율(Error)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DifferenceError 100

Dynamic range
×=  (2.14) 

 

 Dynamic range Max. Min.: IMU(Wireless)= −  (2.15) 

 

 Difference IMU(Wireless) Strapdown= −  (2.16) 

 

Table 2.5 계측 시스템 비교 및 검증 결과 

T  (s) ( )1/2
/ppL gω  Strapdown IMU 

(Wired) 
IMU 

(Wireless) 오차율 (%) 

1 3.475 5.491 5.358 5.540 0.831 
1.5 2.316 0.510 0.539 0.490 0.342 
1.75 1.985 1.132 1.105 1.220 1.493 
1.96 1.773 4.848 4.875 5.017 2.872 
2.06 1.687 6.182 6.044 6.370 3.192 
2.16 1.609 5.241 5.315 5.158 1.419 

 

Figure 2.11은 Table 2.5를 바탕으로 무차원화된 입사파 주파수에 따른 모

형선의 횡동요 운동에 대한 운동응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2.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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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에서 볼 수 있듯이 검증 과정에 사용된 세 가지 방법의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함을 통해 무선 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본 연구의 계측 시스템을 

검증하였고 상대적으로 모형선의 운동에 미치는 데이터 케이블의 영향이 미미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11 계측 시스템 비교 및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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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프링을 이용한 계류 시스템 

일반적으로 파랑 중 선박의 운동은 1차 파강제력(wave exciting force)에 

의한 조화 운동(harmonic motion)과 2차 파강제력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표류력을 받아 표류(drift)하게 되는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파

랑 중 선박의 운동을 올바르게 계측하기 위해서는 모형선이 표류하는 것을 막

아주면서 동시에 입사파에 의해 나타나는 모형선의 조화 운동에 영향을 최대

한 주지 않도록 하는 계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모형시험에서는 모형선을 계류하기 위해 이전에 수행되었던 이성

균(2013)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조건의 스프링(스프링 상수 sk =5.947 N/m)

을 사용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횡파 중 선박의 운동을 계측하였던 것과는 달

리 추후에 수행될 SRTP 실험에 대비한 선수파 중 손상 선박의 운동을 계측

하기 위해서 선박이 일정한 선수각을 유지하면서 입사파를 정면으로 맞이하도

록 계류를 하였다. 

Figure 2.12는 모형선이 실험 중에 일정한 선수각을 유지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예인전차에 계류하고자 설치한 프레임이 설치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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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모형선을 계류하기 위해 예인전차에 설치된 프레임 

 

 

Figure 2.13 모형선(a)이 스프링에 의해서 예인전차 프레임(b)에 계류된 모습: 
측면도(c), 평면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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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igure 2.13는 모형선이 스프링에 의해서 예인전차 프레임에 계류된 

모습을 나타내며, 특히 모형선에서 스프링과 연결되는 취부는 선수파 중에서 

선박이 운동하는데 있어서 스프링이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뿐만 아니라 추

가적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 횡동요 운동에도 주는 영향이 최대한 적도록 새

롭게 제작되었다. 또한 예인전차에 부착된 프레임 끝 단에 작은 홈이 나도록 

만들어서 모형선과 연결된 스프링을 끼워 고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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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험 조건 

본격적인 모형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모형시험에서 사용될 선수파 중 선박

의 운동을 계측하기 위한 규칙파 조건을 구성하였고, Table 2.6은 이를 정리

해놓은 것이다. 선수파 중 손상 선박의 운동이 발달하였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인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모형선 기준 2.06초)를 기준

으로 하여 총 다섯 가지의 입사파 주파수와 두 가지 파 경사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모형시험에 사용될 총 10가지 입사파 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Table 2.6 모형시험에서의 입사파 조건 

Case # Period 
(s) 

Wave slope 
( /H λ ) 

/ ppLλ  Amplitude 
(mm) 

Wave length 
(m) 

Wave 
frequency 

1 1.00 1/60 0.52 13.01 1.561 6.283 
2 1.00 1/40 0.52 19.52 1.561 6.283 
3 1.39 1/60 1.00 25.00 3.000 4.533 
4 1.39 1/40 1.00 37.50 3.000 4.533 
5 1.96 1/60 2.00 49.73 6.000 3.205 
6 1.96 1/40 2.00 74.60 6.000 3.205 
7 2.06 1/60 2.21 54.95 6.626 3.050 
8 2.06 1/40 2.21 82.43 6.626 3.050 
9 2.16 1/60 2.43 60.42 7.284 2.909 
10 2.16 1/40 2.43 90.63 7.284 2.909 

 

Table 2.6에 정리된 입사파의 파장은 파장과 파 주기 사이에 존재하는 분

산 관계식(dispersion relation)으로부터 계산되었으며 이렇게 계산된 파장에 

파 경사각을 곱하여 입사파의 진폭이 산출되었다. 다음은 입사파의 파장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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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데 사용된 분산 관계식이다. 

