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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상조난사고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물리적 

해양사고를 말하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를 일컫는다. 최근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라 해상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함정의 경우 비손상 상태의 

조종성능 뿐만 아니라 손상 시 조종 성능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비손상·손상 함정의 조종성능 추정을 위해 기존의 

조종 운동 수학모형을 참고하여 모형실험 조건을 준비하고 

3 자유도 PMM(Planar Motion Mechanism) 시험을 통해 수학 모형 내 

유체력 미계수를 획득하였다. 이후 비손상·손상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조종 성능 변화 추이를 비교 및 분석하고 

손상상태에서의 구속모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종 운동 

수학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속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하였으며 

대상함은 미 줌왈트급 구축함의 모선인 ONR Tumblehome 선형으로 

최신 함형 설계 이론을 반영한 선형이다. 손상 구획은 ‘해군 

복원성능 적용기준’에 따라 우현 선수에 놓아 초기 횡경사 각과 

종경사 각을 갖도록 하였고 손상 시 초기 트림은 종방향 0.429°, 

횡방향 2.925°였으며 좌현 선미가 살짝 들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모형선 자유항주시험과의 비교를 위해 모형선 자항점에서 

수행하였다.  

조종운동 모델은 1) 일반적인 비손상 조종모델과 2) 손상으로 

인해 좌우비대칭 특성을 각기 다른 배로 보는 손상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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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모델 3) 손상으로 인한 좌우비대칭을 하나의 선박의 고유 

특성으로 보는 손상 통합형 조종모델로 두고 이들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타각시험에서는 비손상 대비 손상으로 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항시험 및 동적시험에서는 손상으로 인한 

차이를 명확히 얻어낼 수 있었다. 구속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해 

선회 시뮬레이션 및 지그재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선회 

시뮬레이션에서 우현 선회의 경우 비손상 대비 손상의 영향을 

크게 찾아볼 수 없었으나 좌현 선회의 경우 비손상 대비 손상 

선회 시뮬레이션에서 전술선회경의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그재그 시뮬레이션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분리형 조종모델은 좌우비대칭을 고려하여 좌∙우현 선회 시 

각각 다른 선형으로 보고 모델링 하였고 통합형 모델은 

좌우비대칭을 고려하지만 좌∙우현 선회를 하나의 배의 특성으로 

보고 비선형 항을 2 차, 3 차로 추가하여 모델링하였다. 분리형 

조종모델의 특성으로는 타 기관의 조종 미계수를 직접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손상 상태의 좌∙우현에 대한 침로 

안정성 평가는 가능하지만 비손상 상태와 침로 안정성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통합형 모델의 장점으로는 비손상 

상태와 침로 안정성 평가는 가능하나 식이 복잡해지고 타 기관과 

계수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통합형 모델이 

분리형 모델에 비해 조종 성능 시뮬레이션에서 전술선회경을 8% 

정도 크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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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손상 함정, 3 자유도 PMM 시험, 조종운동 미계수,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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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해상조난사고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모든 물리적 

해양사고를 말하며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를 일컫는다. 해양경비 안전본부의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2016)에 의하면 최근 10 년간 해상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상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조난사고 발생 가능성은 선박의 조종 성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조종 성능이란 정해진 항로를 유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성능으로 어망, 암초와 같은 장애물 

회피, 항로 유지, 악천후 속 운항 시 중요한 요소이다. 조종 성능 

불안이 해상조난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소는 크게 3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는 선형, 프로펠러, 타 등을 포함하는 선체 고유의 

성능에 의한 것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가능성을 설계 단계에서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간 요소의 문제로써 조종 성능이 

우수한 배라도 타륜 조작의 잘못, 승조원의 판단의 오차 등이 

있으면 그 선박은 충분한 성능이 발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환경 조건의 문제로써 

선박의 조종 성능이 우수하고 승조원이 올바른 항해판단을 

할지라도 태풍을 만나거나 큰 파도를 받는 등의 자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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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조건에 처해지면 조함이 불가능해진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혹은 중첩되면) 해상조난사고에 이르게 된다. 

해상조난사고의 발생 건수 증가로 인해 항행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박의 조종 성능에 관한 규약도 

주목 받고 있다.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이러한 사고를 배경으로 이전부터 항행의 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조종 성능을 충분히 가진 선박을 건조할 목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2009 년 해상인명안전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은 손상 선박의 항구로의 

무사귀환(Safe Return to Port, SRtP)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SRtP 란 

선박이 화재 혹은 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손상되었을 경우에 별도의 승객 구출 없이 해당 선박 자체가 지닌 

동력으로 항구까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H.Kim 등(1997)은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SRtP 규정 적용 시 선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바다 위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에 놓이게 되는 

선박은 정수 중이 아닌 바람, 파도 등의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종 성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선박의 경제성 및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최근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Miller(1981)의 연구에 의하면 선령(船齡)이 20 년이라고 가정할 때 

선박의 수명기간 동안 약 8 회의 해상조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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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중 3 회는 선박의 조종 성능 향상을 통해서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우수한 조종 성능을 갖는 선박은 해상조난사고를 

예방하여 선박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상조난사고는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정확히 분석할지라도 인적·환경적 

요소가 잘못되면 사고는 필연적으로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해상조난사고 방지를 위한 생존성뿐만 아니라 

해상조난사고 발생 이후의 선박의 생존성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상조난사고는 상선 및 어선뿐만 아니라 조종 성능이 

우수한 함정에게도 빈번히 발생한다. 무기체계와 방어체계의 

발전과 구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해상 전투환경은 함정의 

생존성을 늘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함정의 손상은 사익을 

추구하는 상선·어선과는 달리 국가의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1987 년 5 월 17 일,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 해상작전 중이던 미 해군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Oliver Hazard Perry Class Frigate) USS Stark(FFG-31)는 이라크 

제트기가 쏜 2 대의 Exocet 대함 미사일을 맞아 좌현 선수에 

15 피트 직경의 손상을 입었고 승조원 37 명이 사망했다. 다음해 

1988 년 4 월 14 일, 동일 해역에서 호송 임무 중이던 동급 선형의 

USS Samuel B. Roberts(FFG-58)는 이란의 M-08 기뢰에 손상을 입어 

좌측 후부에 15 피트 직경의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침수 및 

화재로 4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2000 년 10 월 12 일, 예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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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항에서 연료보급 작업 중이던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Arleigh Burke Class Destroyer) USS Cole(DDG-67)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 소형 보트의 기습 공격을 받아 좌현 중앙에 40 피트 

직경의 손상을 입었고 승조원 17 명이 사망했다. 언급된 함정 모두 

취역한지 5 년도 되지 않은 최신의 전투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대함 미사일, 기뢰, 폭탄 테러라는 다양한 공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앞선 사례와 같은 적의 공격으로 인한 손상 뿐만 

아니라 어선 또는 상선과의 단순 충돌에 의해서 함정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2009 년 10 월 27 일, 일본 해상 자위대 JS 

Kurama(DDH-144)는 간몬(Kanmon) 해협에서 한국 컨테이너선과 

충돌하여 선수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2017 년 6 월 17 일에는 일본 

시즈오카(Shizuoka) 현 앞바다에서 미 해군 7 함대 소속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USS Fitzgerald(DDG-62)는 필리핀 

컨테이너선과 충돌하여 우측 선수 부분이 일부 파손되어 7 명이 

사망하고 함장을 포함한 3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2017년 8월 21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부근의 말라카(Malacca) 해협에서 싱가포르 

항으로 향하던 동급 선형의 USS John S.McCain(DDG-56)은 3 만톤 급 

유조선과 충돌하여 좌측 선미 부분이 파손되어 10 명이 실종되고 

5 명이 부상당했다.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1999)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는 인명손실 뿐 아니라 화재, 침수 및 구조 손상 등의 

손상 매커니즘으로 이어져 함정 작전 수행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앞선 함정 사고 사례를 Table 1-1 과 Fig 1-1 에 정리하였다. 

