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대한조선학회지┃제 54 권 제 2 호

1. 서 론

 본 연구는 새로이 개발되는 3차원 설계지원 일관시스템의 

선형생성 기능 개발을 목표로 한다. 3차원 설계지원 일관시스

템에서 선형의 기능은 구조해석을 위한 3차원 선박 CAD 모델

을 모델링할 때, 직육면체 형태로 모델링된 3차원 CAD 모델

의 선박 형태의 경계 곡면으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

확한 선형 곡면 생성 기능이 포함되어야 보다 정확한 3차원 

CAD 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구조해석 결과 

도출의 첫걸음이 된다.

그림 1은 3차원 설계지원 일관시스템의 전체 개요이다. 그

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은  타 CAD프로그램을 통하여 

IGES 포맷의 곡면을 생성한 뒤 import하는 형식으로 구현되

어 있다. 이를 추가적인 타 CAD 프로그램 개입 없이 본 CAD 

프로그램 상에서 선형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다.

그림 1 3차원 설계지원 일관시스템 개요

선박의 선형 설계는 크게 곡선 그물망 (curve network)으

로 형상을 정의하는 방법과 곡면을 직접 정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선박 선형 설계는 곡선그물망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3차원 자유곡면 형상을 직관적으로 설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자들에게 lines나 단면곡선 등의 

쉽게 이용가능한 설계 결과물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곡선 그물망 형태로 입력된 선형 정보를 바탕으로 

선형 곡면을 생성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다른 형태의 

선형 설계 결과물인 옵셋표(offset table)을 입력값으로 할 경

우 곡선 그물망 형태로 변환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능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2. Offset table을 활용한 

곡선 그물망 변환

2.1 곡선 그물망 변환 알고리즘 개요

선박에서의 offsets table이란 선박의 선도 (lines plan)의 

구성요소인 횡단면선 (section line), 수선 (waterline), 수직 

종단면선 (buttock line)을 바탕으로 선박의 최종 겉면인 선형

의 곡면상의 점들을 x, y, z좌표를 나타낸 표이다. 표는 선박

의 스테이션의 x좌표를 세로방향으로, 수선의 z좌표를 가로방

향으로 표시하고, 각각 x, z 좌표에 대응되는 선형의 반폭인 y

좌표를 표시한다. 따라서, offsets table을 이용하면 선체 곡면

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선형 곡면 위

의 점을 일정 간격으로 sampling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측 접

선 (side tangential line)과 같은 주요 경계곡선의 표현이 불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 생성 기능의 입력값인 곡선 그물망 형

태로 offset table을 변환하기 위하여 offset table을 이용하여 

section line, waterline, centerline을 생성하여 기존 곡선 그

물망과 같은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곡선은 

B-spline curve로 interpolation하여 생성하였다. 해당 기능은 

그림 2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하여 수행된다.

2.2 Section line, waterline 생성

본 연구에서 section line과 waterline은 offset table에서 

해당하는 x좌표와 z좌표를 가진 point들을 B-spline curve로 

interpolation하여 생성한다. 해당 point들은 그림 3과 같은 방

식으로 수집하여 B-spline curve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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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곡선 그물망 변환 알고리즘 flow chart

특히 생성된 waterline중 'z=0''에 해당하는 곡선은 선저 접

선 (bottom tangential line), 'z=D'에 해당하는 곡선은 상갑판 

현측선 (upper deck side line)이 된다.

곡선 interpolation시 주의할 점으로는 'y=0'인 점을 제거하

여 interpolation한다는 점이다. 또한 section line의 경우 선박

의 형상의 특징 때문에 한 스테이션에서 2개 이상의 section 

line을 얻을 수 있다. 이때 각각의 section line을 구분하여 

interpolation을 진행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section 

line과 waterline의 interpolation 결과가  연속조건을 만족

하도록 생성되어 선박의 원래 형상을 유지할 수 없다.

