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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조선 및 해운분야에서도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하여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규제에는 주어진 해상조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속도 저감 정도를 

나타내는 기상보정계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항효율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만족시키려는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반면 선박 자체의 운항효율을 

개선하려는 시도와 별개로 전진속도나 주기관의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만족시키는 경우 

극심한 해상 상태에서 선박의 추력과 조종성능이 충분하지 못하여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황천 시 선박의 최소 요구 

마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선형 설계는 이러한 친환경 관련 규제들에 발맞춰 

전통적으로 고려되었던 정수 중 성능에 더 나아가 환경하중, 특히 

파랑에 의해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는 부가저항을 함께 

고려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형 설계 초기단계에 다수의 

설계인자, 운항조건, 평가요소들이 조합된 수 많은 선형 가짓수에 

대하여 운항성능을 빠른 시간 내에 평가하는 효율적인 해석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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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수조시험을 통한 선박의 정수 중 및 파랑 중 성능 해석이 

실선의 성능과 가장 유사한 평가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치적 해석 기법이 초기단계에 필수적이다. 또한 정수 중 

저항을 목적함수로 한 기존의 선형 설계와 비교하여 파랑 중 

운항효율 관점에서는 조정하여야 할 설계인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나 대형 선박의 경우 파랑 

에너지가 단파장 영역에 더 집중되는데, 이 경우 선수부 교란파가 

정수 중 저항 및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수부 형상의 복합적인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연구 

내용은 선체의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을 수치기법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해상상태에서의 운항성능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트립 이론을 기반으로 선체의 

운동응답을 산정하였고, 선체에 작용하는 부가저항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단파장 영역 보정식인 SNU-Formula를 결합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선체에 작용하는 정수 중 저항과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은 

경험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당한 정확도와 높은 계산 

효율성의 예측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선체에 

작용하는 전 저항을 이용하여 주어진 해상 조건에서의 요구마력을 

국제수조회의에서 제시한 RTIM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결과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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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상위 네 개의 선종의 실적선 

기반 선형들을 대상 선형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선형들에 대하여 

제공된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한 해석 기법의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가 제시한 절차를 따라 추정한 기상보정계수와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결과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내용은 운항성능 개선을 위한 선형 

최적화이다. 먼저 운항효율 관점에서의 목적함수와 설계변수의 선정, 

변수 변경 범위와 제약조건의 설정,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기법 

등 선형 최적화 문제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선정한 대상 선형들에 대하여 네 가지 운항효율 관점 

설계변수의 변형에 따른 유체동역학적 성능의 변화를 파악하는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파 스펙트럼이 집중되어 있는 

단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의 변화의 원인을 물리적으로 파악하고자, 

선체 변형에 따른 SNU-Formula 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민감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변수들의 변경 범위를 

설정한 후, 유전알고리즘 기반 NSGA-II 기법을 적용하여 보퍼트 

계급 6의 해상상태에서 선박에 작용하는 전 저항과 기상보정계수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최적 선형들의 기준 선형 대비 형상 변화 및 성능 개선 정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대상 선형 중 하나인 300k급 유조선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통해 파랑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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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저항의 변화를 계측하였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의 

유효성을 비교 검증하였다. 

 

주요어: 파랑 중 부가저항, 파랑 중 운항성능, 기상보정계수,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선박 설계, 선형 최적화 

학번: 2014-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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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비롯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 및 해운분야에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 중 

선박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약 2.76%에서 2018년에 

약 2.89%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IMO, 2021). 따라서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하여 선박이 화물 1톤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에너지효율설계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새로이 

건조되는 선박들에 도입하였다 (IMO, 2012). 단계적으로 EEDI를 

규제하도록 하여 2024년 까지는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의 저감을, 최종 2050년까지는 50%의 저감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선박은 운항이 금지된다. EEDI에는 주어진 

해상조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속도 저감 (speed loss)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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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기상보정계수 (weather factor, fw)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항효율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만족시키려는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반면 선박 자체의 

운항효율을 개선하려는 시도와 별개로 전진속도나 주기관의 

최대연속정격출력 (maximum continuous rating, MCR)을 낮추는 

방법으로 EEDI 규제를 만족시키는 경우 극심한 해상 상태에서 

선박의 추력과 조종성능이 충분하지 못하여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황천 시 선박의 최소 

요구 마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선형 설계는 이러한 친환경 관련 규제들에 발맞춰 

전통적으로 고려되었던 정수 중 성능에 더 나아가 환경하중, 특히 

파랑에 의해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는 부가저항을 함께 

고려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형 설계 초기단계에 다수의 

설계인자, 운항조건, 평가요소들이 조합된 수 많은 선형 가짓수에 

대하여 운항성능을 빠른 시간 내에 평가하는 효율적인 해석 기법이 

요구된다. 수조시험을 통한 선박의 정수 중 및 파랑 중 성능 해석이 

실선의 성능과 가장 유사한 평가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치적 해석 기법이 초기단계에 필수적이다. 또한 정수 중 

저항을 목적함수로 한 기존의 선형 설계와 비교하여 파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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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효율 관점에서는 조정하여야 할 설계인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나 대형 선박의 경우 파랑 

에너지가 단파장 영역에 더 집중되는데, 이 경우 선수부 교란파가 

정수 중 저항 및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수부 형상의 복합적인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 기존 연구 

1.2.1 파랑 중 선박의 내항성능 및 운항성능 해석 

 

파랑 중 전진하는 선박의 운동 응답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선박을 세장체 

(slender body)로 가정하여 선체 주변 유동을 각 단면에서의 2차원 

선형 포텐셜 유동 (linear potential flow)으로 근사하고 이를 

길이방향으로 적분하여 유체동역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스트립 이론 

(strip theory)이 Korvin-Kroukovsky & Jacobs (1957)가 정면파에서 

선박의 상하동요와 종동요를 수치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이들의 이론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유도되지 않고 물리적 직관에 근거하였다고 여겨져 크게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본 이론의 정확도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이후의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들을 통해 제시됨에 따라 스트립 

이론이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Gerritsma & Beukelman (1967)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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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 이론의 계수들을 개선하였고 이 유체동역학적 값들은 여러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되었다. 그리고 선형 운동이론에서 

유체동역학적 계수들의 교차 연성항 (cross-coupling terms) 간에 

만족해야 하는 대칭 관계 (Timman & Newman, 1962)가 기존의 스트립 

이론에서는 전진속도와 관련된 항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서로 다른 연구들에서 동일한 수학적 증명을 

통해 이 대칭 관계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스트립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Söding, 1969; Tasai & Takaki, 1969; Borodai & Netsvetayev, 

1969; Salvesen et al., 1970). 하지만 스트립 이론은 자체 가정의 한계로 

인하여 선체의 3차원 효과와 전진속도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 및 확장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약 197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스트립 이론의 기본 가정을 

장파장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통합 이론 (unified theory)이 

제시되었고 (Newman, 1978; Sclavounos, 1984), 이에 더해 선수부의 

산란파 (diffracted wave) 영향을 더욱 면밀히 반영하고자 물체표면 

경계조건에서 전후방향 수직벡터를 고려하는 강화 통합 이론 

(enhanced unified theory) 또한 제시되었다 (Kashiwagi, 1995). 이러한 

스트립 이론은 2차원 해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차원 유동 

해석법이나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법보다 계산 

소요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선형 설계 초기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3차원 내항성능 해석 기법으로는 2차원 스트립 

이론을 확장한 형태로 경계를 패널격자로 이산화하여 포텐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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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을 해석하는 패널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자유표면 그린함수 

(free-surface Green function)를 이용한 연구들 (Chang, 1977; Inglis & 

Price, 1981 등)은 스트립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린함수가 자유표면 

경계조건 및 방사조건을 수학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물체표면만 

패널격자로 이산화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어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전진속도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수선면 근처에서 

그린함수와 이의 미분 값을 산정할 때 수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되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자유표면 

그린함수보다 단순한 형식의 랜킨소스 (Rankine source)를 이용한 

3차원 랜킨패널법은 자유표면 경계까지 이산화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지만, 비선형 자유표면 

경계조건도 적용이 가능하며 전진속도의 효과를 더 엄밀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Nakos, 1990; Sclavounos et al., 1997; Kim et al., 2011 등). 최근에는 

컴퓨터 계산 성능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CFD를 이용한 

내항성능 해석과 관련된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Sato et 

al., 1999; Hu & Kashiwagi, 2007 등). 특히 CFD 기법은 파고가 큰 

파랑조건에서의 해석이나 선박조종과의 연성 등 비선형성이나 

점성효과가 두드러지는 문제에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3차원 

패널법부터 CFD 기법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기법들은 스트립 

이론보다 정확환 내항성능 예측결과를 제시할 수 있지만 많은 

계산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많은 조건의 계산을 요구하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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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들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해석 영역의 수치 격자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 하기 위해선 관련된 방법의 

고도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선박의 파랑 중 운동응답과 더불어 선체에 작용하는 2차 (second 

order) 힘에 해당하는 파랑 중 부가저항을 예측하는 기법 또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이는 크게 near-field 방법이라 불리는 

압력직접적분법과 far-field 방법이라 불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이론적으로 두 방법은 동일한 부가저항 

결과를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가정 및 적용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압력직접적분법은 선체의 침수된 표면에 

작용하는 2차 압력을 적분하여 부가저항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Faltinsen et al. (1980)이 처음 이 방법을 정식화한 이래로 보다 

이론적으로 면밀하게 2차 압력을 산정하려는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unnik, 1999; Joncquez, 2009; Kim & Kim, 2011). 이 

방법은 성분 별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수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추정 결과가 경계 

이산화 기법과 수치미분 기법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선체로부터 매우 떨어진 영역에 검사표면 (control 

surface)을 설정한 후 검사체적 (control volume)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2차 힘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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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o (1960)가 전진하는 선박에 대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정식화를 처음 수행한 이후로 이 방법은 스트립 이론의 STF 방법 

(Salvesen, 1978), 통합 이론 (Kashiwagi, 1992), 3차원 랜킨패널법 (Seo 

et al., 2013) 등의 내항성능 해석 기법들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압력직접적분법과 비교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대적으로 수식이 

간단하며 수치적 요인들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계속되는 선박의 대형화로 운항 해역의 파랑 스펙트럼이 

단파장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단파장 영역에 국한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의 산란 (diffraction) 성분을 정확하게 추정하려는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Tsujimoto et al. (2008)의 NMRI 수식과 Liu & 

Papanikolaou (2016, 2019, 2020)의 SNNM 방법 등은 단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항을 경험식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합당한 예측 결과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물리적 변수들이 단순 계수로 변형되어 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수면 위쪽의 형상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론식 기반 접근은 Faltinsen et al. (1980)이 극단파 조건에서의 

부가저항 점근식을 처음 제시하였으며, 최근에 Yang et al. (2018a, 

2018b)이 이 부가저항 점근식을 세 가지 관점 (유한 흘수, 정상 유동 

속도, 정수면 위쪽 형상)에서 수정한 SNU-Formula를 제시하여 여러 

실험결과와 비교를 통해 결과의 개선을 검증한 바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한 파랑 중 선박의 내항성능 및 

부가저항에 대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해상에서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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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성능을 평가하려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운항성능의 평가는 

주로 정수 중 성능 대비 주어진 해상상태에서 필요한 마력, 연료 

소모량, 속도 저감 등을 예측한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Kim et al. (2017)은 서로 다른 내항성능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해상조건에서 S175 컨테이너선의 속도 저감 정도를 

평가하였다. Seo (2016)와 Lee (2018)는 3차원 랜킨패널법을 이용한 

시간 영역 내항-조종 연성 및 자유항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자세와 측면 방향의 힘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선박의 운항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파랑 중 선박의 

운항성능 해석은 적용한 내항성능 및 부가저항 해석 기법과 마력 

및 속도 저감 예측 기법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국제 기구에서 표준화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수조회의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는 

규칙파 중 수조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파 스펙트럼과의 중첩을 통해 

불규칙파에서 요구되는 마력의 네 가지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ITTC, 2014). 첫 번째 방법으로 파랑 중 자항시험 결과를 통해 

얻어낸 토크와 엔진 회전수의 전달함수를 파 스펙트럼과 중첩하여 

정수 중 시험 결과대비 마력의 변화를 계산하는 QNM (Torque and 

Revolution Method) 방법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방법으로 토크가 

아닌 추력의 전달함수를 이용하는 TNM (Thrust and Revolution Method)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자항시험이 아닌 예인수조 

실험으로 측정한 파랑 중 부가저항 전달함수로 저항 증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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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뒤 이에 대응되는 추력으로 프로펠러의 전진비 (advance 

ratio), 회전수 및 마력을 산정하는 RTIM (Resistance and Thrust Identity 

Method) 방법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운전 시 마력 및 속도 

보정법인 Taniguchi & Tamura (1966)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프로펠러 단독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부하계수 (load factor) 값을 

매개로 한 힘의 균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ITTC는 네 가지 방법의 

마력 추정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Taniguchi & Tamura 방법이 나머지 

세 방법과 달리 유의미하게 과소 예측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RTIM 방법은 변화된 저항 값을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시한 시운전 결과 보정법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ISO, 2015).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해상조건에서 선박의 

운항성능을 평가하는 절차들도 제시되었다. 대표해상상태에서의 

속도 저감에 해당하는 기상보정계수의 추정 절차는 IMO (2012, 

2014)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ITTC (2018)는 기상보정계수 평가와 

관련하여 환경하중 및 추진력에 대한 여러 해석 기법의 정확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황천 시 항로 유지를 위한 최소 

요구 마력 평가 절차의 경우, IMO (2013)가 처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로 여러 국가의 기관들이 절차의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IMO, 2017; IMO, 2019).  

 

1.2.2 선형 최적화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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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선박 설계는 관련된 과학 및 공학적 기초 분야에 숙련된 

조선 설계자에 크게 의존하였다. 설계 공간 (design space)은 실제로 

경험적 방법, 즉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십 년 동안 탐구되었다. 이러한 선박 설계 단계에서 

보다 성능이 뛰어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설계 최적화 

(design optimization)는, 여러 평가 기준들에 기초한 실현 가능한 

가짓수 중 최상의 해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선박 설계는 선박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어야 하며 이는 전통적으로 개념/기본 설계, 

상세 설계, 생산 설계, 선박의 운영, 폐기/재활용으로 구성되는 

단계들로 나뉘어왔다 (Papanikolau, 2010). 이러한 각각의 단계들은 

다양한 수학적 제약조건 (constraints) 및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s)들로 구성된 비선형 최적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설계 

최적화를 위해선 이렇게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제약조건과 목적함수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1960년대 들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 

개념 설계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적의 선박 주요 치수를 

찾는 설계 최적화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Murphy et al., 1965; 

Nowacki et al., 1970). 이러한 연구들에서 선박의 유체동역학적 성능을 

평가하는 모델은 단순한 경험식 형태였었기 때문에, 저항성능 

해석에 집중하여 이의 정밀도를 개선시켜 선형을 최적화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선박의 조파저항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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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Michell (1898)의 박선이론 

(thin-ship theory)을 기초로 한 수학 이론을 Weinblum (1959)이 

소개하였고 선박 설계 관점에서 조선소와 연구자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Dawson (1977)과 Jensen et al. (1986) 등의 

연구에서 랜킨패널법을 적용한 조파저항 수치해석의 고도화를 

달성하였고, 이 기법들을 적용하여 실제 선형의 최적화를 수행한 

연구들이 있었다 (Larsson et al., 1992, Papanikolaou et al., 1996). 

최근에는 내항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Zalek (2007)이 선박의 정수 중 성능과 파랑 중 

운동응답을 함께 고려한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IMO의 EEDI 규제에 발맞춰 파랑 중 부가저항 및 운항효율을 

최적화하려는 연구들도 여럿 수행되었다. Bolbot & Papanikolaou 

(2016)는 KVLCC2 유조선의 선수부 형상을 변형시켜 정수 중 저항, 

파랑 중 부가저항, 전 저항, EEDI를 개별적으로 최적화하는 선형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정수 중 저항을 최적화한 선형이 나머지 

결과들과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해상조건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성분 별 저항의 

산정에 있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식만을 사용하여 값을 

산정한 점과,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 

Yu et al. (2017)도 유사하게 벌크선의 선수부 형상을 최적화하고자 

포텐셜 유동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조파저항과 파랑 중 부가저항을 

동시에 낮추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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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에서의 파랑 중 부가저항 값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해상 

상태에서의 저항 성능 및 요구마력 등의 운항성능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앞선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선형은 

선수부가 얇아지면서 구상선수부의 영향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형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Jung & Kim (2019)은 KVLCC2의 전 

저항과 속도 저감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체 

변형은 주요치수 변화에 따른 전 범위적 변형 (global deformation)을 

적용하였으며 스트립 이론 및 Maruo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내항성능 및 부가저항 해석 기법으로 사용하여 목적함수 해석법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이러한 선형 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문제 설정 및 구현을 

위해서는 1) 분석 범위에 따른 설계 변수 (design variable)의 설정, 2) 

목적함수 선정 및 이의 해석방법, 3) 제약조건, 4) 선형의 표현 및 

변형법, 5) 최적화 알고리즘 기법 등의 수많은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나 설정한 최적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솔루션 영역 내에서 가장 극단에 위치할 해이기 때문에 

유체동역학적 목적함수의 해석방법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적함수 해석법의 정확도와 효율성 (계산시간)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최적화 문제에 대해 적절한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 특히 선형 설계 최적화는 보통 1~2달에 걸친 제한된 

개념/기본 설계 기간 동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효율성 높은 해석법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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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연구 내용 및 목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내용은 선체의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을 수치기법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해상상태에서의 운항성능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트립 이론을 기반으로 선체의 

운동응답을 산정하였고, 선체에 작용하는 부가저항은 Maruo의 

운동량 보존 법칙에 단파장 영역 보정식인 SNU-Formula를 결합하여 

산정하였다. 특히 SNU-Formula는 선체 형상을 보다 이론적으로 

면밀히 반영할 수 있는 보정식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대형 

선박 기준 해양 파 스펙트럼이 집중되어 있는 단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 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체에 

작용하는 정수 중 저항과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은 경험식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당한 정확도와 높은 계산 효율성의 

예측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선체에 작용하는 전 

저항을 이용하여 주어진 해상 조건에서의 요구마력을 RTIM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결과 검증을 위하여 실적선을 기반으로 한 네 

개의 대상 선형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상위 네 개의 선종인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LNG선으로 선정하였다 (IMO, 2021). 대상 선형들에 대하여 제공된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한 해석 기법의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IMO가 제시한 

절차를 따라 추정한 기상보정계수와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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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내용은 운항성능 개선을 위한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은 Kim et al. (2020, 2021)의 선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이를 확장하였다. 먼저 운항효율 관점에서의 목적함수와 

설계변수의 선정, 변수 변경 범위와 제약조건의 설정,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기법 등 선형 최적화 문제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선정한 대상 선형들에 대하여 네 가지 

운항효율 관점 설계변수의 변형에 따른 유체동역학적 성능의 

변화를 파악하는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파 스펙트럼이 

집중되어 있는 단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의 변화의 원인을 

물리적으로 파악하고자, 선체 변형에 따른 SNU-Formula 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민감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변수들의 변경 범위를 설정한 후, 유전알고리즘 기반 NSGA-II 

기법을 적용하여 보퍼트 계급 6의 해상상태에서 선박에 작용하는 

전 저항과 기상보정계수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최적 선형들의 기준 선형 대비 형상 

변화 및 성능 개선 정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대상 선형 중 

하나인 300k급 유조선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의 

모형시험을 통해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의 변화를 계측하였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의 유효성을 비교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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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선박의 파랑 중 내항성능 해석 

2.1.1 스트립 이론 기반 경계조건 문제 

 

선수 규칙파를 맞이하며 V의 일정 속도로 전진하는 선박에 

대하여 Fig. 2.1과 같이 좌표계 (O-xyz)를 정의할 수 있다. 좌표계는 

선체의 평균위치 (mean position)에서 정의되며 선체와 동일하게 일정 

속도로 전진한다. 좌표계 원점은 수선면 상에 있으며 길이방향 

위치는 무게중심에 위치하고 x, y, z 축은 각각 선수방향, 좌현방향, 

윗방향을 가리킨다.  

선박은 강체 (rigid body) 및 좌우 대칭이라 가정하며 파랑에 의한 

선박의 운동은 진폭이 작고, 선형 (linear)이며, 조화 (harmonic) 

운동이라 가정한다. 수심은 무한 수심이라 가정하며 입사파는 진폭 

A와 파 주파수 ω의 특성으로 정면에서 입사하기 때문에 선박은 

연직면 운동 (vertical-plane motions)에 해당하는 3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운동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 ξ1, ξ3, ξ5)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파랑 중 전진하는 선박은 실제로는 조우주파수, ωe에 

해당하는 파를 경험하며 선수파의 경우 식 (2.1)과 같다. 

 
2

e
V

g
ωω ω=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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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ordinate system for seakeeping problem 

 

비점성 (inviscid) 및 비압축성 (incompressible) 유체와 비회전성 

(irrotational) 유동을 가정하면 선체 주변의 유동장은 선형 포텐셜 

유동 이론 (linear potential-flow theory)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속도 포텐셜, Ф를 도입할 수 있고, Ф는 식 (2.2)의 유체 

영역에서의 지배방정식인 라플라스 방정식 (Laplace equation)과 식 

(2.3)의 물체 고정 좌표계 (body-fixed coordinate system; O-x’y’z’)에서 

F(x’,y’,z’)=0으로 정의되는 물체표면에서의 경계조건, 그리고 식 

(2.4)의 자유표면 경계조건으로 표현되는 완전한 (exact) 

경계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ρ는 유체의 

밀도이다. 이에 더해 선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 유동장의 

속도는 0에 가까워지며 파는 바깥방향으로 향한다는 방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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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in fluid domainL ∇ Φ =  (2.2) 

[ ] ( ) ( )', ', '
 0   on ', ', ' 0

DF x y z
B F x y z

Dt
= =  (2.3) 

[ ] ( )21 =0   on , ;
2

Dp DF gz z Z x y t
Dt Dt t

ρ ∂Φ = − + ∇Φ + = ∂ 
 (2.4) 

 

경계조건의 선형화를 위하여 전체 속도 포텐셜을 식 (2.5)와 같이 

시간에 독립적인 성분과 종속적인 성분으로 분리한다. 

 

( ) ( ) ( ), , ; , , , , ei t
S Tx y z t Vx x y z x y z e ωφ φΦ = − +  +   (2.5) 

 

여기서 SVx φ− + 는 정상 (steady) 속도 포텐셜에 해당하고 Tφ 는 

비정상 (unsteady) 속도 포텐셜의 복소 진폭 (complex amplitude)에 

해당한다. 그리고 Sφ , Tφ 와 이의 미분 값들은 크기가 작다고 

가정하여 이들의 고차항 (higher-order terms)들을 무시할 수 있고, 

이들의 연성항 (coupling terms)도 영향이 작다고 보아 무시하여 

경계조건을 선형화 할 수 있다. 비정상 속도 포텐셜은 더 나아가 식 

(2.6)과 같이 입사파 (incident wave) 속도 포텐셜, Iφ , 산란 (diffraction) 

속도 포텐셜, Dφ , 그리고 j번째 운동 (jth mode of motion)의 단위 

강제 진동에 의한 유동장에 해당하는 방사 (radiation) 속도 포텐셜, 

jφ 로 성분을 분해할 수 있다. 