이처럼 현대의 전장에서는 저강도 분쟁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함정에 대한 공격이나 단순 충돌이 격침으로 이어지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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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와 복구를 통해 재취역이 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고 있다. 앞선 사례 중 USS Samuel B. Roberts 는 5 시간 동안의 

손상 통제 후 보조 추진기를 이용하여 5 노트의 속도로 기뢰 

구역을 빠져나왔다. 이처럼 일정한 수준의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히 

승조원의 생존만을 꾀하는 수준을 넘어 함정의 자력 귀환이 

가능한 수준의 조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able 1-1 Summary of reported damage cases of naval surface combatant  

Date Ship name Type of accident Examples of damage 

1987.05.17. USS Stark Missile 
15-foot damaged to the port 

bow & 37 people died 

1988.04.14. USS S.B.Roberts Mine 
15-foot damaged to the port 

stern & 4 injured 

2000.10.12. USS Cole 
Suicide 

bombing 
40-foot damaged to the port 

& 17 people died 

2009.10.27. JS Kurama 
Clash with 

container carrier 
Bow injured 

2007. 6.16. USS Fitzgerald 
Clash with 

container carrier 

damaged to the starboard 

bow & 7 people died & 3 

injured 

2017. 8.21. USS John S.McCain 
Clash with oil 

tanker 
damaged to the port stern & 

10 people missed & 5 inj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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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amage cases of (a) USS Stark, (b) USS S.B.Roberts, (c) USS 

Cole, (d) JS Kurama, (e) USS Fitzgerald, (f) USS John S.McC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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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손상 상태의 선박은 초기 횡경사 각과 종경사 각을 갖고 

침수유동과 부력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비손상 대비 손상 

상태의 조종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손상 선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박의 운동과 관련되어 수행되어 왔으며 좌우비대칭 

자세에 대한 조종성능 연구와 함정의 조종 성능 연구가 종종 

수행되고 있다. 

이성균(2013)은 파랑 중 손상 선박의 운동응답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국 University of Strathclyde 의 선박 안전 

센터(Ship Safety Research Center, SSRC) 에서 제공한 여객선형에 

대해 Fig 1-2 와 같이 대상선 중앙부에서 우현 쪽으로 치우쳐지게 

손상구획을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손상 선박의 경우에는 

비손상 선박에 비해 좌우동요 진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횡동요의 경우 파 주파수에 따른 운동응답에 큰 변화가 있었다. 

 

  

Figure 1-2 Profile of the model ship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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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구(2014)는 동일 모형선으로 손상 상태의 6 자유도 운동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서정화 등(2016)은 동일 모형선으로 파랑 중 

손상 여객선에 대한 6 자유도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침수 유동이 

초기 횡동요 주기를 바꾸며 이로 인해 횡동요 운동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상 함정에 대한 운동 관련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Begovic 등(2017)은 선체 중앙이 대칭적으로 손상된 

조종성능 관련 표준선형(David Taylor Model Basin 5415, DTMB 5415)에 

대하여 내항성능 연구를 수행하였다. 손상구획은 격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Fig 1-3.(a)의 적색상자 부분과 같이 대기 중으로 

개방하여, 내부 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Fig 1-3.(b)는 

손상구획에 대한 도면이며 종 방향 길이는 선체 길이의 17%이다. 

손상구획이 무게중심보다 선수 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초기 종 

경사각은 선수 쪽으로 0.656° 기울어지며 침수유동으로 인해 

비손상 상태보다 손상상태의 횡동요 감쇠 주기가 짧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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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Experimental setup, 

(b) Damage compartment model scale (Begovic et al., 2017) 

 

한편, 좌우비대칭 자세에 대한 조종 성능 연구 사례로 Yasukawa 

등(2013)은 Fig 1-4 와 같이 컨테이너선, 자동차 운반선, 여객선에 

대해 초기 횡경사각을 변경하며 사항시험 및 선회시험(Circular 

Motion Test, CMT)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초기 횡경사각이 커지면 

선회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현 횡경사를 갖는 선박은 

직진 시 좌현 회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ashimoto (2009)는 Fig 1-

5 와 같이 ONR Tumblehome 선형에 대해 선미파 조건에 대한 

횡경사 각도의 변화를 계측하고 경험식을 이용, 최대 횡경사 값을 

예측하고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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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Change of C  versus heel angle for 3 ships ( C : course 

stability of the ship), (b) Lateral force versus roll moment for various heel 

angles (Yasukawa et al., 2013) 

 

 

Figure 1-5 Snapshot of the model experiment (Hashimoto, 2009) 

 

함정에 대한 조종 성능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Araki 등(2012)은 

Fig 1-6 과 같이 ONR Tumblehome 선형에 대하여 시스템 

식별법(System Identification Method),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으로 조종 성능을 추정하였고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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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Experimental Fluid Dynamics, EFD)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CFD 와 모형선 자유항주시험 결과간 좋은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1-6 Trajectories of free-running simulations at froude number of 

0.2 (Araki et al., 2012) 

 

Cook(2011)은 ONR Tumblehome 선형에 대해 풍속 조건에서 정적, 

동적 힘과 모멘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Fr 0.2 에서 

풍속은 전후동요 힘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좌우동요 및 

선수동요는 풍속이 비스듬히 흐를 때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조종 운동 시뮬레이션으로 확장하지는 않았다. 

Carrica 등(2013)은 프루드 수(Froude number, Fr) 0.25, 0.41 에서 DTMB 

5415 에 대해 비정상 레이놀즈 평균 Navier-Stokes 방정식(Unsteady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URANS) 코드인 CFDShip-

Iowa 로 해석하고 다른 기관의 모형선의 자유항주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윤현세 등 (2015)은 IIHR(Iowa Institute of Hydraulic 

Research)에서 DTMB 5512 모형선을 이용하여 3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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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모형시험(Planar Motion Mechanism, PMM)을 수행하고 동일 

모형의 각기 다른 스케일을 이용하여 FORCE 

TECHNOLOGY(코펜하겐, 덴마크), INSEAN(Istituto Nazionale per Studi 

ed Esperienze di Architettura Navale Vasca Navale)에서 실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한편, 조종 운동 미계수 추정 방법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나 

현재는 MMG(Maneuvering Modeling Group) 운동모델(1977) 방정식과 

Abkowitz 운동모델(1964) 방정식을 사용한다. MMG 모델은 선박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각각 프로펠러, 타, 선체로 구분하여 조종 

운동 미계수 추정 방법으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펠러, 타, 

선형이 빈번히 교체되기 때문에 MMG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Abkowitz 모델은 전선수학모형으로 프로펠러, 타, 

선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조종 운동 미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설계 단계가 모두 끝난 후 사용된다. 

