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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fixed coordinate
 Body-fixed coordinate
 Vehicle speed (m/s)
 Drift angle (deg)
 Angle of attack (deg)
 Surge (axial) velocity (m/s)

 Sway (lateral) velocity (m/s)
 Heave (vertical) velocity (m/s)
 Roll rate (deg/s)
 Pitch rate (deg/s)
 Yaw rate (deg/s)
 Rudder angle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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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bmerged body with varied control inputs can execute large drift angles and large angles of attack, as well as basic control 
such as straight movement and turn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submerged body comprising 
six thrusters and six control planes, which is capable of a large drift angle and angle of attack motion. Virtual captive model tests via were 
analyzed vi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o determin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ubmerged body. A test matrix of virtual 
captive model tests specialized for large-angle mo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this test matrix, virtual captive model tests were performed 
with a drift angle and angle of attack of approximately 30° and 90°, respective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drodynamic force acting o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urfaces of the submerged body were analyzed under the large-angle motion condition, and a model representing this 
hydrodynamic force was established. In addition, maneuvering simulat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tandard maneuverability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large-angle motion. Considering the shape characteristics of the submerged body, we attempt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drodynamic force when the large-angle motion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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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몰수체는 수중에서 운용되는 모든 운동체를 의미하며, Remotely operated vehicle(RO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AUV), 수중무

기, 잠수함 등이 포함된다(Kim et al., 2012; Park et al., 2015). 군사용 또는 상업용 몰수체는 종류도 다양하고 각기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몰수체는 운용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운용 목적이 반영된 동특성을 지녀야 하며, 요구되는 동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형상을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활용도와 임무에 부합하는 성능을 가진 몰수체 개발이 요구된다(Jeon et al., 2017). 특히, 소형 몰수체는 

수상선박과 달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또는 자율로 운항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

다. 따라서, 운용하는 몰수체의 조종성능(Maneuverability)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하여 적합한 제어기(Controller)를 적용하여야 한

다.
몰수체 조종성능 추정에 관한 연구는 실험적, 해석적 방법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설계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조종성능 해석방

법은 몰수체 운동범위와 운용목적을 반영한 조종운동방정식의 외력을 모델링하고, 수조(Towing tank)에서 구속모형시험(Captive model 
test)를 수행하여 외력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Bae and Sohn(2009)은 Manta형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을 대상으로 회류수조(Circular water channel)에서 저항시험을 포함한 정적시험(Static test)을 수행하였다. 정적시험으로 구해낸 

일부 감쇠계수와 이론적 방법으로 추정한 부가질량계수, 감쇠계수를 조합하여 Manta형 무인잠수정의 6자유도 조종운동방정식을 정립

하였고, 조종성능을 분석하였다. Kim et al.(2012)은 대형 제어형 예인전차 CPMC(Computerized planar motion carriage)에 몰수체 모형을 

설치하여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저항시험(Resistance test), 사항시험(Static drift test), 영각시험(Static angle of attack test), 수평면, 
수직면 선회시험(Horizontal and vertical turning test), 조합시험(Combined test) 등을 수행하여 부가질량계수(Added mass coefficient)를 제

외한 감쇠계수(Damping coefficient)를 추정하였고, 안정성 해석(St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Jung et al.(2014)은 수중 글라이더

(Autonomous underwater glider) 모형을 대상으로 선형예인수조(Towing tank)에서 VPMM(Vertical planar motion mechanism) 시험을 수행

하여 부가질량계수와 감쇠계수를 추정하였고, 추정한 계수를 활용하여 운동방정식을 모델링하여 제어 시뮬레이션을 위한 플랜트 모델

(Plant model)로 활용하였다. 몰수체는 대부분 원통형 형상으로 횡동요 감쇠모멘트(Roll hydrodynamic damping moment)가 크지 않아 고

속에서 횡동요 운동제어를 하지 않으면 횡동요 운동이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듯 민감한 몰수체의 횡동요 운동을 추정하

기 위해 Park et al.(2015)은 몰수체의 원추형 시험(Coning motion test)을 수행하여 횡동요 운동과 관련된 동유체력미계수(Hydrodynamic 
derivative)를 추정하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원추형시험에 대한 시험 방법을 제안하였다. 언급한 모형시험 사례들은 대부분 세장형