 

 2 tanhgk khω =  (2.17) 

 

실험이 수행된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보유한 조파기는 8개로 분할된 플

런저(plunger) 형태로 그 주요 사양은 Table 2.7에 정리되어있다. Table 2.6

에 정리된 입사파 조건에서 입사파의 주기가 2.16초인 경우, 입사파의 파장은 

7.3 m이다. 일반적으로 수심의 2배보다 파장이 큰 경우를 유한수심으로 보기 

때문에 위 조건에서의 입사파는 유한수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

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보유하고 있는 Figure 2.14의 조파기의 성능을 고려

하였을 때 조파기가 생성해낼 수 있는 파장의 길이가 최대 약 10 m라는 점에

서 주기가 2.16초보다 큰 입사파로 실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입사파의 파장

이 조파기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입사파의 주기가 커져서 입

사파의 파장 역시 길어지면 조파기 반대편에 위치한 예인수조의 벽에 맞고 반

사되는 반사파가 모형선에 보다 빨리 전달되어 모형선의 운동을 정확하게 계

측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모형시험에 사용될 입

사파의 최대 주기는 2.16초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파 경사각의 경우, 횡파 중 

선박의 운동과의 비교를 위해 1/60의 파 경사각을 갖는 입사파 조건을 선정

하였고 여기에 보다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여 SRTP라는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자 1/40의 파 경사각을 갖는 입사파 조건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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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 위치한 조파기 

 

Table 2.7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 위치한 조파기의 주요 사양 

형태 8 divided plunger 
가용 최대 파고 0.5 m 
가용 파 주기 0.5 s ~ 3.5 s 

가용 파 스펙트럼 
ITTC, ISSC, JONSWAP, Neumann, 

Pierson & Moskowiz 
 

Equation Chapter (Next)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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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파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계측 

3.1.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험 중 일정한 선수각을 유지하고 표류하지 않도록 

모형선을 예인전차에 계류하였고 선수파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기 

위한 시스템이 Figure 3.1과 같이 준비되었다.  

 

 

Figure 3.1 선수파 중 선박의 6자유도 운동 계측을 위한 예인수조 준비 상태 

 

모형선이 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파(radiation wave)의 영향을 최소

화하고 입사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모형선으로부터 약 13 m 떨어진 지

점에 서보식 파고계를 설치하였다. Figure 3.2는 이와 같이 설치된 서보식 파

고계를 통해 계측된 입사파의 시계열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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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서보식 파고계로 계측된 입사파 (Case 7) 

 

 

Figure 3.3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  

 

계측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선박의 운동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선박의 운동을 관측하였다. Figure 3.3은 예인전차에 설치

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의 한 장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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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손상 선박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손상 여부에 

따라 선수파 중 선박의 운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비손

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을 계측하였다. Table 2.6의 모든 시험 조건에 대해 

선수파 중 비손상 선박의 운동을 계측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

였고, 그 중에서 2.06초의 주기와 1/60의 파 경사각을 갖는 Case 7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그래프에는 모형선의 운동을 계측하기 시작한 

이후, 조파기로부터 생성된 입사파가 맞은 편의 예인수조의 벽에 반사되어 돌

아오기 전 약 80초까지 계측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3.4는 Case 7에서의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전후동요(surge), 좌

우동요(sway), 상하동요(heave) 운동, 즉 병진 운동을 보여준다. 모형선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 세 가지 병진 운동 모두 완전하게 발달하여 정상 상태

(steady state)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사파와 수직인 방향의 좌

우동요 운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을 보였고, 전후동요 운동은 좌우동

요 및 상하동요 운동에 비해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후동요 운동이 좌우동요 및 상하동요 운동과는 