지금까지의 선박 조종 성능 추정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 즉 

비손상 선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특히 함정은 작은 

GM(Metacentric height)과 높은 운항 속도에 집중한 선형으로 인해 

조종성은 우수하지만 항상 작은 규모의 국부 손상을 동반하는 

저강도 분쟁에 노출되어 있기에 함정이 국부적 피해를 입었을 때, 

조종성은 생존성 작전 수행 능력에 직결되므로 손상 함정의 안전 

귀항을 위해 손상 상태의 조종 성능 추정 기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선 선행 연구 사례로 보아 손상 함정의 조종 성능 연구를 위한 

운동 모델 사례가 부족하고 초기 횡경사 각과 종경사 각을 갖는 

비대칭 함정의 구속모형시험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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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손상상태를 가정한 좌∙우비대칭 함정은 좌우 선회 시 

각각 다른 조종 특성의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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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내용 

본 논문에서는 비손상·손상 조종 성능 추정을 위해 Fig 1-7 과 

같이 기존의 조종 운동 수학모형을 참고하여 모형실험 조건을 

준비하고 PMM 시험을 통해 수학모형 내 유체력 미계수를 

획득하는 순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손상 선박의 초기 자세를 

고려한 운동 모델을 개발하여 각각의 조종 계수를 비교하고 이후 

비손상·손상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조종성능 변화 추이를 비교 및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손상상태에서의 구속모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종운동 수학모델을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손상상태 

선박의 조종성능을 추정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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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Basic configuration of PMM Tests (Workshop 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hip Manoeuvering Simulation Methods (SIMMAN), 

2008) 

 

연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속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하였으며 모형선 자유 항주 시험과 비교를 위해 

모형선 자항점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비손상 상태와 손상 

상태의 자항점을 따로 계측하였다. 프로펠러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터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실험의 반복성 

확인을 위해 모든 실험은 반복 수행하였고 침수유동의 확인을 

위해 손상구획 내부 및 외부를 촬영하였다. 선체 고정 좌표계는 

손상 시에도 정수면과 평행인 상태로 두었으며 무게중심 위치에 

분력계를 설치하여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였다. 

손상구획의 크기는 ‘해군 복원 성능 적용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손상구획을 우현 선수에 놓아 초기 횡경사 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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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경사 각을 갖도록 하였다. 손상 함정의 좌우 비대칭을 고려하여 

조종운동 수학모델에서 기존에 좌우 대칭으로 생략된 모든 항들을 

고려하였다. 

Araki et al. (2012) 이 본 논문과 동일 스케일, 동일 모형선으로 Fr 

0.2 에서 비손상 자유항주 선회시험시 최대 횡경사각이 5° 

기울어졌다가 2.5° 로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손상 

상태에서도 횡경사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3 자유도 

운동모델을 기반으로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였다. 운동 모델로는 

선체, 타, 프로펠러를 하나의 몸체로 보는 Abkowitz (1964) 모델을 

선정하였다. 비손상 상태의 Abkowtiz 모델은 선박의 좌우대칭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방정식 내 항들은 무시하였으나 손상 

상태에서는 좌우 비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항들이 보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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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시험 준비단계 

 

2.1. 좌표계 

Fig 2-1 과 같이 지구고정좌표계 
0 0 0 0o x y z 와 선체고정좌표계 

o xyz 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조종운동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선체 

고정좌표계는 선체 무게중심을 원점으로 설정하였고 정수면과 

평행인 상태를 모형선 평형상태로 두었다. 즉, 손상되어 기울어진 

선체를 하나의 비대칭 선형으로 간주하고 수면에 평행한 좌표계를 

적용하였다. 

 

 

Figure 2-1 Coordinates systems (Arak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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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종운동모델 

Abkowitz (1964) 모델의 분석과정의 예는 Fig 2-2 와 같다. 선체, 

프로펠러, 타를 하나의 바디로 간주하고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고려하여 관련 변수를 식별한 뒤 Taylor series expansion 으로 

지배적인 항을 구분하여 Abkowitz 의 가정에 따라 고차항의 경우는 

무시하고 모델링을 한다. 

 

 

Figure 2-2 Abkowtiz maneuvering model (Abkowitz, 1964) 

 

선박의 조종성능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운동모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후동요(surge), 좌우동요(sway), 

선수동요(yaw)에 대해 3 자유도 Abkowitz 조종운동모델을 기반으로 

비손상 시는 선박의 좌우대칭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하였고 손상 

시는 선박의 좌우비대칭을 고려하여 좌·우현을 나누어서 모델링 

하는 분리형 조종모델과 좌우비대칭을 하나의 배로 간주하여 

비선형 항을 2 차, 3 차로 열거한 통합형 조종모델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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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손상 조종모델(Intact model)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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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통합형 조종모델(Integr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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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그리고 N 은 ,X Y 방향으로의 힘과 Z 축에 대한 모멘트를 

의미한다. , , ,u v r  은 ,X Y 방향으로의 속도, 선수동요 각속도, 

타각을 의미하고 위첨자·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아래첨자 

, ,H P R은 각각 선체, 프로펠러, 타에 의한 유체력을 나타낸다. 

각각의 속도와 각속도, 힘( F  )과 모멘트( M  )에 대한 무차원화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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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종 미계수는 아래와 같은 첨자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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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시설 

모형시험은 길이 110 m  , 폭 8 m  , 깊이 3.5 m 인 서울대학교 

예인수조(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SNUTT)에서 

수행하였으며 전경은 Fig 2-3 과 같다. 

 

 

Figure 2-3 Schematic fig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Fig 2-4 의 예인 전차(towing carriage)는 예인수조에 설치된 레일 

위에서 작동하는 장비로서, 아래에는 모형선을 구속하여 예인하고 

위로는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계측 장비가 장착된다. 최대 8 kW  

동력을 가지는 AC 모터 4 개에 의해 제어되는 예인 전차는 감속 

기어를 통해 감속비 2:1 로 전차 휠로 동력이 옮겨지며 제어 

소프트웨어인 LabVIEW(Laboratory Virtual Instrument Engineering 

Workbench, 텍사스, 미국)를 사용하여 전차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예인 속도는 최대 5 /m s , 오차는 0.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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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owing carriag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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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상함 

대상함으로 선정한 ONR Tumblehome 선형은 미 해군 연구처 

(Office of Naval Research, ONR)에서 제공한 공시 선형으로 미 

해군 Zumwalt 급 구축함의 모선이다. 2 축 2 타(twin-propeller and twin-

rudder)이며 Fig 2-5 와 같이 파랑 관통형 선수부와 흘수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선체 형상을 가진다. ONR Tumblehome 은 

세계적인 조선해양 관련 연구 학술 워크숍인 Workshop on CFD in 

Ship Hydrodynamics Tokyo 2015, SIMMAN 2019 Workshop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연구선형으로 최신의 함형 설계 이론을 반영한 선형이라 

할 수 있다. 

 

 

Figure 2-5 (a) Body plan of the ONR Tumblehome, 

(b) ONR Tumblehome Figure 

 



 

24 

 

ONT Tumblehome 선형의 주요 제원은 Table 2-1 과 같다. 