(Slender shape) 몰수체를 대상으로 설계속력에서 편류각(Drift angle)과 영각(Angle of attack)이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 해석한 결과이며, 
대각도 운동을 반영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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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방법을 활용한 몰수체의 조종성능 추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험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동체를 등

가의 날개로 치환하여 양력발생장치로 가정한 경험식(Empirical formular)을 활용한 Yeo et al.(2006)은 잠수함 설계 인자들이 잠수함의 

안정성(Stability)에 미치는 민감도를 도출하였고, Jeon et al.(2017)은 형상 설계 인자들이 몰수체 조종성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하지만 경험식은 안정성 해석을 위한 선형 안정성계수(Linear stability coefficient) 추정과 제어기 설계를 위한 플랜트 모델을 정립

하기 위해 활용된다. 비선형계수(Nonlinear coefficient)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저속운동과 대각도 운동을 모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해석적 방법은 Computation fluid dynamics(CFD)를 활용한 가상구속모형시험(Virtual captive model test)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조에

서 수행하는 구속모형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CFD 계산을 수행하여 동유체력미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으며, 정확도 또한 모형시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Sung and Park (2015)은 공개된 상선인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KRISO) container ship(KCS)과 KRISO very large crude-oil carrier(KVLCC)1, KVLCC2를 대상으로 CFD 가상 구속모형

시험을 수행하였고, 자유항주모형시험(Free running model test)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Nguyen et 
al.(2018)은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 기반 CFD해석을 활용하여 Full scale 잠수함에 작용하는 동유체력을 계산한 뒤, 감쇠

계수들을 추정하였다. Cho et al.(2020)은 X-타(X-rudder)를 장착한 잠수함을 대상으로 CFD를 활용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였고,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대각도 운동은 항만에서 이접안 조종을 하는 선박과 같이 저속 운항하는  경우와(Takashina, 1986; Yoon and Kim, 2005) 

ROV와 같이 횡이동과 수직이동 등이 자유로운 경우에 고려해야할 운동이다(Jeon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동특성(Dynamic 
characteristics)을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 몰수체는 6개의 추진기와 6개의 제어판이 장착된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제어입력이 다양한 몰

수체는 후미부에 부착된 방향타(Rudder), 승강타(Elevator), 추진기(Thruster)로 구성된 세장형 몰수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동을 하게 된다. 즉 대편류각과 대영각 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대편류각과 대영각 운동이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동유체력을 

추정해야 하는 운동범위를 넓게 설정하여야 한다. 
CFD를 활용하여 가상 자유항주모형시험를 수행하면 조종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상당한 계산자원이 요구될뿐더러, 제어기 

설계용으로 활용되는 플랜트 모델인 조종운동방정식을 구해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각도 운동하는 몰수체의 동특성을 해석

하기 위해 CFD 해석을 활용한 가상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한다. 모형시험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몰수체 특성상 

자유표면이 아닌 수중에서 계산을 수행하므로 수상선박보다 계산시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조종수학모형(Maneuvering mathematical model)을 먼저 정립한 후 수학모형을 구성하는 조종성미계수를 추정하

는 절차로 해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몰수체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고 힘과 운동의 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몰수체를 해석

할 경우, 힘의 경향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모형을 정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각도 운동을 포함한 

동유체력을 추정할 수 있는 가상 구속모형시험 조건을 정립하여 힘의 경향성을 먼저 확인한 후, 힘과 운동 간에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

으로 접근한다.

2. 좌표계와 시험조건

2.1  좌표계

Fig. 1에 도시한 좌표계는 운동궤적과 자세각을 표현하기 위한 지구고정좌표계(Earth-fixed coordinate)와 운동방정식과 몰수체에 작용하

는 외력을 정의하는 물체고정좌표계(Body-fixed coordinate)로 구성된다. 운동방정식과 좌표계에 표기된 모든 기호는 Fossen (2011)이 정의

한 기호 표기법을 따른다. 

