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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해사기구(IMO)는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의 최종안

에 선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규제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운항연비지표(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EEOI)와 신조선에 대해서는 선박제조연비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도입하였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연료소비율을 예측하기 위한 파랑 

중 운항하는 선박의 저항추진성능을 실험 또는 수치해석을 통

해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에 선박의 저항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수 중의 저항만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실제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바람과 파도에 의해 정수 

중의 저항보다 더 큰 저항을 받게 되며 바람에 의한 저항은 

공기저항, 파도에 의한 저항은 부가저항이라 한다. 파랑 중을 

운항하는 고속선의 경우, 전체 저항 중 약 30% 이상을 부가저

항이 차지하기도 하며 (Lee & Kwak, 1997; Faltinsen, 2005), 

파도에 의하여 선박의 속력이 10% 이상 감소하기도 한다 

(Radoslav & JasnaPrpi, 2007). 

파랑 중 선박의 부가저항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수행

되어 왔으며, 1970년대 초기 연구는 실험에 기반 하여, Series 

60 선형 (Gerritsma & Beukelman, 1972; Storm- Tejsen et 

al., 1973), S175 컨테이너선 모델 (Fujii & Takahashi, 1975; 

Nakamura & Naito, 1977)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이후 Journee (1992)는 4가지 Wigley 선형에 대한 체계적인 

부가저항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Kuroda et al. 

(2011)은 컨테이너선 기본 선형을 기준으로 선수부의 형상을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면서 이에 따른 부가저항 실험 연구를 하

였다. 또한 Park et al. (2015)는 모형실험에서 여러 가지 조건

에 대한 반복실험을 통해 부가저항 실험값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불확실성 연구를 제시하였다 (Seo & Park, 2017). 

한편, 파랑 중 부가저항에 대한 실험 연구가 수행되는 동안 

이론 및 수치적 접근 또한 진행되었다. 초기 대부분의 연구는 

퍼텐셜 이론에 기반 하여 해석 방법에 따라 모멘텀 보존방법

과 압력직접적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 모멘텀 보존법은 

Mauro (1960)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선박 표면에서의 압력

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

는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압력적분법

의 경우 수식이 복잡하나 물리적 해석이 용이하다 (Faltinsen 

et al., 1980). 초기 부가저항 해석을 위한 운동계산은 strip 

method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전산기기가 발달하면서 주파수

영역의 3차원 그린함수법, 주파수영역의 랜킨패널법, 시간영

역의 고차 랜킨패널법을 이용한 부가저항 해석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Oh et al., 2015). Seo et al. (2013)는 시간영역 고차 

랜킨패널법을 적용한 비선형 운동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KCS, KVLCC2 흘수선 위쪽 선형의 형상 변화에 따른 부가저

항의 변화 양상을 다루었다. Oh & Yang (2016)는 수정된 방

사 에너지법과 NMRI의 단파장 보정 식을 이용하여, 초기 설

계에서의 활용 또는 운항 보조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파랑 중 부가저항 계산모듈을 개발하였다. Jung et al. (2017)

는 선박의 초기 선형 설계 단계에 적용하기 위한 대표 해상상

태에서의 부가저항과 기상보정계수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

행하고, KVLCC2와 Supramax에 대해 모멘텀 보존법을 적용

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을 해석 하였다. 

퍼텐셜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은 실제적인 설계단계

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유입파의 파고가 높거나 선

체운동이 과도해지는 경우에는 실용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

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Jeong & Lee, 2014).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하드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점성을 

고려할 수 있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방법을 

이용한 부가저항 해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rihara 

& Miyata (2003)는 선수 규칙파 중 SR-108 컨테이너선에 대

한 운동과 부가저항 해석에 자체 개발한 WISDAM-X라는 프

로그램과 중첩격자계(overlapping grid)를 이용하여 수치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Hu & Kashiwagi (2007)는 CIP 

