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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상륙작전은 상륙전력이 해상을 통하여 적 해안에 기습 상륙하는 

것을 말하며, 상륙의 성공여부가 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해병대는 

상륙돌격장갑차를 운용중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美 해병대 

다음으로 많은 상륙돌격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륙양용 장갑차의 운용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현대전 

개념인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해상에서의 항주성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現 전력의 도태로 인한 새로운 

전력의 확보와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수행을 위한 한국형 

고속수륙양용체계의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속한 수상이동의 중요요소는 기동속도와 항주자세 안정성으로, 

수상에서의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장갑차의 BOX형 형상적 특징에 

대한 저항 감소 설계와 이를 극복할 추진 성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고속상륙돌격장갑차의 구성요소인 

워터젯 추진기, 전/후방 부가물 및 현수장치가 적용된 대상 

차체에 대하여 실험성능 추정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의 모형차체 형상은 주변국에서 개발한 차체형상과 

선행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크기는 축척비 1/4.5로 

제작하였다. 부가물은 전방에 굴절형 차수판과 후방에 트림탭을 

설치하였으며, 현수장치 형상은 육상모드를 적용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워터젯은 차체와 동일한 축척비에 맞춰 

1/4.5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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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TTC 선박추진성능 해석 절차를 기본으로, 저항시험,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풀 시험, 자항시험, 자유항주시험 단계로 

상륙돌격장갑차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ITTC 제시 절차를 

일부 변형 및 추가하여 각 단계에서의 차체와 워터젯 성능요소를 

산출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의 주된 성능 요인을 추정하여 축척의 

영향을 판단하였다. 자유항주시험은 옥외시험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이외의 시험단계는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하였다. 

모형시험 결과, 1) 워터젯 단계별 시험을 통해 워터젯 펌프, 

덕트, 제트효율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축척효과를 고려한 실차의 워터젯 성능을 추정하였다. 

또한, 2) 워터젯 추진 상륙돌격장갑차 모형의 각 단계별 시험을 

통해 종경사, 추력감소비를 산출하였고, 축척효과를 고려하여 

실차에서의 항주특성을 추정하였다. 저항-자항간 자세변화는 

볼라드 풀 시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자유항주시험을 

통해 자항시험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3) ITTC 

해석절차에 일부 절차와 데이터 획득을 추가함으로써, 워터젯 

추진 상륙돌격장갑차의 실험성능 추정법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BOX형 형상의 워터젯 상륙돌격장갑차의 모형시험을 

통해 성능 변화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적절한 실험 성능 

추정법을 개발 및 제시하였다. 

주요어: 상륙돌격장갑차, 워터젯, 모형시험, 예인수조, 자항시험 

학 번:  2017-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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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𝐴𝑗 : 워터젯의 j-위치 단면적 Cross section area of the waterjet at j-th 

station (m2) 

BPT : 볼라드 풀 시험 Bollard pull test 

CEj : j-위치 에너지 플럭스 Energy flux coefficient at j-th station (-) 

Cpj : j-위치 압력 계수 Pressure coefficient at j-th station (-) 

CQ : 유량 계수 Flow rate coefficient (-) 

D : 임펠러 직경 Impeller diameter (m) 

d : 추의 이동거리 Distance of weight movement (m) 

𝐸𝑗 : j-위치 에너지 플럭스 Energy flux at j-th station (W) 

𝐸𝑖𝑗 : 𝐸𝑖 − 𝐸𝑗  (W) 

Fn : 프루드 수 Froude number (-) 

Fx : X-방향 힘 X-direction force (N) 

𝐺𝑀  : 무게중심-메타센터 거리 Distance of center of gravity and 

metacenter (m) 

𝑔 : 중력 가속도 Gravitational acceleration (kg·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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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𝑗  : j-위치 높이 Height at j-th station (m) 

Kq : 토크계수 Torque coefficient (-) 

L : 차체 길이 Vehicle length (m) 

LDV : 레이저 도플러 유속계 Laser Doppler Velocimetry 

𝑀𝑗 : j-위치 모멘텀 플럭스 Momentum flux at j-th station (N) 

𝑛 : 임펠러 회전수 Impeller revolution (s-1) 

𝑛𝐷 : 설계 임펠러 회전수 Design impeller revolution (s-1) 

𝑃𝑗 : j-위치 압력 Pressure at j-th station (N/m2) 

𝑃𝑗,@𝑛=𝛼 : 𝛼 회전수에서 j-위치 압력 Pressure at j-th station in 𝛼 rpm 

(N/m2) 

Q : 유량 Flow rate (kg·m3/s) 

𝑄𝐿𝐷𝑉 : LDV 로 산출된 유량 Flow rate by LDV (kg·m3/s) 

𝑞 : 토크 Torque (N·m) 

R : 임펠러 반경 Radius of impeller (m) 

RT : 저항시험 Resistance test 

Re :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 (-) 

Rec : 코드 레이놀즈 수 Chord reynold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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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𝑇𝐵𝐻 : 나선저항 Total bare hull resistance (N) 

SPT : 자항시험 Self-propulsion test 

𝑇𝑛𝑒𝑡 : 순추력 Net thrust (N) 

𝑇𝑛𝑒𝑡0 : 단독 상태에서의 순추력 Net thrust in open water (N) 

𝑡 : 추력감소비 Thrust deduction factor (-) 

𝑈0 : 전진속도 Advance speed (m/s) 

U : 차체 설계속도 Design velocity of vehicle (m/s) 

𝑉𝑗 : j-위치 유속 Flow velocity at j-th station (m/s) 

𝑉𝑗,@𝑛=𝛼  : 𝛼  회전수에서 j-위치 유속 Flow velocity at j-th station in 𝛼 

rpm (m/s) 

W : 추의 무게 Weight (kg) 

WST : 워터젯 단독시험 Waterjet system test 

W/J : 워터젯 Waterjet 

∆𝑀 : 모멘텀 플럭스 변화 Change of momentum flux (N) 

γ : 유량 보정계수 (Flow rate correction factor) (-) 

γ𝐿𝐷𝑉 : LDV로 산출된 유량 보정계수 Flow rate correction factor by LD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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𝜂𝑑𝑢𝑐𝑡 : 덕트 효율 Ducting efficiency (-) 

𝜂𝑒𝐼 : 에너지 상호작용 Energy interaction (-) 

𝜂𝐼𝑁𝑇 : 상호작용 효율 Interaction efficiency (-) 

𝜂𝐼 : 이상적인 제트 효율 Ideal jet efficiency (-) 

𝜂𝑗𝑒𝑡 : 제트 효율 Jet efficienc) (-) 

𝜂𝑚𝐼 : 모멘텀 상호작용 Momentum interaction (-) 

𝜂𝑛𝑒𝑡 : 순효율 Net efficiency (-) 

𝜂𝑂𝐴 : 워터젯 전체 효율 Overall efficiency (-) 

𝜂0 : 워터젯 단독 효율 Free stream efficiency (-) 

