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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조선의 속력시운전시 기준 선속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

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하 ISO)

에서는 선속시운전 해석법 ISO15016:2002(이하 2002표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주관

이 되어 2002표준을 따르는 해석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표준 선속해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

었다. 그러나 이 표준해석법은 다양한 옵션에 의한 해석 값의 

편차가 심하여 해석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는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온 

EEDI인증 지침서에 의하면 기준 선속은 실선 속력시운전으로 

결정해야 하고 해석법으로는 ISO15016과 ITTC권고안 두 가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IMO는 투명하고 신기술이 반영된 새로운 

속력시운전 해석법의 개정을 ISO에 요구하였다. ISO에서는 일

본의 주관으로, 2012년부터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ITTC(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에서는 2014년

에 속력시운전 권고안을 제정한 바 있다. 개정은 두 개의 기관

에서 별도로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ITTC권고안의 기술적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ISO에서 개정작업이 수행되었다. 이렇

게 개정된 표준이 ISO15016:2015(이하 2015표준)이다. 개정된 

표준은 속력시운전 해석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

었으며, 주로 유럽과 일본의 기술이 도입되어 개정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두 가지의 해석방법은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해석 절차가 기존의 ISO15016:2002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많은 옵션이 삭제되었으며, 선속-동력 해석의 근간이 

되는 부가저항, 선속, 동력 추정방법이 대부분 새로운 신기술

로 대치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해석 방법에 따라 선속-동력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게 되

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i-STAP(ISO15016:2015 

Speed Trial Analysis Program)이며 2015년 말에 완성되었으

며, 이 프로그램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의 입급을 위

한 EEDI기준선속 속력시운전 해석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ISO, ITTC 속력시운전 해석법의 개정결

과, 해석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며 해석프로그램인 

i-STAP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ISO15016, ITTC권고안 개정 결과

개정이 완료된, 2002, 2015표준, ITTC권고안의 차이는 표 1

과 같다. 전술하였듯이, ISO개정안은 ITTC권고안의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었다.

표 1 ISO 15016:2002, 2015, ITTC권고안 비교

ISO15016:20
02

ISO15016:2015
ITTC권고안
(7.5-04-01-

01.2)

동력, 선속
Taniguchi-
Tamura 법

DPM w/ LVT
(inform : full 
scale wake)

DPM w/ 
LVT

공기저항
JTTC차트,
풍동시험

STA차트, Fujiwara차트, 
풍동시험

파도
(선체운동)

Maruo
Maruo, 

STAWAVE2, 
수조시험

파도
(반사파)

Faltinsen, 
Kwon, Fujii-
Takahashi

STAWAVE,
Theoretical 
w/ tank test,

규칙파 
수조시험

STAWAVE,
Theoretical 
w/ tank test,
Theoretical 
w/ emp. 
form.,
규칙파 
수조시험

천수 Lackenby
Leckenby (적용 수심조건 

강화)

조타 SR208 - -

표류 (Drift) SR208 - -

조류 
(Current)

보정가능,
구체적 방법 

없음

Iterative법,
MoM법

-

실선시운전
횟수

3회
Itertive법 : 

4회
MoM법 : 6회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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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결과로부터 동력-선속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2015표준에서는 모형시험의 준추진효율 계수를 그대로 사용

하여 직접 동력을 보정하는 DPM(Direct Power Method, 이하 

DPM)이 채택되었다. 이 방법의 사용을 위해서는 변동하중시

험(Load Variation Tests, 이하 LVT)에 의한 수조시험을 수행

하여야한다. 선속-동력 해석을 위한 기존 2002표준의 

Taniguchi-Tamura방법은 해석이 어렵고 방법이 투명하지 않

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다만, 유사한 방법이 기술정보

(Informative)형태로 부록에 남아 있다.