 

Table 2-1 Principal particulars of ONR Tumblehome 

Main particulars Model scale Full scale 

Length of waterline WLL (m) 3.147 154.0 

Maximum beam of 

waterline WLB (m) 0.384 18.78 

Depth D  (m) 0.266 14.5 

Draft T  (m) 0.112 5.494 

Displacement   72.6 kg 8,507 ton 

Wetted surface area (fully 

appended) 
2( )S m  1.5 NA 

Block coefficient BC  0.535 

Longitudinal Center of 

Buoyancy 

LCB (m) 

aft of FP 
1.625 NA 

Vertical Center of Gravity 

(from keel) 
KG (m) 0.156 NA 

Metacentric height GM (m) 0.0422 NA 

Number of propeller / 

rudder 
- 2 / 2 

Propeller diameter PD (m) 0.1066 NA 

Propeller rotation 

direction 
- Inward 

Maximum rudder rate - 35.0 de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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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선 축척비는 1/48.94 이며 이는 국제수조회의(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 Recommended Procedures and Guidelines 

7.5-02-06-02 ‘Captive Model Test Procedure’ 에서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 길이 > 

- 모형선 길이는 주로 3m 로 선정이 되고 구속모형시험의 

95%가 2m 보다 긴 모형선에서 수행 

 본 논문의 모형선 길이는 3.147 m 이다. 

- straight line test 및 harmonic test 는 주로 모형선 길이의 35 배 

또는 그 이상인 길이의 예인수조에서 수행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의 길이는 110 m 로 모형선 길이의 

35 배이다.  

- 모형선 길이와 수조 폭 비( /L B   의 평균값은 Straight line test 

시 0.47 이고 Harmonic test 시 0.42 

 서울대학교 수조 폭은 8m 로 /L B 가 0.393 이다. 

 

< 속도 > 

- 모형선 임계속도( U   는 0.5( ) 2.92 /gh m s 로 정의되므로 

심수에서는 임계 속도의 50%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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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모형선 속도 조건은 심수 조건에서 Fr 0.1, 0.2 

기준 각각 0.555, 1.111m/s 이다. 

 

<수조 깊이> 

- 심수에서의 시험은 천수효과를 방지를 위해 충분히 깊게 

잠겨야 하며 수조깊이( h ) / 모형선 흘수(T )의 최소값은 4 이다. 

  본 연구의 / 31.25h T   로 심수조건을 충분히 만족한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예인수조 크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모형선 

축척비를 선정하였는데 IIHR 에서 Araki 외 (2012)가 수행한 ONR 

Tumblehome 연구 실험에서도 동일한 축척비를 사용하였기에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제작된 모형선은 Fig 2-6 과 같으며 모형선 배수량을 고려하여 

목재가 아닌 섬유 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FRP)으로 

제작되었다. 선수부에는 난류 촉진 장치로 스터드(stud)가 

부착되었고 부가물로는 중앙부에 빌지 킬(bilge keels)이, 선미 

하단에는 스케그(skeg)가 부착되었다. 또한 선미에는 타각시험을 

위해 타각지시기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상부갑판에서 원하는 

각도의 타각을 설정할 수 있게 타축과 타각지시기를 볼트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제작된 모형선은 ITTC Recommended 

Procedures and Guidelines 7.5-01-01-01 ‘Ship Models’ 에 따른 모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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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오차 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Fig 2-7 은 ONR Tumblehome 

프로펠러로 5 축 가공기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Figure 2-6 ONR Tumblehome model (a) schematic view, (b) bilge keel, 

(c) bow with trim guide, (d) stern with trim guide, 

(e) damaged compartment (1), (f) damaged compartment (2), 

(g) steering rudder indicator, (h) rudder (i) skeg and strut 

 

 

Figure 2-7 ONR Tumblehome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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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손상구획 

손상구획은 함정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Fig 2-8 의 적색 상자와 

같이 종방향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현 선수에 위치시켜 선박의 

좌·우 비대칭을 유발하였다. 또한 침수유동의 움직임 확인을 위해 

3mm 두께의 투명 아크릴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 설계 기준인 ‘복원 성능 적용 기준’에 따르면 비손상 

복원성은 LBP 90m 이상의 수송함정이나 전투함정의 경우 선수미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종방향으로 LBP 의 15%가 침수, 

횡방향으로는 최대 함 중심선상의 공격벽까지 침수되었을 경우의 

손상 범위를 견뎌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최대 손상 시 조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종방향 길이는 Lwl 의 15%로, 횡방향으로 

선체 중심선상까지로 설정하였다. 

 

 

Figure 2-8 Design of the damaged compartment 

 



 

29 

 

손상구획의 개구부는 SOLAS 에서 권장하는 실선 전장 기준 

‘0.03Lpp + 3m’라는 지침을 참고하여 0.03Lpp 크기로 제작하였다. 

손상구획 개구부는 비손상 상태 구속모형시험 시엔 폐쇄하였고 

손상 상태 구속모형시험엔 개방하여 내부와 외부의 유동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였으며 CFD 결과와 비교를 위해 

손상구획의 천장을 ITTC 권고사항에 의거 벤틸레이션(ventilation)을 

개방하였다. 개방된 구역을 통해 영상계측을 실시한 결과, 속도 

조건인 Fr 0.1, 0.2 에서는 내부유동의 운동이 심하지 않아 

벤틸레이션을 통한 유동의 유출은 없었다.  

  



 

30 

 

2.6. 질량 관성모멘트 시험, 종동요 관성반경시험 

 

2.6.1. 질량 관성모멘트 시험 

모형선-실선간 질량 분포 상사를 맞추기 위해 비손상 상태의 

모형선에 대해 질량 관성모멘트 시험 및 종동요 관성반경시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2-9 Schematic view of measurement of moment of mass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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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에서 질량 
dm 를 갖는 모형선은 회전중심O 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모형선은 평형 위치에서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K 는 

모형선 무게중심 
dG 와 수직선상에 놓이는 모형선 바닥에 위치하며 

OK 는 연직선상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K 로부터 수평으로 
1x  

거리에 무게추 
1m 을 올려 경사각 

1 를 Fig 2-10 의 수평계로 

무게중심 위치에서 계측하였다. 수평계는 TECHVALLEY(뉴욕, 미국) 

사의 Digital Level(2D-120) 모델로 X·Y 축을 동시에 측정 가능하여 

횡방향으로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각도를 

계측할 수 있었다. 

 

 

Figure 2-10 2-D Leveler 

 

회전중심 O 에 대한 정적 모멘트의 평형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  

1 1 1 1 1 1sin ( cos sin ) 0O d dM m gOG m g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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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dOG  에 대해 정리하면 

1
1 1 1( cot )d

d

m
OG x y

m
    

계측값에 대해 목표 
dOG  가 되도록 모형선 내부의 질량 분포를 

조정하였다. 시험 결과는 Table 2-2 와 같으며 VCG  오차는 세 가지 

1m  조건에 대해 -1.6, 0.8, 3.0 %로 양호하였다. 