Fig. 1 Coordinate systems

2.2 해석 대상 몰수체

Fig. 2에 도시한 해석 대상 몰수체는 후미부에 부착된 2개의 주추진기(Main thruster)와 심도변경 조종이 가능한 4개의 보조추진기(Auxiliary 
thruster)가 장착되어 있고, 방향을 제어하는 방향타(Rudder)와 심도를 제어하는 두부승강타(Bow plane), 후미부승강타(Elevator)로 구성된다. 
추력과 타력을 발생시키는 제어입력(Control input)은 각각 6개로 대영각과 대편류각 운동이 가능하며, 주요제원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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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pe of a subject submerged body

Table 1 Principal parameters of the subject submerged body

Item (unit) Symbol Value
Length (m)  2.0
Beam (m)  0.6
Depth (m)  0.26

Volume (m3) ∇ 0.281

2-rudder area (m2)  0.03984

2-bow plane area (m2)  0.1158

2-stern plan area (m2)  0.0552
-, -, and -axis 

Center of gravity (m)    (-0.082, 0.0, 0.0015)

-, -, and -axis 
mass moment of inertia (kg·m2)    (6.08, 65.49, 69.82)

2.3 시험 조건

가상 구속모형시험 조건을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CFD 계산을 수행하면 추력 관련 계수를 제외한 모든 조종성

미계수를 획득할 수 있다. 저항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조건은 설계속력 2.57m/s(5knot)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후미부에 부착된 주추진기

가 2개이므로, 조타에 의한 선회모멘트 뿐만 아니라, 추력에 의한 선회모멘트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 몰수체는 조타에 의해서만 선회하는 

몰수체보다 선회 각속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선회 각속도와 편류각은 연성이 되므로 편류각도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항시험(Static drift test)을 수행할 때 편류각을 ±30°까지 고려하고, 무차원 각속도(Dimensionless angular velocity)도 0.6까지 고려한다. 
자항을 위한 주추진기 이외에도 선체에 4개의 보조추진기가 부착되어 있고, 수직방향으로 자유로운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보조추진기에 

의해 상하 이동이 가능하므로 영각(Angle of attack)이 ±90°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조건을 수립하였다. 동유체력 계산은 상용 CFD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 version 20.1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해석조건은 Table 3에 기술하였고, Fig. 3에 격자생성 결과를 도시하였

다. 
 모델은 조종하는 선박(Maneuvering ship)에 작용하는 동유체력을 예측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Quérard et al, .2008). 동유체력 

미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델은 CPU 계산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많은 조건의 CFD 계산이 필요하므로 

 모델을 난류 모델로 채택하였다. 3차원 비압축정 점성유동으로 가정하였고, 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RANS 방정식이 적용된다(Jeon et al., 2016). 대류항(Convection term)은 2차 Upwind 방법이 사용되었고, 확산항(Diffusion term)은 2차 중앙

차분법에 의해 이산화되었고, 압력과 속도는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알고리즘에 의해 연성되었다.

Fig. 3 Mes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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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ion matrix of virtual captive model tests

Test type Motion variables
Resistance test   = 1.03, 1.54, 2.06, 2.57, 3.09, 3.60 m/s (2.0, 3.0, 4.0, 5.0, 6.0, 7.0 knot)
Static drift test  = ±2°, ±4°, ±6°, ±8°, ±10°, ±12°, ±15°, ±20°, ±25°, ±30°

Static angle of attack test  = ±2°, ±4°, ±6°, ±8°, ±10°, ±12°, ±15°, ±20°, ±25°, ±30°, ±40°, ±50°,  
     ±60°, ±70°, ±80°, ±90°

Horizontal circular motion test ′  = ±0.2, ±0.3, ±0.4, ±0.5, ±0.6
Vertical circular motion test ′= ±0.2, ±0.3, ±0.4, ±0.5, ±0.6

Horizontal circular motion with drift test  = ±2°, ±4°, ±6°, +8°, +10°, +12° 
′  = 0.2, 0.3, 0.4, 0.5 

Vertical circular motion with angle of attack test  = ±2°, ±4°, ±6°, -8°, -10°, -12°
′ = 0.2, 0.3, 0.4, 0.5 