공기, 파도저항은 새로운 해석법으로 교체되었으며 천수효

과는 유일하게 기존의 2002표준과 동일하며 조타, 표류는 해

석법의 정도 검증이 문제되어 삭제되었다. 조류 보정법은 반

복 수렴법(Iterative Method, 이하 Iterative법)과 평균의 평균

법 (Mean of Means Method, 이하 MoM법)이 채택되었다. 조

류 보정법의 선택여부에 따라 최소 실선 시운전횟수가 결정된

다. 특이한 것은, 조류 보정법에 관하여 ITTC권고안에는 아무

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전술 하였듯이, 2015개정안의 해석법에서는 거의 모든 항

목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특히, 파도, 공기저항을 추정하

는 실험식, 차트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15표준에는 시운전 조건을 포함하여 풍속, 파고, 조

류, 시운전 항로 결정 등 많은 제약 조건을 두고 있다.

다만, ISO 문서 1장에 조선소, 선급, 선주의 3자 합의에 따라 

속력시운전 조건을 완화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추가조항이 삽

입되었다. 이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악조건 하에서도 속력 시

운전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조선소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3. 기준선속 해석방법

3.1 해석절차

ISO15016:2015의 해석절차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선

박 운항환경 외력을 계측, 해석하여 평수중의 선속과 엔진동

력을 추정한다. 우선 파도, 바람 및 수온/해수밀도 차이에 따

른 부가저항 증가분을 계산하고, 이 값을 동력 증가분으로 환

산한다. 이 증가분을 계측된 동력 값에서 빼주는 것에 의해 

정수중의 동력을 추정한다. 별도로, 조류 및 수심의 영향은 직

접 선속을 보정한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모형실험과 시운전 

흘수상태의 배수량 차이를 보정하여 최종 선속-동력 성능을 

얻는다. 또한, 시운전을 수행하지 않은 하중조건(load 

condition)에 대해서도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성능을 추

정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ISO15016:2015 해석절차

3.2 해석방법

바람에 의한 부가저항 해석을 위하여 공기 저항계수는 아

래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풍동시험 결과 사용

• STA-JIP에서 정의한 선종별 저항계수 그래프 이용

• Fujiwara regression formulae 사용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STAWAVE-1

• STAWAVE-2

• Theoretical method with simplified tank tests in short 
waves

• Seakeeping model tests
수온 및 해수밀도의 차이에 의한 부가저항을 계산하는 방

법에는 별도의 선택사항이 없다. 

조류를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2 double run의 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는 Mean of means 

방법

• 사전에 정의된 형태의 조류곡선을 추정하여 보정하는 

iterative 방법

선속-동력을 해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DPM을 사용하

며, 이와 별도로 기존의 ISO15016:2002방법과 기술적으로 유

사한 full scale wake를 추정하여 해석하는 방법도 기술정보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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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과 모형시험 사이의 배수량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

은 기본적으로 모형선 선속-동력 곡선을 상하로 이동시켜 보

간(Interpolation)하는 것에 의해 최종 선속-동력 성능을 얻게 

된다. 같은 보간법을 사용하여, 다른 배수량 상태의 선속-동

력성능도 추정하게 된다.

4.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4.1 계산절차

ISO15016:2015에서는 각 단계별로 해석법을 잘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따라 계산하려고 하면, 문서에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i-STAP 개발을 위해 이러

한 부분을 참고문헌, 전문가 의견교환을 통해 정리하여 전체

적인 계산절차를 그림 2와 같이 정의하였다. 

그림 2 i-STAP 계산 절차

i-STAP에서는 우선 계산을 수행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입

력한 데이터가 ISO15016:2015에서 요구하는 제약사항을 만족

하는지 검사한다.

1단계 : 만약 제약사항을 위배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고문을 

출력한다. 다음으로 바람, 파도 및 수온/해수밀도 차이에 의한 

부가저항을 계산한다.

2-4 단계 : 파도와 수온/해수밀도 차이에 의한 부가저항을 

계산할 때에는 ISO문서에 따르면 대수속도를 사용하여야 하

나 아직 이 단계에서는 대수속도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대

신 double run의 대지속도를 평균한 값을 대수속도의 추정 

값으로 사용하여 계산한다.