𝜂𝑃 : 펌프 효율 Pump efficiency (-) 

ρ : 물의 밀도 Density of water (kg/m3) 

ν : 물의 동점성계수 Kinematic viscosity of water (m2/s) 

τ : 종경사 Trim of the model (°) 

𝜃 : 차체모델 횡경사 Roll of vehicle model (°) 

∆ : 부력 Buoyanc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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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상륙작전은 상륙전력이 해상을 통하여 적 해안에 기습상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습상륙의 성공여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결정된다. 상륙작전은 주로 해군과 해병대에서 수행하며, 해병대는 

상륙작전의 임무에 맞게 특수한 상륙돌격장갑차를 운용한다. 현재 

우리 해병대는 美 해병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160 여대를 운용중에 있으며, 이는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작전상황에서 중요한 전력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전장환경과는 다르게 현대전에서는 적 해안의 레이더 

탐지거리 등 감시, 타격수단의 성능이 고도화 됨으로써 연안 

가까이 근접하여 상륙장갑차를 진수시키는 해군 모함의 피격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작전개념이 

초수평선 상륙작전이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이란, 해안선에서의 

가시거리 및 레이더 탐지범위 밖으로부터 상륙전력을 발진시키는 

작전을 말한다. 이러한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가 바로 고속수륙양용체계이다. 

미국은 이러한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러한 작전개념에 적용하기 위한 전력의 확보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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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년부터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던 AAV-7A1 을 대체하기 위해 

EFV (Expeditionary Fighting Vehicle)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사업비용과 잦은 결함으로 현재는 진행이 멈춘 상태이다. 주요 

특성으로는 워터젯 2 기를 이용하여 해상 최대속력 46.4kph 로 

운행하며, 차체부상을 통한 저항감소를 위해 전면에는 굴절형 

차수판, 후면에는 트림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1-1 Expeditionary fighting vehicle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중국의 경우도 신속한 상륙작전을 위한 

고속상륙돌격장갑차(ZBD-2000)를 보유 및 생산하고 있다. 이 

장갑차는 2005 년 후반 중국 인터넷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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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주요 특성으로는 워터젯 2 기를 

이용하여 해상 최대속력 20kph 로 운행이 가능하며, EFV 와는 

다르게 차체부상을 통한 저항감소를 위해 전면에는 직선형 차수판, 

후면에는 하이드로포일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1-2 ZBD-2000 

 

일본의 경우도 EFV 와 유사한 형상의 상륙돌격장갑차를 

개발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세부 재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주변국의 전력변화, 그리고 감시, 타격능력이 향상된 現 

군사기술 발전 상황에서 초수평선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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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상륙돌격장갑차의 확보가 불가피하며, 신규 개발을 위한 

기술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속한 수상이동의 중요한 요소는 기동속도와 항주자세의 

안정성이다. 수상에서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장갑차의 형상적 

특징에 대한 저항감소 설계와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추진성능이 필요하다. 워터젯 추진 상륙돌격장갑차의 형상 

특징으로 인한 항주특성은 Box 형 선체형상으로 인한 큰 

압력저항이 예상되고 부가물을 이용한 적극적인 자세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0°에 가까운 Deadrise angle 로 선저에서의 양력이 

크게 발생할 것이며, 큰 흘수로 인한 Wetted transom 으로 격심한 

유동박리가 예상된다. 또한 워터젯 추진기로 인한 선저의 유동 

변화로, 차체 자세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륙돌격장갑차는 통상적인 선박과 고속선의 성능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Box 형 형상의 워터젯 추진 

상륙돌격장갑차의 동력성능 추정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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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Vehicle model top view 

 

 

Figure 1-4 Vehicle model side view 

 

프로펠러 추진기와 워터젯 추진기 모두 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의 반작용을 추력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프로펠러는 회전하는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추력이 순추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워터젯은 임펠러 못지 않게 스테이터, 

노즐에서의 추력 발생이 중요하다. 또한, 프로펠러 추진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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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ITTC 해석기법이 잘 정립된데 반해, 워터젯 추진선에 

대해서는 해석방안이 통일되지 않았다. 따라서, 워터젯의 모형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워터젯 성능 분석 기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Figure 1-5 Propeller propulsion 

 

 

Figure 1-6 Waterjet propulsion (Da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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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워터젯의 성능추정을 위한 실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1996 

ITTC 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1 ITTC 로 정리되었다. ITTC 에서는 

모멘텀 플럭스 변화량( ∆𝑀 )으로 순추력을 확인하고, 이 

순추력( 𝑇𝑛𝑒𝑡 )과 나선저항( 𝑅𝑇𝐵𝐻 )과의 관계는 일반 선박과 같은 

추력감소비(𝑡) 개념을 도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𝑇𝑛𝑒𝑡(Net thrust) = ∆𝑀(Momentum flux)  = 
𝑅𝑇𝐵𝐻

(1−𝑡)
    (1-1) 

 

전체 워터젯 효율( 𝜂𝑂𝐴 )은 워터젯 단독상태에서의 효율인 Free 

stream efficiency( 𝜂0 )와 Interaction efficiency( 𝜂𝐼𝑁𝑇 )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유입 유속( 𝑈0 ), 추력감소비( 𝑡 ), 공급 동력( 2𝜋𝑛𝑞 ), 

순추력( 𝑇𝑛𝑒𝑡 )으로 구성된다. Interaction efficiency 는 일반선박에서의 

반류비와 상대회전효율을 통합한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𝜂𝑂𝐴(Overall efficiency) = 𝜂0(Free stream efficiency)×𝜂𝐼𝑁𝑇(Interaction 

efficiency) = (1 − 𝑡)
𝑇𝑛𝑒𝑡𝑈0

2𝜋𝑛𝑞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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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tream efficiency( 𝜂0 )는 Pump efficiency( 𝜂𝑃 ), Ducting 

efficiency(𝜂𝑑𝑢𝑐𝑡), Ideal jet efficiency(𝜂𝐼)로 구분한다.  

 

 

Figure 1-7 Waterjet energy conversion 

 

𝜂0(Free stream efficiency) = 𝜂𝑃(Pump efficiency) × 𝜂𝑑𝑢𝑐𝑡(Ducting 

efficiency) × 𝜂𝐼(Ideal jet efficiency)   (1-3) 

 

Fig 1-7 을 보면, 동력장치로부터 공급되는 동력( 2𝜋𝑛𝑞 )에 대한 

워터젯 펌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플럭스 비를 Pump efficiency 라 

정의하며, 워터젯 펌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플럭스 대비 워터젯 

전체에서의 에너지 플럭스를 Ducting efficiency 라고 정의한다. 또한, 

워터젯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발생한 동력을 Ideal jet efficiency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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𝜂𝑃(Pump efficiency) = 
𝐸5−𝐸3

2𝜋𝑛𝑞
   (1-4) 

𝜂𝑑𝑢𝑐𝑡(Ducting efficiency) = 
𝐸6−𝐸1

𝐸5−𝐸3
   (1-5) 

𝜂𝐼(Ideal jet efficiency) = 
𝑇𝑛𝑒𝑡0𝑈0

𝐸6−𝐸0
   (1-6) 

 

Interaction efficiency( 𝜂𝐼𝑁𝑇 )는 Energy interaction( 𝜂𝑒𝐼 )과 Momentum 

interaction(𝜂𝑚𝐼 ) 그리고 추력감소비(𝑡 )로 구분하며, 이는 나선 선체와 

워터젯 결합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나타낸 계수다. 