달리 초기 입사파에 의해 뒤로 밀리게 되는, 즉 표류하는 힘을 받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프링을 통한 계류로 인해 이와 같은 조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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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전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 (Case 7) 

 

Figure 3.5는 Case 7에서의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횡동요(roll), 종동요

(pitch), 선수동요(yaw) 운동, 즉 회전 운동을 보여준다. 우선 선수동요 운동

을 살펴보면, 모형선의 운동이 계측되는 동안 스프링을 통한 계류로 인해 선

수각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선수파 조건이 온전히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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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ure 3.5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횡동요, 종동요, 선수동요 (Case 7) 

 

입사파에 의해 운동을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상 상태에 이른 종동요 운

동과는 달리 횡동요 운동의 경우에는 비교적 서서히 운동이 발달하여 정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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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횡동요 운동의 경향은 특히 Case 7과 

같은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 부근에서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수파 

중에서 선박의 횡동요 운동이 커지는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20도 이상의 큰 

횡동요 각을 동반하는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parametric roll)이 대부분이

지만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의 경우에는 대개 횡동요 운동과 종동요 운동의 

주기의 비가 2:1가 될 때 발생하곤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모형시험은 선

수파 중에서 수행되었으며 전진 속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Case 7의 경우, 조

우 주파수(encounter frequency)가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게 

되므로 선수파 중에 횡동요 운동이 발달하는 것은 공진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조우 주파수 eω 에 관한 식이다. 

 

 
2 1 cose

e

U
T g
π ωω ω µ

 
= = − 

 
 (3.1) 

 

eT , ω , µ , U 는 각각 조우 주기, 입사파의 주파수, 선수각, 선박의 전진 속도

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형선이든 실제 선박이든 질량 분포를 완

벽하게 대칭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여객선이나 ro-ro

선과 같이 다른 선박들에 비해 GM 이 작은 선박의 경우, 선수파 중 작은 변

화에도 쉽게 횡동요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수파 중 횡동요 운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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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은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약칭 FFT)을 이

용하여 Case 7에서의 비손상 선박의 횡동요 운동을 주파수 영역에 나타낸 그

래프이다. 비손상 선박의 횡동요 운동 진폭이 최대가 되는 주파수와 입사파의 

주파수가 서로 일치하고, 그 값은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 값과 동일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ure 3.6 고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 나타낸 비손상 선박의 
횡동요 운동 (C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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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 

비손상 선박과는 다르게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은 손상 구획의 

수문이 이미 열린 채 침수가 된 상태를 초기 조건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그리

고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과 동시에 용량식 파고계와 비디오 카메

라를 통해 손상 구획 내부의 침입 유동의 움직임이 계측 및 관측되었다. 

 

 

Figure 3.7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 및 손상 구획 내의 침입수 관측 
(초기 조건) 

 

Figure 3.7은 실험 초기 조건에서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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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획 내의 침입수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이다. 여기서 비손상 선박과는 다르게 손상 선박의 경우, 손상 구획 내부

의 침입수로 인해 모형선이 우현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다. 

 

 

Figure 3.8 비손상 선박과 손상 선박의 횡동요 운동 비교 (Case 7) 

 

Figure 3.8은 Case 7에서의 비손상 선박과 손상 선박의 횡동요 운동을 비

교한 그래프이다. 비손상 선박은 초기 횡동요 각이 거의 0도에 수렴하여 좌현

과 우현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반면, 손상 선박의 경우에는 손상 구획 내의 

약 5.82 kg에 해당되는 침입수로 인하여 우현으로 약 2.83도 정도 기울어진 

초기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3.9에 나타난 유지명(2012)이 동일한 모

형선에 대하여 수행했던 손상 선박의 자유 횡동요 시험 결과로 본 연구에서의 

초기 조건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손상 선박의 경우, 비손상 선박에 비해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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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운동의 진폭이 작고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손상 구획 내부의 침입수로 인하여 모형선 내부의 질량 분

포가 변하면서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가 바뀌었고, 동시에 손상 구획 내부

의 침수 유동의 움직임이 손상 선박의 횡동요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Figure 3.9 손상 선박의 자유 횡동요 감쇠 시험 (유지명, 20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선 내부의 손상 구획은 Figure 2.3에서와 같이 서