(Constrained Interpolation Profile) 기법과 직교격자계를 이

용하여 선박의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Visonneau et 

al. (2010)는 비정렬격자(unstructured mesh)와 analytical 

weighting mesh deformation을 적용한 ISIS-CFD를 이용하여 

선수 규칙파 중 선박의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Park et 

al. (2013)는 WAVIS-6DoF를 사용하여 고정된 격자계에서 

DTMB 5415 선형에 대한 선수파 중 운동문제를 해석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Yang et al. (2013)는 VOF(Volume of 

Fluid) 계열 중 하나인 THINC(Tangent Hyperbol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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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Capturing(THINC) 기법과 직교격자계 기반 수치기

법을 이용하여 Wigley III 선형과 S175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

동응답과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Jeong & Lee 

(2014)는 수정된 marker-density법과 직교격자계를 이용하여 

원형실린더의 와유기진동과 Wigley III 선형과 KCS 선형에 대

한 운동과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여 공개된 실험결과와 비교

하였다. Oh et al. (2015)는 AFRAMAX급 유조선의 두가지 선

형 (원본 형상 및 Ax-bow형상)에 대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 

모형시험을 수행하였고, 랜킨패널법 기반의 3차원 시간영역 

운동해석 프로그램(WISH)와 상용 CFD 프로그램(STAR- 

CCM+)을 사용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수치계산 결과

와 모형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Seo & Park (2017)는 오픈소

스 라이브러리인 OpenFOAM을 사용하여 KCS 선형에 대한 선

수 규칙파 중 부가저항과 운동성능을 계산하였고 공개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Kim & Lee (2017)는 OpenFOAM을 

이용하여 KCS 선형에 대해 파랑 중 선박 운항 자세에 따른 저

항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도 높은 수치

시뮬레이션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파형을 생성하는 생성 구역과 파의 반사

를 방지하고 소멸시키는 감쇄 구역을 설정하여 파를 생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해석 영역을 제외하고 파장의 1~2배 정도의 

구역을 생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파랑 중 선박 운동을 해

석하기 위해 물체적합격자계(body-fitted grid system)를 이

용할 경우 물체의 이동에 따라 격자계의 재작성 또는 이동이 

필요하며, 그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Jeong &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프로그램인 STAR-CCM+ V11.06

을 이용하여 파형 생성 및 감쇄 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또한 

격자계의 재작성 또는 이동이 필요 없는 방법을 적용하여 타

(rudder)를 포함한 KCS 선형에 대해 선수 규칙파 중 선박의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 결과는 FORCE 

Technology 기관에서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공개한 2015 

Tokyo workshop(Case 2.10)과 비교하였다. 

2. 수치계산방법

질량보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 난류모델 방정식을 

비 압축성 기반 비정상 상태에서 계산하였다.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SIMPLE(Patankar & Spalding, 1972)를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Standard K-Epsilon Low-Re 모델과 벽함수를 사

용하였다. 대수방정식의 수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Algebraic 

Multi-Grid(AMG) 방법 (Weiss et al., 1999)을 사용 하였고, 

Gauss-Seidel 반복 계산법을 사용하여 대수방정식을 계산하

였다. 파랑을 표현하기 위해 fifth order stokes wave를 선택

하였으며, STAR-CCM+에 내장되어 있는 wave forcing 기법

을 사용하여 비 반사(경계쪽으로 전파되는 외란이 감쇠되는 

현상) 되어야 하는 경계에서의 반사를 최소화 하였다. 파랑으

로 인한 선체의 움직임은 DFBI(Dynamic Fluid Body 

Interaction)모델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설

정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STAR-CCM+에서 사용하는 VOF 모델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VOF방정식 수송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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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는 표면적 벡터, 는 위상i의 사용장 정의 소스 항이며,

는 상 밀도의 재료 또는 라그랑지안 미분이다.

- Wave damping (Choi & Su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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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x방향으로 전파하는 wave damping의 시작 포

인트이고, 는 wave damping이 끝나는 경계면 위치이다. 

와 는 damping모델의 인자이며, 는 수직 속도 요

소를 나타낸다.

- Wave forcing (Kim et al., 2012)

특정거리에서 이산화 된 Navier-Stokes방정식을 다른 이

론적 솔루션으로 강제 적용하면 축소된 솔루션 도메인을 사용

하여 계산 효율을 증가할 수 있다. Wave forcing은 점차적인 

강제력의 감쇠 특성으로 인해 경계에서 표면파의 반사와 관련

된 문제를 제거한다. Wave forcing은 오직 모멘텀에 적용되

며, 위상 소스 또는 난류 소스가 별도로 추가 되지 않는다. 