Static rudder test   = ±3°, ±6°, ±9°, ±12°, ±15°, ±18°, ±21°

Static elevator test (bow plane)  = ±3°, ±6°, ±9°, ±12°, ±15°, ±18°, ±21°

Static elevator test (stern plane)   = ±3°, ±6°, ±9°, ±12°, ±15°, ±18°, ±21°

Roll rotating test ′  = 0.4, 0.5, 0.6, 0.7

Pure sway test ′  = 0.08, 0.16, 0.24, 0.32

Pure yaw test ′  = 0.29, 0.52, 0.76, 1.02

Pure heave test ′  = 0.08, 0.16, 0.24, 0.32

Pure pitch test ′  = 0.29, 0.52, 0.76, 1.02

Pure roll test ′  = 7.2, 14.3, 21.5, 28.6, 35.8

Table 3 Analytic methods and conditions for CFD calculation

Item Description
Turbulence model  model

Algorithm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SIMPLE)
Interpolation method for pressure Second order upwind

Number of elements 7,070,460
Number of nodes 1,309,828

Type of mesh Tetrahedral unstructured mesh, Prism layer mesh (near hull surface)

3. 해석 결과 및 모델링

3.1 정적시험(Static Test)
정적시험은 선체의 속도와 제어판 회전에 기인하는 감쇠력을 계산하여 감쇠계수를 추정하는 시험으로, 저항시험(Resistance test), 사

항시험(Static drift test), 영각시험(Static angle of attack test), 조합시험(Combined test) 정적 방향타각시험(Static rudder test), 정적 승강타각

시험(Static elevator test) 등으로 구성된다. 각 시험별 동유체력모델을 Table 4에 기술하였다. 동유체력모델은 섭동상태변수(Perturbed 
state variables)의 크기가 작아 힘의 선형화(Linearization)가 가능한 선형모델과 운동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비선

형모델로 구분하여 모델링하였다.  
 각 속력별 저항을 추정하는 저항시험 결과를 Fig. 4에 도시하였다. 전진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중성부력을 가정했을 때 설계

속력에서 자체 중량의 약 9.8%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자체 중량은 몰수체 질량에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저항은 전진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설계속력인 2.57m/s(5knot)를  기준으로 속력의 변화가 작은 경우, 선체에 작용하는 저항도 선형

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Fig. 4에 선형모델과 비선형모델의 곡선근사결과를 함께 도시하였다. 
사항시험은 좌우동요 속도만 발생할 때에 작용하는 감쇠력을 구하는 시험으로, 편류각을 ±30°로 변화시켜 힘을 계산한 결과를 Fig. 5

에 도시하였다. 무차원화는 SNAME(Society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Engineering)에서 정의한 Prime system 1을 준수한다(Fossen, 
2011). 힘의 추세를 확인하면서 동유체력을 모델링한 결과, Table 3에 도시한 Non-linear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도 1에 근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편류각이 ±4° 이내인 범위에서 선형계수를 식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영각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각을 ±90°까지 변화시켜 동유체력(Hydrodynamic force)을 계산하였고, 영각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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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c hydrodynamic force model for hull motion variables

Test type Model Formu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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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resistance tests

  

 

 

 

Fig. 5 Results obtained from static drift tests    Fig. 6 Results obtained from static angle of attack tests

Fig. 7 Moment levers due to heave (upper) and sway (lower) velocities



Myungjun Jeon et al.

를 Fig. 6에 도시하였다. 전후동요(Surge) 동유체력은 약 ±50°, 종동요(Pitch)는 약 ±40°에서 실속(Stall)이 발생하며, 힘의 추세는 사항시험

과 동일한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선형 모델을 구성하는 비선형계수는  물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단순한 곡선근사 결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에 선형모델을 구성하는 선형계수는 계수들 간에 물리적 의미가 명확하여, 본 연구

와 같이 실험결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선형계수들 간에 관계를 검토하면서 수치해석 계산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Fig. 7은 

사항시험과 영각시험을 통해 식별한 선형 안정성계수  ,  ,  ,  , 를 활용하여 좌우동요(Sway) 속도 와 상하동요(Heave) 속도 

가 발생했을 때 감쇠력(Damping force)의 작용점을 보여준다. 
대상 몰수체의 측면형상은 후미부에 큰 방향타로 인해 후미부 면적이 우세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수평면 안정성에 있어서는 상