 

Table 2-2 Test result of moment of mass inertia 

Items Value 

1( )x m  1.245 

1( )y m  1.33 1.315 1.3 

( )dm kg  72.6 

~ ( )O m갑판 상부  1.36 

깊이 ( )D m  0.266 

무게추 질량 
1( )m kg  4 6 8 

목표 
1 (°) 2.545 3.729 4.861 

계측 
1 (°) 2.541 3.732 4.875 

목표 ( )VCG m  0.156 

목표 ( )dOG m  

( ( ~ ) ( )O VCG m 갑판 상부 깊이  
1.47 

계측 ( )dOG m  1.472 1.469 1.465 

계측 ( )VCG m  0.154 0.157 0.161 

(%)VCG 오차  -1.6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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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종동요 관성반경시험 

종동요 관성반경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2

5 ( )d d d FI m k m OG I    

2
2

5

2
2

2

2
2

2

2
( )

4

( )
( ( ) )

4

F d F

d d d

F

d d

d d F F F
d d F F

d d

I I m h II
k h

m m m

IcT c
h where

m m T I

m OG m h gT I
h where c m OG m h g

m m








 
   

    


    

 

여기서 
Fm 는 와이어의 질량, 

Fh 는 회전중심으로부터 와이어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FI 는 와이어의 질량 관성모멘트이고 가벼운 

재질의 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와이어 질량을 무시하면 0Fm 

이라 볼 수 있다. 위 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2

5 24

dOG gT
k h


   

모형선 종방향으로 20 번 진자 운동을 수행 후 1 주기 평균 

시간(s)을 계측하였다. 결과는 Table 2-3 과 같으며 yyk   오차는 

0.05%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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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Test result of pitch radius gyration 

Items Value 

WLL (m) 3.147 

WLB (m) 0.384 

( )dm kg  72.6 

2( / )g m s  9.81 

( )dOG m  1.47 

계측 ( )T s  2.75 

계측 
5 / WLk L  0.2459 

목표 yyk  0.246 

(%)yyk 오차율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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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평형상태 

손상 전 평형상태와 손상 시 평형상태는 Fig 2-11 과 같다. 비손상 

상태에서 손상구획 개구부를 완전 개방하였고 손상 시 횡경사 

2.925°, 종경사 0.429°로 확인하였다. 손상 시 Fig 2-12 와 같이 선미 

좌측부가 살짝 들리지만 프로펠러와 타는 수면상 노출되지 않았다. 

 

 

Figure 2-11 Equilibrium state (a) intact state, (b) damaged stat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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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Stern view of damaged condition 

  



 

37 

 

2.8. 구속모형시험 관련 장비 

 

2.8.1. 분력계 

저항 및 자항 시험에서는 1 분력계를 사용하였고 이를 제외한 

구속모형시험에서는 Fig 2-13 의 6 분력계를 사용하였으며 6 분력계 

용량은 Table 2-4 와 같다. 

 

 

Figure 2-13 6 component load cell 

 

Table 2-4 6 component load cell measurement range 

Fx Fy Fz Mx My Mz 

500 N 500 N 500 N 50 N·m 50 N·m 2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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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력계는 힘과 모멘트 성분간에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되지만 실제로는 성분간의 간섭이 발생하므로 교정시험을 

통해 간섭 성분을 분석해냈다. 김효철 등 (1997)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분력계 영향계수를 산출하였다.  

11 12 13 14 15 16

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36

41 42 43 44 45 46

51 52 53 54 55 56

61 62 63 64 65 66

ox x

oy y

oz z

ox x

oy y

oz z

F Fa a a a a a

F Fa a a a a a

a a a a a a F F

a a a a a a M M

a a a a a a M M

a a a a a a M M

    
    
    
    
    
    
    
    
        

 

여기서 a 는 각 성분들의 영향계수이고 o 첨자의 힘과 모멘트는 

분력계 신호, 그리고 우변은 실 하중이다. 상호간의 간섭 효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영향계수를 선정하였다.  

 

2.8.2. 자세고정대 

구속모형시험 시 모형선 자세 고정을 위해 Fig 2-14 와 같이 

횡경사와 종경사를 고정할 수 있는 자세고정대를 6 분력계 아래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6 분력계는 항상 수면에 평행하게 두었으며 

자세고정대가 모형선과 PMM 에 장착되는 도면은 Fig 2-1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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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 Fixing attitude equipment 

 

  

Figure 2-15 Schematic view of the loadcell and model attach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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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PMM 장비 

Fig 2-16 과 같이 서울대학교에서 보유 중인 PMM 장비는 

예인전차 후미에 설치되어 그 아래 모형선을 장착하고 예인하는 

방식으로 좌우동요(sway) 및 선수동요(yaw) 움직임 구현이 

가능하다. 좌우동요 진폭은 0 ~ 0.5m 이고 선수동요 진폭은 0~25° 

이며 운동 주파수는 0.1 ~ 1.3Hz 이다.  

 

 

Figure 2-16 PMM equipm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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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모터 제어 시스템 및 데이터 계측 시스템 

 

2.9.1. 모터 제어 시스템 

2축 모형선이므로 2개의 모터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회전수를 

조정하였다. 모터는 디엔지위드 사의 DC 모터인 IG-52GM 04TYPE 

(24V) (감속비 1/3) 제품을 사용하였고 엔코더(encoder)는 ONR 

Tumblehome 의 좁은 선미공간을 고려하여 오토닉스 사의 E40H6-

500-3-T-5 제품을 선정하였고 좌우 모터 상단에 각각 1 개씩 

장착되었다. 모터 드라이브는 누리로봇의 DC 모터드라이버 DCMD-

100-D 를 선정하였으며 모터 제어를 위해 NI(National Instruments) 

사의 USB-5341 제품을 사용하여 모형선 자항점을 유지하였다. 

장비 설치 도면은 아래 Fig 2-17 과 같다. 엔코더, 모터, 모터 

드라이브는 모형선 내부에 장착되었고 전원공급기, NI 장비, 

노트북은 예인전차 위에 설치되었다. 이들은 두 개의 케이블 선에 

의하여 연결된다. 목적에 따라 선 색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전원공급기가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면 모터에 장착된 엔코더가 

모터 회전수를 계측한다. 모터 제어장비가 모터 회전수에 대한 

제어 신호를 모터 드라이버에 송신하여 모터 회전수를 최종적으로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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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7 Control system of motor revolution rate 

 

2.9.2. 데이터 계측 시스템 

데이터 계측 시스템으로 HBM 사의 MGC Plus 를 이용하여 

모형선에 걸리는 힘과 모멘트 신호를 계측하였고 이는 HBM 

소프트웨어인 Catman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모터 제어 시스템과 

데이터 계측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계측 시스템은 Fig 2-18 과 같다.  

 

 

Figure 2-18 Motor control system &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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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모형시험 

 

3.1. 구속모형시험 조건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속모형시험은 크게 정적시험, 

동적시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적시험은 사항시험과 타각시험, 

사항 & 타각시험으로 구성되고  동적시험은 순수좌우동요 시험과 

순수선수동요 시험, 선수동요 & 사항시험으로 구성된다. 횡동요 및 

종동요는 구속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Table 3-1 에는 수행된 

구속모형시험 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1 Captive model test condition 

 

 

PMM 시험을 통해 구할 수 없는 
u

X 은 Motora (1960)의 chart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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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항시험, 프로펠러 단독성능 시험, 자항시험 

 

3.2.1. 저항시험 

비손상·손상 상태에 대한 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속도 조건은 

Fn 0.05 에서 0.425 까지 0.025 단위로 16 개 조건이며 손상 상태의 

속도별 항주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조건을 수행하였다. 