 

𝜂𝐼𝑁𝑇(Interaction efficiency) = (1 − 𝑡)
𝜂𝑒𝐼

𝜂𝑚𝐼
   (1-7) 

𝜂𝑒𝐼(Energy interaction) = 
𝐸6−𝐸0

𝐸6−𝐸1
   (1-8) 

𝜂𝑚𝐼(Momentum interaction) = 
𝑇𝑛𝑒𝑡0

𝑇𝑛𝑒𝑡
   (1-9) 

 

또한, ITTC 는 워터젯 단독 성능 해석을 위한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워터젯 시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 방법으로는 

Inlet duct test, Pump loop test, 그리고 Waterjet system test 가 있다. 

Waterjet system test 는 Fig 1-8 과 같이 터널 상부에 워터젯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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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배출된 물은 파이프나 호스를 통해 터널로 되돌려 

보내지도록 구성 되어있다. 이를 통해, 유량과 유입류 조건에 따른 

영향과 Duct 와 Pump 의 상호작용을  확인 할 수 있다.  

Pump loop test 는 Fig 1-9 와 같이 터널 내부 중앙에 펌프를 

설치하고, 배출부에 파이프나 호수를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유입조건이 좋으며 측정과 관찰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실험을 통해 펌프에서의 캐비테이션 발생을 연구할 수 있다. 

Inlet duct test 는 Fig 1-10 과 같으며, 실험 구성이 Waterjet system 

test 와 동일하다.  

 

 

Figure 1-8 Waterjet system test (ITT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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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ump loop test (ITTC 2011) 

 

 

Figure 1-10 Inlet duct test (ITT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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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ITTC 표준 절차에 기반한 Box 형 차체 모형과 워터젯 

모형의 시험들이 수행되고 있다. 

 Box 형 차체에 대한 연구는 Helvacioglu et al.(2011)과 Lee et 

al.(2017)의 연구가 있다. Helvacioglu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강을 

도하하기 위한 상륙돌격장갑차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차 

속도 10kph(Fn 0.321) 이내에서의 저항시험을 통해 장갑차 앞면의 

적절한 Head plate 설치에 따른 저항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상항주 중 조류방향에 따른 저항성능 영향을 확인하였다.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상륙돌격장갑차의 수상항주 시 트림 조절을 

위해 선미부가물로 수중익(Hydrofoil)을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저항 및 항주자세의 변화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항시험에서의 수중익 조건과 초기트림 조건을 달리하여 저항과 

자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Fn 0.55~0.68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워터젯 시스템에 대한 성능분석은 Dang et al.(2013)의 연구가 있다. 

ITTC Waterjet system performance 에서 권고하는 Waterjet system test 

절차대로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상부에 워터젯을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터널 내부 유속(3~7m/s)과 각 유속에서 임펠러 rpm 을 

변화하며 워터젯의 실험 성능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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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 (a) Model with flat plate (Helvacioglu et al., 2011) (b) Test 

model with hydrofoil (Lee et al., 2017) 

 

 

Figure 1-12 Test model and test condition (Da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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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Waterjet 추진선형의 성능분석은 Chun et al.(2003), 

Eslamdoost et al.(2012), Lee et al.(2017)의 연구가 있다. Chu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설계속도 10kph 내외 범위의 저속 

상륙장갑차에 대한 저항, 자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워터젯 작동으로 

인해 저항시험과 자항시험에서의 자세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모형 속도가 증가할수록 두 시험에서의 자세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Eslamdoost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Intake를 

막은 나선 저항시험과 자항시험시의 항주자세를 비교하였으며, Fn 

0.1 ~ 0.7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워터젯의 영향으로 선수 

트림 모멘트가 발생하여, Fn 0.55 이상에서는 자항시험 시 트림이 더 

적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1-13 (a) Amphibious test model (Chun et al., 2003) (b) Model scale 

setup (Eslamdoos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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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Fn 0.25~0.68 범위에서의 저항시험을 

통해 수중익 선미 부가물 조건에 따른 종경사 및 저항을 계측 및 

비교하였다. 그 결과, 종경사 감소와 고속에서의 저항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Fn 0.56~0.68 범위에서의 자항시험을 통해, 수중익 

선미 부가물 유무에 따른 종경사와 저항을 비교함으로써 선미 

부가물에 따른 저항과 종경사의 감소 현상을 확인하였다. 

 

 

Figure 1-14 Self-propelled model without a hydrofoil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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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표 

이전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몇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Box 형상의 상륙돌격장갑차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주로 저속에서 수행하였으며, 자항시험시의 환경조건이 예인수조인 

반면에 워터젯 단독시험은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다수의 워터젯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실험적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저항-

자항 간 워터젯으로 인한 항주자세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워터젯 추진 선박의 실험 절차대로 

상륙돌격장갑차의 모형시험을 실시 및 분석하되, 상륙돌격장갑차의 

성능분석에 필요한 실험 내용을 별도로 정리 및 추가하여 

제시한다. 또한 실험 결과로 도출된 성능값의 축척 효과를 

확인하고 추정 절차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항주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저항-볼라드 풀-자항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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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ITTC 선박 추진성능 해석절차를 기본으로, 

상륙돌격장갑차의 각 단계별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험 

단계에서 획득한 실험 데이터로 단계별 성능을 확인하였고, 

성능요소별 비교를 통해 각종 계수를 산출하였다.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을 통해 워터젯의 Momentum flux 와 

Energy flux 를 산출하여 각 단계에서의 Pump, Ducting, Jet 효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항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을 통해 차체 

종경사와 추력감소비를 산출하였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ITTC 에서 제시하는 절차로 실시하되, 시험 

방법의 일부를 변형 및 추가하여, 각 단계에서의 워터젯 성능 

요소를 산출 및 분석하였다. 시험은 저항시험,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 순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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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of test procedures 

조 건 
Resistance 

Test 

W/J System 

Test 
Bollard Pull Test 

Self-

Propulsion 

Test 

ITTC 
워터젯 Inlet 

폐쇄 

캐비테이션 

터널 

워터젯 추력과 

분력계 계측값 

비교 

𝜂𝑑𝑢𝑐𝑡, 

𝜂𝑝𝑢𝑚𝑝, 𝜂𝑗𝑒𝑡 

산출 

서울 

대학교 

ITTC 권고 

+ Inlet 개방 
예인수조 

ITTC 권고 + 

종동요 계측 + 

W/J 시스템 

시험과 비교 

ITTC 권고 

+ Bollard 

pull 시험과 

비교 

 