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좌우동요 속도에 의한 길이방향 감쇠력의 작용점인 는 원점을 기준으로 

약 0.066 앞에 위치해 있다. 선박과 같은 일반 세장형 운동체의 
가 약 0.25을 갖는 것을 감안하면 감쇠력의 작용점이 상당히 후미

부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상하방향 형상은 거의 대칭이므로 높이방향 감쇠력의 작용점 는 기하학적 원점

(Geometrical origin)을 기준으로 소폭 위쪽에 위치해 있으나, 크기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반면에 상하동요 속도가 발생했을 때 길이방향 

감쇠력의 작용점인 는 원점을 기준으로 후비부 방향으로 약 0.277 에 위치해 있다. 두부에 큰 면적의 선수승강타가 존재하므로 

두부가 우세한 형상을 보이므로 수직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결과임을 암시한다.
Fig. 8과 Fig. 9는 각각 수평면, 수직면 선회시험 결과로 선수동요 각속도 과 종동요 각속도 와 관련된 감쇠력과 모멘트를 구하는 시

험결과이다. 선체 측면적 보다 윗면적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모멘트 자체의 크기는 수직면 동유체력모멘트 가  수평면 동유체력

모멘트 보다 월등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동유체력 와 는 회전운동시 두부와 후미부의 형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힘

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부와 후미부의 형상 비대칭성이 강한 수평면 동유체력 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 Results obtained from horizontal circular motion tests      Fig. 9 Results obtained from vertical circular motion tests

               

Fig. 10 Results obtained from roll rotat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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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몰수체가 전진속도 로 전진함과 동시에 특정 횡동요 각속도 로 회전시키 발생하는 힘을 계측하는 횡회전시험(Roll 
rotating test)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원통형 형상을 갖는 몰수체는 선체에 작용하는 횡동요 감쇠모멘트가 작아 제어기를 적용하지 않으면 

큰 횡동요 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연구의 대상 몰수체는 선체 윗면 형상이 비교적 평판형상에 가깝고, 승강타 면적이 크

므로 횡동요 감쇠모멘트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진다. Fig. 10에 도시한 횡동요 각속도(Roll rate) 에 대한 횡동요 감쇠모멘트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각운동모멘트 보다 값의 Order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횡동요 감쇠모멘트가 크다는 것은 선회시 

횡동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운동 제어 측면에서 유리한 동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인이 필요하다.
Fig. 11과 Fig. 12는 각각 수평면 선회-편류각 조합시험(Horizontal circular motion with drift test), 수직면 선회-영각 조합시험(Vertical 

circular motion with angle of attack test) 결과를 보여준다. 수평면 선회-편류각 조합시험을 수행하면 사항시험, 수평면 선회시험에서 계측

         

      

Fig. 11 Results obtained from the horizontal circular motion with drift tests

   

       

Fig. 12 Results obtained from the vertical circular motion with the angle of attack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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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유체력도 같이 계측되므로 와 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유체력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직면 선회-영각 조합시험을 수행하면 

영각시험, 수직면 선회시험에서 계측되는 유체력이 같이 계측되므로 와 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유체력을 알 수 있다.
위 시험들을 통해 선체 운동 , , , , , 에 의한 감쇠력계수들을 모두 추정하였다. Table 5에 정적 방향타각시험, 정적 승강타각시험

에서 발생하는 동유체력모델과 해당 모델들의 결정계수를 기술하였다. Figs. 13–14는 각각 정적타각시험, 정적 승강타각시험 결과를 보

여준다. 일반적으로 타에 작용하는 유체력의 압력중심은 타 코드(Rudder chord)의 1/4 지점에 위치한다. 사항시험과 동일하게 타각이 작

은 영역에서는 동유체력과 타각이 선형관계를 가지므로 선형계수를 식별하여 타력의 압력중심을 추정할 수 있다. Fig. 15는 미소 타각을

회전시켰을 때 선형계수로 추정한 타의 압력중심을 보여준다. 방향타를 회전시켰을 때의 길이방향 압력중심  


 
은 방향타 Chord의  

Table 5 Static hydrodynamic force model for control plane angles 

Test type Model Formu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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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sults obtained from static rudder tests     Fig. 14 Results obtained from static elevator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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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oment levers due to elevator (upper) and rudder (lower) deflections