Wave forcing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수송 방정식에 소스 항

을 추가하여 이루어진다.



김철호, 최민수, 이인수, 진봉용

BSNAK, Vol. 55, No. 1, March 2018                                                                           37

                             (3)

   
                                   (4)

  cos                                (5)

는 유체 밀도, 는 forcing 계수를 나타내며, 는 수송방정

식의 최근 해, 는 해가 강제되는 값이다. 에서 까지 값

의 변화는 식(5)를 사용하여 아래 Fig. 1과 같이 적용하였다. 

Fig. 1 Example forcing coefficient in forcing zone

Table 1  Governing equation and numerical 
scheme

Governing
equation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 equation

Free surface
and Wave

Volume of fluid method(VOF)
Stoke's 5th order wave 

Body motion
Dynamic Fluid Body
Interaction(DFBI)

Heave and pitch free

Turbulent model
Standard K-Epsilon Low-Re

All y+ Wall Treatment

Mesh
Trimmed mesh & prism layer 

with wall function

3. 대상선의 제원 및 수치해석 조건

실험은 FORCE Technology 기관에서 수행 하였으며, 수치

계산 및 실험에 사용한 선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설

계한 3,600TEU 컨테이너선인 KCS(KRISO Container Ship)로 

타(rudder)를 포함하고 있다. 계산에 사용된 모형의 축척은 

1/37.89이며, 주요제원 및 형상은 Table 2 그리고 Fig. 2와 같

다. 속력은 설계속력인 2.006m/s이다. 

무한 수심일 때로 가정하고, 해석 조건은 Table 3과 같이 

정의 하였다. 선체는 트림과 침하는 자유로우며, 나머지 움직

임은 구속되어 있고, Stoke's 5th order wave를 사용하여 파

랑을 생성하였다. 

Table 2 Main particulars of KCS with rudder

 Main particulars Full scale Model scale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PP (m)

230 6.0702

Maximum beam of 
waterline (m)

32.2 0.8498

Draft (m) 10.8 0.2850

Displacement volume 
(m3) 

52030 0.9571

Wetted surface area 
w/o rudder (m2)

9424 6.6177

Wetted surface area of 
rudder (m2)

115.0 0.0801

LCB (%LPP), fwd+ -1.48 -1.48

Vertical Center of 
Gravity (from keel) (m)

0.378

Moment of Inertia 
(Kxx/B)

0.40

Moment of Inertia 
(Kyy/LPP, Kzz/LPP)

0.250 0.252

Fig. 2 Geometric model of KCS with ru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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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ve conditions 

Case 
no.

λ/LPP

Wave 
height 
(m)

Wave 
length, λ 

(m)

Wave 
steepness

0 calm water

1 0.65 0.062 3.949 0.016

2 0.85 0.078 5.164 0.015

3 1.15 0.123 6.979 0.018

4 1.37 0.149 8.321 0.018

5 1.95 0.196 11.840 0.017

Table 4 Boundary conditions 

Boundary
Type

in calm in wave

Inlet Velocity inlet Velocity inlet

Outlet Pressure outlet Velocity inlet

Top Velocity inlet Pressure outlet

Bottom Velocity inlet Velocity inlet

Side
Symmetry 
plane

Symmetry 
plane

Symmetry
Symmetry 
plane

Symmetry 
plane

Table 5 Number and size of mesh according to 
Wave conditions 

Case 
no.

Total mesh 
number

Relative Z 
size (% of 
base size)

Mesh number 
in Z per 

wave height

1
abt. 

2.87e+06
3.125 abt. 13

2
abt. 

3.81e+06
3.125 abt. 16

3
abt. 

4.48e+06
3.125 abt. 26

4
abt. 

1.60e+06
6.250 abt. 15

5
abt. 