 

1,3,5
T I D j j

j
φ φ φ ξ φ

=

= + +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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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건을 선체의 평균위치 및 교란되지 않은 자유표면인 z=0에 

대하여 테일러 전개 (Taylor expansions)를 적용하고 선형항만을 

정리하면 선형화된 형태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정상 속도 포텐셜, 

Sφ 에 대한 선형화된 물체표면 경계조건 및 자유표면 경계조건은 

각각 식 (2.7), (2.8)과 같다. 

 

[ ] [ ] 0   on the hull at mean positionSB Vx
n

φ∂
− + =

∂
 (2.7) 

[ ]
2

2
2 0  on 0S SF V g z

x z
φ φ∂ ∂

+ = =
∂ ∂

 (2.8) 

 

다음으로 입사파 속도 포텐셜, Iφ 와 산란 속도 포텐셜, Dφ 에 대한 

선형화된 경계조건은 식 (2.9), (2.10)과 같다. 

 

[ ]  0 on the hull at mean positionI DB
n n
φ φ∂ ∂

+ =
∂ ∂

 (2.9) 

[ ] ( )
2

 , 0   on 0e I DF i V g z
x z

ω φ φ
 ∂ ∂ − + = =  ∂ ∂   

 (2.10) 

 

마지막으로 방사 속도 포텐셜, jφ 에 대한 선형화된 경계조건은 식 

(2.11), (2.12)와 같다. 

 

[ ]     on the hull at mean positionj
e j jB i n Vm

n
φ

ω
∂

= +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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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on 0j
e jF i V g z

x z
φ

ω φ
∂∂ − + = = ∂ ∂ 

 (2.12) 

 

여기서 n은 식 (2.13)과 같이 물체표면에서 물체 안쪽으로 향하는 

단위 수직벡터이며, m은 선박의 전진에 의한 정상 (steady) 유동과 

선박의 운동에 의한 비정상 (unsteady) 유동 간의 상호 작용에 

해당하는 벡터로, 선체 주변 정상 유동을 Neumann-Kelvin 선형화에 

해당하는 균일 유동으로 가정하는 경우 식 (2.14)와 같이 표현된다.  

 

( ) ( )1 2 3 4 5 6, , , , ,
     where :  position vector with respect to the origin
n n n n n n= = ×n r n

r
 (2.13)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3 2

, , 0,0,0

, , 0, ,

m m m x

m m m x n n

= ⋅∇ ∇ =

= ⋅∇ ×∇ = −

n

n r
 (2.14) 

 

선박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베르누이 방정식 (Bernoulli’s 

equation)을 이용하여 식 (2.15)에 해당하는 압력을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 )21    on ', ', ' 0
2

p gz F x y z
t

ρ ∂Φ = − + ∇Φ + = ∂ 
 (2.15) 

 

여기서 선체의 평균위치에 대하여 테일러 전개를 적용하고, 

선형항만을 정리한 뒤 비정상 속도 포텐셜과 연관된 성분을 

적분하면 식 (2.16)과 같이 선박에 작용하는 유체동역학적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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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 

 

   for 1,3,5j j e T
S

j j

H n i V dS j
x

F G

ρ ω φ∂ = − − = ∂ 
= +

∫∫  (2.16) 

 

여기서 S는 평균위치에서의 침수된 물체표면을 나타내고, Fj와 Gj는 

각각 파랑 기진력과 선체의 운동에 기인한 힘에 해당하며 식 (2.17), 

(2.18)에 해당한다. 

 

( )    for 1,3,5j j e I D
S

F n i V dS j
x

ρ ω φ φ∂ = − − + = ∂ ∫∫  (2.17) 

1,3,5

1,3,5

   for 1,3,5j j e k k
kS

jk k
k

G n i V dS j
x

T

ρ ω ξ φ

ξ
=

=

∂ = − − = ∂ 

=

∑∫∫

∑
 (2.18) 

 

여기서 Tjk는 k번째 단위 운동에 의한 j방향으로의 유체동역학적 

힘과 모멘트를 의미하며 식 (2.19)로 표현되고, 이를 실수부 (real 

part)와 허수부 (imaginary part)로 나누어 부가질량 (added mass), Ajk와 

감쇠계수 (damping coefficient), Bjk를 얻을 수 있다. 

 

2    for , 1,3,5

jk j e k
S

e jk e jk

T n i V dS
x

A i B j k

ρ ω φ

ω ω

∂ = − − ∂ 

= − =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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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체동역학적 계수들과 파랑 기진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스트립 이론을 적용하여 3차원 선박 문제를 2차원 단면의 문제로 

근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선체가 폭과 흘수보다 길이가 훨씬 큰 세장체라 보아 선체 주변 

유동은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는 변화가 작다는 식 (2.20)의 관계를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
x y z
∂ ∂ ∂
∂ ∂ ∂
  (2.20) 

 

두 번째로 식 (2.12)에 해당하는 자유표면 경계조건을 2차원으로 

근사하기 위하여, 식 (2.21)과 같이 조우주파수가 매우 높아 파장이 

선체의 폭 (혹은 흘수)과 유사한 길이라고 가정한다. 주파수가 낮은 

장파장 영역에서는 정역학적 복원력이 매우 지배적이기 때문에 

비록 이 가정이 위배되더라도 선체의 운동응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e V
x

ω ∂
∂

  (2.21) 

 

이러한 가정 아래 STF 스트립 이론 (Salvesen et al., 1970)을 

적용하여 단면에서의 값을 길이방향으로 적분하여 선박 전체에서의 

부가질량, 감쇠계수 및 파랑 기진력을 산정할 수 있다. 이들의 

자세한 관계식 및 유도과정은 부록 A.1에 첨부하였다. 또한 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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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개요를 Fig. 2.2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Fig. 2.2 Overview of strip theory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 값들을 이용하여 뉴턴의 제 2법칙에 

기인한 선박의 전후동요, 상하동요 및 종동요의 선형화된 3 자유도 

운동 방정식인 식 (2.22)를 풀이하여 선박의 파랑 중 운동응답을 

얻을 수 있다. 

 

( )2

1,3,5
   for 1,3,5e jk jk e jk jk k j

k
M A i B C F jω ω ξ

=

 − + + + = = ∑  (2.22) 

 

여기서 Mjk와 Cjk는 각각 질량행렬과 복원행렬을 의미하며 식 (2.23) 

및 (2.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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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 15

31 33 35
2

51 53 55

0
0 0

0

g

jk

g yy

M M M M Mz
M M M M M

M M M Mz Mr

  
  = =   
     

 (2.23) 

( )

11 13 15

31 33 35

51 53 55

0 0 0
0

0
jk WP WP

WP WP b g

C C C
C C C C gS gM

C C C gM gI g z z

ρ ρ

ρ ρ ρ

     = = −      − + ∇ −    

 (2.24) 

 

여기서 M은 선체의 질량, ∇ 는 선체의 잠긴 체적, zg와 zb는 각각 

수선면 기준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의 높이, ryy는 선체의 y축에 대한 

회전반경, SWP는 수선면적, MWP는 수선면의 y축에 대한 일차 모멘트, 

IWP는 수선면의 y축에 대한 이차 모멘트를 나타낸다. 

 

2.1.2 수치 해법 

 

앞서 2.1.1절에서 설명한 스트립 기법으로 예측한 내항성능의 

정확도는 2차원 단면에서 구한 포텐셜 해의 정확도에 의존하며, 

포텐셜 해의 산정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적용되어 왔다. 첫 

번째 방법은 Ursell (1949)이 원형 실린더에 대하여 source, dipole, 

multipole을 실린더 중앙에 배치시켜 물체표면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는 포텐셜 해를 유도한 것을 임의의 단면 형상에 대하여 

등각사상 (conformal mapping) 방법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면 형상에 대한 몇 가지 파라미터 값들만 알면 해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구상선수부 같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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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단면 형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단면의 형상을 보다 엄밀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이산화하여 선분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각 선분 (패널)들의 중점에 

소스 (source)를 분포한 뒤 적분 방정식을 풀어 포텐셜 해를 구하는 

기법이다 (Frank, 1967). 이 기법을 적용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포텐셜 해의 정확도를 입증하였으며 여러 내항성능 해석 상용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두 번째 방법인 

경계 적분 방정식 방법 (boundary integral eq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단면에서의 포텐셜 해를 산정하였다. 

임의의 물체 주변의 유동을 표현하는 속도 포텐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2차원 자유표면 그린함수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경계 적분 방정식의 커널 함수 (kernel function)의 역할을 하며, 

물리적으로는 2차원 무한수심 조건에서 물체표면 경계조건을 

제외한 모든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 세기 (unit strength)의 

주기적인 소스 (periodic source)에 해당하는 속도 포텐셜이고 아래 식 

(2.25)와 같이 주어진다 (Newman, 1985). 

 

( ) ( ) ( )1
2 0

1

; log 2 1 cos 2 cosZ Z
D

rG P Q e Y d i e Y
r

κκ κ κ π
∞ − − − 

= − − − 
 

∫  (2.25) 

 

여기서 r과 r1은 각각 소스 (지점 Q)와 이미지 소스 (y축 대칭 

소스)로부터 필드 지점 (지점 P)까지의 거리이고, y와 z좌표는 파수 

ke=ωe2/g 로 무차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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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제 임의의 단면에서의 2차원 유동 포텐셜, ψ 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유표면 그린함수와 함께 제 2 그린 항등식 

(Green’s second identity)을 도입하면 다음 식 (2.26)과 같다.  

 

( )2 2 2
2 2 2

D
D D D

S C

GG G G dl
n n

ψψ ψ ϕ ∂ ∂ ∇ − ∇ = − 
∂ ∂ ∫∫ ∫  (2.26) 

 

여기서 ψ 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며, G2D가 소스 위치에서 

특이점 (singularity)을 갖기 때문에 좌변의 2
2DG∇ 의 유체 영역 

적분은 특이점을 둘러싼 극소영역의 입체각 (solid angle)인 2π의 

값을 가지고, 따라서 그린 정리 (Green’s theorem)에 해당하는 아래의 

식 (2.27)과 같이 정리된다. 

 

( ) ( ) ( ) ( ) ( )

( ) ( ) ( ) ( )

2

2

2 ;

;

total

x

D
Q QC

D
Q QC

Q
P Q G P Q dl Q

n n

Q
Q G P Q dl Q

n n

ψ
πψ ψ

ψ
ψ

 ∂ ∂ = − 
∂ ∂  

 ∂ ∂ = − 
∂ ∂  

∫

∫



 (2.27) 

 

여기서 적분영역인 폐구간 Ctotal은 유체 영역을 둘러싸는 모든 

경계를 포함하는데, ψ 와 G2D는 물체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에서 

동일한 경계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피적분항이 서로 상쇄되어 

적분영역은 물체표면인 Cx만 남게 된다. 이처럼 랜킨 소스 (1/r)와 

다르게 자유표면 그린함수를 도입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면 

물체표면만을 이산화하면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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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수치적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지수인 물체표면에서 ( )Qψ 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필드 지점 (P)을 물체표면위로 이동하면 입체각은 절반인 π가 되며 

물체표면 경계조건은 주어졌기 때문에 미지수만 좌변에 두면 아래 

적분 방정식 (2.28)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2
2

;
;

x x

D
D

Q QC C

G P Q Q
P Q dl Q G P Q dl Q

n n
ψ

πψ ψ
∂ ∂

+ =
∂ ∂∫ ∫  (2.28) 

 

위 최종 형태의 적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Fig. 2.3과 

같이 2차원 단면에서 물체표면 (Cx)을 N개의 패널로 이산화 한 뒤 

각 패널에서 속도 포텐셜은 일정한 값을 가지며 필드 지점은 

선분의 중점 (파란색 점)이라 가정하면, N개의 미지수와 그에 따른 

N개의 식을 갖는 연립 방정식으로 식 (2.2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 2.3 Illustration of 2D panel model for numerical compu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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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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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

N

e j n mnN
n

m n mn N
n I

n mn
n

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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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Q S
P Q D m N

Q S
n

G P Q
D dl Q

n

S G P Q dl Q

ω
πψ ψ

φ
=

=

=


+ = =

∂
 ∂

 ∂
= ∂


 =


∑
∑

∑

∫

∫

 (2.29) 

 

여기서 자유표면 그린함수와 관련된 수치적 계산들은 NIIRID 코드 

(Sclavounos, 1985)를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이산화된 형태로 정리한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특정 주파수에서 비정상적인 해가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정상 주파수 (irregular frequency)들은 물체가 자유표면을 

관통하는 보통의 선체단면 형상에 대하여 존재하며, 이 단면 내부에 

마치 물이 차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내부 유동의 공진주파수에 

해당한다. 특히 트랜섬 (transom) 선미와 같은 단면 형상에서 

야기되는 비정상 주파수는 내항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파장 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비정상 

주파수의 발생은 수학적으로는 Ax=B의 형태의 연립방정식에서 A 

행렬의 조건수 (condition number)가 과하게 커 나쁜 조건 (ill-

conditioned)의 문제가 성립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행렬 자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패널 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래의 방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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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방정식 행렬의 특성을 바꾸어 비정상 주파수에서의 추정해를 

개선하려는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다. Lee & Sclavounos (1989)는 

기존의 적분 방정식을 경계에 수직한 방향으로 미분하고 계수를 

곱한 뒤 기존 방정식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비자명해 (nontrivial 

solution)를 갖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해는 곱해지는 

계수의 허수부 값에 민감하여 최적의 값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Ogilvie & Shin (1977)은 단면 내부에 특이점을 추가하여 

고유모드 (eigenmode)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운동모드 및 단면 형상에 따라 최적의 

특이점의 위치가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Kleinman (1992)과 Zhu 

(1994)는 단면 내부에 대하여 경계조건 문제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Fig. 2.3과 같이 내부 자유표면 (Ci) 또한 M개의 패널로 

이산화하여 경계에서의 수직방향 유동속도가 없다는 rigid lid 

경계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내부 유동을 잠재웠다. 이를 통해 아래 식 

(2.30)과 같은 단면 내부 유동영역에 대한 적분 방정식을 

성립하였으며 이 방정식의 해의 유일성 (uniqueness)도 증명하였다.  

 

( ) ( ) ( )

( ) ( ) ( ) ( )

2

2

;
0 for 

;
2 0 for 

i

i

D
x

QC

D
i

QC

G P Q
Q dl Q P C

n

G P Q
P Q dl Q P C

n

ψ

πψ ψ

 ∂
= ∈ ∂


∂− + = ∈ ∂

∫

∫
 (2.30) 

 

이 방정식을 외부 유동영역에 대한 식 (2.28)을 확장한 형태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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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과 결합하면 최종적으로 식 (2.32)의 적분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 ) ( )

( ) ( )

2
2

2
2

for 

for 

x x

x x

D
D x

Q QC C

D
D i

Q QC C

QGP Q dl G dl P C
n n

QGQ dl G dl P C
n n

ψ
πψ ψ

ψ
ψ

 ∂∂
+ = ∈ ∂ ∂


∂∂ = ∈ ∂ ∂

∫ ∫

∫ ∫
 (2.31) 

( ) ( ) ( )

( ) ( ) ( )

2
2

2
2

for 

2 for 

x i x

x i x

D
D x

Q QC C C

D
D i

Q QC C C

QGP Q dl G dl P C
n n

QGP Q dl G dl P C
n n

ψ
πψ ψ

ψ
πψ ψ

+

+

 ∂∂
+ = ∈ ∂ ∂


∂∂− + = ∈ ∂ ∂

∫ ∫

∫ ∫
 (2.32) 

 

Zhu (1994)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유체동역학적 계수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였고, 마지막 방법인 확장된 경계조건 방법이 

비정상 주파수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결론지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식 (2.32)를 이산화하여 N+M개의 

미지수 및 N+M개의 연립방정식을 세운 후 이를 풀어 단면에서의 

속도 포텐셜 해를 구하였다. 

 

2.1.3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 

 

파랑 중 전진하는 선박에 대하여 스트립 이론을 통해 산정한 

속도 포텐셜 및 운동응답을 이용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 또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ruo (1960)가 제시한 운동량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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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기반으로 하여 전체 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항을 

산정하였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검사체적은 

선체표면, 자유표면, 무한수심의 바닥, 그리고 선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검사표면으로 둘러 쌓인 유체영역이라 가정한다. 여기서 

편의를 위하여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의 검사표면은 z축에 대한 원형 

실린더 형태의 표면이 아닌, 각각 y=±Y에 위치하여 x축에 평행하게 

무한히 뻗은 두 개의 평면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충분히 큰 |y|에 

대하여 3차원 자유표면 그린함수는 식 (2.33)과 같이 근사할 수 있고, 

이를 그린 정리에 대입하면 비정상 속도 포텐셜을 식 (2.34)로 

나타낼 수 있다 (Kashiwagi, 1991).  

 

( ) ( ) ( )2 2

3 2 2
; ~ 2 a c

b d

k k z i y i x
D k k

G P Q i e dκν ζ ε η ν κ κ ξν κ
ν κ

∞ + − − − − −

−∞

 − + +   −
∫ ∫ ∫  (2.33) 

( ) ( ) 2 2

2 2

2, , ~ a c

b d

k k z i y i x
T k k

gAx y z H e dκν ε ν κ κνφ κ κ
ω ν κ

∞ − −±

−∞

 − + +   −
∫ ∫ ∫   (2.34) 

 

여기서 각각의 변수들은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 )
2

2

0

1 2e eU k
g K

κν ω κ κτ= + = + +  (2.35) 

0 2,eU gK
g U
ω

τ = =  (2.36) 

0 01 2 1 4 ,  1 2 1 4
2 2

a c

b d

k kK K
k k

τ τ τ τ
    = − + ± + = −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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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1 for 
sgn

1 for e

k
U

kκ

κ
ε ω κ

κ
− −∞ < <

= + =  < < ∞
 (2.38) 

 

또한 ka~kd는 전진하면서 동요하는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4가지 

서로 다른 파이며 Hanaoka 변수인 τ가 0.25보다 큰 경우 kc와 kd는 

같아져 식 (2.33) 및 (2.34)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적분영역은 

합쳐진다. H±(κ)는 코친 함수 (Kochin function)라 불리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 선박에 의해 교란된 파의 복소 진폭에 

해당하고 식 (2.39)로 표현된다. 

 

( ) 2 2i iT
T

S

H e dS
n n

κνζ ε η ν κ κξφκ φ ± − +± ∂ ∂ = − ∂ ∂ ∫∫  (2.39) 

 

여기서 ±의 부호는 y의 부호를 따른다. 

다음으로, 검사체적 내 유체영역의 운동량 변화율을 식으로 

표현한 뒤 각 경계표면에서의 물리적 조건을 반영하고 시간평균을 

취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도출된 부가저항, RMaruo를 아래 식 

(2.4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0

1 Re
2

Y

T T
Maruo

Y

R dz dx
x y
φ φρ

∞ ∞

−∞
−

  ∂ ∂
 =  ∂ ∂   
∫ ∫  (2.40) 

 

여기서 ()−YY 는 y=+Y와 y=−Y에서의 괄호 안 값의 차이를 의미하고 

윗첨자 *는 켤레복소수를 의미한다. 여기에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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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속도 포텐셜에 해당하는 식 (2.34)를 대입하고, Parseval의 

정리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한 최종 형태를 아래 식 (2.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2 2

3 2 2128
a c

b d

k k

Maruo k k

k
R H H d

ν κρ κ κ κ
π ν κ

∞ + −

−∞

+ = − + + +   −
∫ ∫ ∫  (2.41) 

 

여기서 코친 함수의 수치적 산정과 적분영역 끝점에서 피적분항의 

특이점 처리 및 이상 적분 (무한대 적분)의 수치적 처리는 

Wicaksono & Kashiwagi (2018)이 제시한 방식을 적용하여 수치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 

하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예측한 부가저항은 선형 포텐셜 

이론의 기본 가정으로 인하여 선수 교란파의 비선형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스트립 이론과 운동량 보존 

법칙이 결합되는 경우 선체 길이 방향의 3차원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단파장 부가저항이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Seo 

et al., 201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Yang et al. (2018a, 

2018b)의 수정된 점근식 (SNU-Formula)을 단파장 영역에 적용하여 

결과를 보정하였다. SNU-Formula는 Faltinsen et al. (1980)이 처음으로 

제시한 극단파 영역에서의 부가저항 점근식을 세 가지 관점에서 

수정 및 개선하였다. 첫 번째로, Fig. 2.4와 같이 흘수 높이의 

수선면에서 임의의 위치 x0에서의 표면을 따라 흐르는 정상 유동 

속도인 Vsteady를 수정하였다. 기존의 점근식에서는 극단파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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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국소적 관점에서 선체를 무한수심의 실린더로 보아 

정상 유동 속도가 표면에 평행하게 흐른다고 가정하여 Vcosθ로 

설정하였다. SNU-Formula는 수선면 형상뿐만 아니라 흘수 아래 

형상도 정상 유동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여 아래 식 (2.42)-

(2.44)와 같이 단면 면적 계수 αA를 도입하였다. 

 

 

Fig. 2.4 Parameters for the evaluation of SNU-Formula 

 

( ) ( )
( ) ( )

0
0

0 0 0

2
min 1.0,  A

A x
x

A x A x
α

 
=   + 

 (2.42) 

( )
( )

( ) ( )
0

0

0 0 0 0 0,  
T x

A x ydz A x y T x
−

= = ×∫  (2.43) 

( )0 cossteady AV x Vα θ=  (2.44) 

 

두 번째로, 원본 점근식에서의 극단파 가정이 내항문제에서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단파장 영역 (λ/L<0.5)에서 대부분 위배된다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선체 흘수 아래 영역의 유동을 고려하도록 

검사표면을 수정하였고, 임의의 위치 x0에서 단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부가저항인 ∆Rn을 아래 식 (2.45)와 같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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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 21 2 2
2

1 cos sin cos sin
4

kT xnR k k k e
gA k k k

θ θ θ θ
ρ

−∆   = − + + +    
 (2.45) 

 

여기서 T(x0)는 단면의 흘수이다. k1은 국소적 관점에서 입사파의 

파수에 해당하고 k2는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밖으로 나가는 

교란파의 파수에 해당하며 식 (2.46)으로 표현된다. 

 

( )2

2 2 2
1 2 1

cos
,  cose steadyV k

k k k k
g

ω θ
θ

−
= = −  (2.46) 

 

세 번째로, 선체의 흘수 위의 형상 또한 반영하고자 식 (2.47)에 

해당하는 비대 계수 (bluntness coefficient), Bf와 식 (2.48)에 해당하는 

정상 파고 (steady wave elevation), η0를 이용하여 z=0 (흘수 높이)와 z= 

η0/2 에서 비대 계수의 비율인 αB를 식 (2.49)와 같이 도입하였다. 