Table 6 Dimensionless linear maneuvering mathematical model parameters (×106)

-coeff. -coeff. -coeff.
 -1872  -59564  -299190

 -21472  54  -65503

 29365  -535933

 -89962  -2548

 -6083   -199688

 15920   -94044

  -45209

-coeff. -coeff. -coeff.
 -758  71802  2282
 -1004  -39941  -34
 -490  148263  -10956

 678  -69468  -5977

 -12587 
  76212  -1167

 -450 
  -27535  -15323

  560   13978

1/4 지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체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부 면적이 소폭 우세하므로 상하방향 압력중심  


 

이 선체 상부에 있으나, 선체 상하형상이 거의 대칭이므로  
 

의 크기는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선수승강타와 선미승강타를 회전시

켰을 때의 압력중심  
 ,   

 도 선수미 승강타 Chord의 1/4 지점 부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는 선수 승강타를 회전시켰

을 때의 유체력과 선미 승강타를 회전시켰을 때의 유체력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선수 승강타 면적이 선미 승강타 면적보다 2배 정

도 크므로 Table 6에 기술한 선형 제어판계수  가   보다 약 2배 크다는 것을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모멘트계수  
와  

는 

원점에서 제어판 압력중심까지 거리와 관계가 있으며, 선수 승강타의 압력중심위치가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가  

보

다 2배 이상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실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CFD 해석결과에 대한 검증은 선형계수들 간에 물리적 관계

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3.2 동적시험(Dynamic Test)
동적시험은 선체가 가속할 때에 주위 유체 또한 가속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부가질량력을 추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선박이나 몰수체

의 운동과 같이 매우 크지 않은 가속 운동을 할 때에는 가속도와 부가질량력은 선형관계를 가진다. Fig. 16과 Fig. 17은 각각 좌우동요 가

속도 에 관한 부가질량력을 추정하는 순수 좌우동요시험 결과와 상하동요 가속도 에 대한 부가질량력을 추정하는 순수 상하동요시

험 결과를 보여준다. 에 대한 부가질량관성모멘트계수 과 은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값이며, 마찬가지로 에 대한 부가질량관성

모멘트계수(Added mass moment of inertia coefficient) 
도 매우 작은 값이므로  과 의 크기를 검토하여야 한다. 과 의 크기를 

몰수체 질량과 비교하여 Fig. 18에 도시하였다. 일반적인 선박의   는 자체 질량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또한 수평면과 수직면 형상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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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인 몰수체는 과 의 크기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 몰수체는 비교적 평판 형상이므로 상대적으로 큰 부가질량

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윗면 면적이 측면 면적보다 2배 이상 크고, 윗면 형상이 유선형이 아닌 평판 형상임을 감안하면, 의 

크기가 
와 자체 질량보다 큰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Fig. 16 Results obtained from pure sway tests

      

Fig. 17 Results obtained from pure heave tests

Fig. 18 Comparison of mass and added mass

Figs. 19–21에 각가속도에 동적시험 결과를 도시하였다. Fig. 19와 Fig. 20은 선수동요 각가속도 과 종동요 각가속도 에 대한 부가질

량계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과 의 크기 차이와 마찬가지로 윗면 형상이 측면형상보다 우세한 관계로 
의 크기가 

의 크기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선형 형상을 가진 몰수체는 횡동요 각각속도 이 발생했을 때 부가질량관성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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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 질량관성모멘트( )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 몰수체는 비교적 평판 형상을 하

고 있으며, 세장비()가 가 상대적으로 작은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선수미 승강타의 면적이 크므로 횡동요 각가속도가 발생할 때 동

유체력모멘트가 크게 발생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Fig. 21과 같이 일반적인 세장형 몰수체와 비교했을 때 횡동요 부가질량관성모멘트 

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9 Results obtained from pure yaw tests

     

Fig. 20 Results obtained from pure pitch tests

       

Fig. 21 Results obtained from pure roll tests

3.3 동력학 모델링(Dynamics Model)
Newton 제 2법칙 기반 6자유도 조종운동방정식(6-degrees of freedom equations of motion)을 식 (1)에 기술하였다.