비손상 상태에서는 손상 개구부를 차단하고 실험하였고 손상 

상태에서는 손상 개구부를 개방하여 실험하였으며 모든 조건에 

대해 3 회 이상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Fig 3-1 과 같이 

Fn 0.2 까지는 비손상·손상의 저항 차이가 미비하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침수유동의 유입으로 저항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2 는 무차원 저항 값을 나타냈으며 Fig 3-3 과 3-4 는 항주 시 

손상구획의 내부와 외부를 촬영한 것으로 항주 시 손상구획 

개구부는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Fn 0.1, 0.2 에서 손상 구획 

내 침수 유동의 움직임은 미비하다가 Fn 0.3 과 0.4 에서 일부 

움직임이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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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1 Comparison of resistance results of resistance test   

 

 

Figure 3-2 Comparison of resistance results of res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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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Damaged compartment outside for resistance test 

 

 

Figure 3-4 Damaged compartment inside for res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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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프로펠러 단독성능 시험 

비손상 상태에 대해 전진비 0 에서 1.7 까지 0.1 단위로 18 개 

조건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예인전차 예인 속도를 고려하여 

프로펠러 회전수는 16rps 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Fig 3-5 와 같이 

좌우현 프로펠러 성능 , ,
T Q O

K K  를 확인하였다. 

 

Figure 3-5 Propeller open water test result 

  



 

48 

 

3.2.3. 자항시험 

추후 모형선 자유항주시험과 조종 성능 비교를 위해 비손상·손상 

상태에 대한 모형선 자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인 Fn 0.1, 

0.2 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선미에서 프로펠러 회전수를 계측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3-6, 3-7 과 같으며 Fn 0.1, 0.2 속도 조건에서 

비손상·손상에 대한 모형선 자항점 차이는 미비하였다. 각각의 

속도 조건에 대해 모형선 자항점은 271 rpm, 528 rpm 이다.  

 

 

Figure 3-6 Self-propulsion test result (F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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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elf-propulsion test result (F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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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적시험 

정적시험에 대해 예인전차의 등속 구간에서 계측한 유체력을 

평균화 하여 신호해석을 수행하고 힘과 모멘트를 무차원화하여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곡선근사하여 유체력 미계수를 획득하였다. 

 

3.3.1. 사항시험 

사항시험은 Fig 3-8 과 같이 편류각  를 일정한 조건으로 

예인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는 시험이다. Fig 3-

9 은 사항각 9, -9º 에서 실제시험 사진이고 3-10, 3-11, 3-12 은 

사항시험 시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에 대한 결과이며 

비손상 조종모델, 손상 분리형 조종모델, 손상 통합형 조종모델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Figure 3-8 Static drif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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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Snapshot static drift test (intact, 9, 9    ) 

 

 

Figure 3-10 Comparison of X-force of static drif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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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Comparison of Y-force of static drift test  

 

 

Figure 3-12 Comparison of N-moment of static drif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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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Hydrodynamic coefficients in static drift test 

 
Intact 

model 
Separated model Integrated model 

 - (+𝛽, −𝑣) (−𝛽, +𝑣) - 

𝑋𝑣𝑣 -0.0124 -0.0573 -0.0226 -0.0174 

𝑋𝑣= 0.0124 

𝑋𝑣𝑣𝑣=-0.0129 

𝑌𝑣𝑣=-0.0281 

𝑁𝑣𝑣=-0.0455 

𝑌𝑣 -0.3995 -0.3973 -0.4415 -0.3988 

𝑌𝑣𝑣𝑣 -0.9359 -1.2493 -0.8985 -1.2906 

𝑁𝑣 -0.0306 -0.0456 -0.0554 -0.0673 

𝑁𝑣𝑣𝑣 -0.4013 -0.4133 -0.6364 -0.3475 

𝑙𝑣(𝑁𝑣/𝑌𝑣) 0.0766 0.1148 0.1255 0.1688 

 

Table 3-2 에 비손상/분리형/통합형 조종모델의 미계수를 정리하였다. 

비손상 조종모델에 비해 손상 조종모델에서 yaw moment 가 크게 

발생하는데 분리형 모델의 경우 +𝛽 보다 – 𝛽 가 크게 계측되었다. 

이는 사항시험 시 손상 구획의 위치에 따라 힘과 모멘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손상 모델과 통합형 모델의  𝑁𝑣 는 

비교가 불가능하였는데 이는 통합형 모델에서  𝑁𝑣 가 2 차, 3 차 

비선형 항으로 크기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비손상 모델과 분리형 모델의 𝑙𝑣  (yaw moment arm in sway motion) 

로 보아 손상 시 우측 선수의 침수구획으로 인해 침수표면적의 

증가로 압력중심이 선수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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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타각시험 

타각시험은 Fig 3-13 과 같이 타각  를 설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예인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는 

시험이다. Fig 3-14, 3-15, 3-16 은 사항시험 시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 결과이며 비손상 조종모델, 손상 분리형 조종모델, 손상 

통합형 조종모델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Figure 3-13 Static rudd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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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Comparison of X-force of static rudder test  

 

 

Figure 3-15 Comparison of Y-force of static rudd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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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Comparison of N-moment of static rudder test  

 

Table 3-3 Hydrodynamic coefficients in static rudder test 

 
Intact 

model 
Separated model Integrated model 

 - (+𝛿) (−𝛿) - 

𝑋𝛿𝛿 -0.0958 -0.0851 -0.0993 -0.0929 

𝑋𝛿=0.0016 

𝑋𝛿𝛿𝛿=0.0061 

𝑌𝛿𝛿=0.0045 

𝑁𝛿𝛿=0.0003 

𝑌𝛿 -0.1475 -0.1408 -0.1428 -0.1298 

𝑌𝛿𝛿𝛿  0.0941 0.0937 0.0900 0.0682 

𝑁𝛿 0.0666 0.0640 0.0675 0.0637 

𝑁𝛿𝛿𝛿  -0.0439 -0.0358 -0.0449 -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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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에 비손상/분리형/통합형 조종모델의 미계수를 

정리하였다. 비손상 조종모델과 분리형 조종모델은 손상 상태에도 

+𝛿 , −𝛿  방향에 따른 경향은 계측되지 않았다. 즉, 좌우·전후 

경사가 있음에도 타력은 비손상 시와 비슷한 힘과 모멘트를 

발생하며 전반적으로 비대칭성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3.3.3. 사항 & 타각시험 

 사항 & 타각시험에서 좌우현에 따른 힘과 모멘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3-17, 3-18, 3-19 는 각각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에 대한 결과이며 조종 미계수는 Table 3-4 에 정리하였다.  

 

 

Figure 3-17 Comparison of X-force of static drift & rudd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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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Comparison of Y-force of static drift & rudder test  

 

 

Figure 3-19 Comparison of N-moment of static drift & rudd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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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Hydrodynamic coefficients in static drift & rudder test 

Hydrodynamic coefficients Value 

𝑋𝛿𝑣 0.0501 

𝑋𝛿𝑣𝑣 -0.0310 

𝑋𝛿𝛿𝑣 -0.0308 

𝑌𝛿𝑣𝑣 0.0568 

𝑌𝛿𝛿𝑣 -0.1097 

𝑁𝛿𝑣𝑣 -0.0361 

𝑁𝛿𝛿𝑣 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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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적시험 

동적시험은 등각속도 구간에서 얻어진 유체력에 대해 

신호해석을 수행한다.  