2.2 Centerline 생성

Centerline은 선박 중심면과 선체 곡면과의 교차 곡선으로 

선미부터 선수까지 선박 전체에 결쳐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는 centerline을 선미, 선수, 선박중앙부, 상갑판에 해당하는 4

개의 곡선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그림 3 Offset table을 이용한 section line, waterline 
생성

그림 4 Offset table을 이용한 centerline 생성

그림 4는 4개로 분리한 centerline들이 해당하는 offset 

table상의 point를 연결한 결과이다. 먼저 선미부의 centerline

은 offset table 우측 상단에서 시작하여 (z=D, x=transom) 선

형 곡면의 경계인 'y=0'인 점을 'z=bottom'까지 탐색한 points

들을 interpolation한다. 같은 방법으로 선수부의 centerline은 

좌측 하단에서 시작하여 (z=bottom, x=max value) 선형 곡면

의 경계를 'z=D'까지 탐색한 point들의 interpolation 결과이

다. 이후 선박중앙부의 centerline은 선미 centerline의 끝점과 

선수 centerline의 시작점을 직선으로 이은 line이며 상갑판에 

해당하는 centerline은 'z=D'에서 'x=transom'과 'x=max 

value'를 이은 line으로 생성된다.

3. 선형 곡면 생성

3.1 선형 곡면 생성 알고리즘 개요

Offset table을 활용하여 생성한 곡선 그물망을 B-spline 

curve, 본 장에서는 곡선 그물망으로 정의된 선형 설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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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활용하여 선형 곡면을 생성하는 기능을 설명한다. 해당 

기능의 입력값은 B-spline curve로 정의된 곡선으로 lines나 

2장에서 생성한 곡선 그물망을 활용한다. 선형 곡면 생성 알

고리즘은 그림 5와 같으며,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선형 곡면을 

생성한다. 

그림 5 선형 곡면 생성 기능 flow chart

먼저 B-spline 곡선 그물망인 lines를 입력한다. 다음 과정

으로, 곡선 그물망에 대해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곡선 그물

망 중 waterline은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section line은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곡선을 재정의한다. 이후 section line을 

시작점의 x 크기순으로 정렬한다. 

정렬된 section line을 순서대로 그림 6에 제시된 알고리즘

에 도입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입력된 곡선의 knot를 기준으

로 다른 B-spline curve에서 knot를 찾고 그에 해당하는 

section line과 waterline을 찾아 Coons patch를 생성하는 알

고리즘이다.

그림 6 Coons patch 생성 flow chart

3.2 Section line, waterline을 이용한 

Coons patch 생성

곡선 그물망에서 하나의 B-spline 곡선을 선택하고 각각의 

knot에 해당하는 점 사이의 곡선들을 나누어 Coons patch를 

생성한다. 다음의 과정에 따라 곡선 그물망 사이에 Coons 

patch를 생성하여 선형 곡면을 구성한다. 

그림 7은 곡선 그물망을 이용한 Coons patch 생성과정 예

시이다. 먼저, 시작 knot와 시작 knot를 지나는 section line 

정보를 저장한 후 시작한다. 주어진 section line에서 시작점

의 다음 knot인 1번 knot를 찾고 저장한다. 다음으로, 시작 

knot를 지나는 waterline을 탐색한다. 탐색한 후, waterline에

서 시작 knot의 다음 knot인 2번 knot를 탐색한다. 2번 knot

와 waterline의 정보를 저장한다.

이후 3번 knot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1번 knot를 지나는 

waterline과 2번 knot를 지나는 section line을 찾은 후, 이 둘

의 교점에 해당하는 knot를 탐색한다. 3번 knot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2개의 line 정보와 knot 정보를 따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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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ons patch 생성 예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총 4개의 곡선 정보와 각 곡선의 

segment할 knot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b-spline 곡선인 waterline, section line을 분할한다. 