 

  

  

  
   


    


    


    

(1)

식 (1) 우변에 기술된 외력은 동유체력(Hydrodynamic force), 중력(Gravitational force), 부력(Buoyant force), 제어력(Control force), 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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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u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유체력은 정적시험과 동적시험으로 식별한 계수들을 활용하여 안정성해석 및 제어기 설계를 위한 선형

모델과 조종성능 예측을 위한 비선형모델을 구분하여 식 (2)와 식 (3)에 각각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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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력(Surface force)에 기인하는 다른 외력 성분들과 달리 중력과 부력은 체적에 기인하는 물체력(Body force)으로 동유체력과 같이 

모델링 과정이 필요없으며, 물리적으로 완벽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력과 부력은 Fossen(2011)의 문헌을 참고하고 본 논문에서는 

표현을 생략한다. 제어력은 제어판이 회전할 때에 제어판과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으로  선형모델과 비선형모델을 구분하여 식 (4)와 

식 (5)에 각각 기술하였다. 식 (2)–(5)에 기술한 파라메터들은 선형모델과 비선형모델을 구분하여 Table 6과 Table 7에 기술하였다.
추진기가 6개 부착된 시스템이므로 대상 몰수체는 좌우동요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으로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각 추진기가 만들

어내는 추력을 Fig. 22와 같이 정의하면, 6자유도 추력을 식 (6)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ig. 22 Sequence of thr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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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mensionless non-linear maneuvering mathematical model parameters (×106)

-coeff. -coeff. -coeff.
 -1872  -59564  -299190
   -43077  54  -65503
 -180760  29365  1474
 113190  -75834  -510550
 -1142600  -146670   88318
 1042500  -7178  -1664
 1354  1224    -2861
 -2883  6663   -119730
 9883    16754   85992
 140360   -40930   -246238
 -1664  -21802    368611

   -42934 

  -45216 
  -112358


   -99899    10537    95154

   -53328
-coeff. -coeff. -coeff.

 -758  71802  2282
 -1004  -39941  -34
 -490  1136  -10956
 926  119002  -5191
 -283  -76339  4703
 -10230  4713  -2223
 -2376    11909  1247
 -384   41481  -6188
   0   110107    -14236
  200    -167012   1989
 -2923 

  -29035  -9039

  128    18252 

  7364
   363    16017

 









  
  

    
   

  
  

  


   
  

   
  

  
  


   

  


(6)

위 식에서  
,  

,  
는 각각 -번째 추진기의 원점에서부터 , , -축 위치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 으로 정의한 추력은 추진기 

제작사 사양에 명시된 추력을 활용하였다.

4. 동력학 시뮬레이션

4.1 안정성 해석 (Stability Analysis)
안정성 해석은 제어판을 고정한 상태(      )에서 침로와 심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제어판을 고정한 상태에

서는 섭동상태변수 , , , 의 크기가 크지 않아 식 (1)에 정의한 운동방정식의 선형화가 가능하므로 Table 6에 기술한 선형안정성 계수

를 활용하였다. 전후동요 속도 가 좌우동요, 선수동요, 상하동요, 종동요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면 수평면과 수직면 안정성은 

안정성 여유지수(Stability margin)로 평가 할 수 있다. 수평면과 수직면 안정성 여유지수는 무한속도에서 각각 식 (7)과 식 (8)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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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식 (7)‒(8)에서 과 는 설계변수이므로, 중성부력을 가정하고 에 대한 안정성 여유지수를 계산하면 Fig. 23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

다.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몰수체 측면형상이 후미부가 우세한 형상으로 수직면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추측하였고, 해석

결과 무게중심이 0에 가까운 위치에서 가 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진다.