 

2
1Front part

1 sinfB n dl
B

θ= ∫  (2.47) 

2

0

2 . .

0 0 03 . .

tan2.2min ,  0.5
1 cos

2 3   where ,  ,  tan
1 C

E

T E

F PT
T C E F P L

T C

V
g F

TFVF L x y dx
F LgT

αζ
α

α
−

 
=   + 

= = =
+ ∫

 (2.48) 

( )
( )

0 / 2
0

f
B

f

B z
B z

ζ
α

=
=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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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SNU-Formula로 산정한 부가저항 점근식인 RSNU는 식 

(2.50)으로 표현된다. 

 

1SNU B nWL
R R n dlα= ∆∫  (2.50) 

 

이 식은 기본 가정에 의해 단파장 영역에서만 유효하며, 선체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부가저항의 산란 성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체 파장영역에서의 

부가저항인 RMaruo와 결합하기 위하여 먼저 식 (2.41)에서 산란 

포텐셜에 의한 부가저항 성분인 RMaruo,Diff를 식 (2.51)과 같이 따로 

분리하였다. 

 

( ) ( ){ }
( )

2 2

, 3

2 2

128

                                

a c

b d

k k

Maruo Diff Diff Diffk k
R H H

k
d

ρ κ κ
π

ν κ
κ

ν κ

∞ + −

−∞

 = − + + +  
+

×
−

∫ ∫ ∫
 (2.51) 

( ) 2 2i iD
Diff D

S

H e dS
n n

κνζ ε η ν κ κξφκ φ ± − +± ∂ ∂ = − ∂ ∂ ∫∫  (2.52) 

 

그리고 결합함수인 식 (2.53)의 R(λ/L)을 도입하여 단파장 

영역에서는 RSNU의 값이 지배적이고 파장이 길어질수록 RMaruo,Diff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값의 중복 

산정도 피할 수 있었다. 여기서 C1과 C2의 값은 각각 5.0과 1.2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단파장 영역이 보정된 부가저항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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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RAW는 식 (2.54)로 표현된다. 

 

1 2
1 1 tanh
2

R C C
L L
λ λ     = + −     

     
 (2.53) 

( ), ,1AW Maruo Maruo Diff SNU Maruo DiffR R R R R R R
L L
λ λ     = − + + −     

     
 (2.54) 

 

여기서 식 (2.54)의 대괄호 안의 값은 단파장 영역이 보정된 

부가저항의 산란 성분에 해당한다. ISO (2015)에서도 유사하게 Maruo 

방법으로 산정한 부가저항 값을 단파장 영역 경험식 (Tsujimoto et al., 

2008)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산란 성분이 중복 

고려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결합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2 선박의 파랑 중 운항성능 해석 

2.2.1 전 저항 및 요구마력 추정 절차 

 

주어진 해상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는 선박에 작용하는 

전체 저항은 정수 중 저항,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그리고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으로 세분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정수 중 저항 (Rcalm) 

정수 중 저항은 기상보정계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해상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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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퍼트 계급 (Beaufort scale) 6에서 전 저항의 약 60~8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지배적인 저항 성분이다. 이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모형시험을 통한 계측이나 CFD를 이용한 수치적 산정을 

요구하지만, 설계 초기단계에서는 효율성을 위하여 다양한 선박들의 

저항 성능으로부터 도출된 경험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etherlands Ship Model Basin (NSMB)에서 수행된 모형 시험 결과 및 

실선 자료를 회귀 분석하여 도출된 경험식인 Holtrop & Mennen 방법 

(Holtrop & Mennen, 1982; Holtrop, 1984)을 적용하여 정수 중 저항을 

산정하였다. 이 방법은 식 (2.55)와 같이 정수 중 저항을 여러 

성분으로 분리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11calm F APP W B TR AR R k R R R R R= + + + + + +  (2.55) 

 

여기서 RF는 ITTC-1957 방법을 기반으로 한 마찰저항이고, 1+k1은 

점성 저항에 해당하는 형상 계수 (form factor)이다. 또한 RAPP는 

부가물에 의한 저항, RW는 조파저항, RB는 구상 선수부에 의한 저항, 

RTR은 선미 트랜섬에 가해지는 압력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저항, RA는 

모형선-실선 보정에 의한 저항이다. 이 방법은 선체의 주요치수뿐만 

아니라 침수면적, 선수부 수선면 도입각, 구상선수부의 높이 및 

면적, 수선면적계수 등의 여러 형상 인자들이 반영되어 보다 

면밀하게 선체에 의한 저항을 산정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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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Rwind) 

선수 방향의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은 식 (2.56)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 )2 21
2wind wind a FW windR C A V V Vρ  = − −   (2.56) 

 

여기서 Cwind는 풍 하중 계수, ρa는 공기의 밀도, AFW는 전투영면적, 

Vwind는 풍속이다. 풍 하중 계수는 풍동 실험 결과를 이용하거나 

선종 별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ISO, 2015). 

또는 선박의 흘수 위 형상 정보를 아는 경우 식 (2.57)과 같은 

회귀식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Fujiwara et al., 2006). 

 

0.922 0.507 1.162LW MC
wind

OA WL OA

A CC
L B L

= − −  (2.57) 

 

여기서 ALW는 측투영면적, LOA는 전장, BWL는 흘수에서의 폭, CMC는 

ALW 면적중심의 선체 중앙으로부터 길이방향 거리이며 Fig. 2.5를 

따라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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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Definition of form elements above waterline 

 

3)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 (Rwave) 

선수파에 의한 파랑 중 부가저항은 부가저항 전달함수가 파고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주어진 파 스펙트럼과 중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즉, 적용한 수치기법으로 산정한 식 (2.54)의 

부가저항 전달함수와 파 스펙트럼, S(ω)를 식 (2.58)과 같이 중첩하여 

Rwave를 산정하였다. 

 

( ) ( )20
2 AW

wave

R
R S d

A
ω

ω ω
∞

= ∫  (2.58) 

 

여기서 파 스펙트럼, S(ω)는 정면의 단일 방향으로 들어오는 

장파정파 (long-crested wave) 스펙트럼이라 가정한다.  

전 저항, Rtotal은 따라서 식 (2.59)와 같이 세 가지 저항 성분의 

총합으로 산정된다.  

 

total calm wind waveR R R R= +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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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전 저항에 해당하는 엔진의 요구마력은 ITTC (2014)에서 

제시한 RTIM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프로펠러 

부하계수를 식 (2.60)과 같이 산정한다. 

 

( )( )22 2 2

1
1 1

totalT

P

RK
J V D t wρ

=
− −

 (2.60) 

 

여기서 KT는 프로펠러 토크계수, J는 프로펠러 전진비, Dp는 

프로펠러 직경이다. t와 w는 각각 추력감소계수와 반류계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수 중 저항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Holtrop & Mennen 

(H&M) 방법의 회귀식으로 이 값들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프로펠러 

단독성능 및 추진계수들의 정수 중 대비 파랑에 의한 변화는 

작다고 가정하여 정수 중 값을 사용하였다. Fig. 2.6과 같이 주어진 

프로펠러 단독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부하계수 값에 해당하는 

프로펠러 전진비를 계산한다. 여기서 부하계수 곡선은 2차 

다항식으로 근사하였다. 얻어낸 전진비로 프로펠러 회전수, n을 식 

(2.61)과 같이 산정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제동마력 (brake power), 

PB를 식 (2.62)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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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Example of propeller open water test results 

 

( )1

P

w V
n

JD
−

=  (2.61) 

5 32 P Q
B

S R

D n K
P

πρ
η η

=  (2.62) 

 

여기서 ηs는 축전달 효율 (transmission efficiency)이며 엔진이 선미에 

위치한 경우 0.98의 값을 사용하였고 (IMO, 2017), ηR은 프로펠러 

상대회전효율이며 마찬가지로 H&M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2.2.2 기상보정계수 (fw) 추정 절차  

 

기상보정계수 (weather factor, fw)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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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EDI 규제에 포함된 무차원화된 계수로, 식 (2.63)과 같이 

선박의 속도 저감 정도를 의미한다 (IMO, 2012).  

 

speed in wind and waves
speed in calm water

w
w

ref

Vf
V

= =  (2.63) 

 

여기서 Vref는 바람과 파랑이 없는 정수 중 선박의 속도이고 Vw는 

대표해상상태에서 동일한 마력으로 전진할 때의 선박의 저감된 

속도이다. Vref는 IMO (2014)의 정의에 의하면 하기만재흘수선 

(summer load draught) 조건에서 (컨테이너선은 예외로 

재화중량톤수의 70% 하역 조건) MCR의 75% 마력으로 전진하는 

선박 속도에 해당하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 검증의 용이성을 위하여 

계획흘수 (design draft) 및 설계속도 (design speed) 조건을 가정하였다. 

대표해상상태는 Table 2.1의 보퍼트 계급 6의 조건에 해당하며 

바람과 파도의 방향은 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선수 방향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파 스펙트럼은 식 (2.64)와 같이 정의된다.  

 

Table 2.1 Representative sea conditions based on IMO 

Significant wave height 
HS (m) 

Zero up-crossing period 
TZ (s) 

Mean wind speed 
Vwind (m/s) 

3.0 6.164 12.6 
 

( )
4 42

5 4

2 1 2exp
4

s

z z

HS
T T
π πω

πω πω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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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절에서 설명한 전 저항 및 요구마력 추정법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의 기상보정계수 추정 절차를 Fig. 2.7로 도시하였다. 먼저 

정수 중 설계속도에서의 요구 제동마력, PB,calm을 산정한다. 그리고 

대표해상상태에서도 이와 동일한 제동마력을 요구하는 전진속도를 

반복작업으로 찾기 위하여 첫 번째로 설계속도에서의 요구 

제동마력, PB,real,1을 산정한다. 이는 정수 중 마력보다 클 것이므로 

다음 단계 전진속도를 일정량 낮추어 다시 요구 제동마력을 

산정한다. 이렇게 i번째 단계의 속도에서 제동마력이 정수 중 

제동마력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며, 속도의 갱신은 Newton-

Raphson 방법을 사용하여 빠르게 결과를 수렴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마력-속도 곡선에서 살펴보면 Fig. 2.8과 같이 Vref의 속도에서의 정수 

중 제동마력이 대표해상상태에서의 제동마력과 같아지는 Vw를 찾는 

절차이며 이 두 속도의 비율이 기상보정계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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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rocedure of prediction for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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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Example of power-speed curves 

 

2.2.3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추정 절차 

 

IMO (2017)에서 제시한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의 추정 절차는 

기상보정계수 추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해상상태에서 선박의 

운항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하중 및 마력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추정 절차에서는 보퍼트 

계급 약 7-8에 해당하는 해상조건으로 더욱 극심한 황천 조건이 

요구되며 파 스펙트럼은 JONSWAP 스펙트럼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상보정계수의 경우 정수 중 대비 해상상태에서의 속도 

저감량을 추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추정의 경우 설계속도 대비 최대 20%까지 감소된 저속에서 

요구되는 마력을 산정하여 이의 적합성을 평가는 것이 목표라는 

차이가 있다. 이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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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출력선 (minimum power lines) 평가 

1단계 평가에서는 선종 및 재화중량톤수로 식 (2.65)와 같이 단순 

최소 요구마력을 추정하고, 엔진의 MCR이 산정한 요구마력보다 

크면 황천 시 조종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Minimum power line value [kW] DWTa b= × +  (2.65) 

 

여기서 DWT의 단위는 톤 (metric ton)이며, a와 b는 선종 별로 

Table 2.2와 같다.  

 

Table 2.2 Parameters a and b for minimum power lines assessment 

Ship type a b 
Bulk carrier (DWT < 145,000) 0.0763 3374.3 
Bulk carrier (DWT ≥ 145,000) 0.0490 7329.0 

Tanker 0.0652 5960.2 
Combination carrier See tanker above 

 

2) Simplified 평가 

주어진 선박이 1단계 평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단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2단계 평가의 기본 가정은, 바람 및 파랑에 의한 

하중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선수 방향 조건에서 요구 선속을 

유지할 마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방향에서 입사하는 

환경조건에서도 선박이 항로를 유지 (course-keeping)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구속도는 식 (2.66)과 같이 최소 운항 속도, Vna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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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경로유지 속도, Vck 중 더 큰 값으로 설정되며, 최소 운항 

속도는 폭풍우 등 극심한 해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선박의 속도로 

4.0 knots로 설정한다. 반면, 최소 경로유지 속도는 실해역 환경 

하중에 대하여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속도를 의미하며 식 (2.67)과 

같이 선박의 측투영면적 및 러더 면적 등을 통해 결정된다.   

 

( ) ( )max ,   knotsnav ckV V V=  (2.66) 

( )

( )

( )

, %

,

% ,
,

   where 4.0,  10.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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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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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1.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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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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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 A 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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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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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 
     

 (2.67) 

 

여기서 AR은 러더 면적, LBP는 수선간 길이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T(0)는 중앙부에서의 흘수이다. 

요구 전진속도로 운항하는 선박의 요구마력은 마찬가지로 

2.2.1절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황천 해상조건은 

Table 2.3에 해당하며 파 스펙트럼은 식 (2.68)과 같이 peak parameter 

(γ) 3.3의 JONSWAP 스펙트럼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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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Adverse sea conditions based on IMO 

Length 
LBP (m) 

Significant wave height 
HS (m) 

Peak wave period 
TP (s) 

Mean wind speed 
Vwind (m/s) 

~200 4.0 7.0 to 15.0 15.7 
200~250 Parameters linearly interpolated depending on ship length 

250~ 5.5 7.0 to 15.0 19.0 
 

( ) ( )
( )2

2 2exp2 4 4
2

5 4

5 1.25
exp 1 0.287ln

16

0.072where ,  3.3,  
0.09

p

ps p p

p
p

pp

H
S

T

ω ω

σ ωω ω
ω γ γ

ω ω

ω ωπω γ σ
ω ω

 − − 
  

 −
= − 

  
≤

= = =  >

 (2.68)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구 전진속도에서의 제동마력, 즉 최소 

요구마력이 주어진 엔진의 부하 범위 (load diagram, Fig. 2.9 참고)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엔진 사양이 적합한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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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Standard engine load diagram 

 

Fig. 2.10에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추정 절차를 도시하였다. 

1단계 평가에서는 산정한 최소출력선 값과 MCR에서의 마력을 

비교하고, 2단계 평가에서는 요구 전진속도를 산정한 후 이때의 

정수 중 저항과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을 산정한다. 그리고 

JONSWAP 파 스펙트럼의 피크 파주기를 바꿔가며 부가저항 

전달함수와의 중첩으로 전 저항 및 요구마력, PB,req을 추정하고 이 

값이 부하 범위 경계에서의 마력, PB,LD보다 작은지 비교하여 엔진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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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Procedure of evaluation for minimum required power 

 

2.3 운항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 

2.3.1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 기법 

 

본 연구에서는 운항 효율 관점에서 선형의 개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목적 최적화 유전 알고리즘인 NSGA-II (Non-do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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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ing Algorithm II)를 적용하였다 (Deb et al., 2002). 유전 알고리즘 

(GA)은 적자생존의 진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해들을 결과로 제공할 수 있어 다목적 최적화 문제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GA에서는 여러 형질 (trait)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개체 

(individual)들로 구성된 그룹을 생성한 다음, 설정한 최적화 목표에 

더 가까운 다음 세대를 추출하기 위하여 각 개체들의 우수성을 

평가 및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NSGA-II는 GA를 기반으로 하여 

2개 이상의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 더 이상 

최적화할 수 없는 파레토 프론트 (Pareto front) 집합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A 개체가 B 개체보다 모든 목적함수 값이 

월등하면 A가 B를 지배한다고 하며, 지배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개체 간에는 동일한 비지배 등급이 매겨진다. 이처럼 집단 내 전체 

개체에 대하여 비지배 등급을 구분하는 비지배 정렬 (non-dominated 

sorting)을 수행하여 파레토 프론트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이 NSGA-

II의 작동 원리라 할 수 있다. NSGA-II는 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변 개체와의 거리에 해당하는 군집거리 (crowding 

distance)를 도입하여 국소최적해로 수렴할 가능성을 낮췄다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최적화 기법의 흐름도는 Fig. 2.11과 같다. 첫 

번째로, 목적함수 (fi), 설계변수 (xi), 설계변수의 하한과 상한 

변경범위 (xil, xiu), 제약조건 (di(x)) 등 최적화 문제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설정에 부합하는 Npop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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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형질을 갖는 모집단 (1세대) 집합, 0P 를 생성한다. 매 

세대의 시작에서는 집합 내 모든 개체들의 목적함수 값들이 

평가되고 이에 비지배 정렬 및 군집거리를 적용하여 부모 집단에 

해당하는 절반의 개체를 선택 (selection)한다. 그리고 교차 

(crossover)와 변이 (mutation)를 이용하여 부모집단 개체들의 

형질로부터 자손집단을 생성하여 다음 세대 집단을 구축하는 GA를 

반복 수행한다. 여기서 교차율 (crossover rate)과 변이율 (mutation 

rate)은 각각 0.9와 0.25의 값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세대를 거듭하여 파레토 프론트를 추출해 내는 것이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의 전체 흐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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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Flowchart of NSGA-II 

 

2.3.2 운항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 문제 설정 

 

해당 절에서는 운항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 문제를 성립하기 

위한 상세 요소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목적함수는 보퍼트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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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대표해상상태에서 설계속도로 전진하는 선박에 작용하는 전 

저항 (식 (2.59)) 및 속도 저감 정도 (식 (2.63)) 두 가지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목적함수인 전 저항은 정수 중 저항,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및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형의 대상을 선체 (hull)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상부구조물에 작용하는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값은 고정이며, 정수 

중 저항과 파랑 중 부가저항은 선체 변형에 의한 변화 경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복합적인 영향이 반영된 목적함수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목적함수인 속도 저감 정도의 경우 해상상태에 

의한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부가저항의 영향이 

지배적이며 전진속도 변화에 의한 영향과 추진 관련 요소들의 

개입도 함께 고려되는 함수이다. Jung & Kim (2019)의 연구에서 

KVLCC2에 대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두 목적함수의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주요치수 변형을 적용한 경우 전 저항과 속도 저감 

정도간의 뚜렷한 상충관계 (trade-off)가 나타남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 적용한 주요치수 변형의 경우, 배수량 및 

부력중심 등의 선박 유체정역학적 특성이 과하게 변화한 점이 다소 

비현실적이었다. 따라서 기준선형 (original hull)의 유체정역학적 

특성을 크게 바꾸지 않는 현실적인 변형법과 제약조건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두 목적함수의 감소에 공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은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이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선형 인자를 파악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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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변형에 따른 파랑 중 부가저항의 변화를 분석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가저항의 산란성분 저감에 집중하였다. 

Matsumoto et al. (2000)은 선수부 흘수 위 영역에만 국한하여 이를 

앞쪽으로 뾰족하게 만든 Ax-bow 형태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기준선의 정수 중 성능 및 파랑 중 운동응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가저항의 선수부 산란성분의 감소를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그리고 Ax-bow와 구상선수부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 

흘수 위아래의 높이에서 모두 선수부 형상을 뾰족하게 만든 

LEADGE-bow 형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Hirota et al., 2005). 

KVLCC2를 대상으로 Ax-bow 및 LEADGE-bow 형태를 적용한 

선박을 예인수조실험 (Lee et al., 2017) 및 CFD (Yang & Kim, 2017)로 

검증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수 중 저항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의 뚜렷한 저감을 관찰하였다. 

특히 LEADGE-bow 형태가 Ax-bow보다 더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어, 

구상선수부의 영향이 사라지더라도 정수 중 성능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부가저항의 산란파를 유의미하게 저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흘수선 위의 형상뿐만 아니라 흘수선 근처 및 

수면에 잠긴 영역에 대한 변형의 필요성 또한 시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부가저항 산란 성분이 지배적인 저속 비대선이 아닌 고속 

세장선의 경우, 플레어 각도의 변형이 보다 부가저항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수치해석으로 확인한 연구들도 있었다 (Kihara et al., 

2005; Fang et al., 201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운항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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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최적의 선형을 도출하기 위한 네 가지 기하학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NSGA-II 최적화 절차에서 설계변수 (형질)들에 

해당하며 이 네 가지 설계변수 값의 조합에 따라 각 개체들은 서로 

다른 선체 형상을 갖는다. 첫 번째 설계변수는 선체의 비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주형계수 (prismatic coefficient, CP)이다. 이 

설계변수에 의한 변형은 기본설계에서 주로 사용되며 선체의 국소 

변형 (local deformation) 보다는 전 범위적 변형에 해당한다. Jung & 

Kim (2019)의 연구에서 이 주형계수 변형에 의한 KVLCC2의 전 

저항 및 속도 저감의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한 바 있다. 두 번째 

설계변수는 수선간 길이인 LBP로, 이를 통해 선수부 도입각 (bow 

entrance angle), 수선면 형상 (waterline profile), 구상선수부의 길이 

등의 형상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설계변수는 

수선면적계수 (waterplane area coefficient, CWP)로 흘수 높이 주변 

선수부 수선면 형상을 보다 집중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하였다. Bolbot 

& Papanikolaou (2016)의 연구에서는 수선면 형상, 선수부 도입각, 

플레어 각도 등의 기타 설계변수들보다 수선면적계수 변형에 의한 

파랑 중 부가저항의 변화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설계변수는 플레어 각도 계수, Cflare로 계수의 

정의는 2.3.3절에 나타내었으며 양의 값으로 클수록 플레어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흘수 위의 형상을 주로 

변형시켜 선수부 파고의 상승 및 해당 높이에서의 수선면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을 저감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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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선형 표현 및 변형법 

 

본 연구에서 주어진 선체의 표면은 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 곡면으로 구현하였다. 이 NURBS 곡면과 특정 스테이션 

(station)에서의 y-z 평면과의 교차를 수행하여 NURBS 곡선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단면 곡선은 0부터 1까지 범위를 갖는 파라미터 t의 

곡선으로 정의되며 t의 간격을 조절하여 오프셋 점들을 추출할 수 

있다. Fig. 2.12는 이러한 NURBS 곡면 (파란색), NURBS 곡선 (빨간색) 

및 오프셋 점들 (분홍색)의 예시를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NURBS 곡면이 아닌 곡선에 변형을 적용하여 보다 최적화 문제에 

적합한 빠른 변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곡면을 

변형하였을 때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피할 

수 있어 변형 자동화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었으며, 단면 및 

오프셋 점 정보와 내항성능 해석 기법인 스트립 방법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적용한 선형 표현법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Oh et al. (2019)을 참고할 수 있다. 