5단계 : 모든 부가저항이 계산 완료된 후 DPM을 이용하여 

선속과 동력을 추정한다. 

6-7 단계 : 5단계에서 얻은 선속을 조류에 대해 보정하고, 

보정된 선속을 이용하여 다시 DPM을 통해 동력을 추정한다.

8단계 : 만약 선속-동력 추정을 위해 full scale wake를 추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수정된 동력값을 이

용하여 다시 한 번 선속에 대해 조류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9단계 : 만약 시운전을 수행한 위치의 수심이 낮다면 천수

효과를 보정하여 새로운 선속을 구한다.

10단계 : 또한, 시운전과 모형시험 사이의 배수량이 차이가 

난다면 배수량 차이만큼 보정을 하여 새로운 동력값을 구한다.

11단계 : 이렇게 얻은 선속-동력값은 시운전을 수행한 하중

조건(load condition)에 대한 최종 결과가 되지만 만약 시운전

을 수행하지 않은 하중조건에 대해서도 선속-동력을 추정하

고 싶다면 유사한 방법에 따라 변환할 수 있다. 

조류 보정 방법에 따라 상기 절차는 간단해 질 수 있는데 

만약 조류 보정을 Mean of means 방법으로 한다면 조류 보

정이 동력값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동력값이 변경되어

도 조류 보정을 다시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계 5와 8

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4.2 입출력 데이터

i-STAP은 시운전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속-동력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시운전시 기

록하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선속-동력 해석

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도록 개발되었다.

i-STAP에 필요한 입력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선박의 기본 제원

• 시운전시 계측한 데이터

•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 계산에 theoretical method를 사용할 

• 경우 침수형상 데이터

• 모형시험 결과

i-STAP의 출력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해석 결과 summary report

• 모든 중간계산결과가 포함된 상세 해석 결과 보고서

• 선속-동력 곡선

• 동력-RPM 곡선

• 조류 보정을 iterative 방법을 통해 했을 경우 추정한 조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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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용자 화면

i-STAP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최대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쉽게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관련된 데이터끼리 모아서 직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어떤 계산에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을 구성하였다. 

그림 3은 i-STAP의 주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은 어떤 

데이터가 아직 입력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

도록 하였고 모든 필요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만 계산을 

시작할 수 있다. ISO15016:2015에서는 어떤 계산 방법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3 i-STAP 메인 입력 화면

그림 4 선속-동력 곡선(예시)

그림 5 조류 보정 곡선(예시)

그림 6 상세 계산 결과(예시)

그림 4는 계산 완료 후 결과인 선속-동력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조류 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6은 상세 

계산 결과 보고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요약보고서와 모

든 그래프는 i-STAP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

시 pdf 또는 bmp, jpeg와 같은 파일 형식으로 출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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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계산결과 보고서는 엑셀 형식으로 출력되어 다른 보고서

에 그 일부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속-동력 그래프에는 많은 내용이 출력되기 때문에 사용

자가 출력할 내용을 선택하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그래프의 축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결 론
  

IMO에서 규제중인 EEDI값 분모항의 기준 선속(reference 

speed)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선속 해석법은 개정된 

ISO15016:2015 또는 ITTC권고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두 가

지 해석법은 기술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삭제하였고, 신기술

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된 해석법에 따라 시운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i-STAP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본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해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계산 방법을 지원할 수 있으

며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직관적이고 쉽게 사

용할 수 있다.

i-STAP에 의한 해석결과는 신조선 EEDI 기준선속의 결정, 

획득 EEDI(Attained EEDI) 입급에 적용되고 있으며, 파랑중 

부가저항, 공기저항, 황천에서의 최소추진출력 추정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발된 i-STAP의 정도는 매우 우

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검증과정에 협력하였던 조선 설

계전문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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