Fig. 23 Results obtained from pure roll tests

4.2 조종성능 해석 (Maneuverability Analysis)
제어판을 고정한 안정성해석과 달리 선회, 변침과 같은 조종성능을 해석할 때에는 제어판을 최대각까지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표류

(Drifting), 회두(Yaw rate)와 같은 운동이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식 (3)과 식 (5)에 기술한 동유체력과 제어력을 활용하여야 한다. 초기속

력이 2.57m/s인 조건에서 타각(Rudder angle)을 ±5°, ±10°, ±15° 로 변경하여 선회시뮬레이션(Turning simulation)한 결과를 Figs. 24–25에 

도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타각 15°에서 전술직경(Tactical diameter)이 약  7.42 m로 나타났다. 대상 몰수체의 선체 길이는 2m이고, 예
인봉까지 포함하면 전체 길이가 약 3.7m임을 감안하면 큰 타 면적과 작은 선체 측면적으로 인해서 비교적 우수한 선회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3장에서 언급한 순수 횡회전 시험에서 큰 승강타 면적과 선체 윗면적에 기인하는 비교적 큰 횡동요 감쇠모멘트로 

인해 선회시 횡동요 수렴값이 약 1°로 크지 않은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직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몰수체 조종시험인 

Meander 시험 결과를 Fig. 26에 도시하였다. Meander 시험은 수직면 방향으로 특정 크기의 외란(Disturbance)을 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수직면 방향 운동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Jeon et al., 2020). 선수승강타와 선미승강타를 회전시켜 수직면 방향으로 특정 시간 동

안 외란을 발생시킨 후, 다시 승강타를 0°로 회전시켰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심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수직면 운동은 수평면 운동과

는 다르게 중력과 부력의 합으로 표현되는 복원모멘트(Restoring moment)가 존재하므로 종동요각이 발산하지 않고 특정 값으로 수렴하

게 된다. 대상 몰수체를 중성부력(Neutral buoyancy)으로 가정했을 때, Fig. 26과 같이 30초 후 타각을 0°로 명령한 후 종동요각이 0으로 수

렴하면서 심도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직면 안정성은 Fig. 23에서도 확인한 결과로 Meander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차 검토할 수 

있다. Fig. 22에 선체에 부착된 보조 추진기  ,  ,  , 의 추력을 49N, 98N, 147N 으로 증가시켜가며 상하동요와 종동요 방향에 추력

과 추력모멘트를 발생시켜 대영각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Fig. 27에 도시하였다. 

Fig. 24 Trajectories of turn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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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Motion variables of turning tests

Fig. 26 Meander test

Fig. 27 Large angle of atta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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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언

제어입력이 다양하고 대영각 운동이 가능한 몰수체를 대상으로 CFD 가상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여 동력학 모델을 구성하는 조종성

미계수를 추정하였다. 제어판 면적이 크고 대각도 운동이 가능한 몰수체임을 고려하여 CFD 가상구속모형시험 조건을 정립하였다. 실
험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몰수체의 선형계수를 활용하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추론방법을 정립하였다. 정적시험 결

과를 바탕으로 선형모델과 비선형모델을 구분하여 조종성미계수들을 식별하였다. 전반적으로 선형 모델의 결정계수가 비선형계수보

다 1에 근사한 CFD 해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편류각과 영각이 커지면 동유체력 수학모형(Mathematical model)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유체력미계수의 차수(Order)를 늘리면 수학모형의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동유체력 수학모형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저하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결정계수가 0.95를 이상으로 수학모형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선형계수들은 물리적 의미

가 명확하여 미소 섭동운동(Small perturbed motion)이 발생했을 때, 감쇠력 작용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체의 운동과 제어판 회전이 

발생했을 때, 감쇠력 작용점이 상식적인 결과에 근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각도 운동과 제어판 회전에 의해서 선체에 작용하는 동유체력

과 6개 추진기가 발생시키는 추력에 대한 6자유도 수학모형을 정립하여 몰수체 동특성을 평가하였다. 선체 측면적 대비 큰 방향타 면적

에 기인하는 우수한 선회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침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동특성을 보인다. 선체에 부착된 보조 추진기에 임의의 추력을 

가하고, 승강타를 변경하여 수직방향 대영각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나, 몰수체 무게, 무게중심 등 설계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보였다. 향후 실선시험을 수행하여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고 계수를 튜닝하는 과정을 통해 동력학 모델 고도화를 수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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