저항시험의 경우 ITTC 에서는 워터젯 Inlet 을 폐쇄한 상태에서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워터젯 Inlet 폐쇄에 

추가하여 Inlet 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워터젯 

Duct 내부의 유동 영향으로 인한 항주자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워터젯 단독시험의 경우, ITTC 에서는 캐비테이션 상부에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도록 권고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항시험과 

동일한 시험환경에서의 성능 비교가 가능하도록 예인수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볼라드 풀 시험의 경우 ITTC 에서는 Momentum 

flux method 로 계산한 워터젯 추력과 분력계로부터 계측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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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절차로 권고하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 절차에 추가하여 

워터젯으로 인해 발생한 양력효과와 워터젯 2 기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데이터를 계측하였다. 자항시험의 경우, 

ITTC 에서는 각종 효율을 산출하기 위해 시험을 수행하나, 본 

연구에서는 효율 산출에 추가하여 유입되는 유속의 유무(정지-

전진)로 인한 워터젯 영향과 워터젯으로 인한 저항-자항간 

자세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가로 계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결과의 주된 성능요인을 추정하여 

축척의 영향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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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시험 구성 

 

2.1. 시험시설 

자유항주시험을 제외한 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SNUTT)에서 수행하였다. 예인수조는 

길이 110, 폭 8, 깊이 3.5 이며 Fig 2-1 과 같다. 

 

 

Figure 2-1 Schematic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차체모형의 예인은 예인수조에 설치된 예인전차를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인전차는 예인수조 위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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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가능하고, 최대속도 5m/s, 오차 0.2%이며, 0.08G 내외의 

가속도로 가속되어 60~70m 의 정속구간의 구현이 가능하다. 

 

 

Figure 2-2 Towing carria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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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대상 

2.2.1. 시험모형 

시험 대상 차체로는 미국에서 개발 진행하였던 EFV 와 유사한 

형상으로 설계하였다. 모형 차체는 1/4.5 축척비에 맞추어 

제작하였으며, 예인설비와 센서의 설치를 위해 상부는 개방하였다. 

또한, 차체의 부상을 통한 저항 감소와 항주자세 안정성을 위해 

선수에 굴절형 전면차수판과 선미에 트림탭을 설치하였다. 차체의 

주요 제원은 Table 2-1 과 같으며, L 은 차체 길이로 보안 목적상 

공개는 불가하다. 

 

Table 2-1 Principal particulars of vehicle model 

Items Value 

Vehicle length 1 L 

Vehicle width 0.422 L 

Vehicle design draft 0.188 L 

Bow flap angle 20°(Lower), 45°(Upper) 

Bow flap width 0.427 L 

Trim tab angle 30° 

Trim tab length 0.03 L 

Trim tab width 0.42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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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hassis of the test model 

 

 

Figure 2-4 Fully-appended test model 

 

차체의 현수장치는 육상모드인 Normal 형 궤도를 적용하였으며, 

자항시험을 위해 추진기로 워터젯 2 기를 설치하였다. 단, 

저항시험시는 시험목적에 맞게 임펠러, 노즐을 제거한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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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Normal type track 

 

 

Figure 2-6 (a) Waterjet duct for resistance test (b) Waterjet for self-

propulsion test 



 

29 

 

워터젯 모형은 차체모형과 동일한 1/4.5축척비로 제작하였으며,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 자유항주시험에 

동일한 형상으로 활용하였다. 워터젯 모형의 주요제원은 Table 2-

2 와 같으며, D 는 임펠러 직경으로 보안목적상 공개가 불가하다. 

 

Table 2-2 Principal particulars of waterjet model 

Items Value 

Impeller diameter 1 D 

Nozzle diameter 0.73 D 

Impeller blade number 6 

Stator blade number 7 

Cone diameter 0.11 D 

Shaft height 0.8 D 

Inlet width 1.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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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Waterjet side &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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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험시스템 

자유항주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은 예인수조의 전차에 

고정하여 정속으로 예인하였다. 저항, 볼라드풀, 자항시험은 Fig 2-

8 과 같이 좌우동요와 횡동요는 고정하고 상하동요와 종동요는 

자유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워터젯 단독시험의 Dummy hull 은 

유입류에서 동일 Re 가 구성되도록 모형차체와 크기를 일치하게 

설정하였으며, 형상은 Fig 2-8 과 같다. 

 

 

Figure 2-8 Towing &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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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Schematic of dummy hull and traverse system 

 

차체 데이터인 저항(Resistnace), 종경사(Trim), 부상량(Heave)은 

저항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에서 계측하였다. Fig 2-10 과 

같이 2,000N 용량의 1 축 분력계를 짐볼 상부에 설치하여 X 축 

방향의  저항값을 계측하였다. 종경사 계측을 위해 X, Y 방향 

무게중심과 Z 방향은 임펠러 축의 높이에 맞춰 짐볼 축을 설치하여 

정속중 자세의 변위를 계측하였다. 부상량의 경우 Heave Guide 상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상하 변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데이터는 

HBM 사의 MGC Plus 를 통해 변환되어, 실험용 PC 에서 설치된 

HBM 소프트웨어(Catman)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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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Data acquisition system for vehicle model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을 통해 워터젯 

분석을 위한 데이터인 임펠러의 추력(Thrust), 토크(Torque) 및 각 

Station 에서의 압력을 취득하였다. Fig 2-11 과 같이 임펠러 축에 

자항동력계를 연결하여 축에 걸리는 임펠러의 추력과 토크를 

계측하였다. 또한, 워터젯 각 Station에 압력 튜브를 설치하여 압력 

변위를 차압계로 계측하였다. 계측된 데이터는 HBM 사의 MGC 

Plus 를 통해 변환되어, 실험용 PC 에 설치된 HBM 

소프트웨어(Catman)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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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Data acquisition system for waterj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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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 단계별 조건 

각 시험 단계별 시험 조건은 Table 2-3 과 같다. 예상되는 실차 

속도 기준으로 저항시험 8 선속, 자항시험 3 선속을 Froude 상사에 

따라 축척비에 맞춰 예인속도를 선정하였다. 워터젯 단독시험은 

워터젯 Inlet 유입 유속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3가지 

속도(정지, 2 전진) 기준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유항주시험은 

예인수조 시험결과의 검증을 위해 6 자유도 운동 상태로 5 가지 

RPM 에서의 속도와 자세를 계측하였다. 