 

3.4.1. 순수좌우동요시험 

순수좌우동요 시험이란 Fig 3.20 과 같이 횡방향 가속도를 갖는 

모형선을 예인하면서 유체력을 계측하는 시험이다. 실험 결과 Fig 

3-21, 3-22 에 좌우동요 힘과 선수동요 방향 모멘트에 대해 속도 

관련 항, 가속도 관련 항을 곡선 근사와 함께 표현하였다. 

 

 

Figure 3-20 Pure swa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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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Comparison of velocity results of pure sway test  

 

 

Figure 3-22 Comparison of acceleration results of pure swa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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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Hydrodynamic coefficients in pure sway test 

 
Intact 

model 
Separated model Integrated model 

 - (+𝑣) (−𝑣) - 

𝑌𝑣 -0.4019 -0.4334 -0.3904 -0.4119 

𝑌𝑣𝑣  = 

-0.1460 

 

𝑁𝑣𝑣 = 

-0.0530 

𝑌𝑣𝑣𝑣 -2.4295 -2.9432 -2.5240 -2.7336 

𝑁𝑣 -0.0325 -0.0715 -0.0649 -0.0682 

𝑁𝑣𝑣𝑣 -0.4129 -0.5571 -0.2332 -0.3952 

𝑌�̇�-m -0.2750 -0.3082 -0.3082 -0.3082 

𝑁�̇� 0.0110 0.0091 0.0091 0.0091 

 

Table 3-5 는 순수좌우동요 시험으로 추정한 조종 미계수이다. 

비손상 조종모델에 비해 분리형/통합형 조종모델에서 𝑌�̇� 은 크게, 

𝑁�̇� 은 작게 추정되었다. 이는 침수유동이 순수 좌우동요 시험에서 

sway 가속도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stern dominant 한 yaw 가속도는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분리형/통합형 조종모델간 비교 결과 가속도항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가속도 항을 2 차, 3 차 식으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v, -v 에 의한 크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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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순수선수동요시험 

순수좌우동요 시험이란 Fig 3-23 과 같이 일정한 각가속도를 갖는 

모형선을 예인하면서 유체력을 계측하는 시험이다. 실험 결과 Fig 

3-24, 3-25 에 좌우동요 힘과 선수동요 방향 모멘트에 대해 속도 

관련 항, 가속도 관련 항을 곡선 근사와 함께 표현하였다.  

 

 

Figure 3-23 Pure ya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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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4 Comparison of velocity results of pure yaw test  

 

 

Figure 3-25 Comparison of acceleration results of pure ya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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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Hydrodynamic coefficients in pure yaw test 

 Intact 

model 
Separated model Integrated model 

  (+r) (-r) - 

𝑋𝑟𝑟 0.0016 0.0070 -0.0005 0.0033 

𝑋𝑟= - 0.0048 

 

𝑋𝑟𝑟𝑟 =0.0319 

 

𝑌𝑟𝑟   = 0.0192 

 

𝑁𝑟𝑟= -0.0007 

𝑌𝑟-m -0.0410 -0.0463 -0.0741 -0.0602 

𝑌𝑟𝑟𝑟 -0.1488 -0.2163 -0.1609 -0.1886 

𝑁𝑟 -0.0746 -0.0839 -0.0867 -0.0853 

𝑁𝑟𝑟𝑟 -0.0305 -0.0270 -0.0099 -0.0184 

𝑌�̇� -0.0287 -0.0374 -0.0374 -0.0374 

𝑁�̇�-𝐼𝑧𝑧 -0.0080 -0.0091 -0.0091 -0.0091 

𝑙𝑟(𝑁𝑟/(𝑌𝑟 − 𝑚)) 1.8195 1.8121 1.1700 1.4169 

 

Table 3-6 은 순수선수동요 시험으로 추정한 조종 미계수이다. 𝑌�̇�, 𝑁�̇� 

계수는 비손상 조종모델에 비해 손상 조종모델에서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침수유동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손상 모델간의 비교 결과, 가속도항은 2 차, 3 차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𝑟),  (−𝑟) 에 의한 크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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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선수동요 & 사항시험 

선수동요 & 사항시험은 앞서 순수선수동요 시험에 사항각을 

부여해 좌우동요 및 선수동요를 복합적으로 발생시켜 이를 통해 

두가지 변수 v와 r의 연성 효과를 나타내는 미계수를 구한다. Fig 3-

26, 3-27, 3-28 은 선수동요 & 사항시험의 결과이고 Table 3-7 에 조종 

미계수를 정리하였다. Fig 3-28 의 검정색 선은 사항각이 없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론적으로는 0 이 되어야 하지만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원인(모형선 제작, 설치, 운동 구현 상의 오차 등)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구현되지 않아 오차가 작게 

발생하였다(성영재 등, 2015). 연성 시험의 경우 손상 분리형 모델과 

통합형 모델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손상 모델로 모델링하였다. 

 

 

Figure 3-26 X-force result of yaw with drif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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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7 Y-force result of yaw with drift test  

 

 

Figure 3-28 N-moment result of yaw with drif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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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Hydrodynamic coefficients in yaw & drift test 

Hydrodynamic coefficients Intact model Damaged model 

𝑋𝑣𝑟 0.0682 0.1695 

𝑌𝑣𝑣𝑟 -1.0852 0.0239 

𝑌𝑣𝑟𝑟 -0.8749 -0.4603 

𝑁𝑣𝑣𝑟 -0.7165 -0.8391 

𝑁𝑣𝑟𝑟 -0.1864 -0.2476 

 

한편, 침로 안정성이란 선박이 타를 중립위치에 두고 직진하였을 

때 직진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순수선수동요 시험에서 얻은 

sway arm in yaw moment motion 인 𝑙𝑟이 사항시험에서 얻은 𝑙𝑣보다 

선수 쪽에 있을수록 좋다. Table 3-8 과 같이 비손상/손상 조종모델간 

침로 안정성을 비교하였는데 비손상에 비해 손상 시 침로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다만, 분리형 모델은 모형선을 회두 

방향에 따라 다른 배로 분류하기 때문에 하나의 침로 안정성을 

얻을 수 없어 비손상 조종모델과 비교가 불가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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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ourse keeping ability 

 Intact model Separated model Integrated model 

 - 

좌현선회 

(+𝑣,  − 𝑟) 

우현선회 

(−𝑣,  + 𝑟) 

- 

𝑙𝑣 0.0766 0.1255 0.1148 0.1688 

𝑙𝑟 1.8195 1.1700 1.8121 1.4169 

𝑙𝑟 − 𝑙𝑣 1.7429 1.0445 1.6973 1.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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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종 시뮬레이션 

 

3.5.1. 선회 시뮬레이션 

구속모형시험을 바탕으로 비손상 조종모델, 분리형 조종모델, 

통합형 조종모델에 대해 선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n 0.2 조건, 

타각 25° 에 수행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Fig 3-29, Table 3-9 은 

선회반경 결과, Fig 3-30, 3-31 은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에 

대한 결과이다. 우현 선회 시 분리형, 통합형 조종모델의 

전술선회경은 비손상 조종모델에 비해 각각 -3.3%, -2.1% 정도 작게 

추정되었다. 즉, 우현 선회 시엔 손상으로 인한 선회경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좌현 선회 시 그림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분리형, 통합형 조종모델의 전술선회경은 비손상 