1.66e+06
6.250 abt. 20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의 정확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는 파랑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입사파의 파고를 기준으로 각 

파랑 조건에 따라 격자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사파

고 내에 높이 방향으로 10~20개 정도의 격자를 생성하였고, 

길이 방향과 높이 방향의 격자 종횡비 Δx/Δz 값은 8로 유지

하였다. 각 파랑 조건에 따른 총 격자수와 파랑 생성을 위한 

높이 방향 격자 크기 및 개수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모든 

계산에 사용된 격자의 base size는 0.15m이다. 선체로 입사되

는 파의 정확한 구현을 위하여 wave forcing 기법을 적용하

였다 (STAR-CCM+ V11.06, 2016).

이번 연구에서 정수 중 저항 및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에 

사용한 수치해석 영역은 Fig. 3과 같다. 좌표축의 원점은 

(0,0,0)으로 AP(After Perpendicular), Center line(Y=0) 그리

고 Base line(Z=0)인 곳에 위치하며, 선미에서 선수 방향을 

+x, 선체 중심에서 좌현을 +y, Base line에서 연직상방을 +z

로 정의하였다. 

정수 중 저항 해석과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을 위한 경계조

건은 Table 4에 나타내었고, 선체 및 타는 벽면 조건을 적용

하여 no-slip 조건을 만족 시켰다. 정수 중 저항 해석의 경우, 

Fig. 3의 inlet, outlet 그리고 side boundary에 LPP/2의 wave 

damping을 적용하였고 (STAR-CCM+ V11.06, 2016),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의 경우, Fig. 4와 같이 wave forcing length을 

적용하였다. Fig. 5는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을 위하여 생성한 

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Fig. 3 Numerical domain in calm and wave 
condition



김철호, 최민수, 이인수, 진봉용

BSNAK, Vol. 55, No. 1, March 2018                                                                           39

Fig. 4 Wave forcing length for added resistance in 
waves

Fig. 5 Example volumetric mesh for added 
resistance in wave

Fig. 6은 선체가 없는 상태에서 생성된 파랑이 정확하고 재현

성을 가지고 생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Fig. 6 Example volumetric mesh without hull for 
wave generation

4. 해석 결과

4.1 정수 중 저항해석 결과

타를 포함한 KCS 선형에 대해 설계속력 2.006m/s에서 정

수 중 저항해석(Case 0)을 수행하였고, 약 115만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Fig. 7과 Table 6은 수치해석 결과의 전 저항, 트

림 및 침하를 모형시험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침하는 연직

상방이 양의 값을 나타내며, 트림의 양의 값은 선수부분이 선

미부분보다 아래로 기울어진 것을 나타낸다. 전 저항 결과에 

대한 차이는 약 2% 정도로 모형시험 결과에 근접하지만, 침하

와 트림의 경우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

유수면 근처 격자의 z-방향 크기가 0.0093750m로 침하량의 

변화를 계산하기에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험결과와의 차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유수면 부근의 z-방향 크기를 침하 

변화량보다 작게 설정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a) Case 0 – CT

(b) Case 0 – Sinkage

(c) Case 0 – Trim
Fig. 7 Comparison of CT, sinkage and trim with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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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T, Sinkage and Trim in calm water 
(Case 0)

EFD CFD
Difference 
(% based 

EFD) 

CT×103 3.835 3.912 -2.01

Sinkage 
(m)

-0.0126 -0.0113 10.27

Trim 
(deg)

0.1646 0.1799 -9.29

4.2 파랑 생성 결과

생성된 파랑의 정확도는 FP(Forward Perpendicular)와 파

랑의 파정(crest)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파고

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파랑의 재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주기 이후부터 10주기 동안 진행하는 파랑의 이론값과 수

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Fig. 8). Table 7은 파정

과 파저(trough)의 이론값과 수치해석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

며, 그 차이는 1% 이내에서 만족하고 있다.

    

(a) Case 1 (λ/LPP = 0.65)                                      (b) Case 2 (λ/LPP = 0.85)

    

(c) Case 3 (λ/LPP = 1.15)                             (d) Case 4 (λ/LPP = 1.37)

(e) Case 5 (λ/LPP = 1.95)

Fig. 8 Time history of wave elevation in wav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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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ave amplitude in wave conditions 

Case no.