Segment된 4개의 곡선을 사용하여 coons patch를 생성하며, 

모든 section line에 대해 위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 waterline

과 section line간의 교점이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Coons 

patch를 생성하게 된다.

3.3 Centerline을 이용한 Coons patch 생성

곡선그물망에서 waterline과 section line에서의 Coons 

patch 외에도 centerline과 두 곡선들에서의 Coons patch 생

성이 필요하다. centerline은 선수, 선미, 중앙부 곡선을 의미

하며, 3.2절과 달리 생성해야 하는 Coons patch는 삼각 

Coons patch이다. 삼각 Coons patch를 생성할 때에는, 사각 

Coons patch와 다른 방법으로 탐색해야 한다. 

표 1과 같이 centerline의 형상과 위치에 따라 교점탐색 곡

선의 시작 knot와 마지막 knot가 존재하는 곡선의 종류가 달

라진다. 예를 들어 case 2에서 시작 knot는 waterline에 있고 

마지막 knot는 section line 위에 있어 삼각형을 이루게 된다. 

Case 2의 경우 그림 8의 과정에 따라 삼각 Coons patch

를 생성할 수 있다. 시작 knot로부터 1번 knot를 탐색하고 이

를 저장한다. 표 1에 따라 시작 knot에서 탐색해야 할 곡선은 

waterline이므로, 시작 knot에서 waterline을 탐색하고 저장한

다. 1번 knot에서 탐색해야 할 곡선은 section line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저장한다. 저장한 waterline과 section 

line의 교점을 탐색하여 2번 knot를 탐색하고 저장한다. 

표 1 Centerline을 이용한 Coons patch 생성 경우

Case Centerline 
형상 위치

 교점탐색 곡선
Starting 

knot
Center line 
end knot

1 FP Waterline Section 
line

2 AP Waterline Section 
line

3 FP Section 
line Waterline

4 AP Section 
line Waterline

5 FP, 
AP

3.2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총 3개의 line 정보와 각각의 knot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B-spline 곡선을 분할한다. 분할된 3개의 곡선

을 사용하여 삼각 Coons patch를 생성하며, 선수, 선미, 중앙

부 곡선에 대해 반복수행하여 3.2절의 결과와 병합하면, 최종 

결과인 선형 곡면을 도출하게 된다.

그림 8 Centerline을 활용한 Coons patch 생성 예시

4. 선형 생성 기능 결과

4.1 Offset table을 이용한 lines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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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6,300TEU 컨테이너선 offset table

2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한 offset table 데이

터를 활용한 lines 생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9는 lines 

생성에 활용한 6,300TEU 컨테이너선의 offset table 데이터 

예시이고, 그림 10은 lines 생성 결과이다.

그림 10 곡선 그물망 생성 결과

4.2 선형 곡면 생성 결과

3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한 선형 생성 기능에 

4.1에서 얻은 곡선 그물망을 입력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은 선형 생성 결과와 생성된 선형의 반폭도, 

측면도, 정면도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설계지원 일관시스템의 선형 생성기

능을 개발하였다. 해당 선형 생성 기능은 lines와 같은 곡선 

그물망을 입력값으로 하며, offset table을 입력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곡선 그물망을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Offset 

table을 활용하여 선형을 생성하였을 때에도 곡선 그물망이 

  연속조건을 만족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속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곡선 그물망을 이용

하여 생성된 선형 곡면은 구조용 3차원 선박 모델을 생성하기

에 적합한 품질의 곡면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구현된 기능의 보완점으로는 knot 기반의 곡선 그물

망 교점 탐색의 한계로, 실제 곡선 그물망의 교점에 knot가 

정의되지 않을 경우 교점 탐색에 실패하여 Coons patch를 생

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T-junction

이 존재하는 patch에서 patch생성이 불가하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T-junction과 같은 특이점에서 

Coons patch 생성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나아가 patch간   

연속조건을 만족하도록 기능개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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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선형 곡면 생성 기능 결과, 반폭도, 측면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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