 

 

Fig. 2.12 Representation of a hul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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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3.2절에서 정의한 네 가지 설계변수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 

변형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P의 경우 1−CP 변형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 선체의 횡단면 형상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여 선체의 CP값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Lackenby, 1950). Fig. 2.13과 같이 주어진 선박의 CP 곡선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서의 횡단면의 이동거리인 δxf,a를 식 (2.69)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밑첨자 f와 a는 각각 선체 앞부분과 

뒷부분의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δCPf,Pa는 식 (2.70)으로 표현되는 

각각 선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의 CP값의 변화량이고, LCBmid는 

중앙단면으로부터 부력중심의 길이방향 거리로 CP 변형 시 이 값은 

고정하였으며, hf,a는 식 (2.71)과 같이 중앙단면으로부터 각각 

δCPf,Pa의 중심까지의 거리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원하는 CP 

값으로 선체를 변형시켜 비대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Fig. 2.13 1−CP variation method using a CP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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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P 변형을 위해서는 먼저 Fig. 2.14와 같이 선수 수선 (forward 

perpendicular, F.P.) 위치에서의 단면인 “F.P. section”을 지정한다. 그런 

다음 변형 범위를 선체 가장 앞에서부터 선수부 어깨지점까지로 

설정하여 이 영역을 포함하는 직육면체 상자 (deformation box)를 

설정한다. 그리고 ΔLBP 만큼 F.P. section을 길이방향으로 이동시키고, 

박스 내 나머지 단면들은 F.P. section과 양 끝 단면 사이의 각자의 

상대위치를 유지하도록 이동시켰다. 예를 들어 특정 단면이 F.P. 

section과 가장 앞 단면 사이 중점에 위치한 경우, F.P. section이 

이동한 후에도 이 단면은 중점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LBP 변형을 수행하더라도 선수부 선체의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곡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LBP 변형도 CP 변형과 마찬가지로 

단면을 단순히 길이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변형법이기 때문에 단면 

형상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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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Deformation of LBP variation 

 

다음으로 CWP와 Cflare 변형은 자유형태 변형기법 (Free-Form 

Deformation, FFD)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Sederberg & Parry, 1986). 

이 방법은 변형시킬 3차원 객체를 둘러싸는 격자를 구성한 다음 

격자의 꼭지점 및 모서리에 제어점 (control points)을 분배한 후 

이들을 조정하여 부드러운 변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LBP 변형을 위해 생성한 직육면체 상자를 FFD 방법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상자 위 제어점의 개수는 깊이 방향으로 7개, 

폭 방향으로 3개를 분포하였으며, 길이 방향의 개수는 선체 형상에 

따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FFD 변형법을 Fig. 2.15에 

나타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길이 방향 제어점 개수를 3개로 

줄임). CWP 변형의 경우 흘수와 가장 가까운 높이 및 그 아래에 

위치한 제어점들 중 앞에서 두 번째 제어점을 폭 방향으로 

조정하여 입사파와 맞부딪치는 선체 표면 영역을 중점적으로 

변형시켰다. Cflare 변형의 경우 가장 위에 위치한 제어점들을 폭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앞 쪽에 위치한 제어점을 더 많이 이동시켜 

선체 앞부분에 변형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가장 상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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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앞에 위치한 제어점의 이동거리 (l)의 반폭 대비 퍼센트 비율 

값을 Cflare로 정의하였으며 식 (2.72)와 같이 표현된다. 

 

100
/ 2flare
lC

B
= ×  (2.72) 

 

  

(a) CWP variation                 (b) Cflare variation 

Fig. 2.15 Free-Form Deformation (FFD) method 

 

그리고 선체의 전체 영역이 변형되는 CP 변형과 다르게 LBP, CWP, 

Cflare 변형의 적용 범위를 선체 앞부분에만 적용하여 부가저항 산란 

성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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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해석 및 검증 

본 장에서는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목적함수 값 산정에 

핵심이 되는 파랑 중 내항성능 및 운항성능 해석 기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3.1 대상 선형 

선형 최적화를 수행할 대상 선형은 IMO (2021)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4가지 선종을 선정하였으며 모두 

실적선을 근거로 하여 제공된 모델들로, 각각 S-VLCC (유조선), K-

Supramax (벌크선), S-LNGC (액화가스운반선), H-CNTR 

(컨테이너선)이다. 300k급 S-VLCC는 삼성중공업에서 제공하였으며, 

유명한 공시 선형인 KVLCC2와 주요치수가 유사하며 저속 

비대선이고 구상선수부가 상대적으로 짧고 얇다는 특징이 있다. 

66k급 K-Supramax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제공하였던 선형으로, S-

VLCC와 마찬가지로 저속 비대선이며 대상 선형들 중 가장 

방형계수가 크고 크기는 제일 작다는 특징이 있다. 175k급 S-

LNGC는 삼성중공업에서 제공하였으며, 최근의 가스선 선형 

특징들이 반영되어 구상선수부, 오버행잉 트랜섬 (overhanging 

transom), 트윈 스케그 (twin skeg)등의 복잡한 형상을 가진다. 12,000 

TEU급 H-CNTR는 현대중공업에서 제공하였고, 대상 선형들 중 

방형계수가 가장 작고 설계속도의 프루드 수 (Froude number)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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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각 대상 선형의 선체 형상을 Fig. 3.1에, 

정면도를 Fig. 3.2에 나타냈고, 주요 제원은 Table 3.1에 정리하였다. 

 

 

(a) S-VLCC 

 

(b) K-Supra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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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LNGC 

 

(d) H-CNTR 

Fig. 3.1 Hull shape of target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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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VLCC 

 

(b) K-Supra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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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LNGC 

 

(d) H-CNTR 

Fig. 3.2 Body plan of target ships 

 



67 

Table 3.1 Specifications of target ships 

 S-VLCC K-Supramax S-LNGC H-CNTR 

LBP (m) 323.0 192.0 290.0 315.0 

LWL (m) 329.50 196.00 291.75 315.60 

LOA (m) 332.7 200.0 300.7 327.1 

BWL (m) 60.0 36.0 45.0 48.2 

T (m) 21.0 11.2 11.5 13.0 

∇ (m3) 329,251 65,027 115,578 126,579 

CB 0.809 0.840 0.770 0.641 

VCG (m) 

(from keel) 
17.32 7.100 16.93 23.46 

LCG (m) 

(from A.P.) 
170.8 101.8 142.3 151.6 

kyy (m) 77.1823 48.0 67.6 80.01 

Froude # 
0.137 

(15 kts) 

0.172 

(14.5 kts) 

0.188 

(19.5 kts) 

0.204 

(22 kts) 

 

3.2 선박의 파랑 중 내항성능 해석 

본 절에서는 스트립 이론 기반 파랑 중 선박의 운동응답 해석 

결과와, Maruo의 운동량 보존 법칙과 SNU-Formula의 단파장 영역 

보정법을 결합하여 추정한 부가저항 해석결과를 검토하였다. 이후에 

제시되는 수치해석 결과에 사용한 패널들은 스트립 밀도와 오프셋 

점 밀도에 따른 민감도 해석을 수행한 후 결과의 수렴성을 확인한 

패널 모델들로, Fig. 2.1의 예시와 같이 스트립 개수는 30-4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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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복잡한 선수부에 더 높은 밀도로 분포하였고, 오프셋 점 

개수는 반폭 기준 최대 40개까지 분포하였다. 

 

3.2.1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해석 

 

파랑 중 선박의 운동응답은 적용한 해석 기법으로 추정한 속도 

포텐셜 및 유체동역학적 계수들의 정확도를 검토할 수 있는 

척도이며 그 자체로도 부가저항의 운동에 의한 방사 성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용한 수치해석 기법의 결과 검증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개발된 시간영역 3차원 랜킨패널법 포텐셜 해석 프로그램인 WISH 

(Kim et al., 2011)의 선형 (linear) 운동조건 해석 결과 및 

서울대학교와 SSPA Sweden AB에서 수행한 모형선 실험의 결과와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예인수조 (L×B×D=110 m×8 m×3.5 

m)에서의 실험은 선체의 무게중심에서의 3자유도 운동응답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 및 부가저항을 측정하는 구속모형시험 

(captive test)을 수행하였고, SSPA 사각수조 (L×B×D=88 m×39 m×3.5 

m)에서의 실험은 조타 제어를 통한 자유항주시험 (free-running 

test)으로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을 계측하였다 (Park et al., 2019a).  

대상 선형들의 선수 규칙파 중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응답의 

결과를 Fig. 3.3-Fig. 3.6에 나타냈다. 먼저 S-VLCC의 실험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1/100 축적비의 모형선, SSPA는 1/68 축적비의 

모형선을 사용하였다 (Park et al., 2019a). 본 연구에서 적용한 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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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예측 결과는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 WISH의 

결과보다는 약간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지만 실험 값과 비교하였을 

때는 유사한 결과를 예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K-Supramax의 

실험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1/60 축적비, SSPA는 1/40.42 축적비의 

모형선을 사용하였다 (Lee et al., 2020). 수치해석 및 실험 결과들의 

전체적인 경향은 마찬가지로 저속 비대선인 S-VLCC와 유사하였다. 

S-VLCC와 K-Supramax 선박에서 공통적으로 결과들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우는 종동요의 장파장 영역 (λ/L>1.3) 인데, SSPA 

실험의 경우 충분한 추력을 얻기 위해 서울대학교 실험보다 크기가 

큰 모형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장파장 영역에서의 천수 효과와 

수조 측벽에서의 반사파 등이 실험의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스트립 

이론의 경우 길이방향 3차원 효과를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정상 유동을 균일 유동인 Neumann-Kelvin 근사를 적용한 것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선의 경우 정확도가 약간 감소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파악하였다. S-LNGC의 경우 SSPA에서 실험을 

수행하지 않아 삼성중공업 예인수조 (L×B×D=400 m×14 m×7 m)에서 

수행한 자유항주시험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Kim et al., 2019), 

서울대학교는 1/78 축적비의 모형선, 삼성중공업은 1/40의 축적비의 

모형선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H-CNTR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1/78 축적비의 모형선, SSPA는 1/66.3 축적비의 모형선을 사용하였다 

(Park et al., 2019b). H-CNTR는 수치해석 결과 간에는 일관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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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나 실험 결과와는 상하동요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Fig. 

3.2(d)의 정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CNTR 선형은 대상 선형들 

중 방형계수가 가장 작은 가느다란 선박이기 때문에 흘수 높이에서 

플레어가 가장 누워있어 이에 따른 선체 형상의 비선형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선박이다. 실제로 WISH의 기존 선형 (linear) 해석 

결과보다 복원력 및 Froude-Krylov 힘을 실제 접수면에 대하여 

산정한 약한 비선형 (weakly-nonlinear) 해석 결과가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 상하동요를 작게 예측하여 실험 결과 대비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선형 포텐셜 이론이 

갖는 한계라 파악되며 컨테이너선과 같은 선종의 보다 정확한 

운동응답 예측이 요구되는 경우 비선형성을 고려한 해석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스트립 

이론 및 선형 포텐셜 이론으로 해석한 선박의 파랑 중 운동응답의 

경우, 3차원 효과를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며 선형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4가지 대상 선형에 대하여 모두 

실험결과 대비 합당한 정확도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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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b) Pitch 

Fig. 3.3 Motion responses in waves: S-VLCC, Fn=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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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b) Pitch 

Fig. 3.4 Motion responses in waves: K-Supramax, Fn=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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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b) Pitch 

Fig. 3.5 Motion responses in waves: S-LNGC, Fn=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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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b) Pitch 

Fig. 3.6 Motion responses in waves: H-CNTR, Fn=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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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수 규칙파 중 부가저항의 예측 결과를 마찬가지로 

실험 및 WISH 결과와 비교하여 Fig. 3.7-Fig. 3.10에 나타냈다. 단파장 

영역에 국한하여 본 연구에 적용한 SNU-Formula와 이의 원본 

점근식 (Faltinsen et al., 1980) 및 NMRI 경험식 (Tsujimoto et al., 

2008)과의 비교도 수행하였다. WISH의 경우 선형 (linear) 운동조건을 

유지하였으며 부가저항의 산정은 압력직접적분법을 적용하였고, 

수치해석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포텐셜 2계 미분의 산정을 

생략할 수 있는 물체고정 좌표계를 도입하였다. 먼저 저속 비대선인 

S-VLCC와 K-Supramax의 경우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가 WISH 및 

실험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단파장 영역 보정식의 

경우 수식들 간의 큰 차이는 없었고 단파장 조건에서 실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정확도의 우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두 점근식 (SNU-Formula & Original asymptotic)이 극단파 영역 

(λ/L<0.2)으로 파장이 짧아질수록 부가저항 무차원화 값이 증가하는 

물리적 현상을 타당하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고속 세장선인 S-LNGC와 H-CNTR의 경우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가 WISH보다 전체적으로 부가저항을 더 작게 

예측하였지만 실험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단파장 영역의 

경우 원본 점근식보다 SNU-Formula가 실험 결과에 더 근접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SNU-Formula가 흘수 

위아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인자들을 도입하여 선형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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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wavelength range 

 

(b) Comparison of short-wave formulas 

Fig. 3.7 Added resistance in waves; S-VLCC, Fn=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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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wavelength range 

 

(b) Comparison of short-wave formulas 

Fig. 3.8 Added resistance in waves; K-Supramax, Fn=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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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wavelength range 

 

(b) Comparison of short-wave formulas 

Fig. 3.9 Added resistance in waves; S-LNGC, Fn=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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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wavelength range 

 

(b) Comparison of short-wave formulas 

Fig. 3.10 Added resistance in waves; H-CNTR, Fn=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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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에 본 연구에 적용한 기법과 WISH로 각각 추정한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의 실험 값 대비 오차율을 Park et al. (2019b)의 

방식을 따라 산정하여 정리하였다. 오차율은 식 (3.1)과 같이 

산정하였으며 Xj와 EXPj는 각각 수치해석으로 예측한 값과 실험 

계측 값에 해당하고, REF는 비교가 되는 기준 값을 의미한다. 이 

REF 값은 해당 조건에서의 실험 계측 값인 EXPj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파장 영역에서의 운동응답과 장파장 영역에서의 

부가저항의 절대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오차율이 과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식 (3.2)의 값을 적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 적용한 기법의 운동응답 예측 결과는 5% 

내외의 평균 오차율을 가졌으며 부가저항은 약 8.5%의 평균 

오차율을 가져 높은 정확도로 결과를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SH의 경우 3차원 효과와 선체 주변 정상유동 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어 운동응답의 정확도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약간 높았다. 부가저항의 경우 WISH의 정확도가 본 연구의 스트립 

이론 및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추정한 값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 추가적으로 적용한 단파장 영역 점근식의 

정확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보다 실험 대비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 ) 1

1

Mean of difference % 100

j N

j j
j

X EXP
N

REF

=

=

−
= ×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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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for heave and pitch

for added resistancej

REF
Max EXP
= 


 (3.2) 

 

Table 3.2 Differences of predicted values against the experimental values 

 S-VLCC K-Supramax S-LNGC H-CNTR Average 

Differences in heave motion (%) 

Present 4.60 5.80 5.43 7.93 5.94 

WISH 4.48 3.56 3.01 9.14 5.05 

Differences in pitch motion (%) 

Present 5.65 5.61 2.80 6.16 5.05 

WISH 4.33 2.51 2.08 4.68 3.40 

Differences in added resistance (%) 

Present 11.00 9.23 7.14 6.60 8.49 

WISH 12.07 10.18 8.49 20.60 12.84 

 

3.3 선박의 파랑 중 운항성능 해석 

  본 절에서는 적용한 전 저항 및 요구마력 추정 기법을 바탕으로 

IMO에서 제시한 기상보정계수 추정 절차와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절차를 수행하여 주어진 해상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제시한다. 

 

3.3.1 전 저항 및 기상보정계수 해석 

 

앞선 3.2절에서 주어진 해상상태에서의 파랑 중 부가저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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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저항 전달함수의 검증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저항 성분인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및 정수 중 저항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의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Table 3.3에 정리하였다. S-VLCC는 동일한 선종에 

크기가 유사한 공시선형 KVLCC2의 상부구조물 정보 (Seo, 2016; 

Sung & Ock, 2019)를 이용하여 Fujiwara et al. (2006)의 회귀식으로 

산정하였다. K-Supramax의 경우 풍 하중 계수는 Blendermann (1990-

1991)의 풍동 실험 기반 경험식으로 산정하였고, 전투영면적과 

측투영면적은 Katarzyna (2014)가 제시한 33척 벌크선 기반 주요치수 

이용 추정법 중 각각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S-LNGC의 경우 풍 하중 계수는 ISO (2015)에서 제공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전투영면적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값을 

전달받았고, 측투영면적은 Wnek & Soares (2012)에서 크기가 유사한 

LNG선에 대하여 제공한 값을 이용하였다. H-CNTR의 풍 하중 계수 

또한 ISO (2015)에서 제공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전투영면적과 

측투영면적은 크기가 유사한 8,000 TEU 급 컨테이너선의 정보 (Seok 

& Park, 2020)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선체의 

유체동역학적 특성에 집중한 운항성능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의 상부구조물은 변형시키지 않았으므로,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이와 같이 유사선형 

자료를 참고하여 경험식으로 풍 하중 값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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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Information of target ships for evaluation of wind resistance 

 S-VLCC K-Supramax S-LNGC H-CNTR 

AFW (m2) 

920.0 

(Sung & Ock, 

2019) 

720.0 

(Katarzyna, 

2014) 

1454 1841 

(Seok & Park, 

2020) 

ALW (m2) 

3300 

(Sung & Ock, 

2019) 

2175 

(Katarzyna, 

2014) 

8018 

(Wnek & 

Soares, 

2012) 

8487 

(Seok & Park, 

2020) 

Cwind 

0.8679 

(Seo, 2016; 

Fujiwara et 

al., 2006) 

0.9652 

(Blendermann, 

1990-1991) 

1.02 

(ISO, 2015) 

0.674 

(ISO, 2015) 

 

본 연구에서 정수 중 저항은 2.2.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M 

방법의 경험식으로 산정하였다. 이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SPA에서 수행한 속도 별 정수 중 저항 측정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3.2절에서 설명한 내항성능 및 부가저항 

측정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각수조에서 모형선의 

자유항주시험을 통해 정수 중 저항을 계측하였다. 모형선 계측 값의 

실선으로의 확장은 1978 ITTC 방법 (ITTC, 2017)을 사용하였으며 

형상계수 (form factor)의 추정은 Prohaska 방법을 이용하였다. Fig. 

3.11에 대상 선형 별 정수 중 저항의 비교 결과를 나타냈으며, S-

LNGC의 경우 SSPA에서 실험을 수행하지 않아 삼성중공업 

예인수조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든 선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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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뿐만 아니라 전체 속도 구간에서 H&M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실험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H&M 방법이 

경험식임에도 불구하고 선종 및 선형에 구분 없이 최근의 특징들이 

반영된 실적선에 대해서도 합당한 정확도의 정수 중 저항 예측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S-V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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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Supramax 

 

(c) S-L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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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CNTR 

Fig. 3.11 Comparison of calm water resistance of target ships 

 

다음으로 실제 보퍼트 계급 6의 대표해상상태에서의 

기상보정계수를 추정하여 값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선박의 

요구마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 선형 별 러더와 프로펠러 

정보를 Table 3.4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들을 사용하여 

H&M 방법으로 추력감소계수, 반류계수, 상대회전효율 등의 

추진관련 계수들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모든 프로펠러는 고정피치 

프로펠러라 가정하였다. 그리고 각 선형의 프로펠러 단독시험 

성능을 Fig. 3.12에 나타냈으며, 기상보정계수 추정 절차에 따른 정수 

중 설계속도 (Vref)에서의 프로펠러 전진비와 대표해상상태에서 

저감된 속도 (Vw)에서의 감소된 프로펠러 전진비도 나타냈다. 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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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선인 S-VLCC와 K-Supramax는 프로펠러 효율이 최대인 지점이 

전진비 약 0.6 부근이며 고속 세장선인 S-LNGC와 H-CNTR는 이 

지점이 전진비 약 0.8 부근인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Table 3.4 Rudder and propeller information of target ships 

 S-VLCC K-Supramax S-LNGC H-CNTR 

Srudder (m2) 273.3 41.0 59.11 85.1 

skeg-type single single twin single 

DP (m) 10.0 6.0 7.6 9.6 

(P/D)mean 0.7078 0.703 0.9381 1.038 

AE/AO 0.4431 0.4907 0.58 0.853 

 

 

(a) S-V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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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Supramax 

 

(c) S-L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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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CNTR 

Fig. 3.12 Propeller open water test characteristics of target ships 

 

Table 3.5에 대상 선형 별 추정한 fw 값과 절차와 관련된 값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Fig. 3.13에 설계속도와 저감된 속도에서 각 저항 

성분들의 전 저항에 대한 비율의 변화를 나타냈다. 고속 세장선인 

S-LNGC와 H-CNTR가 저속 비대선인 S-VLCC와 K-Supramax보다 

추정한 fw 값이 컸으며, 이는 Rwave의 Rtotal 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기 때문이다. 즉, 대표해상상태에서 선속이 Vref로 부터 

감소하는 경우 Rcalm과 Rwind의 감소폭이 Rwave의 감소폭 보다 더 큰데, 

S-LNGC와 H-CNTR의 경우 이러한 Rcalm+Rwind의 비중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선속이 덜 감소하더라도 요구마력이 일치 (PB,calm=PB,real)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K-Supramax는 Fig. 3.8(a)와 같이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이 제일 크면서 동시에 선박 길이가 작아 파 

스펙트럼이 부가저항 공진 영역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Rwave의 비율이 

약 30%까지 커져 fw 값이 제일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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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Estimated results of weather factor 

 S-VLCC K-Supramax S-LNGC H-CNTR 

Vref (m/s) 7.712 7.465 10.037 11.318 

Rcalm(Vref) (kN) 1793.2 712.67 1765.2 2094.2 

Rwind(Vref) (kN) 172.84 147.76 366.94 337.70 

Rwave(Vref) (kN) 358.97 340.38 168.67 225.80 

PB,calm(Vref) (MW) 21.064 7.2455 27.450 35.279 

ncalm(Vref) (rpm) 70.82 113.37 104.08 73.97 

Vw (m/s) 6.763 5.505 9.099 10.395 

Rcalm(Vw) (kN) 1395.7 371.08 1355.1 1692.0 

Rwind(Vw) (kN) 154.41 115.90 329.90 304.78 

Rwave(Vw) (kN) 327.98 280.12 158.54 208.36 

fw 0.8769 0.7375 0.9066 0.9185 

 

 

Fig. 3.13 Ratio of each resistance to the tot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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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fw 값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안된 선박의 해상 

조건에서의 속도 저감을 추정할 수 있는 경험식들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Aertssen (1975)는 선박의 길이를 이용한 단순한 

경험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fw 값은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30.94  in Beaufort scale 6w AG

BP

f
L

= −  (3.3) 

 

그리고 실해역 운항 계측 자료를 토대로 Kwon (2008)이 제시한 

경험식이 있다. 이 방법은 Aertssen의 방법보다 선종, 선속, 방형계수, 

배수량 등 보다 많은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fw 값은 식 

(3.4)-(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1  in Beaufort scale 6

100w Kwon U formf C C= −  (3.4) 

2

2

2

2

2

2

2

1.7 1.4 7.4 for 0.55
2.2 2.5 9.7 for 0.60
2.6 3.7 11.6 for 0.65
3.1 5.3 12.4 for 0.70
2.4 10.6 9.5 for 0.75
2.6 13.1 15.1 for 0.80
3.1 18.7 28.0 for 0.85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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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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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3

2/3
form

2/3

3 114,283 / 2.7 for ship in normal cond.