 

Table 2-3 Test conditions for each step 

조 건 예인속도 워터젯 유무 
워터젯 임펠러 

RPM 

Resistance test 
8 선속 

(0.4 ~ 1.3U) 
× × 

W/J system test 
3 선속 

(0.0 ~ 1.0U) 
O 

5 RPM 

(1,500 ~ 2,500) 

Bollard pull test 정 지 O 
7 RPM 

(2,500 ~ 3,400) 

Self-propulsion 

test 

3 선속 

(1.0 ~ 1.2U) 
O 3 RPM 

Free running test - O 
5 RPM 

(1,000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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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험 절차 

2.4.1. 저항시험 (Resistance test) 

예상되는 차체의 형상을 기본으로 1/4.5 크기의 차체모형을 

제작하였다. 저항시험에 필요한 1 축 분력계, 짐볼 및 초음파 

센서는 실험 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여, 센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차체의 중량은 예상되는 차체 중량의 (1/4.5)3으로 

맞췄다.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X, Y 무게중심은 수선과 

설계흘수를 일치시켰으며, Z 방향 무게중심은 경사시험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경사시험은 20kg 추를 측면으로 이동시켰을 때, 실제로 차체의 

기울어진 횡경사 값이 메타센터 기준으로 계산한 θ 와 맞춰가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메타센터의 정적 모멘트 평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𝐺𝑀은 무게중심-메타센터의 거리, W 는 추의 무게, d 는 

추의 이동거리, ∆는 물에 잠긴 모형선 부피의 부력이다. 

 

∑ 𝑀 = ∆ ∙ 𝐺𝑀 sin 𝜃 − 𝑊 ∙ 𝑑 cos 𝜃 = 0   (2-1) 

 

Fig 2-12 와 같이 모형차체를 예인전차에 고정하고 정속으로 

예인하며 저항과 항주자세를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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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Res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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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워터젯 단독시험(Waterjet system test) 

워터젯 모형도 차체모형과 동일하게 1/4.5 크기로 제작하여 

단독시험 시스템에 설치하였다. 차체의 종경사와 저항은 1 축 

분력계와 짐볼 센서를 통해 바로 계측이 가능하나, 워터젯 성능인 

Pump, Ducting, Jet efficiency 는 센서를 통한 직접 계측이 불가능하여 

Fig 2-13 과 같이 임펠러 RPM 별 유량(Q), 토크(q), 회전수(n), 각 

Station 에서의 유속(𝑉𝑗 )과 압력(𝑃𝑗 ) 및 유량 보정 계수(γ )를 계측 후 

데이터 해석를 통해 가능하다. 토크는 자항동력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RPM 은 Feedback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회전수를 유지하였다. 유량과 유속은 각 Station 에서의 압력과 노즐 

끝에서 LDV를 이용하여 측정한 유속을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각 Station 3, 5, 6 에서 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대표지점을 정하기 

위해, 일정한 RPM 에서 Fig 2-14 의 A, B, C Station 의 모든 지점의 

표면압력을 계측 후 Station 의 평균압력값에 가까운 지점을 대표 

압력 계측지점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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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Flow chart of waterjet data reduction 

 

 

Figure 2-14 Waterjet stati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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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5 Pressure measuring point 

 

다음으로 일정한 RPM 에서 토크와 대표압력 계측지점으로 정한 

Station 1, 3, 5, 6 에서의 압력을 계측하였다. 워터젯 전체 시스템에서 

유량은 보존되어 일정하므로 Station 5, 6 의 유량이 같고, 수두 높이 

또한 같다. 그리고 각 Station 에서의 단면적은 설계 데이터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Bernoulli’s equation 을 이용하여 Station 5, 6 에서의 

유속(𝑉5, 𝑉6)과 유량(𝑄)을 산출할 수 있다. 

 

𝑄5 = 𝑄6 → 𝐴5𝑉5 = 𝐴6𝑉6   (2-2) 

𝑃5 + 𝜌𝑔ℎ5 + 0.5𝜌𝑉5
2 = 𝑃6 + 𝜌𝑔ℎ6 + 0.5𝜌𝑉6

2   (2-3) 

ℎ5 = ℎ6 → 𝑃5 + 0.5𝜌𝑉5
2 = 𝑃6 + 0.5𝜌𝑉6

2   (2-4) 

𝑄 = 𝜌𝐴5𝐴6√
𝑝5−𝑝6

0.5𝜌(𝐴5
2−𝐴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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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젯 노즐 끝에서 LDV 를 이용하여 37 개 지점의 유속 분포를 

계측한 결과, Fig-16 과 같이 노즐 벽면과 스테이터 중앙부에서 

유속이 낮아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면압력으로 계산한 유량과 LDV 로 계측한 유량의 비인 유량 

보정 계수(γ)를 산출하여 전체 실험에서의 유량을 보정하였다. 

 

𝑄𝐿𝐷𝑉 = 𝛾𝐿𝐷𝑉𝑄 =  𝛾𝐿𝐷𝑉𝜌𝐴5𝐴6√
𝑝5−𝑝6

0.5𝜌(𝐴5
2−𝐴6

2)
   (2-6) 

 

 

Figure 2-16 Nozzle wake measurement results in V = 0 and 𝑛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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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유량과 각 Station 의 유속으로 Momentum flux 와 Energy 

flux 를 구했으며 해당 식은 다음과 같다. 

 

𝑀𝑗 = 𝑄√𝑃𝑗/0.5𝜌 + 𝑉𝑗
2   (2-7) 

𝐸𝑗 = 𝑄(𝑃𝑗 + 0.5𝜌𝑉𝑗
2)    (2-8) 

 

이렇게 계산된 각 Station 의 Momentum flux 와 Energy flux 를 

이용하여 워터젯의 효율과 순추력(𝑇𝑛𝑒𝑡)을 산출하였다. 

 

𝑇𝑛𝑒𝑡 = 𝑀6 − 𝑀1 = 𝛾𝑄(√(
𝑄

𝐴6
)

2

+
(𝑝6−𝑝1)

0.5𝜌
− 𝑉0)   (2-9) 

 

 

Figure 2-17 Snapshot of waterjet syste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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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자항 및 볼라드 풀 시험(Self-propulsion and bollard pull test) 

볼라드 풀 시험은 자항시험 용 차체모형으로 실시하므로 모형의 

구성은 동일하다. 자항시험의 차체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저항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게중심을 맞췄다. 자세, 추력, 

자항점 및 워터젯 효율을 산출하기 위해 저항시험과 워터젯 

단독시험에서 활용한 센서를 모두 사용하였다. 워터젯의 압력계측 

지점은 워터젯 단독시험과 동일한 지점에서 계측하였다. 유량은 

단독시험에서 계측한 유량 보정 계수( γ )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Momentum flux 와 Energy flux 를 통한 효율과 순추력의 산출 절차는 

워터젯 단독시험과 동일하다. 

워터젯 순추력 산출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볼라드 풀 

시험 시 ITTC 에서 권고하는 분력계 계측 결과와 순추력을 

비교하였으며, 비교식은 아래와 같다. 