Stoke's 5th order 
wave

Difference 
(% based 
Theory) Theory CFD

1
Crest 0.03174 0.03145 0.93

Trough -0.03021 -0.03007 0.47

2
Crest 0.03991 0.03978 0.34

Trough -0.03806 -0.03794 0.32

3
Crest 0.06316 0.06320 -0.01

Trough -0.05975 -0.05957 0.35

4
Crest 0.07656 0.07652 0.05

Trough -0.07236 -0.07205 0.43

5
Crest 0.10053 0.10057 -0.04

Trough -0.09542 -0.09513 0.31

4.3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 결과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을 위하여 Table 3과 같이 규칙파를 

유입시켰다. 파랑의 재현성을 고려하여, 20주기 이후부터 10

주기 동안의 수치해석 결과를 평균하여 1주기로 나타내었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9~11은 파랑에 의한 선박의 전 

저항과 운동 기록을 나타내고, Table 8은 수치해석 결과와 실

험결과의 1주기 평균값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Fig. 9~11의 Te

는 조우주기이고, ζs는 파의 진폭, k는 파수 그리고 θ는 라

디안이다. Case 3의 경우 실험 시, 공진주기로 인하여 전 저

항의 시계열 데이터 대신 평균값을 제공하였다.

Case 1~5까지의 전 저항 결과를 보면, Case 2를 제외하

고 전반적으로 실험결과와 정성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Table 8의 파장 별 전 저항 차이는 실험 값 대비 4% 이

내로 발생한다. 상하운동 및 종동요의 경우, 마찬가지로 Case 

2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실험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11). 

Table 8 CT in wave conditions 

Case 
no.

CT × 103
Difference 

(% based EFD) EFD CFD

1 4.144 4.201 -1.38

2 4.635 4.639 -0.09

3 7.078 7.145 -0.94

4 7.030 7.299 -3.83

5 5.664 5.515 2.63

(a) Case 1 (λ/LPP = 0.65)

(b) Case 2 (λ/LPP = 0.85)

(c) Case 3 (λ/LPP = 1.15)

(d) Case 4 (λ/LPP = 1.37)

(e) Case 5 (λ/LPP = 1.95)

Fig. 9 Time history of CT in wav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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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λ/LPP = 0.65)

(b) Case 2 (λ/LPP = 0.85)

(c) Case 3 (λ/LPP = 1.15)

(d) Case 4 (λ/LPP = 1.37)

(e) Case 5 (λ/LPP = 1.95)

Fig. 10 Time history of heave motion in wave 
conditions

(a) Case 1 (λ/LPP = 0.65)

(b) Case 2 (λ/LPP = 0.85)

(c) Case 3 (λ/LPP = 1.15)

(d) Case 4 (λ/LPP = 1.37)

(e) Case 5 (λ/LPP = 1.95)

Fig. 11 Time history of pitch motion in wav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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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프로그램인 STAR-CCM+의 

wave forcing을 이용하여 파형 생성 및 감쇄 구역을 설정하

지 않았으며, DFBI를 이용함으로써 격자계의 재작성 또는 이

동이 필요 없이 선수 규칙파 중 타를 포함한 KCS 선형의 부

가저항 및 운동응답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파랑은 Stoke’s 5th order wave theory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사파고 내에 높이 방향으로 10~20개 정도의 격

자를 생성하였고, 길이 방향과 높이 방향의 격자 종횡비 Δx/

Δz 값은 8로 유지하였다. 파랑 생성의 경우, 이론값과 1% 이

내의 차이를 보이며, 일관되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

가저항 및 운동응답 수치해석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각 파장 별 전 저항의 차이는 실험 대비 4% 이내로 발생하였

고, 또한 상하운동 및 종동요의 경우 실험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기법은 선박의 부가저항이나 운동

응답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타를 포

함한 KCS 선형에 대해 다른 입사각에서 파랑 중 부가저항 및 

운동응답의 실험 결과를 공개한 2015 Tokyo workshop(Case 

2.11)과 비교하여, 선수파가 아닌 방향에서의 수치해석을 수행 

및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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