로 연결된 작은 손상 구획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모형선의 운동이 커

지게 되면 선미 쪽 Compartment 1에 있던 침입수가 추가적으로 선수 쪽에 

위치한 Compartment 2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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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손상 구획으로의 침수 유동의 유입 여부 

Case # Period 
(s) 

Wave slope 
( /H λ ) 

/ ppLλ  Amplitude 
(mm) 

Compartment # 
(Flooding) 

1 1.00 1/60 0.52 13.01 1 
2 1.00 1/40 0.52 19.52 1 
3 1.39 1/60 1.00 25.00 1 
4 1.39 1/40 1.00 37.50 1 
5 1.96 1/60 2.00 49.73 1 
6 1.96 1/40 2.00 74.60 1 
7 2.06 1/60 2.21 54.95 1 
8 2.06 1/40 2.21 82.43 1 
9 2.16 1/60 2.43 60.42 1, 2 
10 2.16 1/40 2.43 90.63 1, 2 

 

Table 3.1은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 시 각 시험 조건마다 손상 

구획으로의 침수 유동의 유입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Case 1부터 Case 10까

지 모형시험을 수행한 결과, Compartment 1에 있던 초기 조건의 침입수가 

Compartment 2로 이동한 경우는 Case 9와 Case 10이었다. 이는 Case 9와 

Case 10에서의 횡동요 운동을 포함한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이 다른 시

험 조건에서의 운동에 비해 비교적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Figure 3.10과 Figure 3.11은 용량식 파고계를 통해 Case 10에서의 손상 

구획 내부의 침수 유동을 계측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손상 선박의 선수

파 중 운동 계측 초기 상태부터 일정량의 침입수가 Compartment 1에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mpartment 1 내벽에 위치한 용량식 파고계 A, C

는 모형선이 운동함에 따라 값이 크게 변화하는 반면, Compartment 1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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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위치한 용량식 파고계 B는 상대적으로 작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용량식 파고계 D, E에 계측된 값을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Compartment 1에서 Compartment 2로 침입수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 구획 간의 침입수 이동은 Figure 3.12에서와 같이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관측되었다. 

 

 

Figure 3.10 용량식 파고계를 통해 계측된 손상 구획 내부의 침입수 
(Compartment 1, Cas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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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용량식 파고계를 통해 계측된 손상 구획 내부의 침입수 
(Compartment 2, Case 10) 

 

 

Figure 3.12 손상 구획 내부에서의 침입수의 이동 (Cas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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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전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 (Case 10) 

 

Figure 3.13과 Figure 3.14는 각각 Case 10에서의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계측한 결과를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

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 운동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 상태에 도달

하여 조화 운동을 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비손상 선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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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파에 대하여 수직인 좌우동요 운동은 전후동요 및 상하동요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움직임이 작게 나타났다. 

 

 

Figure 3.14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횡동요, 종동요, 선수동요 (Case 10) 

 

한편 횡동요 및 종동요 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 상태에 도달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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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동을 하는 반면, 선수동요 운동은 상대적으로 그 움직임이 매우 작았다. 

이는 스프링을 이용한 계류로 인해 모형선이 일정한 선수각을 유지하며 선수

파 중 운동 계측이 잘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횡동

요 운동의 경우에는 손상 구획이 침수된 채로 실험이 진행되므로 초기 횡동요 

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시험을 통해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을 시간

에 따라 계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각 시험 조건

에서의 운동응답을 계산하였다. Table 3.2는 파 경사각이 1/60인 경우에서의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횡동요 운동응답을 비교한 데이터이고, Figure 

3.15는 이를 바탕으로 무차원화된 입사파의 주파수에 따른 비손상∙손상 선박

의 선수파 중 횡동요 운동응답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횡동요 운동의 경우, 손

상 구획 내부로 유입된 침수 유동으로 인해 손상 여부에 따라 횡동요 운동응

답의 값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형선의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 2.06초에 해당되는 주파수 근처에서 비손상 선박과 손상 선박의 횡동요 

운동응답 값이 서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손상 구획 내부로 유입된 침입수에 

의해 모형선의 질량 분포 및 횡동요 감쇠력이 변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사

료된다. 또한 모형선의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파수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비손

상 선박에 비해 손상 선박의 횡동요 운동응답이 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손상 

구획 내부의 침수 유동으로 인해 모형선의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가 증가했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모형선의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로부터 먼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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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역에서는 손상 여부에 따른 모형선의 횡동요 운동응답의 차이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Figure 3.16은 이성균(2013)이 비손상 선박 및 손상 선박에 대해 횡파 중 