4.2 114,283 / 2.7 for ship in ballast cond.

4.2 114,283 / 22 for containership

C

 + ∇
= + ∇


+ ∇

 (3.6) 

 

추정한 fw 값들을 Fig. 3.14에 IMO (2012)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나타냈다. 대상 선형의 재화중량톤수 값은 계획흘수에 

해당하는 적재 조건으로 산정하였다. S-LNGC의 경우 IMO에서 

LNG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제공하지 않아 제외시켰다. S-

VLCC와 H-CNTR는 fw 추정 기법들 간의 값이 서로 유사하였으며 

모두 IMO 데이터베이스의 회귀곡선 근처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Supramax의 경우 본 연구에서 추정한 fw 값이 

회귀곡선으로부터 떨어져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K-

Supramax의 파랑 중 부가저항 비교결과인 Fig. 3.8(a)와 정수 중 저항 

비교결과인 Fig. 3.11(b)에서 정확도를 확인하였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적용한 유체동역학적 및 저항 성능 추정법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 보이며, H&M 방법의 추진성능 추정 혹은 RTIM 방법의 

요구마력 추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Seo (2016)의 연구에서 동일한 K-Supramax에 대하여 랜킨패널법 

기반 내항-조종 연성 자유항주 시뮬레이션으로 fw를 추정한 결과 

0.783의 보다 유사한 값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fw 값은 전체적으로 합당한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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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VLCC 

 

(b) K-Supra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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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CNTR 

Fig. 3.14 fw data of target ships 

 

3.3.2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본 절에서는 2.2.3절에서 정리한 IMO (2017) 가이드라인 기반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절차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3.3.1절의 기상보정계수 추정 시 설정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위해 만재흘수 (scantling draft) 조건이 아닌 

계획흘수 (design draft)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Level 1 

평가의 경우 주어진 엔진을 이용한 단순한 평가이기 때문에 결과를 

생략하고 Level 2에서 요구하는 저속 조건 요구마력 해석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Fig. 3.15-Fig. 3.18에 대상 선형 별 저속 조건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와 

WISH 및 SSPA 자유항주시험 결과를 함께 나타냈다. S-LNGC는 

SSPA에서 실험을 수행하지 않아 WISH의 결과만 함께 나타냈다. 



95 

상대적으로 비대선인 S-VLCC와 K-Supramax의 경우 2차원 스트립 

이론의 한계로 인하여 상하동요의 공진 영역 부근에서 WISH 및 

실험 값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SSPA 사각수조 실험의 경우 

저속 장파장 조건은 τ가 임계 값인 0.25보다도 작아져 선수 

교란파까지 발생하여 계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저항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세장선인 S-LNGC와 H-CNTR의 

경우도 본 연구의 추정 결과가 WISH 및 SSPA 실험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수치해석 기법이 

저속 조건에서도 합당한 정확도로 파랑 중 부가저항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a) Heav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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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c) Added resistance 

Fig. 3.15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S-VLCC, 

Fn=0.0457 (5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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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motion 

 

(b) Pitch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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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 3.16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K-Supramax, 

Fn=0.0474 (4 knots) 

 

 

(a) Heav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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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Fig. 3.17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S-LNGC, 

Fn=0.0538 (5.58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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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motion 

 

(b) Pitch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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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 3.18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H-CNTR, 

Fn=0.0463 (5 knots) 

 

다음으로 대상 선형 별로 추정한 요구 전진속도를 Table 3.6에 

나타냈다. 측투영면적이 전투영면적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러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S-LNGC의 경우 경로유지 성능이 낮기 

때문에 최소 경로유지 속도, Vck가 최소 운항 속도인 4 knots 보다 커 

요구 전진속도로 선정되었다. 나머지 세 대상 선형은 최소 경로유지 

속도인 4 knots가 요구 전진속도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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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Estimation of forward speed of target ships 

 S-VLCC K-Supramax S-LNGC H-CNTR 

AFW/ALW 0.279 0.331 0.181 0.217 

AR% (%) 2.16 1.02 1.11 1.31 

Vck (knots) −6.61 4.00 5.58 2.94 

V (knots) 4.00 4.00 5.58 4.00 

 

다음으로, 선박 별 엔진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Fig. 3.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엔진 부하 곡선 상에서 프로펠러 설계점 

(propeller design point)을 산정하고 MCR 조건을 추정해야 한다. 

프로펠러 설계점의 운항 조건은 정수 중 설계속도로 전진하는 

경우이며 앞선 Table 3.5에 나타낸 PB,calm(Vref)와 ncalm(Vref)에 해당한다. 

고정피치 프로펠러를 장착한 선박의 경우, 소요마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며 프로펠러 설계점을 지나는 이러한 곡선을 light 

running curve라 한다. 그리고 선박이 실제 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선체와 프로펠러의 오손 (fouling) 및 파도와 바람 등의 해상 

조건으로 인하여 요구마력이 증가함에 따라 왼쪽으로 이동한 light 

running curve를 heavy running curve라 지칭한다. MAN (2011)의 방법에 

의하면 두 곡선간의 엔진 회전수 비율을 light running factor (or 

margin)이라 정의하였으며 식 (3.7)과 같이 표현되고, 보통 5%의 

값을 사용한다. 하지만 오손의 정도가 심화되거나 해상 조건이 

극심해지면 5%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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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Example of engine load diagram for selecting engine 

 

[ ]Light running factor 100 %light heavy

heavy

n n
n
−

= ×  (3.7) 

 

그리고 heavy running 조건에서 증가된 마력의 비율을 sea margin이라 

정의하며 보통 15%의 값을 사용한다. 여기에 더해 필요 시 여분의 

마력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engine margin을 약 10% 부여하고 이를 

통해 최종 MCR 조건의 마력 및 회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대상 선형 별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을 해석한 결과를 

Fig. 3.20에 정리하였다. 모든 대상 선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본 

연구의 H&M 방법으로 추정한 light running curve는 이론적 곡선과 

거의 일치하였지만 황천 시 바람과 파랑을 고려하여 추정한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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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curve는 이론적 곡선 보다 더 왼쪽에 위치해, 주어진 해상 

조건이 5%에 해당하는 light running margin보다 더 극심한 조건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모든 선형이 황천 조건에서 최대 엔진 출력을 

내더라도 각 설계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체의 전진속도가 감소할수록 heavy running curve의 light 

running margin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속도가 

감소하였을 때 정수 중 저항이 부가저항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Fig. 3.13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 바 있고, 이는 

IMO의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평가가 제시된 배경을 뒷받침 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황천 시 저속의 요구 전진속도에서 

추정한 추진점 (adverse propulsion point)은 모두 엔진 부하 곡선 안에 

존재하여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오손 및 환경조건 중 유동속도 (current)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heavy running curve가 더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실제 장착할 엔진의 사양에 따라 부하 곡선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엔진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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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VLCC 

 

(b) K-Supra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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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LNGC 

 

(d) H-CNTR 

Fig. 3.20 Engine load diagram of target ships for simplifie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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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선 선형 최적화 사례 

본 장에서는 3장에서 검증한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2장에서 

서술한 선형 최적화 문제를 각 대상 선형에 적용한 결과를 

살펴본다. 선체 변형에 따른 유체동역학적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여 

각 설계 변수의 변경 범위를 설정하고,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여 

도출된 최적 선형의 형상 및 성능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며, 선종에 

따른 변화 경향을 제시한다. 

 

4.1 선체 변형에 따른 유체동역학적 민감도 해석 

해당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운항성능 관점에서의 네 가지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각 대상 선형의 변형 정도를 파악하여 

변경 범위를 설정한 후, 이에 따른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의 

민감도를 해석하여 선종 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설정한 

설계변수 이외에 여러 선체 변형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선수부 도입각 (Bolbot & Papanikolaou, 2016), 구상선수의 형상이나 

끝의 위치 (Choi, 2015; Wu et al., 2017) 등의 추가적인 선형 인자들의 

변형에 따른 민감도 해석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들의 변형은 

과하게 국소적이라 이로부터 야기되는 기준선 대비 특성의 변화가 

작을 것이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서술할 네 가지 설계변수의 

변형에 의한 유체동역학적 변화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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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S-VLCC (유조선) 

 

첫 번째 대상 선형인 S-VLCC는 방형계수가 0.8보다 큰 

비대선형이기 때문에 선수부 직육면체 상자의 뒤쪽 끝은 17.5번 

스테이션 (0.875LBP=282.625m)까지로 설정하였으며, FFD 변형이 보다 

앞쪽에 집중되도록 길이방향 제어점의 개수는 5개로 설정하였다. 

 

1) CP 변환 

S-VLCC의 CP 변환의 상한과 하한은 Fig. 4.1의 흘수 높이에서의 

선수부 반폭도 (half breadth plan) 비교와 같이 현실적인 변형 정도를 

고려하여 각각 ±0.0033로 설정하였다. 적용한 1−CP 변형법의 원리를 

따라 식 (2.69)에 해당하는 δxf 값만큼 오프셋 점들이 전후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1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CP 

deformation, S-VLCC 

 

Fig. 4.2에 CP 변환에 따른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CP 값이 작아져 선형이 날씬해 질수록 상하동요의 경우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 운동응답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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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동요의 경우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부가저항의 경우 

단파장 영역 및 공진 영역에서 모두 크기가 감소하였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b) Added resistance 

Fig. 4.2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P deformation, S-VLCC, Fn=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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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상 선형 중 길이가 가장 긴 S-VLCC의 경우 보퍼트 계급 

6의 파 스펙트럼이 단파장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용한 

단파장 부가저항 보정식인 SNU-Formula 수식과 관련된 변수들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CP 변형의 경우 단면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식 (2.42)의 단면 면적 계수, αA의 값은 

부가저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CP 변형에 의해 식 

(2.48)의 선수부 도입각, αE와 이와 연관된 정상 파고, ζ0는 변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식 (2.49)의 비대 계수 비율, αB는 S-VLCC 선형이 

흘수 높이에서 측벽이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약 ±0.05%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Fig. 4.3과 같이 수선면 형상의 변화에 따른 

θ의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식 (2.44)의 선체 

벽면을 따라 흐르는 정상 유동 속도인 Vsteady 또한 변화하였다. 

 

 

Fig. 4.3 Distribution of θ according to CP deformation, S-VLCC 

 

무엇보다도, 식 (2.46)의 k1과 k2의 변화가 부가저항 값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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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쳤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면 별 단파장 부가저항 

값인 식 (2.45)를 k1을 포함하는 항인 ΔRn_1, k2를 포함하는 항인 

ΔRn_2과 기타 항들을 ΔRn_0으로 분리하여 식 (4.1)-(4.3)과 같이 

나타내어 이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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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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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에 λ/L=0.34의 단파장 조건에서 CP 변형에 따른 단면 별 

부가저항의 각 성분의 길이방향 분포를 나타냈다. 먼저 ΔRn_1에 

관여하는 k1은 SNU-Formula의 극단파 가정에서 선체를 무한한 

크기의 실린더 (벽)로 보았을 때, 특정 x위치에서 국소적 관점의 

입사파의 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성분은 선체의 수선면 형상에 

의존적이며 ΔRn_1의 분포는 θ의 분포와 유사하다. 즉, CP 값이 

감소하는 변형의 경우, 선체 제일 앞부분에서는 ΔRn_1의 값이 

감소하나 x/L=0.42 뒤쪽으로는 기준선과의 θ 대소 관계가 역전되어 

ΔRn_1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ΔRn_2에 관여하는 

k2는 실린더 (벽)에 수직하게 밖으로 나아가는 교란파의 파수에 

해당한다. ΔRn_1과 비교하여 선수 앞부분에 분포가 더 밀집되어 

있으며, CP 값이 감소하면 전체적으로 ΔRn_2 값이 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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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x/L>0.42의 선수 앞부분에서 k1과 k2의 

변화에 의한 부가저항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단면 부가저항, ΔRn 및 

이의 길이방향 적분 값인 RAW이 감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 ΔRn_0 

.  

(b) ΔR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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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ΔRn_2 

 

(d) ΔRn (total) 

Fig. 4.4 Sectional added resistance in short waves according to CP 

deformation, S-VLCC, λ/L=0.34 

 

2) LBP 변환 

S-VLCC의 LBP 변환의 한계는 짧은 구상선수부 길이로 인하여 

±1.5m로 제한하였으며 Fig. 4.5에 수선면 형상 변화를 나타냈다. CP 

변형과 마찬가지로 단면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후 

방향으로만 이동시키되 선수 수선 (F.P.) 위치가 기준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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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고 나머지 단면들은 점진적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5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S-VLCC 

 

Fig. 4.6에 LBP 변환에 따른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해당 변형의 경우 기준선 대비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기준선의 LBP 값인 L0로 변수들을 무차원화 하였다. 

운동응답의 경우 LBP 값이 증가하면 상하동요의 크기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선면적이 증가하여 선박의 복원성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의 경우 LBP 

값이 증가하면 선형이 상대적으로 날씬해져 CP 값이 감소하는 

변형과 마찬가지로 값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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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b) Added resistance 

Fig. 4.6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S-VLCC, Fn=0.137 

 

이를 Fig. 4.7의 λ/L=0.34의 조건에서 LBP 변형에 따른 단면 별 

단파장 부가저항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였다. S-VLCC의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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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선수부 길이로 인한 LBP 변환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CP 

변환의 상한과 하한에 준하는 수선면 형상 및 비대한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부가저항의 변화도 CP 

변환보다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변화의 경향은 서로 유사하여 LBP가 

증가하면 선수 앞부분에서 마찬가지로 ΔRn_1 과 ΔRn_2 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LBP 변형은 CP 변형과 다르게 구상선수부의 형상도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수 중 저항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Fig. 4.8에 각 변형에 따른 ΔRcalm과 ΔRwave간 

비율의 변화를 나타냈다. 먼저 CP 변형에 따른 Rcalm의 변화율은 

Rwave의 변화율 대비 평균 25.9% 였으며, LBP 변형의 경우 이 값이 

12.1%로 절반 정도였다. 즉, LBP가 증가하면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은 

감소하며, 정수 중 저항 또한 감소하지만 구상선수부가 짧아져 이의 

효과가 저감되었기 때문에 감소비율이 CP 변형에 의한 

감소비율보다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선형 최적화 알고리즘은 2.3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각 설계변수들의 변형에 따른 서로 다른 물리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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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ΔRn_0 

 

(b) ΔRn_1 

 

(c) ΔRn_2 



118 

 

(d) ΔRn (total) 

Fig. 4.7 Sectional added resistance in short waves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S-VLCC, λ/L=0.34 

 

 

Fig. 4.8 Changes in the ratio of Rcalm to Rwave by each deformation, S-V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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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WP 변환 

S-VLCC의 CWP 변환의 한계는 ±0.20%로 제한하였으며 Fig. 4.9, Fig. 

4.10에 각각 수선면 형상과 선수부 정면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CP 

변형과 LBP 변형에 비하여 수선면 형상의 변화는 국소적이며 변형의 

정도가 작았으나, 선수부 정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선체의 곡률이 

과하게 증가하는 비현실적인 변형을 방지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Fig. 4.9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S-VLCC 

 

 

Fig. 4.10 Comparison of body plans of forward part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S-V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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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에 CWP 변환에 따른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CP 변형과 유사하게 CWP가 감소하여 선형이 날씬해 지면 

상하동요 운동응답의 크기는 증가하였으며, 부가저항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선수부 흘수 높이 주변의 국소적 변형에 

해당하는 CWP 변형을 통해 대상 선형의 유체정역학적 특성을 거의 

바꾸지 않으면서 부가저항은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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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11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S-VLCC, Fn=0.137 

 

마찬가지로 λ/L=0.34의 조건에서 CWP 변형에 따른 단면 별 

부가저항의 각 성분의 변화를 Fig. 4.12에 나타냈다. ΔRn_1과 ΔRn_2의 

분포에서 공통적으로 CWP 값이 감소하였을 때, 수선면 형상이 

최대로 변형된 x/L=0.46의 위치를 기준으로 앞쪽에서는 부가저항이 

감소하였고 뒤쪽에서는 부가저항이 증가하였다. 이는 CP 변형에서 

x/L=0.42를 기준으로 기준선 대비 대소관계가 역전된 것과 같은 

이유이며, 앞부분의 감소량이 뒷부분의 증가량보다 절대값이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가저항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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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ΔRn_0 

 

(b) ΔRn_1 

 

(c) ΔRn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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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ΔRn (total) 

Fig. 4.12 Sectional added resistance in short waves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S-VLCC, λ/L=0.34 

 

4) Cflare 변환 

S-VLCC의 Cflare 변환의 한계는 ±50으로 제한하였으며 Fig. 4.13에 

선수부 정면도 형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CfWP 변형과 마찬가지로 

선체의 곡률이 과하게 증가하는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변형 

범위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S-VLCC 선체의 가장 윗부분이 

흘수로부터 높아 건현 (freeboard)이 길었던 까닭에 Cflare 변형을 

적용하더라도 정상 파고를 고려한 상승된 높이 (z=T+ζ0/2)에서 

형상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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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Comparison of body plans of forward part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S-VLCC 

 

Fig. 4.14에 Cflare 변환에 따른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선체의 흘수 아래 잠긴 영역의 형상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응답의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하기 어려웠으며,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은 정상 파고에 의한 상승 높이에서의 약간의 

형상변화로 인하여 값이 미세하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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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b) Added resistance 

Fig. 4.14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S-VLCC, Fn=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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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K-Supramax (벌크선) 

 

두 번째 대상 선형인 K-Supramax는 대상 선형들 중 가장 비대한 

벌크선 선형으로, S-VLCC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상을 가졌으나 S-

VLCC에 비해 구상선수부의 길이가 더 길고 단면적이 더 큰 특징을 

가졌다. 그리고 대상 선형들 중 선체길이가 가장 짧아, 파 

스펙트럼이 보다 장파장 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파장 

영역뿐만 아니라 공진 영역 및 선체 운동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선수부 변형을 위한 직육면체 상자의 뒤쪽 끝은 

17번 스테이션 (0.85LBP=163.2m)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길이방향 

제어점의 개수는 S-VLCC와 마찬가지로 5개로 설정하여 FFD 변형이 

보다 앞쪽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1) CP 변환 

K-Supramax의 CP 변환의 한계는 ±0.002로 설정하였으며 Fig. 

4.15에 이에 따른 수선면 형상 변화를 나타냈다. S-VLCC와 비교하여 

선수부가 더 비대하고 뭉툭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의 변형 

범위를 설정하였을 때의 CP 변환 범위가 더 좁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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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CP 

deformation, K-Supramax 

 

Fig. 4.16에 CP 변환에 따른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변화 경향은 S-VLCC와 일치하여 선형이 날씬해 

질수록 상하동요의 크기는 증가하고 부가저항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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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16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P deformation, K-Supramax, Fn=0.172 

 

2) LBP 변환 

K-Supramax의 LBP 변환의 한계는 1.25%에 해당하는 ±2.40m로 

설정하였으며 Fig. 4.17에 수선면 형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Fig. 4.17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K-Supra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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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에 LBP 변환에 의한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선체 길이 대비 구상선수부의 길이가 K-Supramax가 S-

VLCC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LBP 변환 범위를 더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 경향은 서로 

유사하였지만 값의 변화폭은 K-Supramax가 더 컸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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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18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K-Supramax, Fn=0.172 

 

특히 상하동요의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 변화폭이 

두드러졌다. 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식 (2.22)의 운동방정식의 

각 항들의 값의 변화를 Fig. 4.19에 나타냈다. 먼저 운동방정식의 

우변인 파랑 기진력의 경우, 상하방향 기진력은 파장비 0.8-1.6의 

영역에서 기준선 대비 변화가 관찰되었고, 종방향 기진모멘트는 

파장비 1.2 이상의 장파장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운동방정식의 좌변의 경우 질량 및 부가질량 성분인 −ωe2(M+A)는 

LBP가 감소함에 따라 선체의 잠긴 부피가 감소하여 이들의 절대값 

또한 미세하게 감소하였고, 감쇠계수 성분인 ωeB는 유의미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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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았다. 복원계수, C는 LBP가 감소함에 따라 수선면적이 

감소하여 대각성분 (33, 55)은 값이 감소하였고, 비대각성분 (35, 

53)은 선체 앞부분의 수선면적만 감소하였기 때문에 해당 값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따라서 운동방정식을 이루는 여러 성분들의 

이러한 서로 다른 변화 경향이 상호작용하여 Fig. 4.18(a)의 운동응답 

변화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a) Change in the value of right-hand side terms (left: heave excitation force, 

right: pitch excitation moment) 

 

(b) Change in the value of left-hand side terms (33, 35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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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hange in the value of left-hand side terms (53, 55 components) 

Fig. 4.19 Change in the value of each term in the equation of motion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K-Supramax 

 

이 중 특히 복원계수의 변화가 운동응답의 뚜렷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Fig. 4.20에 LBP 변형을 수행한 후 복원계수만 기준선의 

값을 다시 적용하였을 때 추정한 운동응답 결과를 나타냈으며 Fig. 

4.18(a)와 비교하였을 때 기준선 대비 상하동요 운동응답의 변화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LBP 변환에 의해 바뀐 수선면 

형상이 선체의 복원성능을 변경시켰으며 이것이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 운동응답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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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ave motion                 (b) Pitch motion 

Fig. 4.20 Changes in motion responses with replacement of restoring 

coefficients, K-Supramax, Fn=0.172 

 

그리고 Fig. 4.18(b)의 부가저항 변화에서 눈여겨 볼 점은 CP 

변환과는 다르게 파장비 약 0.95를 기준으로 부가저항의 변화 

경향이 역전되어 공진 영역 주변에서는 LBP 값이 증가하면 

부가저항도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해당 파장비 영역은 Maruo의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산정한 부가저항이 지배적인 영역이므로, 

λ/L=1.2 조건에서 식 (2.41)의 피적분항의 일부인 코친 함수 (식 

(2.39))의 제곱 값의 변화를 Fig. 4.21에 나타냈다. 코친 함수는 

선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 선박에 의해 교란된 파의 진폭에 

비례하는 값이고, κ는 교란파의 파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식 (2.37)에 

해당하는 네 가지 기준 파수를 함께 나타냈으며, κ<ka와 κ>kd에 

해당하는 파계는 선체에 전진에 의해 발생한 켈빈파 (Kelvin wave)가 

주파수 운동에 의해 변형된 파계이고, kb<κ<kc에 해당하는 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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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선체의 주파수 운동에 의해 발생한 파 (ring wave)가 선체의 

전진에 의해 변형된 파계이다 (Faltinsen, 2006). 이 중 kb<κ<kc의 ring 

wave 파계 영역에서 코친 함수의 분포가 지배적이며, LBP가 

증가하면 코친 함수의 값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21 Distribution of Kochin function with respect to wavenumber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K-Supramax, Fn=0.172, λ/L=1.2, τ=0.55 

 

추가적으로 κ/(L0/2)=2.8에서 선체의 단면 별 코친 함수의 분포를 Fig. 