조종모델에 비해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분리형, 통합형 

조종모델간 선회 반경 비교 결과 통합형 모델이 분리형 

조종모델보다 선회경을 크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좌우현 선회 

시뮬레이션은 좌우현 조종 특성을 극단적으로 나누어 선박의 

기동을 확인한 것이므로 실제 선박의 복잡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조종 모델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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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9 Maneuvering simulation (turning circle test) 

 

Table 3-9 Result (transfer, advance, tactical diameter) 

 
 Intact model 

Seperated 

model 

Integrated 

model 

Transfer 

to starboard 3.21 3.11 3.23 

to port 3.14 2.70 2.89 

Advance 

to starboard 2.32 2.32 2.26 

to port 2.32 1.86 2.02 

Tactical 

diameter 

to starboard 4.69 4.52 4.59 

to port 4.61 3.40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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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0 Time history of starboard turning circle test (surge velocity, 

sway velocity, yaw rate) 

 

 

Figure 3-31 Time history of port turning circle test (surge velocity, sway 

velocity, ya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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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지그재그 시험 

또한 비손상 조종모델, 분리형 조종모델, 통합형 조종모델에 

대해 20°/20° 지그재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3-32 가 

지그재그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고 Fig 3-33 이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에 대한 결과이다. Table 3-10 과 같이 손상 조종모델에서는 

비손상 조종모델에 비해 1 차 오버슈트각은 약 0.16°, 2 차 오버슈트 

각은 1.4~1.7° 정도 높게 추정하였고 분리형 조종모델, 통합형 

조종모델간 지그재그 시뮬레이션 비교에서는 분리형 조종모델이 

조금 더 크게 추정하였다.  

 

 

Figure 3-32 Maneuvering simulation (zigza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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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Overshoot angle (zigzag test) 

 
Intact 

model 
Seperated model Integrated model 

1st overshoot angle (°) 1.03 1.19 1.17 

2nd overshoot angle (°) 5.31 7.01 6.72 

 

 

Figure 3-33 Time history of zigzag test (surge velocity, sway velocity, ya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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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속모형시험을 통해 손상 상태의 조종 성능을 

추정하고 비손상 조종 성능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손상 상태의 조종 성능 실험적 연구를 위해 손상 상황 하 

구속모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먼저 해군복원 성능 성능 규정에 

맞게 손상구획 제원 및 위치를 설정하였다. 종방향 수선간 길이 

15%, 횡방향 함 중심선상까지 설정한 손상 구획으로 인해 

부력손실과 구속모형시험 시 침수유동으로 인한 유체력의 좌우 

비대칭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종성능 시뮬레이션에서 비손상 

대비 손상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모터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여 동적시험에도 모형선 자항점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속도 조건이 Fn 0.1, 0.2 중 Fn 

0.1 에서 실험의 불확실성이 컸다. 이는 손상 구획 내 침수유동의 

교란으로 인해 저속에서는 정확한 힘과 모멘트 계측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며 추후 Fn 0.15 에서 추가적인 손상 상태의 

구속모형시험이 필요하겠다.  

조종성능 특성 분석 및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비손상 대비 손상 

시 유체력 특성을 확인하였는데 타각 시험에서는 손상 시 선박의 

초기 경사에도 불구하고 타가 생성하는 힘과 모멘트는 비손상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좌현 회두시 침로 안정성이 우현회두에 

비해 작게 추정되었다. 이는 분리형 모델에서 선박의 침로 

안정성과 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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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상태의 조종 운동 모델로 분리형 조종모델과 통합형 

조종모델을 제시하였다. 분리형 조종모델은 좌우비대칭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고 통합형 모델은 좌우비대칭을 고려, 비선형 항을 2 차, 

3 차로 모델링하였다. 분리형 조종모델의 특성으로는 타 기관의 

조종 미계수를 직접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손상 

상태의 좌우현에 대한 침로 안정성 평가는 가능하지만 비손상 

상태와 침로 안정성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통합형 

모델의 장점으로는 비손상 상태와 침로 안정성 평가는 가능하나 

식이 복잡해지고 타 기관과 계수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동적 시험 시 두 모델의 가속도항 계수는 거의 

동일하였으며 통합형 모델이 분리형 모델에 비해 조종 성능 

시뮬레이션에서 전술선회경을 8% 정도 크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아 타 기관의 조종 미계수 비교 및 실제 

손상 자유항주 실험 추정에는 분리형 모델이 유리하며 비 손상 

대비 침로 안정성 평가는 통합형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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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3DOF Dynamic Model for Maneuverability Assessment 

of a Damaged Surface Combatant 

Jeongsoo Ha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ine distress accidents are accidents involving ship-related physical 

marine accident such as sinking, grounding, collision, fire, engine failure of 

falling. In response to the recent increase in maritime traffic volume,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maritime accidents is increasing,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rface combatant, steering performance during injuries has 

become important as well as maneuverability in an intact state. 

In this paper, in order to estimate the maneuverability performance of the 

intact/damaged state, model test conditions are prepared with reference to the 

existing maneuvering mathematical model and using the 3 degree of freedom 

PMM (Planar Motion Mechanism) test, we obtained hydrodynamic 

coefficients in the model. After that,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nge of 

the maneuvering performance by numerical simulation of intact/damaged state 

and presented the maneuvering mathematical model based on the captive 

model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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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ptive model test ru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towing tank and 

the model is reflecting the latest ship design theory, ONR Tumblehome which 

is the mother ship of the US zumwalt-class destroyer. The damaged 

compartment was placed on the starboard bow based on the "naval restoration 

performance application criteria" so that it had the initial inclination angle, the 

initial trim in damaged state was 0.429 degrees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2.925 degrees in the horizontal direction. For the sake of comparison with free 

running test in the future, we experimented at model self-propulsion. 

The mathematical model is based on 1) the general intact mathematical 

model, 2) the damaged mathematical model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left 

and right asymmetric vessels due to damaged state as different ships, 3) the 

damaged mathematical model considering characteristics due to damaged 

state as one ship. In the static rudder test,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the 

difference due to damaged state, but in the static drift test and the dynamic test, 

the difference due to the damaged state could be clearly obtained.  

In the turning simulation, we could not find the effect of the intact versus 

damaged in the case of the starboard turn, but in the case of the port turning, -

20%.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zigzag simulation. 

In consideration of seperating model, considering starboard/port asymmetry, 

modeling is carried out by considering different ship, while integrated model 

considers asymmetry characteristics as characteristics of one ship, nonlinear 

terms second and third order additions were model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seperated model, there is an advantage that it is 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hydrodynamics coefficients of other institutions, but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course stability of the port/starboard 

prefectures in the damaged state, but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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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bility is impossible with intact state. As an advantage of the integrated 

model,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intact state and the course stability. But the 

formula becomes complicated and it is impossible to compare coefficients 

with other institutions. Compared to the sperated model, the integrated model 

tended to estimate the tactical turning diameter by about 8% in the simulation. 

Keywords : Damaged surface combatant, 3DOF PMM test, Hydrodynamic 

coefficients, Maneuvering simulation 

Student number :  2016-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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