운동을 계측하여 그 중 횡동요 운동응답을 정리한 그래프이다. 모형선의 선수

파 중 운동에서 손상 여부에 따라 횡동요 운동응답의 값에 차이가 나는 것은 

횡파 중 운동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비손상 선박의 경

우,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의 반에 해당되는 입사파 조건에서 횡파 중에서

는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이 발생했지만 선수파 중에서는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선수파의 경우 모형선의 길이에 대한 파장의 

길이, 파 경사각 등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3.2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횡동요 운동응답 비교 ( / 1 / 60H λ = ) 

T  (s) ( )1/2
/ppL gω  Intact 

(deg.) 
Intact 
RAO 

Damaged 
(deg.) 

Damaged 
RAO 

1 3.475 0.128 0.0427 0.061 0.0203 

1.39 2.500 0.147 0.0493 0.512 0.1716 

1.96 1.773 2.473 0.8240 2.602 0.8670 

2.06 1.687 5.822 1.9408 4.012 1.3374 

2.16 1.609 1.584 0.5283 7.624 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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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횡동요 운동응답 비교 
( / 1 / 60H λ = ) 

 

 

Figure 3.16 비손상∙손상 선박의 횡파 중 횡동요 운동응답 비교 ( / 1 / 60H λ = , 
이성균, 2013) 

 

Table 3.3과 Figure 3.17은 파 경사각이 1/60인 경우에서의 비손상∙손상 



 

56 

 

선박의 선수파 중 종동요 운동응답을 비교한 결과이다. 횡동요 운동에서와는 

다르게 종동요 운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상 구획 내부로 유입된 침수 유

동에 의한 영향이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3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종동요 운동응답 비교 ( / 1 / 60H λ = ) 

T  (s) ( )1/2
/ppL gω  Intact 

(deg.) 
Intact 
RAO 

Damaged 
(deg.) 

Damaged 
RAO 

1 3.475 0.252 0.0840 0.243 0.0810 

1.39 2.500 1.017 0.3409 0.977 0.3275 

1.96 1.773 2.135 0.7114 2.291 0.7634 

2.06 1.687 2.361 0.7871 2.426 0.8087 

2.16 1.609 2.488 0.8298 2.465 0.8222 
 

 

Figure 3.17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종동요 운동응답 비교 
( / 1 / 60H 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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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횡동요 운동응답 비교 
( / 1 / 40H λ = ) 

 

 

Figure 3.19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종동요 운동응답 비교 
( / 1 / 40H 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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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과 Figure 3.19는 파 경사각 1/40인 경우에서의 비손상∙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횡동요 및 종동요 운동응답을 무차원화된 입사파의 주파수

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입사파의 경사각이 증가한 경우에도 횡동요 운동

응답은 손상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반대로 종동요 운동응답은 손상 여

부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파 경사각이 1/40인 경우와 1/60인 

경우에서 횡동요 및 종동요 운동응답에는 정량적인 차이는 다소 존재하나 정

성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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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박에 작용하는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 산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수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모형선이 표류하는 

것을 막아 선수파 중 손상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 

계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지만 파랑 중에 모형선이 운동을 함에 따라 계

류를 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스프링의 길이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계

류력 또는 계류 모멘트의 형태로 선박의 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전 연구를 계승하고 추후에 CFD 검증용 실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를 산출하였다. 

 

 

Figure 3.20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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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 계산에 사용된 좌표를 보여주는 개략도 

 

Figure 3.21은 모형선이 스프링에 의해서 받는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를 

계산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우선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를 계

산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스프링의 변위 및 각 변위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

해 Figure 3.20과 같이 예인전차와 스프링 간의 교차점, 모형선과 스프링 간

의 교차점을 정의하였다. 