 

Load cell Fx − [{𝑁𝑒𝑡 𝑡ℎ𝑟𝑢𝑠𝑡 × cos(𝜏)} × 2] = ∆𝑇   (2-10) 

 

그 결과, Fig 2-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력계 계측결과 대비 

차이값인 ∆T 의 범위가 0.43 ~ 1.79%로, 본 실험의 시험시스템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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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8 Absolute value of X-directional force 

 

자항시험에서는 목표속력 달성을 위한 자항점의 확인을 위하여 

3 가지 RPM 에서의 X 방향 힘을 계측하였다. 자항점에서의 자세, 

추력, 토크, 압력은 3RPM 에서의 실험 결과를 내삽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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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9 Self-propulsion point at 1.0U 

 

 

Figure 2-20 Self-propulsion point at 1.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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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Self-propulsion point at 1.2U 

 

 

Figure 2-22 Self-propul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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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자유항주시험(Free running test) 

자유항주시험의 시험 모형의 경우, 자항시험과 동일한 형상과 

축척비로 제작하였다. 무게중심은 저항, 자항시험과 같은 절차로 

설정하였다. 옥외에서 시험이 진행되므로 항주자세와 속도정보를 

얻기 위하여 저항, 자항시험과는 다른 AHRS(Attitude/Heading 

reference system)과 DGPS 센서를 활용하였다. RPM 명령은 육상에서 

원격으로 송신하였으며, 실제 모형에서 구동되는 모터의 RPM 과 

위치, 자세 신호는 차체 내부에 위치한 제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시험이 종료된 이후 활용하였다. 자유항주시험은 이전 단계의 시험 

검증이 목적이므로, 워터젯의 토크, 추력, 압력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았다. 

 

 

Figure 2-23 Free running test 



 

48 

 

3. 모형시험 결과 및 해석 

 

3.1. 워터젯 성능 특성 

워터젯 성능특성 비교를 위해 단독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시의 워터젯 효율을 비교하였다. 효율의 차이는 

유량계수(CQ), 토크계수(Kq) 압력계수(Cpj), 노즐손실(CEij) 값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𝐶𝑄 = 𝑄/𝐷3𝑛   (3-1) 

𝐾𝑞 = 𝑞/𝜌𝐷5𝑛2   (3-2) 

𝐶𝑃𝑗 = (𝑝𝑗 − 𝑝0)/𝜌𝐷2𝑛2   (3-3) 

𝐶𝐸𝑖𝑗 = (𝐸𝑖 − 𝐸𝑗)/𝜌𝐷5𝑛3   (3-4) 

 

3.1.1. 워터젯 단독시험(WST)과 볼라드 풀 시험(BPT) 성능 특성 

워터젯 단독시험과 볼라드 풀 시험은 전진속도가 “정지” (유입류 

속도 “0”)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워터젯 단독시험의 경우 

워터젯 1 기인 반면, 볼라드 풀 시험의 경우 워터젯 2 기로 워터젯 

상호작용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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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험의 유량계수와 토크계수를 확인한 결과, 워터젯 2 기와 

궤도의 영향으로 선수방향에서 들어오는 유동이 늘어나 Fig 3-1 과 

같이 유량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량 증가로 임펠러의 

부하가 증가되어 Fig 3-2 와 같이 토크 또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Fig 3-3 과 같이 단독시험 대비 볼라드 

풀 시험에서의 Pump efficiency(𝜂𝑃)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워터젯 부하 증가량에 비해 유량 증가가 더 큼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Figure 3-1 𝐶𝑄 in WST and BPT 

 



 

50 

 

 

Figure 3-2 10𝐾𝑞 in WST and BPT 

 

 

Figure 3-3 𝜂𝑃 in WST and B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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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험의 Station 6 에서의 압력과 Nozzle loss 확인 결과, 볼라드 

풀 시험 시 노즐 2기로 인한 선미 유동 흐름이 원활해짐으로써 Fig 

3-4 와 같이 Station 6 의 압력이 낮아지고 Fig 3-5 와 같이 Nozzle 

loss 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Ducting 

efficiency(𝜂𝑑𝑢𝑐𝑡)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4 𝐶𝑃 in WST and B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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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Nozzle loss (𝐶𝐸65) in WST and BPT 

 

 

Figure 3-6 𝜂𝑑𝑢𝑐𝑡 in WST and B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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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볼라드 풀 시험(BPT)과 자항시험(SPT) 성능 특성 

볼라드 풀 시험과 자항시험은 워터젯 2 기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볼라드 풀 시험의 경우 전진속도가 “정지”인 반면 자항 

시험의 경우 3 가지 전진속도로 유입류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한다. 

두 시험의 유량계수와 토크계수 확인결과, 차체 전진으로 인해 

워터젯으로 들어오는 유입유속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Fig 3-7 과 

같이 전체유량이 증가되었으나, Fig 3-8 과 같이 임펠러의 부하 

감소되어 토크가 감소된다. 따라서, Fig 3-9 와 같이 Pump 

efficiency(𝜂𝑃)는 증가하였다. 

 

 

Figure 3-7 𝐶𝑄 in BPT and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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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10𝐾𝑞 in BPT and SPT 

 

 

Figure 3-9 𝜂𝑃 in BPT and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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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시험의 경우 차체 전진으로 인해 선미 Transom 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선미유동 흐름이 더욱 원활해 짐으로써 Fig 3-10 과 같이 

Station 6 압력이 낮아지나, Station 5 압력 또한 낮아져 Fig 3-11 과 

같이 Nozzle loss 가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반면, Fig 3-12 의 Ducting 

efficiency( 𝜂𝑑𝑢𝑐𝑡 )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입류 증가로 인한 Station 

1 에서의 에너지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워터젯으로 인한 에너지 

증가분이 줄어들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3-10 𝐶𝑃6 in BPT and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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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𝐶𝑃6 in BPT and SPT 

 

 

Figure 3-12 𝜂𝑑𝑢𝑐𝑡 in BPT and 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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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워터젯 단독시험(WST)과 자항시험(SPT) 성능 특성 

워터젯 단독시험과 자항시험의 워터젯 형상은 동일하다. 하지만 

워터젯 단독시험은 워터젯 1 기에 종경사가 없고 자항시험의 경우 

워터젯 2 기에 종경사가 존재한다. 워터젯 단독시험과 자항시험의 

Jet efficiency(𝜂𝑗𝑒𝑡)의 차이는 Fig 3-13과 같이 미미하며, Pump efficiency 

증가와 Ducting efficiency 의 감소 비율이 유사하여 Fig 3-14 와 같이 

워터젯 순효율(𝜂𝑛𝑒𝑡)의 변화 또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𝜂𝑛𝑒𝑡 = 𝑇𝑛𝑒𝑡𝑈/2𝜋𝑛𝑞   (3-5) 

 

 

Figure 3-13 𝜂𝑗𝑒𝑡 in WST and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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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𝜂𝑛𝑒𝑡 in WST and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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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차체 항주자세 특성 

저항, 자항, 자유항주시험시의 종경사 특성 비교를 위해 RPM 별 

항주자세로 비교하였다.  자항, 자유항주시험은 추진기가 포함된 

상태로 RPM 별 항주자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저항에서의 RPM 별 

항주자세 결과는 Fig 3-15 의 자유항주시험 결과에 따른 속도-RPM 

관계식을 적용하였다. 각 속도에 대응하는 RPM 은 Table 3-1 과 같다. 