4.22에 나타냈다. LBP가 증가한 경우 x/L>0.2의 선수부 영역에서 코친 

함수의 뚜렷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의 단면들 

에서의 변화된 속도 포텐셜 분포와 운동응답 크기가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였다고 보여진다. 

 



135 

 

Fig. 4.22 Sectional distribution of Kochin function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K-Supramax, Fn=0.172, λ/L=1.2, κ/(L0/2)=2.8 

 

그리고 LBP 변형에 의한 공진 영역 부가저항의 변화폭은 대상 

선형들 중 K-Supramax가 가장 컸다는 특징이 있었다. LBP 변형의 

경우 횡단면들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되어 성분 별 속도 포텐셜의 

각 횡단면에서의 분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최종 산정된 

운동응답의 변화가 주로 식 (2.39)에 해당하는 코친 함수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VLCC의 경우 LBP 변형 적용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K-Supramax와 형상이 유사한 저속 

비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응답 변화폭이 작아 공진 영역 

부가저항의 변화도 작았다. 그리고 이후에 서술할 S-LNGC와 H-

CNTR의 LBP 변형 범위는 ±1.50%를 적용하여 K-Supramax의 변형 

범위인 ±1.25%보다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장선이라 

수선면적의 변화율은 작았기 때문에 최종 산정된 운동응답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결국 공진 영역 부가저항의 변화폭 

또한 작았다. 

 

 



136 

3) CWP 변환 

K-Supramax의 CWP 변환의 한계는 S-VLCC와 동일한 ±0.20%로 

설정하였으며 수선면 형상과 선수부 정면도의 변화를 각각 Fig. 4.23, 

Fig. 4.24에 나타냈다. 또한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Fig. 4.25에 나타냈으며, 변화 경향은 S-VLCC와 유사하였다. 

 

 

Fig. 4.23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K-Supramax 

 

 

Fig. 4.24 Comparison of body plans of forward part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K-Supra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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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b) Added resistance 

Fig. 4.25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K-Supramax, Fn=0.172 

 

4) Cflare 변환 

K-Supramax의 Cflare 변환의 한계는 ±33으로 설정하였으며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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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에 선수부 정면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여기서 Cflare 변환에 의한 

보다 뚜렷한 부가저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체의 건현을 

다소 줄여 정상 파고에 의해 상승한 흘수 (z=T+ζ0/2)에서 수선면 

형상의 유의미한 변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Fig. 4.26 Comparison of body plans of forward part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K-Supramax 

 

Fig. 4.27에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선체의 정면도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흘수 아래 단면의 

형상은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응답 또한 기준선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부가저항의 경우 직전 CWP 

변형에 의한 부가저항의 변화와 비슷한 정도의 변화폭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Cflare 변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 4.28에 흘수 높이 및 정상 파고에 의해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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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서의 수선면 형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SNU-Formula에서는 이 

두 높이에서의 비대 계수 (Bf, 식 (2.47)) 간의 비율인 식 (2.49)의 

αB가 최종 부가저항 값에 곱해지는 형태로 흘수 위 형상이 반영되며, 

Fig. 4.29에 나타낸 αB의 변화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Cflare 값이 

감소하면 상승한 높이에서의 수선면이 상대적으로 더 날씬해져 αB가 

감소하고, 이것이 부가저항을 감소시킨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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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27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K-Supramax, Fn=0.172 

 

 

(a) At draf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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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elevated level 

Fig. 4.28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K-Supramax 

 

 

Fig. 4.29 Change of αB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K-Supramax 

 

4.1.3 S-LNGC (액화가스운반선) 

 

세 번째 대상 선형인 S-LNGC는 앞서 살펴본 S-VLCC와 K-

Supramax에 비해 선체가 날씬하며 설계속도가 더 빠른, 상대적으로 

고속 세장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S-LNGC의 선수부 어깨가 

상대적으로 더 뒤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선수부 변형을 위한 

직육면체 상자의 뒤쪽 끝은 16번 스테이션 (0.8LBP=232m)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길이방향 제어점의 개수는 이전 대상 선형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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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적은 4개로 설정하여 변형 적용 범위를 보다 뒤쪽으로 

확장시켰다. 

 

1) CP 변환 

S-LNGC의 CP 변환의 한계는 ±0.010로 설정하였으며 Fig. 4.30에 

수선면 형상 변화를 나타냈다. S-VLCC와 K-Supramax와 비교하여 

선수부 도입각이 작고 어깨가 뒤쪽에 위치한 까닭에 CP 변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었다. 

 

 

Fig. 4.30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CP 

deformation, S-LNGC 

 

Fig. 4.31에 CP 변환에 따른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변화 경향은 이전 대상 선형들과 일치하여 

선형이 날씬해 질수록 상하동요는 증가하고 종동요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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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b) Added resistance 

Fig. 4.31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P deformation, S-LNGC, Fn=0.188 

 

2) LBP 변환 

S-LNGC의 LBP 변환의 한계는 1.50%에 해당하는 ±4.35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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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으며 Fig. 4.32에 수선면 형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저속 

비대선들 보다 구상선수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LBP 변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할 수 있었다. 

 

 

Fig. 4.32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S-LNGC 

 

Fig. 4.33에 LBP 변환에 의한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전 대상 선형들과 마찬가지로 LBP가 증가하면 공진 및 

장파장 영역에서 상하동요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부가저항의 경우 

단파장 영역은 감소하지만 공진 영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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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33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S-LNGC, Fn=0.188 

 

3) CWP 변환 

S-LNGC의 CWP 변환의 한계는 ±0.24%로 이전 대상 선형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Fig. 4.34, Fig. 4.35에 각각 수선면과 

선수부 정면도의 변형된 정도를 나타냈다.  

 

 

Fig. 4.34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S-L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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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Comparison of body plans of forward part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S-LNGC 

 

Fig. 4.36에 CWP 변환에 의한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눈여겨볼 점은 S-LNGC의 운동응답은 이전 대상 

선형들과 동일한 경향 및 유사한 변화율로 변하였지만, 단파장 

영역의 부가저항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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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36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S-LNGC, Fn=0.188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4.1.1절의 S-VLCC의 단면 별 단파장 

부가저항 분포를 나타낸 Fig. 4.12와 유사하게, S-LNGC의 λ/L=0.38 

조건에서 CWP 변형에 따른 단면 별 단파장 부가저항의 변화를 Fig. 

4.37에 나타냈다. S-VLCC의 ΔRn_1과 ΔRn_2의 길이방향 분포가 선수 

앞부분으로 갈수록 값이 계속해서 증가하였던 것과 달리, S-LNGC의 

분포는 수선면 형상의 변곡점 위치에 해당하는 x/L=0.42 주변에서 

최대값을 가지며 변곡점의 앞 영역에서는 값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S-VLCC는 기준선 대비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x/L=0.46 위치를 기준으로 CWP 값이 감소하였을 때 ΔR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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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의 감소량이 뒷부분의 증가량보다 절대값이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가저항이 감소하였지만, S-LNGC는 해당 기준점인 

x/L=0.395를 기준으로 ΔRn의 앞부분의 감소량과 뒷부분의 증가량이 

비슷하여 부가저항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 ΔRn_0 

 

(b) ΔR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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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ΔRn_2 

 

(d) ΔRn 

Fig. 4.37 Sectional added resistance in short waves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S-LNGC, λ/L=0.38 

 

4) Cflare 변환 

S-LNGC의 Cflare 변환의 한계는 ±125로 설정하였으며 Fig. 4.38에 

선수부 정면도 형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다른 대상 선형들과 유사한 

정도의 플레어 형상 변형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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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Comparison of body plans of forward part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S-LNGC 

 

Fig. 4.39에 Cflare 변형에 의한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선체 

변형의 정도는 K-Supramax와 유사하였음에도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의 변화율은 비교적 작았다. 눈여겨볼 점은 기타 선형들의 

각 설계변수 변형에 의한 물리적 특성들의 변화는 보통 선형적 

(linearly)으로 변화하였던 반면에, S-LNGC 선형의 Cflare 변형에 의한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의 변화는 비선형성 (nonlinearity)이 두드러진 

점이다. 이는 Fig. 4.40에 나타낸 αB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 

범위 내에서 αB가 극소값을 가진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후에 선형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에서 ΔCflare 값이 설정한 

변환 범위 내에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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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Change of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S-LNGC, Fn=0.188 

 

 

Fig. 4.40 Change of αB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S-LNGC 

 

4.1.4 H-CNTR (컨테이너선) 

 

마지막 네 번째 대상 선형인 H-CNTR는 선체의 방형계수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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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면서 설계속도가 가장 빠른 컨테이너 선박이다. 선수부 변형을 

위한 직육면체 상자의 뒤쪽 끝은 대상 선형들 중 가장 뒤쪽인 14번 

스테이션 (0.7LBP=220.5m)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길이방향 제어점의 

개수는 S-LNGC와 마찬가지로 4개로 설정하였다.  

 

1) CP 변환 

H-CNTR의 CP 변환의 한계는 S-LNGC와 동일하게 ±0.010로 

설정하였으며 Fig. 4.41에 수선면 형상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Fig. 4.42에 나타냈으며 전체적인 

변화 경향은 나머지 대상 선형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Fig. 4.41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CP 

deformation, H-C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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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b) Added resistance 

Fig. 4.42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P deformation, H-CNTR, Fn=0.204 

 

2) LBP 변환 

H-CNTR의 LBP 변환의 한계는 S-LNGC와 동일하게 1.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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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4.725m로 설정하였으며 Fig. 4.43에 수선면 형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Fig. 4.44에 

나타냈으며 전체적인 변화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머지 대상 

선형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Fig. 4.43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H-CNTR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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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44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LBP deformation, H-CNTR, Fn=0.204 

 

3) CWP 변환 

H-CNTR의 CWP 변환의 한계는 ±0.63%로 설정하였다. 대상 선형 

중 선수부 어깨가 제일 뒤쪽에 위치해 변형의 적용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CWP 변환의 범위를 제일 크게 설정할 수 있었다. Fig. 4.45와 

Fig. 4.46에 각각 수선면과 선수부 정면도의 변형을 나타냈으며 Fig. 

4.47에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H-CNTR의 

경우 네 가지 설계변수 중 해당 CWP 변환이 제일 효과적으로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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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5 Comparison of half breadth plans at draft level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H-CNTR 

 

 

Fig. 4.46 Comparison of body plans of forward part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H-C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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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b) Added resistance 

Fig. 4.47 Change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WP deformation, H-CNTR, Fn=0.204 

 

4) Cflare 변환 

H-CNTR의 Cflare 변환의 한계는 ±75로 설정하였으며 Fig. 4.4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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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부 정면도 형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H-CNTR은 대상 선형들 중 

플레어가 가장 바깥쪽으로 누워있는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Fig. 

4.49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준선의 αB 값이 가장 컸으며 Cflare 

변형에 의한 αB의 변화폭도 가장 컸다. 

 

 

Fig. 4.48 Comparison of body plans of forward part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H-CNTR 

 

 

Fig. 4.49 Change of αB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H-C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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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0에 파랑 중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Cflare 값이 

감소할수록 αB 값이 감소하였던 경향을 따라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50 Change of added resistance in waves according to Cflare deformation, 

H-CNTR, Fn=0.204 

 

4.1.5 민감도 해석 결과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각 대상 선형 별 네 가지 설계변수의 변환 

범위를 Table 4.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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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Limits of variation for each design variable 

 x1=ΔCP x2=ΔLBP x3=ΔCWP x4=ΔCflare 

S-VLCC ±0.0033 
±1.500 m 

(±0.464%) 
±0.20% ±50 

K-Supramax ±0.0020 
±2.400 m 

(±1.25%) 
±0.20% ±33 

S-LNGC ±0.0100 
±4.350 m 

(±1.50%) 
±0.24% ±125 

H-CNTR ±0.0100 
±4.725 m 

(±1.50%) 
±0.64% ±75 

 

그리고 대상 선형 별 각 설계변수의 변형에 의한 운항성능 관련 

변수들의 정량적 변화를 Table 4.2에 정리하였다. 이 중, 각 대상 

선형 별로 특성 값의 변화율이 가장 큰 설계변수 변형을 굵은 

글씨체로 강조하였다. 먼저 공진 주파수에서 상하동요 운동응답 

크기의 경우, 구상선수부의 길이가 짧아 변경 범위에 제한이 

심하였던 S-VLCC를 제외하고 모두 LBP 변형이 가장 상하동요를 

크게 변화시켰다. 모든 대상 선형에 대하여 국소 변형에 해당하는 

CWP와 Cflare 변형에 의한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흘수 

위 형상을 중점적으로 변형시킨 Cflare 변환은 상하동요의 변경 

범위가 가장 좁았다. 다음으로 정수 중 저항의 경우 모든 대상 

선형에 대하여 CP 변형에 의하여 값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 LBP 

변형의 경우 구상선수부의 길이 또한 변형시키기 때문에 정수 중 

저항과 보다 밀접히 연관된 설계변수이며 구상선수부 형상, 선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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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각, 접수면적 등 여러 요소들의 변화가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CP 변형보다는 변화율이 낮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 적용한 해석 기법인 H&M 방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험식 형태이기 때문에, 선체의 국소 변형에 따른 해당 방법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CWP 변형을 적용할 수 있었던 H-CNTR는 해당 변형이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으며 나머지 대상 선형들은 전 

범위적 변형에 해당하는 CP 변형이 파랑 중 부가저항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다. 하지만 S-VLCC의 Cflare 변형과 S-LNGC의 CWP 및 Cflare 

변형을 제외하고는 4 가지 설계변수의 변형 간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변화율이 산정되었다. 다음으로 전 저항의 경우, 정수 중 

저항 및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의 변화가 합쳐진 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P 변형이 값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기상보정계수의 경우, 또한 전체적으로 CP 변형이 해당 

값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으며 예외적으로 H-CNTR는 파랑 중 

부가저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WP 변형이 값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다.  

 

Table 4.2 Range of changes in properties related to operational performance 

according to variation of each design variable 

 x1=ΔCP x2=ΔLBP x3=ΔCWP x4=ΔCflare 

Change of magnitude of heave motion at resonance frequ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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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LCC, K-Supramax: λ/L=1.4; S-LNGC, H-CNTR: λ/L=1.2) 

S-VLCC (−3.89, +3.35) (−2.98, +2.94) (−2.05, +2.12) (−0.20, +0.20) 

K-Supramax (−5.77, +5.09) (−8.42, +7.92) (−2.05, +2.14) (−0.97, +1.01) 

S-LNGC (−5.52, +5.30) (−10.03, +10.11) (−2.73, +2.87) (−1.46, +1.50) 

H-CNTR (−5.67, +5.27) (−8.90, +8.95) (−4.60, +5.05) (−0.70, +0.87) 

Change of Rcalm (%) 

S-VLCC (−0.462, +0.484) (−0.082, +0.087) (−0.373, +0.381) (−0.177, -0.066) 

K-Supramax (−1.013, +1.254) (−0.889, +1.064) (−0.640, +0.664) (−0.156, +0.159) 

S-LNGC (−2.754, +3.047) (−1.559, +1.815) (−0.339, +0.352) (−0.125, +0.129) 

H-CNTR (−2.938, +3.256) (−0.797, +0.903) (−0.494, +0.522) (−0.072, +0.069) 

Change of Rwave (%) 

S-VLCC (−8.51, +9.71) (−3.37, +3.54) (−4.94, +5.67) (−0.82, +0.63) 

K-Supramax (−6.37, +10.04) (−4.63, +5.04) (−3.21, +3.83) (−3.29, +3.57) 

S-LNGC (−8.11, +9.76) (−7.84, +9.37) (−1.65, +1.24) (−0.44, +2.94) 

H-CNTR (−5.92, +6.69) (−4.13, +4.48) (−10.28, +10.49) (−3.10, +3.32) 

Change of Rtotal (%) 

S-VLCC (−1.68, +1.88) (−0.59, +0.62) (−1.05, +1.17) (−0.26, +0.05) 

K-Supramax (−2.40, +3.58) (−1.84, +2.06) (−1.29, +1.48) (−1.02, +1.11) 

S-LNGC (−2.70, +3.05) (−1.77, +2.08) (−0.38, +0.36) (−0.12, +0.31) 

H-CNTR (−2.82, +3.13) (−0.98, +1.09) (−1.26, +1.30) (−0.32, +0.34) 

Change of fw×100 

S-VLCC (−0.684, +0.607) (−0.264, +0.252) (−0.404, +0.350) (−0.052, +0.040) 

K-Supramax (−1.157, +0.601) (−0.383, +0.397) (−0.573, +0.486) (−0.446, +0.418) 

S-LNGC (−0.127, +0.110) (−0.040, +0.029) (−0.010, +0.012) (−0.064, +0.006) 

H-CNTR (−0.101, +0.109) (−0.004, +0.011) (−0.320, +0.296) (−0.100, +0.087) 

 



163 

여기서 전 저항과 기상보정계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선정한 

운항효율 관점에서의 두 최적화 목적함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적 

공간 (objective space)에서 각 설계변수의 변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의 분포를 Fig. 4.51에 나타냈다. 각 목적함수 값은 

기준선의 해당 값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각 분포의 모든 끝에 

위치한 점은 변형 범위의 상한 또는 하한에 해당하는 결과이며, 

Table 4.2에 정리한 최대 변화율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변형의 경우 

두 목적함수가 선형 (linear)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이며 

예외적으로 S-VLCC와 S-LNGC의 Cflare 변형은 비선형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대부분의 변형에 대하여 전 

저항이 감소하면 기상보정계수는 증가하는 (즉, 1−fw는 감소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S-LNGC와 H-CNTR의 경우 공통적으로 

CP와 LBP 변형에서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a) S-V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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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Supramax 

 

(c) S-L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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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CNTR 

Fig. 4.51 Distribution of objective functions in the objective space according 

to deformation of each design variable 

 

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VLCC와 H-CNTR 선형에 대하여 전 

저항이 저감되는 CP 감소 변형을 동일하게 수행하였을 때, 정수 중 

저항과 파랑 중 부가저항의 전 저항 대비 비율의 변화를 Table 4.3에 

나타냈다. 선형의 CP가 감소하였을 때 H-CNTR은 S-VLCC보다 

상대적으로 정수 중 저항의 감소폭이 더 크고 파랑 중 부가저항의 

감소폭은 더 작았다. 따라서 정수 중 저항의 전 저항 대비 비율은 

S-VLCC의 경우 증가하였지만 H-CNTR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전 Fig. 3.13에 나타냈듯이 모든 대상 선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선체의 전진속도가 감소하면 정수 중 저항이 파랑 중 

부가저항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었다. 따라서 

CP가 감소하였을 때, 속도 저감에 따른 저항 감소의 제일 큰 역할을 

담당하는 정수 중 저항의 비율이 S-VLCC의 경우 증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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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 속도는 기준선의 최종 속도보다 덜 

감소하여 기상보정계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H-CNTR의 

경우 이러한 정수 중 저항의 비율이 반대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최종 속도는 기준선보다 더 감소하게 되어 기상보정계수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종 별 및 설계변수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목적함수의 분포가 실제 최적화 알고리즘 절차상에서 

목적 공간 상의 개체들의 분포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출된 최적해 (optimum solution)의 변화된 성능을 파악함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Table 4.3 Changes in the ratio of each resistance component according to CP 

deformation of S-VLCC and H-CNTR 

S-VLCC 

 
ΔCP=0 

(original hull) 
ΔCP=−0.0033 Rate of change 

Rcalm/Rtotal (%) 77.07 78.03 +0.96 

Rwave/Rtotal (%) 15.51 14.43 −1.08 

H-CNTR 

 
ΔCP=0 

(original hull) 
ΔCP=−0.0100 Rate of change 

Rcalm/Rtotal (%) 78.84 78.74 −0.10 

Rwave/Rtotal (%) 8.452 8.182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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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항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 결과 

본 절에서는 2.3절에서 설정한 운항효율 관점 선형 최적화 문제 

및 알고리즘과 4.1절에서 설정한 대상 선형 별 설계변수의 변형 

범위를 결합하여 NSGA-II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고, 

도출된 최적 선형의 운항성능을 기준선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성립한 운항성능 관점에서의 선형 

최적화 문제를 Table 4.4에 정리하였다. 목적함수의 경우, 두 값 모두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이 전개되도록 두 번째 

목적함수인 속도 저감 정도를 1−fw로 정의하였다. 각 설계변수의 

값은 기준선형 대비 변화량으로 정의하였으며, 변화 범위는 4.1절의 

유체동역학적 민감도 해석을 수행에서 적용한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선체의 비현실적인 과도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제한조건을 설정하였다. 모든 변형된 개체에 대하여 

선미 수선 (after perpendicular, A.P.)에서부터 길이방향 부력중심 

(longitudinal center of buoyancy, LCB)까지의 거리와 선체 배수량을 

수치 적분을 통해 산정하여 기준선형 대비 변화율을 각각 1%와 0.5%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전장은 변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실용적인 

선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적화 계산을 수행한 PC의 

CPU는 Intel(R) Core(TM) i5-9400F CPU (2.90 GHz)이며 8 GB RAM을 

장착하였다. 아래 서술할 대상선형 별 설정한 세대 수와 개체 수에 

대하여 평균 약 40시간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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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Summary of established hull form optimization problem 

Elements Items 

Objective 

functions 

Total resistance minimize f1(x)=Rtotal(x) 

Weather factor minimize f2(x)=1−fw(x) 

Design 

variables 

Prismatic 

coefficient 
x1=ΔC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x2=ΔLBP 

Waterplane 

area coefficient 
x3=ΔCWP 

Flare angle 

coefficient 
x4=ΔCflare 

Ranges of 

variables 

 S-VLCC K-Supra S-LNGC H-CNTR 

x1=ΔCP ±0.0033 ±0.0020 ±0.0100 ±0.0100 

x2=ΔLBP ±1.50 m ±2.40 m ±4.35 m 
±4.725 

m 

x3=ΔCWP ±0.20% ±0.20% ±0.24% ±0.64% 

x4=ΔCflare ±50 ±33  ±125 ±75 

Constraints 

LCB from A.P. ±1.0% 

Displacement ±0.5% 

LOA fixed 

Computation 

information 

CPU Intel i5-9400F (6 cores, 2.90 GHz) 

RAM 8 GB 

Calculation 

time 
Average 4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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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S-VLCC 
 

첫 번째 대상 선형인 S-VLCC의 경우 유전 알고리즘을 위한 개체 

수는 100개로 설정하였으며, 세대 수는 80세대까지 진행하였고 Fig. 