 

Table 3.4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 계산에 사용된 좌표 

좌표 x  (m) y  (m) z  (m) 
CG  0.000 0.000 0.000 

BS  (초기 위치) 1.595 0.000 0.099 
SS  (초기 위치) -1.750 0.000 0.099 

1S  -3.623 -3.676 0.099 
2S  3.777 -3.676 0.099 
3S  -3.623 3.676 0.099 
4S  3.777 3.676 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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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는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를 계산하는데 정의된 지점들이 좌표를 

정리해놓은 것이며, 좌표의 원점은 초기 조건에서의 모형선의 무게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아래와 같이 이 좌표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스프링의 변위를 

구하였고, 스프링 상수( sk =5.947 N/m) 값을 고려하여 각각의 운동에서 스프

링에 걸리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이후 좌표계 변환을 통해 스프링에 

걸리는 공간 좌표계에서의 힘과 모멘트 값을 이용하여 스프링이 모형선에 작

용하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의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를 구하였다. 

 

 ( ) ( ) ( )0 0 CGBS CG BS= +x x Tx  (3.2) 

 

 ( ) ( ) ( )0 0 CGSS CG SS= +x x Tx  (3.3) 

 

 1
body space

−=F T F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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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공간 좌표계로 변환하는 좌표계 변환 행렬 T 는 위와 

같으며 φ , θ , ψ 는 각각 횡동요 각, 종동요 각, 선수동요 각을 뜻한다.  

Figure 3.22는 Case 7에서의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을 계측하여, 

이를 토대로 시간에 따라 모형선에 가해진 계류력 및 계류모멘트를 계산한 결

과이다. 그래프를 보다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운동이 발달하여 정상 상태에 도

달한 후 30초 동안만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하였다. 상하동요 운동에 

대한 계류력은 상하동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반면, 종동요 운동에 

대한 계류 모멘트는 종동요 운동 방향과 같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하동요 운동과 종동요 운동이 서로 강하게 연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리고 횡동요 운동에 대한 계류 모멘트는 종동요 운동의 경우와 같이 

그 운동 방향과 같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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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 계산 결과 (비손상/C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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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사고 발생 시 선박 자체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SRTP 실험을 위한 선박의 

6자유도 운동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선수파 중 비

손상∙손상 선박에 대하여 선수파 중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는 모형시험을 수

행하였다. 

먼저 모형시험을 위해 손상 선박의 운동에 대한 이전 연구를 참고하되 

SRTP 자유항주시험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적합하도록 모형선으로 SSRC 

여객선 선형을 선정하였고 선체 중앙에 손상 구획을 위치시켰다. 손상 구획 

내부에는 침수 유동을 관측 및 계측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와 용량식 파고계

가 설치되었다.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고자 무선 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운동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운동 계측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이용한 strapdown 방법과 유선 및 무선 관성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서로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형선의 무게를 맞춘 후, 경사 테이블을 이용한 관성능률시험과 모형선을 물

에 띄운 상태로 수행한 경사시험 및 횡동요 자유 감쇠 시험을 통해 실선과 모

형선 간의 질량분포가 상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험 조건은 선박이 손상되

었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인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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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험이 수행된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의 환경을 고려하여 총 다섯 가지 주파

수와 두 가지의 경사각을 갖는 파로 결정되었다. 

손상 선박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비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

동을 계측하였다. 모형선이 일정한 선수각을 유지하고, 입사파에 의해 표류되

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프링을 이용하여 모형선을 예인전차에 계류하였다. 비

손상 선박의 경우,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기 근처의 선수파 중에서 모형선의 

횡동요 운동이 다른 시험 조건에서보다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조우 주파수와 횡동요 운동의 고유 주파수가 일치하면서 발생하는 공진의 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 계측은 손상 구획의 수문이 열려 침입수가 유

입된 것을 초기 조건으로 하여 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 조건 중 가장 큰 

파고를 갖는 입사파 조건에서 선미 쪽 손상 구획 내에 있던 침입수가 선수 쪽

에 위치한 다른 손상 구획으로 이동하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와 용량식 파고계

를 통해 확인하였다. 손상 선박은 손상 구획 내부의 침입수로 인해 모형선의 

질량 분포와 횡동요 감쇠력이 변화하여 특히 횡동요 운동응답에서 비손상 선

박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파 경사각 조건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CFD 검증용 실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스프링으로 인해 모형선에 작용하는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SRTP 자유항주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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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6자유도 운동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계된 운동 계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류된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을 계측하였고 CFD 검증을 위한 실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계류력 및 계류 모멘트를 산출하였다. 

나아가 SRTP 자유항주시험을 통해 보다 실제 상황에 가까운 손상 선박의 

선수파 중 운동을 계측하고 추가적인 CFD 검증용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손상 선박의 SRTP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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