 

 

Figure 3-15 Vehicle speed with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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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Vehicle model speed corresponding to W/J Impeller rpm 

Vehicle 

model 

speed 

(m/s) 

1.047 1.571 2.095 2.357 2.619 2.881 3.143 3.404 

W/J 

Impeller 

rpm 

1,182 1,837 2,491 2,819 3,146 3,473 3,801 4,128 

 

Bollard Pull 시험 결과, Fig 3-16 에 보이는 바와 같이 RPM 증가에 

따라 선수가 잠기는 방향 (Bow down)으로 종경사가 발생하였다. 

이는 Lee et al. (2017)의 기존 연구와 동일한 현상으로, 워터젯 

노즐에서 분출되는 빠른 유속으로 인해 선미 부가물 상하에서의 

압력차이가 발생하여 양력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차체 

후방의 양력 증가는 항주 중 차체 자세에도 영향을 주며, Fig 3-17 의 

Intake 가 폐쇄된 저항 - Intake 가 개방된 저항 – 자항시험 시의 

종경사 감소 현상과 연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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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Trim with RPM 

 

 

Figure 3-17 Decomposition of t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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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시험과 자유항주시험은 동일 RPM 근방에서 유사한 

자세특성이 발생하며 이는 Fig 3-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워터젯 추진기를 적용하는 선박의 경우 저항시험 보다는 

자항시험을 통한 자세추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

18 에서의 자항시험 종경사와 볼라드 풀 시험 종경사의 차이 

그래프가 Intake 가 폐쇄된 저항시험 종경사와 유사하므로, 워터젯 

작동으로 발생하는 저항, 자항에서의 자세차이를 Bollard pull 시험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18 Trim with different te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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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체 속도 특성 

동일한 예인 속도에서 저항시험시 계측한 저항값과 자항시험시 

워터젯 유속으로 계산한 순추력을 비교하여 추력감소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Table 3-2 와 같이 고속으로 갈수록 

추력감소비가 낮아지며, 음수의 추력감소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일반 프로펠러 선박의 추력감소비인 0.1 ~ 0.25 에 비해 작게 

발생한다. 일반 선박은 프로펠러 작동으로 인해 선미부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저항이 증가되나, 장갑차의 경우 워터젯 배출유동이 

트랜섬의 유동박리를 억제함으로써 저항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음수의 추력감소비가 발생한다. Fig 3-19 의 저항시험과 자항시험중 

선미 트랜섬 유동을 보면 저항시험보다 자항시험에서 선미 

유동흐름이 원활하며, 고속으로 갈수록 더욱 깨끗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워터젯이 고속선의 트랜섬 노출을 촉진한다는 

Eslamdoost et al.(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3-2 Thrust deduction factor 

Vehicle model speed(m/s) Thrust deduction 

2.619 0.09 

2.881 -0.028 

3.14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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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Transom flow shape in RT and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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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시험 시의 자항점에 대한 속도 검증을 위해 자유항주시험을 

실시하였다. 자항시험과 자유항주시험의 RPM 별 속도를 Fig 3-20 과 

같이 비교한 결과, 3,000 RPM 근방에서 자항-자유항주시험의 RPM 

별 항주 속도가 유사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예인수조에서 실시한 자항시험에서의 자항점 값에 신뢰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자항시험에서 추정한 속도별 요구 RPM 으로 

자유항주시의 RPM 별 속도의 추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ure 3-20 Vehicle speed with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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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성능 추정법 제안 

앞선 모형시험 결과 및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워터젯 특성과 

차체 특성을 분리하여 실차에서 예상되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통해 상륙돌격장갑차의 실험 성능 추정법을 

제안하였다. 

4.1. 워터젯 실차 추정 특성 

워터젯 실차 추정 특성으로 Pump efficiency, Ducting efficiency, Jet 

efficiency 를 확인하였다. 

 

 

Figure 4-1 𝜂𝑃 in WST and BPT and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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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 단계별 Pump 

efficiency 를 확인한 결과, Fig 4-1 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시험 단계별 변화는 유체의 외부 유입과 외부 유출의 

영향이므로, 증가 경향은 실차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Pump efficiency 의 경우, 실선 Scale 에서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차에서는 캐비테이션 발생으로 인해 펌프 효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4-2 𝜂𝑑𝑢𝑐𝑡 in WST and BPT and SPT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의 단계별 Ducting 

efficiency 를 확인한 결과, Fig 4-2 와 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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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험 단계별 변화는 Pump efficiency 와 같이 유체의 외부 

유입과 외부 유출의 영향이므로, 감소 경향은 실차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Ducting efficiency 는 Inlet loss 와 Nozzle loss 에 

영향을 받는다. 실험 결과, Inlet loss 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실차에서 증가가 예상되며, Nozzle loss 의 경우 Re 의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실차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nlet loss 와 Nozzle 

loss 비교 시 Inlet loss 의 축척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차의 덕트효율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3 𝜂𝑗𝑒𝑡 in WST and 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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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젯 단독시험과 자항시험 단계별 Jet efficiency 확인 결과, Fig 

4-3 과 같이 유사하였다. Jet efficiency 는 에너지와 모멘텀의 요소인 

유량과 유속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른 성능요소에 비해 축척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워터젯 특성 요소인 각종 효율 중 외부 유동의 

영향을 받는 Pump efficiency 와 Ducting efficiency 의 경향은 

실차에서도 유사할 것이며, Jet efficiency 는 축척의 영향이 작으므로, 

축척효과로 인한 실차에서의 순효율( 𝜂𝑛𝑒𝑡 )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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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륙돌격장갑차의 실차 추정 특성 

상륙돌격장갑차의 실차 추정 특성으로 종경사와 추력감소비를 

확인하였다. 

고속선의 경우, 저항성분 중 마찰저항성분이 약 50%에 해당하며, 

실선 마찰저항성분의 감소로 인해 항주자세의 변화가 크게 

발생한다. 반면, 상륙돌격장갑차의 경우, 차체의 형상적 특성으로 

인해 마찰저항성분이 2~5% 수준이므로 마찰저항성분의 절대치와 

변화량이 작아 실차에서의 항주자세 변화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력감소비는 저항과 추력의 차이를 표현한 수치이며, 이중 

저항값은 항주자세에 영향을 받는다. 상륙돌격장갑차의 경우 형상 

특성상 실차에서의 항주자세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력감소비의 축척비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실차에서의 종경사와 추력감소비는 축척효과로 인한 

영향이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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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성능 추정법 제안 

모형시험 결과와 실차 추정 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4 가지 

추정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풀 시험, 자항시험 각 단계별 

워터젯 성능요소와 항주특성의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결과, 외부 

유동의 영향으로 인한 워터젯 성능요소의 변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워터젯 성능요소의 주된 영향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실차에서의 워터젯 성능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종경사, 

추력감소비를 통하여 워터젯으로 인한 차체 항주특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차에서의 성능을 추정하기 위하여 

워터젯 단독시험, 볼라드 풀 시험, 자항시험 단계의 시험절차 진행 

필요성을 제안한다. 