4.52에 두 목적함수의 세대 발전에 따른 전체 개체들의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의 변화를 나타냈다. 약 20번째 세대 이후 최소값과 

평균값은 특정 값으로 수렴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대값의 경우 

꾸준한 돌연변이의 생성으로 인하여 특정 값으로 수렴하지는 

않았지만 최대값 자체의 평균은 세대가 거듭되어도 일정하다고 

보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대 수로 충분히 수렴된 

해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 Total resistance, R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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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fw 

Fig. 4.52 Generational change of the objective functions, S-VLCC 

 

목적 공간 상에서 최적해 (optimum solution)의 선정 기준을 Fig. 

4.53에 나타내었다. 각 개체의 목적함수 값은 기준선의 해당 값으로 

무차원화 하였기 때문에 기준선은 (1,1)에 위치하며, 충분한 세대 

수의 유전 알고리즘을 진행한 후에 생성된 파레토 프론트 곡선상의 

모든 개체들은 최적해 집단을 이룬다. 이 해들 상호간의 우월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원점인 (0,0) 

으로부터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 distance)가 가장 짧은 개체를 

최적해라 정의하였다. Fig. 4.54에 S-VLCC를 대상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목적 공간 상에서 첫 번째 세대와 마지막 

세대의 개체들의 분포를 나타냈다. 첫 번째 세대의 개체들은 

기준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마지막 

세대에서는 개체들이 왼쪽 아래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두 

목적함수가 모두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적 공간 상에서의 

민감도 해석 결과인 Fig. 4.51(a)에서 확인하였듯이 4 가지 설계변수 

변형에 따른 두 목적함수의 변화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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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도 서로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세대의 분포는 

마치 특정 직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띄었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되어 마지막 세대의 개체들이 복합적으로 변형되었더라도, 첫 

번째 세대가 이루는 직선으로부터 거의 벗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각 설계변수의 변형 범위를 실용성을 

고려하여 작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설계변수간의 관계가 상당히 

독립적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전 민감도 해석 

결과에서 설명하였듯이 S-VLCC 선형에 대하여 두 목적함수가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보여준 설계변수 변형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파레토 프론트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4.53 Definition of an optimum solution in the objectiv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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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4 Distribution of individuals in the objective space, S-VLCC 

 

선정된 최적 선형의 최적화 수행 결과를 기준선과 비교하여 Table 

4.5에 정리하였다. 최적 선형의 설계변수 값은 CP, CWP, Cflare의 경우 

하한 값이 도출되었고 LBP는 상한 값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각 

설계변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 민감도 해석 결과의 경향과 

일치하였다. 즉 4개의 설계변수를 동시에 변형시키더라도 서로의 

간섭으로 인하여 목적함수 변화의 경향이 유의미하게 변하지는 

않았음을 나타냈다. 해당 설계변수 조합에 해당하는 최적 선형의 

형상을 Fig. 4.55에 나타냈다. 선체의 앞쪽 형상은 보다 가늘어 

졌으며 구상선수부의 길이는 3.2 m에서 1.7 m로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 도출된 최적 선형은 2.3.2절에서 언급하였던 LEADGE-

bow 형태와 유사하게 변형되었다. Lee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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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수조 실험을 통해 S-VLCC와 동일한 선종이면서 형상이 유사한 

KVLCC2에 대해, LEADGE-bow 형태로 변형된 선형이 기준선 대비 

선수부 교란파의 크기를 줄여 전체 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이 

저감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Fig. 4.56에 S-VLCC 기준선과 최적선의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을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단파장 영역 및 공진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부가저항이 저감되어 Lee et al. (2017)의 실험결과와 

경향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출된 최적 선형은 

LCB는 1% 이내 변경, 배수량은 0.5% 이내 변경, LOA는 고정 등의 

모든 제약조건을 만족시켜 기준선으로부터 유체정역학적 특성이 

거의 바뀌지 않은 현실적인 변형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함수인 전 저항은 약 3.58% 저감되었으며, 두 번째 

목적함수인 기상보정계수의 경우 0.0125만큼 증가하여 1−fw 값은 약 

10.15% 저감되었다. 더 나아가 전 저항을 성분 별로 비교해보면 

정수 중 저항은 약 1.15% 저감된 반면에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은 

약 17.4%까지 감소하였으며 절대값 자체도 세 배 가량 더 우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온 정수 중 

저항만을 감소시키는 선형 최적화의 결과가 실제 해상조건까지 

고려한 선형 최적화의 결과와 경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의 EEDI 관련 규제에 맞춰 선박의 속도 저감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최종적으로 대표해상상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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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마력은 약 4.61% 감소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Table 4.5 Results of hull form optimization, S-VLCC 

Items Original Optimum Difference 

Design 

variables 

x1=ΔCP 0 −0.0033 −0.0033 
x2=ΔLBP (m) 0 +1.5 +1.5 
x3=ΔCWP (%) 0 −0.2 −0.2 

x4=ΔCflare 0 −50 −50 

Constraints 

LCB from A.P. (m) 170.97 170.01 −0.562% 
Displacement (m3) 328583 327707 −0.267% 

LOA (m) 332.7 332.7 - 

Objective 

functions 

F1=Rtotal (kN) 2325.0 2241.8 −83.2 
(−3.58%) 

F2=1−fw 0.1232 0.1107 −0.0125 
(−10.15%) 

Others 

Rcalm (kN) 1793.2 1772.6 −20.6 
(−1.15%) 

Rwave (kN) 358.97 296.37 −62.6 
(−17.4%) 

PB (MW) 29.330 27.979 −4.61% 
 

 

(a) Waterlin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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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dy plan 

Fig. 4.55 Comparison of hull form of the front part between original hull and 

optimum hull, S-VLCC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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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56 Comparison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S-

VLCC, Fn=0.137 

 

추가적으로, 도출된 최적 선형을 이용하여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결과의 변화도 분석해 보았다. 엔진 부하 곡선 상에서 

heavy running curve와 황천 조건에서의 추진점의 변화를 Fig. 4.57(a)에 

나타냈다. 최적 선형으로 추정한 heavy running curve의 light running 

margin이 미세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4.57(b)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최적 선형은 설계속도 및 보퍼트 

계급 6의 해상 조건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저속 

및 황천 조건에서도 부가저항이 약간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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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gine load diagram 

 

(b) Added resistance in waves 

Fig. 4.57 Changes on simplified assessment in adverse conditions, S-VLCC, 

Fn=0.0366 (4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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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K-Supramax 
 

두 번째 대상 선형인 K-Supramax의 경우 개체 수는 60개, 세대 

수는 120개로 설정하였으며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최적 해가 

수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58에 목적 공간 상에서 개체 

분포의 변화를 나타냈다. 유사한 저속 비대선인 S-VLCC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대 개체들은 일직선 형태의 분포를 보였고, 

파레토 프론트는 따로 나타나지 않아 최적해는 가장 왼쪽 아래에 

위치한 개체가 선택되었다. 이 최적 선형의 결과를 Table 4.6에 

정리하였다. 

 

 

Fig. 4.58 Distribution of individuals in the objective space, K-Supra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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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선형의 설계변수 값은 S-VLCC와 마찬가지로 CP, CWP, Cflare의 

경우 하한 값이 도출되었고 LBP는 상한 값이 도출되었다. Fig. 4.59에 

최적 선형의 형상을 나타냈으며 변형의 경향은 S-VLCC와 

유사하였지만 선체 길이의 증가율이 보다 더 높았다. K-Supramax의 

경우 대상 선형들 중 유일하게 최적 선형의 배수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CP 변환의 하한이 제일 작았으며, LBP 증가 변형이 주도적으로 

배수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목적함수의 경우 전 저항은 7.15%, 

1−fw는 8.80%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 저항의 경우 대상 선형들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K-Supramax가 Rwave/Rtotal의 비율이 

제일 높은 선형이기 때문이었다. 정수 중 저항과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의 감소량의 비율은 S-VLCC와 유사하게 약 1:3의 값을 

가졌으며, 전 저항이 대상 선형들 중 가장 큰 감소율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요구마력 또한 9.87% 의 가장 큰 감소율을 가졌다. 

 

Table 4.6 Results of hull form optimization, K-Supramax 

Items Original Optimum Difference 

Design 

variables 

x1=ΔCP 0 −0.002 −0.002 
x2=ΔLBP (m) 0 +2.4 +2.4 
x3=ΔCWP (%) 0 −0.2 −0.2 

x4=ΔCflare 0 −33 −33 

Constraints 

LCB from A.P. (m) 101.81 101.53 −0.275 % 
Displacement (m3) 64930.5 65233.3 +0.466 % 

LOA (m) 200.0 200.0 - 
Objective F1=Rtotal (kN) 1200.8 1114.9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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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7.15 %) 
F2=1−fw 0.2625 0.2394 −0.0231 

(−8.80 %) 

Others 

Rcalm (kN) 712.67 692.84 −19.83 
(−2.78 %) 

Rwave (kN) 340.38 274.32 −66.06 
(−19.4 %) 

PB (MW) 14.532 13.097 −9.87 % 
 

 

(a) Waterline profile 

 

(b) Body plan 

Fig. 4.59 Comparison of hull form of the front part between original hull and 

optimum hull, K-Supramax 

 

다음으로 Fig. 4.60에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최적 선형에 대하여 운동응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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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저항의 경우 단파장 및 공진 영역에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S-

VLCC의 경우 최적 선형의 상하동요 운동응답이 증가하였던 반면에 

K-Supramax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K-Supramax의 민감도 해석에서 

살펴본 대로 상하동요를 주요하게 변화시킨 CP 변형과 LBP 변형이 

서로 반대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상쇄되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K-Supramax의 경우 선체의 길이가 대상 선형들 중 제일 

짧아 파 스펙트럼이 부가저항의 공진 영역까지 어느 정도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단파장 영역 대비 변화의 경향이 역전되는 

LBP 변형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단파장 영역에 파 스펙트럼의 밀도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LBP는 상한까지 증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만약 

크기가 더 작은 선박을 대상으로 하거나, 더 극심한 파 스펙트럼을 

설정하여 공진 영역이 변화를 주도하는 최적화 문제가 된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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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Fig. 4.60 Comparison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K-

Supramax, Fn=0.172 

 

마지막으로 K-Supramax 최적 선형의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결과의 변화를 Fig. 4.61에 나타냈다. S-VLCC와 유사하게 light 

running margin이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파랑 중 부가저항 

또한 단파장 영역에서 약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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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gine load diagram 

 

(b) Added resistance in waves 

Fig. 4.61 Changes on simplified assessment in adverse conditions, K-

Supramax, Fn=0.0474 (4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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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S-LNGC 
 

세 번째 대상선형인 S-LNGC의 경우 개체 수는 100개, 세대 수는 

120개로 설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해의 수렴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4.62에 목적 공간 상에서 개체 분포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전 저속 비대선형인 S-VLCC와 K-Supramax의 

결과와는 다르게 마지막 세대에서 뚜렷한 파레토 프론트가 

관찰되었다. 이는 Fig. 4.51(c)의 민감도 해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S-LNGC의 경우 CP 및 LBP 변형에 대하여 두 목적함수가 뚜렷한 

상충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목적함수의 변화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던 나머지 CWP 및 Cflare 변형의 경우, 목적 공간 

상에서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좁았기 때문에 파레토 프론트는 

기준선인 (1,1)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크게 이동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원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최적해의 경우 전 저항은 

감소하였으나 1−fw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 최적 선형의 결과를 

Table 4.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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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2 Distribution of individuals in the objective space, S-LNGC 

 

최적 선형의 설계변수 값은 LBP, CWP 의 경우 이전 대상 선형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상한과 하한 값이 도출되었으나 CP의 경우 특정 

음수 값으로 수렴하였는데 이는 최적 선형이 ±0.5%에 해당하는 

배수량 조건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Cflare 변형의 

경우 특정 값으로 수렴하였는데 이는 민감도 해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상 선형의 αB의 변화가 비선형성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Fig. 4.63에 CP, LBP, CWP의 설계변수는 도출된 최적 선형의 

값을 사용하고, Cflare의 변형만 적용하였을 때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과 αB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두 값 모두 주어진 변경 범위 

내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최적 선형의 형상 변화를 Fig. 4.64에 나타냈으며 변화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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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대상 선형들과 유사하였다. 목적함수의 경우 전 저항은 4.31% 

감소하였고, 1−fw는 오히려 1.21% 증가하였지만 전 저항의 감소율이 

이 값보다 세 배 이상 컸기 때문에 기준선보다는 운항효율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성분 별 저항의 경우 기타 대상 선형과 

마찬가지로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의 감소율이 지배적이었지만 

감소량 절대값의 경우 정수 중 저항이 더 지배적이었다. 앞서 

민감도 해석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S-LNGC의 이러한 현상이 두 

번째 목적함수인 1−fw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못한 원인에 해당한다.  

 

Table 4.7 Results of hull form optimization, S-LNGC 

Items Original Optimum Difference 

Design 

variables 

x1=ΔCP 0 −0.00866 −0.00866 
x2=ΔLBP (m) 0 +4.35 +4.35 
x3=ΔCWP (%) 0 −0.24 −0.24 

x4=ΔCflare 0 −110.9 −110.9 

Constraints 

LCB from A.P. (m) 142.63 142.39 −0.168 % 
Displacement (m3) 115211 114635 −0.500 % 

LOA (m) 300.7 300.7 - 

Objective 

functions 

F1=Rtotal (kN) 2300.8 2201.6 −99.2 
(−4.31 %) 

F2=1−fw 0.09339 0.09452 +0.00113  
(+1.21 %) 

Others 

Rcalm (kN) 1765.2 1692.7 −72.5 
(−4.11 %) 

Rwave (kN) 168.67 141.99 −26.68 
(−15.8 %) 

PB (MW) 38.039 35.837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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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3 Variation of Rwave and αB with Cflare deformation at the optimum 

combination of design variables, S-LNGC 

 

 

(a) Waterline profile 

 

(b) Body plan 

Fig. 4.64 Comparison of hull form of the front part between original hull and 

optimum hull, S-L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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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Fig. 4.65에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운동응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부가저항의 경우 파 

스펙트럼이 집중되어 있는 λ/L<0.8의 단파장 영역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189 

 

(b) Added resistance 

Fig. 4.65 Comparison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S-

LNGC, Fn=0.188 

 

마지막으로 S-LNGC 최적 선형의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결과의 변화를 Fig. 4.66에 나타냈다. 기타 대상 선형들과 유사한 

정도로 light running margin이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며, 저속 조건 

(V=5.58 knots)에서의 파랑 중 부가저항은 거의 변하지 않아 황천 

조건에서의 추진점은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  

 



190 

 

(a) Engine load diagram 

 

(b) Added resistance in waves 

Fig. 4.66 Changes on simplified assessment in adverse conditions, S-LNGC, 

Fn=0.0538 (5.58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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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H-CNTR 
 

마지막 대상 선형인 H-CNTR의 경우 개체 수는 100개, 세대 수는 

90개로 설정하였으며 Fig. 4.67에 목적 공간 상에서 개체 분포의 

변화를 나타냈다. S-LNGC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대에서 파레토 

프론트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기준선인 (1,1)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뚜렷하게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H-CNTR의 경우 Fig. 

4.51(d)에서 확인하였듯이 CWP 및 Cflare 변형에 의한 목적함수의 

변화폭이 S-LNGC보다 상대적으로 넓었기 때문이다. 이 최적 선형의 

결과를 Table 4.8에 정리하였다. 

 

 

Fig. 4.67 Distribution of individuals in the objective space, H-C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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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의 경우 LBP, CWP, Cflare는 민감도 해석 결과를 따라 각각 

상한, 하한, 하한 값이 도출되었다. CP의 경우 S-LNGC와 마찬가지로 

배수량 제한조건으로 인해 특정 값으로 수렴하였다. 최적 선형의 

형상 변화를 Fig. 4.68에 나타냈으며 변화 경향은 나머지 대상 

선형들과 유사하였다. 두 목적함수는 각각 3.57%와 3.68%의 유사한 

감소율을 보였으며 정수 중 저항과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의 감소량 

절대값은 S-LNGC와 달리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1−fw의 

뚜렷한 감소가 야기되었다고 보여진다.  

 

Table 4.8 Results of hull form optimization, H-CNTR 

Items Original Optimum Difference 

Design 

variables 

x1=ΔCP 0 −0.00632 −0.00632 
x2=ΔLBP (m) 0 +4.725 +4.725 
x3=ΔCWP (%) 0 −0.63 −0.63 

x4=ΔCflare 0 −75 −75 

Constraints 

LCB from A.P. (m) 151.64 151.54 −0.0660 % 
Displacement (m3) 126239 125614 −0.495 % 

LOA (m) 327.1 327.1 - 

Objective 

functions 

F1=Rtotal (kN) 2657.7 2562.9 −94.8 
(−3.57 %) 

F2=1−fw 0.0815 0.0785 −0.0030  
(−3.68 %) 

Others 

Rcalm (kN) 2094.2 2040.7 −53.5 
(−2.55 %) 

Rwave (kN) 225.80 184.50 −41.3 
(−18.3 %) 

PB (MW) 46.448 44.607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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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line profile 

 

(b) Body plan 

Fig. 4.68 Comparison of hull form of the front part between original hull and 

optimum hull, H-CNTR 

 

다음으로 Fig. 4.69에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나타냈다. S-LNGC와 유사하게 운동응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부가저항의 경우 파 스펙트럼이 집중되어 있는 λ/L<0.8의 단파장 

영역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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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ion responses (left: heave, right: pitch) 

 

(b) Added resistance 

Fig. 4.69 Comparison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H-

CNTR, Fn=0.204 

 

마지막으로 H-CNTR 최적 선형의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해석 

결과의 변화를 Fig. 4.70에 나타냈다. 기타 대상 선형들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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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light running margin이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며, 저속 조건 

(V=4 knots)에서의 파랑 중 부가저항은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선과 최적선의 황천 조건 추진점은 서로 거의 

포개어졌다. 따라서 S-LNGC과 H-CNTR의 경우 황천 시 저속 

조건에서의 운항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형 최적화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a) Engine load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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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ded resistance in waves 

Fig. 4.70 Changes on simplified assessment in adverse conditions, H-CNTR, 

Fn=0.0370 (4 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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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부가저항 검증 

본 장에서는 4장에서 도출해 낸 S-VLCC의 최적 선형에 대하여 

모형시험을 진행한 후,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의 기준선 대비 개선 

정도를 실제로 계측하여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5.1 모형시험 개요 

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선형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으며 Fig. 

5.1에 예인수조의 주요 제원을 나타냈다. 예인수조는 길이 110 m, 폭 

8 m, 깊이 3.5 m이며 예인수조 끝에는 plunger type 조파기가 

설치되어 0.02-0.5 m에 해당하는 규칙파의 생성이 가능하다. 계측 

구간은 조파 시험 시의 반사파 및 예인속도를 감안하여 선정하였고, 

가감속 구간을 포함하여 60 m 길이에 걸쳐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예인 모형시험 시, 정수 중 및 파랑 중 조건에 모두 동일한 계측 

장비를 사용하였다. 연직면 운동응답의 계측을 위해 상하동요 및 

종동요에는 자유 조건을, 그리고 선수동요에는 스프링을 이용한 

약한 구속조건을 부여하였다. 선체에 작용하는 저항은 1축 로드셀을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몇 차례의 측정을 통하여 파랑 중 저항 

계측 값이 로드셀 센서의 가용 범위 이내에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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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Main specification of towing tank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VLCC의 기준선과 최적선의 모형선은 모두 1/100의 축적비로 

제작되었다. 모형선은 목재 재질로 제작하였고, 공진 영역의 

운동에서 물이 선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부, 

선미부, 측벽에 물막이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두 모형선의 측면 

형상을 Fig. 5.2에 비교하여 나타냈다.  

 

 

(a) Original hull 

 

(b) Optimum hull 

Fig. 5.2 Comparison of side shape of model ships, S-VLCC 

 

Table 5.1에 최적화 알고리즘 상에서 도출된 실선 스케일의 

기준선과 최적선의 유체정역학적 특성 변화와, 모형선 실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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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과 최적선의 유체정역학적 특성 변화를 서로 비교하였다. L, B, 

T 등의 주요치수 변화율은 실선과 모형선에서 서로 동일하였고, 

VCG와 kyy의 경우 실선의 선형 최적화 시 값이 변하지 않도록 

설정하였고 모형선 실험에서는 추를 분포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두 값의 변화율은 모두 0.3% 미만의 작은 

값이었다. 하지만 모형선의 배수량 변화율은 −1.19%로 실선의 추정 

변화율 값인 −0.267%보다 절대값이 약 4.5배 컸으며 설정한 배수량 

제한조건인 ±0.5%도 위배하였다. 모형선 제작 시 정면도, 측면도, 

반폭도의 2차원 선도들을 기준으로 제작하였는데 3차원 곡면으로의 

복원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후에 

제시할 성능 변화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Table 5.1 Comparison of hydrostatic details 

Item Original Optimum Difference 

LBP (m) 
Full scale 323.0 324.5 +0.464% 

Model ship 3.230 3.245 +0.464% 

LOA (m) 
Full scale 332.7 332.7 - 

Model ship 3.327 3.327 - 

BWL (m) 
Full scale 60.0 60.0 - 

Model ship 0.600 0.600 - 

T (m) 
Full scale 21.0 21.0 - 

Model ship 0.210 0.210 - 

VCG (m) 
Full scale 17.32 17.32 - 

Model ship 0.1761 0.175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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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y (m) 
Full scale 77.18 77.18 - 

Model ship 0.7740 0.7758 +0.233% 

∇ (m3) 
Full scale 328,583 327,707 −0.267% 

Model ship 0.3277 0.3238 −1.19% 

 

전체 모형시험 조건은 Table 5.2에 나타냈다. 단파장 영역을 

포함하는 λ/L≤0.9의 파장비 조건에서는 파고 절대값의 한계를 

고려하여 H/λ=1/50의 파고로 입사파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인 λ/L≥1.0의 파장비 조건에서는 모형선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H/λ=1/100의 보다 낮은 파고로 입사파를 

생성하였다. S-VLCC 기준 대표해상상태의 파 스펙트럼이 집중되어 

있는 λ/L≤0.9의 파장비 영역에서는 4회의 반복 시험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파장비 영역에서는 2회 또는 4회의 반복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5.2 Conditions for model tests in head waves 

Hull H/λ λ/L Number of repeat 

Original hull 
0.02 0.3, 0.5, 0.7, 0.9 4 

0.01 1.0, 1.1, 1.2, 1.4, 1.6, 2.0 2 or 4 

Optimum hull 
0.02 0.3, 0.5, 0.7, 0.9 4 

0.01 1.0, 1.1, 1.2, 1.4, 1.6 2 

 

5.2 파랑 중 부가저항 비교 검증 

S-VLCC 모형선의 설계 선속에 대한 선수 규칙파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모형시험 결과를 Fig. 5.3에 나타냈다. 운동응답의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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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은 반복 수행 결과간의 분산도가 적은데 반해 부가저항의 

계측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더 분산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가저항 

모형시험에 대한 불확실성 분석 (Park et al., 2015)에 의하면, 

부가저항 값은 파고에 따른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단파장 영역에서는 파고의 크기가 매우 작아져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S-VLCC의 기준 선형과 최적 선형의 

계측 결과를 비교해보면 운동응답의 경우 상하동요와 종동요 모두 

공진영역에서 최적 선형의 값이 기준 선형보다 약간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부가저항의 경우 λ/L≤0.9의 파장비 영역에서 최적 

선형의 유의미한 값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Heav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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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c) Added resistance 

Fig. 5.3 Comparison of measured results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S-VLCC, Fn=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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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모형시험 계측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치해석 

기법으로 예측한 결과간의 비교를 Fig. 5.4에 나타냈다. 여기서 앞선 

Fig. 5.3와 달리 계측 결과를 파장비 별 반복수행 결과의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먼저 상하동요의 경우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가 

공통적으로 공진 영역에서 최적 선형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의 정량적 변화율은 실험의 결과가 더 컸다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모형선의 기준선과 최적선 간의 배수량 

차이가 심화되어 선체의 복원성능 또한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종동요의 경우 수치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와 다르게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운동응답 해석 기법인 스트립 

이론이 선체의 국소 변형에 따른 3차원 효과의 변화를 엄밀하게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부가저항의 

경우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λ/L≤0.9의 파장비 영역에서 최적 선형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감소율 또한 서로 비슷하였다. 