두번째로 동일한 실험 환경에서의 워터젯 성능 비교가 필요하다. 

ITTC 에서 권고하는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워터젯 시스템 시험과 

자항시험의 실험 환경은 상이하다. ITTC 에서는 Fig 4-4 의 Dang et 

al.(2012)의 워터젯의 캐비테이션 터널 실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5×106  Rec 이상의 수렴 구간에서의 실험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Fig 4-5와 같이 다양한 형상의 워터젯 단독시험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2×106  Rec 이상에서 토크계수가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험환경의 차이로 인해 Rec 수렴구간의 차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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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볼라드 풀, 자항시험에서의 

워터젯 성능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실험 환경 조건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예인수조에서 Dummy hull 을 예인하는 워터젯 단독시험 

방법을 제안한다. 

 

 

Figure 4-4 Reynolds effects on impeller torque coefficients (Da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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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Reynolds effects on impeller torque coefficients with various 

type waterjet 

 

세번째로 2 기 이상의 워터젯 상호작용과 워터젯으로 인한 

차체자세 영향의 확인이 필요하다. ITTC 에서는 Momentum flux 

method 로 계산한 순추력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볼라드 풀 시험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볼라드 풀 시험을 통해 

2 기의 워터젯간 상호작용 효과와 워터젯 설치로 인한 차체 후미 

양력효과를 추가로 확인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볼라드 

풀 시험을 통해 다수의 워터젯 간 상호작용과 후미 부가물-워터젯 

간 상호작용의 확인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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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항시험 결과에 대한 항주성능의 검증이 필요하다. 

저항시험과 자항시험은 차체가 일부 구속된 상태로, 6 자유도 운동 

상태인 실제 운항 조건과는 상이하다. 또한 워터젯 추진 

상륙돌격장갑차의 경우 워터젯으로 인한 자세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항시험 결과에 

대한 항주성능 검증절차가 필요하므로, 선행된 시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유항주시험 절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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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워터젯 단계별 시험을 통한 워터젯 성능 지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각 시험단계를 통해 워터젯 효율을 

확인함으로써, Pump, Ducting, Jet efficiency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 변화의 요인을 찾았으며, 축척효과를 고려한 

실차에서의 워터젯 성능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워터젯 추진 상륙돌격장갑차 모형의 저항-볼라드 풀-

자항-자유항주시험을 통해, 차체의 항주특성을 확인하였다. 모형 

차체의 시험결과를 통해 종경사와 추력감소비를 산출하였으며, 

축척효과를 고려하여 실차에서의 항주특성을 추정하였다. 

항주자세의 경우, 워터젯의 영향으로 저항-자항간 자세변화가 

발생하며, 이를 볼라드 풀 시험을 통해 자세 변화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항시험의 항주자세와 속도가 자유항주 

시험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함으로써, 자항시험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워터젯 추진 상륙돌격장갑차의 실험성능 추정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ITTC 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일부 

절차와 데이터 획득을 추가함으로써 시험 단계별 특성과 

상륙돌격장갑차의 형상적 특성으로 인한 성능 요소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 환경하에서의 시험결과 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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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자유항주시험을 통한 시험결과의 검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모형 차체와 워터젯의 실험을 통한 각 성능요소를 

산출하고 주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축척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축척비에서의 성능 요소 변화를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추정한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볼라드 풀 시험을 통해 워터젯과 

선미부가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양력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Lee et 

al.(2017)의 수중익 자항시험 결과를 보면 선미 부가물 조건에 따라 

후미 양력값이 달리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미 

부가물 조건과 종류에 따른 후미 양력값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워터젯 추진 선박의 부가물을 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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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Experimental Method for  

Powering Prediction of a Waterjet-Propelled  

Amphibious Armored Vehicle 

 

Hoe-Seong Jeong 

Dep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mphibious operation refers to landing power on the enemy coast 

through the sea. The success of the landing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aspect 

of the war. In order to carry out such an amphibious operation, the ROK 

Marine Corps is operating an amphibious armored vehicle. The Korean 

Marines have many amphibious armored vehicles next to the US Marine 

Corps. However, the operation period of the amphibious armored vehicle has 

passed 20 years or more. There is also a lack of maritime performance in order 

to carry out the Over The Horizon Amphibious Operation, which is a modern 

war concep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Korean high-speed 

amphibious system for securing new vehicle due to the culling of the present 

power and performing the Over The Horizon Amphibiou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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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t factors of the rapid water movement are the speed and the 

stability of sailing. In order to improve the speed of the watercraft, it is 

required to design a resistance against the Box-shaped feature of the armored 

vehicle and to have a propulsion performance to overcome thi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n experimental performance estimation method for waterjet 

propulsion, fore & after attachment and suspension system which are 

components of general high speed amphibious armored vehicle. 

The shape of the model body in this study was selected based on the body 

shape developed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shape of the model body in this study was selected based on the 

body shape developed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size was made with a scale ratio of 1 / 4.5. The 

appendages were fitted with an inflectional plate at the fore and a trim tab at 

the after. The shape of the suspension was modeled by applying the land mode. 

In addition, the waterjet was made to 1 / 4.5 with the same scale ratio as the 

vehicle body. 

In this study, amphibious armored vehicle model tests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ITTC ship propulsion performance analysis procedure, resistance 

test, waterjet system test, bollard pull test, self-propulsion test, and free 

running test. Also, some modifications and additions of the ITTC presentation 

procedure were performed to calculate and analyze the body and waterjet 

performance factors at each stage. The main performance factors of the results 

were estima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scale. The free running test was 

conducted at the outdoor test site, and the other test steps were carried ou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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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model test are as follows: 1) The water jet pump, ducting, 

and jet efficiency changes were confirmed by the water jet step test. By 

analyzing these factors, I estimated the waterjet performance in the actual 

vehicle considering the scale effect. In addition, 2) trim and thrust deduction 

factors were calculated through each stage test of the waterjet propulsion 

amphibious armored vehicle model. Then, the characteristics of sailing in real 

vehicle were estimated by considering the scale effect. The change of trim in 

resistance test and self-propulsion test were identified through the bollard pull 

test and the reliability of the self-propulsion test was secured through the free 

running test. Finally, by adding some procedures and data acquisition to the 

ITTC interpretation procedure, I propose an experimental performance 

estimation method for waterjet amphibious armored vehicles. 

In conclusion, the performance data of the Box-type waterjet amphibious 

armored vehicle were obtained through the model test, and the appropriate 

experimental performance estimation method was developed and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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