공진 영역에서는 실험 결과와 다르게 수치해석 결과의 값은 

감소하였는데, 해당 영역에서는 선체에 운동에 의한 부가저항의 

방사 성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험과 수치해석 간의 운동응답의 

차이가 이의 원인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파 스펙트럼이 유효한 

파장비 영역에서의 부가저항 변화율을 비교한 Fig. 5.5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과 수치해석의 결과가 서로 유사한 감소율을 

보여주었으며 감소율의 평균값은 각각 14.7%와 12.2%로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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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한 선형 최적화 

해석 기법으로 도출해낸 최적 선형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a) Heav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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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c) Added resistance 

Fig. 5.4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results of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S-VLCC, Fn=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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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Comparison of the rate of change in wave added resistance 

 

마지막으로 단파장 조건 (λ/L=0.5)에서 한 입사파 주기 동안의 

우현 선수부에서의 파랑장 스냅샷을 Fig. 5.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선수 가장 앞 부분에서의 상대파고가 가장 높은 시점을 t0로 

지정하였고, Te는 조우주기 (encounter period)에 해당한다. 관찰된 

결과를 비교해보면 상대파고 분포에 국한하여서 최적선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수부 형상 자체가 뾰족하고 

길어지는 변형이 최적선형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기준선 대비 

유사한 상대파고 크기에 의한 유사한 압력이 선수부 표면에 

작용하더라도 이를 전체표면에 대하여 적분한 값인 길이방향 힘 

성분은 감소하게 되어 결국 파랑 중 부가저항이 감소한 것이라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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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t0 

  

(b) t=t0+0.25Te 

  

(c) t=t0+0.50Te 



208 

  

(d) t=t0+0.75Te 

Fig. 5.6 Snapshots of the wave field around the bow, λ/L=0.5 (left: original 

hull, right: optimum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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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텐셜 기반의 스트립 이론을 적용하여 선수파 중 

전진하는 선체의 운동응답을 해석하였으며, Maruo의 운동량 보존 

법칙과 단파장 영역 보정식인 SNU-Formula를 결합하여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을 산정하였다. 적용한 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네 가지 서로 

다른 선종을 대상 선형으로 하여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IMO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어진 해상상태에서 

선체의 기상보정계수와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을 추정하여 선박의 

운항성능을 평가하는 절차를 구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퍼트 

계급 6에 해당하는 대표해상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성능을 

개선시키는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운항효율 관점에서의 네 

가지 설계인자를 선정하였으며, 대상 선형들에 대하여 각 

설계인자의 변형에 따른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변화를 

살펴보는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민감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변수의 변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전 저항과 

기상보정계수를 목적함수로 한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 (NSGA-II)을 

수행하여 도출된 최적 선형의 변형 정도와 운항성능의 개선 정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 선형 중 300k 급 유조선의 기준 

선형과 최적 선형을 모형선으로 제작하여 예인수조시험을 통해 

선박의 파랑 중 부가저항의 개선 정도를 실제로 계측하여 비교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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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 선수파 중 선박의 운동응답을 해석한 결과 저속 비대선인 S-

VLCC와 K-Supramax는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 WISH 및 

실험 결과에 대비하여 종동요가 약간 과소평가되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스트립 이론이 선체의 길이방향 3차원 효과를 면밀히 

반영하지는 못하며 정상 유동을 균일 유동인 Neumann-Kelvin 

근사를 적용한 것의 한계라 보여졌다. 상대적으로 고속 세장선인 H-

CNTR의 경우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 상하동요의 실험 결과 

대비 과대평가되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복원력 및 Froude-Krylov 

힘을 실제 접수면에 대하여 산정한 WISH의 약한 비선형 (weakly-

nonlinear) 해석 결과가 실험 대비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아 

선형 포텐셜 이론이 가지는 한계라 보여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법이 실험 결과 대비 어느 정도 합당한 

정확도의 운동응답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파악된다. 

- 파랑 중 부가저항을 해석한 결과 모든 대상 선형에 대하여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단파장 영역 보정식인 SNU-

Formula의 경우 고속 세장선인 S-LNGC와 H-CNTR에 대하여 기존의 

점근식 결과보다 실험 결과 대비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모든 대상 선형에 대하여 H&M 경험식으로 추정한 정수 중 저항 

값은 실험 결과와 전체 속도구간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더해 Fujiwara의 경험식 기반 풍 하중 추정법과 R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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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요구마력 추정법을 토대로 대표해상상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기상보정계수를 추정한 결과 S-VLCC와 H-CNTR의 결과는 

기존의 경험식들 및 IMO 데이터베이스의 회귀곡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K-Supramax의 추정 값은 경험식보다는 작게 평가된 

경향이 있었으나, 보다 고도화된 기법인 랜킨패널법 기반 내항-조종 

연성 자유항주 시뮬레이션으로 기상보정계수를 추정한 이전 연구의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 저속 조건에서의 선체의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 추정 

결과를 WISH 및 실험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한 기법이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추정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황천 시 요구 마력 추정 결과를 

엔진 부하 곡선에 나타낸 결과 heavy running curve의 light running 

margin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5%보다 더 큰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체의 속도가 낮아질수록 light running margin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속도 저감에 따라 정수 중 

저항이 부가저항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IMO의 황천 

시 최소 요구 마력 평가가 제시된 배경을 뒷받침 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 운항효율 관점에서의 선형 설계변수로 CP, LBP, CWP, Cflare 네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수부 교란파의 영향을 조절하고자 선체의 선수부에 집중한 

변형법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각 대상 선형에 적용하여 설계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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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에 의한 파랑 중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의 정성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 CP 변형의 경우 모든 대상 선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CP 값이 

감소할수록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의 상하동요는 

증가하였고, 전 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은 감소하였다. 특히 SNU-

Formula의 연관 변수들 중 수선면 선체 기울기인 θ의 변화와 이에 

의한 Vsteady, k1, k2 분포의 변화에 의해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LBP 변형의 경우 공통적으로 해당 값이 증가할수록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의 상하동요는 감소하였고,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은 

감소하였으며 공진 영역 부가저항은 증가하였다. 수선면 형상 

변형에 따른 복원계수의 변화가 상하동요 감소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의 값은 CP 변형과 유사하게 

수선면 형상이 가늘어졌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공진 영역 부가저항의 증가는 kb<κ<kc 파장 영역의 ring wave 

파계에서의 코친 함수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특히 

선수부에서 야기된 코친 함수의 뚜렷한 증가가 부가저항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CWP 변형의 경우 공통적으로 해당 값이 감소할수록 공진 영역 및 

장파장 영역에서의 상하동요는 증가하였고, 전 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은 감소하였다. 이 또한 CP 변형과 마찬가지로 수선면 

형상이 가늘어짐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해당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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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법으로 선체의 유체정역학적 특성을 거의 바꾸지 않으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부가저항을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Cflare 변형의 경우 선체의 흘수 아래 형상은 거의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운동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파장 영역 부가저항의 변화는 흘수 높이 및 정상 파고에 의해 

상승한 높이간의 비대 계수 비율인 αB 값의 변화가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S-LNGC의 경우 Cflare 변형에 의한 αB 값의 

비선형적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선형 최적화 결과에서 

Cflare가 변형 범위 내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 대상 선형 별 각 설계변수 변형에 따른 운항성능 특성들의 정량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공진 영역 상하동요의 경우 LBP 변형에 의한 

변화폭이 제일 컸다. 정수 중 저항,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 전 저항, 

기상보정계수의 경우 CP 변형이 가장 주도적으로 해당 값들을 

변화시켰으며, H-CNTR는 예외적으로 CWP 변형 범위를 보다 넓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해당 변형이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과 기상보정계수를 가장 주도적으로 변화시켰다.  

- 목적 공간 상에서의 민감도 해석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전체적으로 

네 가지 변형법에 의한 두 목적함수의 변화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예외적으로 고속 세장선인 S-LNGC와 H-CNTR의 CP 

변형과 LBP 변형에 의한 목적함수의 변화가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해당 경우의 정수 중 저항의 전 저항 대비 비율의 

변화가 나머지 다른 경우들의 변화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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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고 판단된다. 

- 모든 대상 선형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체 수 및 세대 

수가 유전알고리즘의 수렴된 해를 얻기에 충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저속 비대선들은 목적 공간 상에서의 민감도 해석 결과를 따라 

파레토 프론트가 생성되지 않았으며 고속 비대선은 뚜렷한 파레토 

프론트가 관찰되었다. 선정된 최적 선형은 공통적으로 기준 선형 

대비 가늘고 길어지는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은 단파장 영역에서 뚜렷한 저감이 확인되었다. 도출된 

최적 선형을 이용하여 황천 시 저속 조건에 대해서도 개선 정도를 

확인해 보았으며, 저속 비대선들의 경우 약간의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고속 세장선들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다른 운항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형 최적화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S-VLCC를 대상으로 1/100 축적비의 기준 선형과 최적 선형의 

모형선을 제작하여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시험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의 선형 최적화 수행 결과와 유사한 정도로 단파장 영역에서 

부가저항이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형 최적화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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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항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선박의 운항성능 예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내항성능 예측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기법인 스트립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법은 어느 정도 합당한 정확도의 파랑 중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예측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선박의 길이 방향 3차원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적의 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체의 국부적인 변형에 의한 성능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스트립 이론과 유사한 정도로 빠른 

계산 시간이 소요되면서 보다 고도화 된 수치해석 기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H&M 경험식을 

이용하여 추진 관련 계수들을 산정하였으므로 기법 자체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황천 시 저속의 운항조건과 같이 추진 

성능 추정의 기본 가정인 정수 중 및 설계속도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 성분 별 저항을 산정한 결과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도 최대 약 

15%의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체의 상부구조물 

배치에 대한 별개의 최적화까지 동반된다면 선체의 운항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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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본 연구의 선형 최적화는 선박이 보퍼트 계급 6에 해당하는 

대표해상상태를 선수 방향의 파와 바람을 맞으며 계획흘수 

적재조건에서 설계속도로 운항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해상조건 (파 입사방향, 파 스펙트럼, 바람 조건 

등), 적재조건, 선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법을 

확장한다면 선박의 주어진 항로의 실해역 환경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최적 선형에 대하여 유체동역학적 성능의 

특성 변화만을 파악하였지만, 최적선의 치수와 배수량 변화에 따른 

배치 및 구조 강도의 변화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면 도출된 

결과의 유효성 및 적합성의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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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유체동역학적 계수 및 파랑 기진력 수식 

방사 속도 포텐셜, jφ 의 물체표면 경계조건 (식 (2.11))은 방사 

속도 포텐셜을 식 (A.1)과 같이 선박의 전진속도에 독립적인 성분인 

0
jφ 와 종속적인 성분인 V

jφ 로 분리하여 더 단순화 할 수 있다. 

 

0 V
j j j

e

V
i

φ φ φ
ω

= +  (A.1) 

 

이 경우 물체표면 경계조건은 식 (A.2)으로 표현된다. 0
jφ 와 V

jφ

는 동일한 지배방정식과 자유표면 경계조건 및 방사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식 (A.2)와 (2.14)에 의해 V
jφ 는 관계식 (A.3)을 

만족하고, 따라서 방사 속도 포텐셜은 식 (A.4)와 같이 전진속도에 

독립적인 성분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 

 
0

,  
V

j j
e j e ji n i m

n n
φ φ

ω ω
∂ ∂

= =
∂ ∂

 (A.2) 

0
1 3 5 30,  V V Vφ φ φ φ= = =  (A.3) 

0 0 0 0
1 1 3 3 5 5 3,  ,  

e

V
i

φ φ φ φ φ φ φ
ω

= = = +  (A.4) 

 

다음으로 물체표면에 대한 적분을 2차원 단면에서의 값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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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으로 변형하기 위하여 식 (A.5)를 따르는 스토크스 정리 (Stokes’ 

theorem)를 도입한다 (Ogilvie & Tuck, 1969). 

 

A

j j j
S S C

n V dS V m dS V n dl
x
ϕ ϕ ϕ∂

= −
∂∫∫ ∫∫ ∫  (A.5) 

 

여기서 φ는 임의의 미분 가능한 스칼라 함수이고 CA는 선체 가장 

뒤쪽의 단면곡선이다. 이 스토크스 정리를 유체동역학적 계수 식인 

(2.19)에 적용하면 다음 식 (A.6)과 같아진다. 

 

A

jk e j k j k j k
S S C

T i n dS V m dS V n dlρ ω φ ρ φ ρ φ= − + −∫∫ ∫∫ ∫  (A.6) 

 

여기에 앞서 정리한 방사 속도 포텐셜 식 (A.4)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 (A.7)과 같아진다. 

 

0

0 0
5 5 3 5

2
0 0

5 5 3 5 32

2 2
0 0

55 55 33 55 5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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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jk jk

e

A
k k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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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e

VT T t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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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T T T t k
i i

V V VT T T t t j
i i

V V VT T T t t
i

ω

ω ω

ω ω ω

ω ω ω

= + =

= − + =

= + + − =

= + + −

 (A.7) 

 

여기서 Tjk0와 tjk는 전진속도에 독립적인 성분들로 다음 식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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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로 표현된다. 

 
0 0

jk e j k
S

T i n dSρ ω φ= − ∫∫  (A.8) 

0 0,  
x A

A
jk e j k jk e j k

C C

t i n dl t i n dlρ ω φ ρ ω φ= − = −∫ ∫  (A.9) 

 

그리고 스트립 이론의 가정을 도입하면 물체표면 적분은 식 

(A.10)과 같이 2차원 단면 값의 길이방향 적분 형태가 된다.  

 

0 0

x

jk e j k jk
L C L

T i n dldx t dxρ ω φ= − =∫ ∫ ∫  (A.10) 

 

따라서 3차원 선박의 파랑 중 경계조건 문제는 임의의 2차원 

단면, Cx가 자유표면에서 진동하는 경계조건 문제들의 조합으로 

근사가 되며 Fig. 2.2에 요약한 바와 같이 선형화된 2차원 경계조건 

문제를 만족하는 속도 포텐셜, jψ 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방사 속도 포텐셜과의 관계식은 식 (A.11)과 같으며, 단면 

유체동역학적 계수, ajk와 bjk는 식 (A.12)로 정리할 수 있다. 

 
3 0 0

1 1 3 3 5 3,  ,  xφ ψ φ ψ φ ψ= = = −  (A.11) 

2

x

jk e j k e jk e jk
C

t i n dl a i bρ ω ψ ω ω= − = −∫  (A.12) 

 

최종적으로 식 (A.11)과 (A.12)의 관계식을 식 (A.9)와 (A.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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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하여 2차원 단면에서의 값들로 표현한 뒤 식 (A.7)을 정리하면 

아래의 식 (A.13)-(A.28)의 유체동역학적 계수들을 얻을 수 있다.  

 

11 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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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 − + − −∫  (A.22) 

51 13 132
eL

VA xa dx B
ω

= − +∫  (A.23) 

51 13 13
L

B xb dx VA= − −∫  (A.24) 



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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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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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L

V VA xa dx B x b
ω ω

= − + +∫  (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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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3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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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A x a dx A x b 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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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0 2

55 33 33 33 332 2
A A

A A
e eL

V VB x b dx B Vx a x b
ω ω

= + + +∫  (A.28) 

 

여기서 윗첨자 0은 전진속도가 없을 때의 해당 계수 값 (전진속도에 

독립적인 항)을 의미하며 윗첨자 A는 가장 뒤쪽 단면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파랑 기진력 및 모멘트에 해당하는 식 (2.17)은 입사파에 의한 

성분과 산란파에 의한 성분으로 나누어 식 (A.29)와 같이 분리할 수 

있다. 

 

   where 

             

I D
j j j

I
j j e I

S

D
j j e D

S

F F F

F n i V dS
x

F n i V dS
x

ρ ω φ

ρ ω φ

= +

∂ = − − ∂ 

∂ = − − ∂ 

∫∫

∫∫

 (A.29) 

 

자유표면 경계조건 식 (2.10)을 만족시키는 정면 입사파 포텐셜은 

식 (A.30)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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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x kz
I

igA eφ
ω

+=  (A.30) 

 

여기서 k는 입사파의 파수 (wavenumber)이다. 식 (A.30)을 식 

(A.29)에 대입하여 정리한 후 물체표면 적분을 2차원 단면 값의 

길이방향 적분 형태로 수정하면 다음 식 (A.31)로 표현된다. 

 

( )

3

     for 1,3

    for 5

   where    for 1,3
x

j
LI

j

L

ikx kz
j j

C

A f dx j
F

A xf dx j

f x ge n e dl j

ρ

ρ

 =
= 
− =


= =

∫

∫

∫

 (A.31) 

 

여기서 fj(x)는 각 단면에서의 Froude-Krylov힘에 해당하며 FjI는 전체 

선박에 작용하는 Froude-Krylov힘이다.  

파랑 기진력의 산란 성분인 FjD의 경우, 식 (A.5)의 스토크스 

정리와 식 (A.2)의 물체표면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아래 식 (A.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

0

A

jD V
j j j D D

e eS C

V VF dS dl
n i i n

φρρ φ φ φ φ
ω ω

∂ ∂
= − − − ∂ ∂ 

∫∫ ∫  (A.32) 

 

그리고 Dφ 와 Iφ 는 동일한 지배방정식과 자유표면 경계조건 및 

방사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유체영역에서 제 2 그린 

항등식을 적용할 수 있고, 식 (2.9)의 물체표면 경계조건 관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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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아래 식 (A.33)과 같이 Dφ 를 소거하고 Iφ 만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 이는 Haskind relations라 불린다. 

 

0 0

A

D V I I
j j j j

e eS C

V VF dS dl
i n i n

φ φρρ φ φ φ
ω ω

  ∂ ∂
= − +  ∂ ∂ 
∫∫ ∫  (A.33) 

 

여기에 식 (A.3), (A.30)의 관계식을 대입한 후 마찬가지로 

물체표면 적분을 2차원 단면 값의 길이방향 적분 형태로 수정하면 

다음 식 (A.34)로 표현된다. 

 

( ) ( )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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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4) 

 

여기서 xA는 가장 뒤쪽 단면의 x좌표이고, hj(x)는 각 단면에서의 

산란 성분의 힘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파랑 기진력 및 모멘트를 2차원 단면에서의 값들로 

표현한 관계식은 아래 식 (A.35)-(A.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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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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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development to solve pollution 

problems has emerged worldwide. In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troduced a regulation to restrict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emitted from ships. Since the regulation includes 

the weather factor, which indicates the degree of speed loss for ships 

operating under a representative sea condition,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meet the regulation in a way that improves the efficiency of 

ships. However, complying the standard by reducing forward speed or the 

maximum continuous rating of the main engine can cause a significant risk to 

ships’ safety due to its insufficient thrust and steering performance in adverse 

sea conditions. To prevent this,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is having a discussion to present guidelines for the minimum 

required power of ships in adverse sea conditions. 

Therefore, recent ship designs are changing in ways that reflect these 

regulations. In addition to the ship performance in calm sea condi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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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performance in real sea, especially the added resistance in waves that can 

be increased up to 30% of calm water resistance has been considered. This 

requires an efficient method to evaluate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ships 

in a short period of time for a number of cases that combine design factors, 

operating conditions, and evaluation factors in the early stages of ship design. 

Although it is expected that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ships’ 

performance in calm sea and in waves will provide the most accurate results, 

but this will take a lot of time and cost. Therefore, numerical methods that can 

replace it are essential in the early stag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design factors that need to be adjus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in waves because it may differ compared to the typical ship design 

that only reduces calm water resistance. In particular, for large ships, the wave 

energy spectrum is concentrated in the short-wavelength region. In this case, 

complex optimization of the hull form needs to be conducted because the 

bows disturbed waves dominate the added resistance in wav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nvestigates the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of 

ships in waves, and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t a given sea state. To this 

end, the motion respons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strip theory, and the 

added resistance acting on the hull is calculated by combining the short-

wavelength correction formula with the momentum conservation method. The 

calm water resistance and added resistance by wind acting on the hull are 

calculated by empirical formulas, which sought to obtain results with 

reasonable accuracy and high computational efficiency. Finally, the required 

power under the given sea conditions is calculated using the RTIM method 

suggested by the International Tank Tank Conference. To verify the results, 

the four different ship types with the highest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selected. The accuracy of the applied methods is confirm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provided experimental results on motion responses and 



242 

added resistance in waves of the target ships. Furthermore, the estimated 

weather factors following the procedures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results of the minimum required power in 

adverse conditions are discussed. 

The second category of this study is to perform hull form optimization to 

improve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target ships. First, th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hull form optimization problem, such as the objective functions 

and design variables from an operational efficiency perspective, the 

constraints and the variation ranges, and the optimization method are 

discussed. Next, for the selected target ships,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changes in hydrodynamic performance with variations 

in the four design variables. In particular, in order to physically determine the 

cause of changes in the added resistance in the short-wavelength region where 

the wave spectrum is concentrated, the changes in variables related to SNU-

Formula according to each deformation are investigated. The variation range 

of the design variables is determined based on these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and then the NSGA-II algorithm is applied to simultaneously improve 

the total resistance and weather factor of the ships at sea conditions of 

Beaufort number 6. The deformed shape and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obtained optimum hulls are discussed. 

Moreover, the changes in the wave added resistance of the 300k class tanker 

are measured through the model test at a towing tank, and the validity of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is discussed.  

 

Keywords: Added resistance in waves, Operational performance in waves, 
weather factor, Minimum propulsion power in adverse conditions, ship 
design, hull form optimization 
Student Number: 2014-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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