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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NOX관련 규제가 시행예정인 시점에서 기존의 벙커C유

6자유도 시뮬레이터의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 운행되었던 선박들의 운영은 비용의 상승이 예상된다.

대상 물체에 적용하지 않은 진동 및 충격이 적거나 없어야

이에 따라 기존의 벙커C유에서 LNG(Liquified Natural Gas)

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

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LNG

해 본 연구에서는 Stewart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Stewart 플

등과 같이 액체 상태로 선박에 적재되는 액체화물의 경우,

랫폼은 6축을 이용해 축이 받치고 있는 판넬의 균형을 잡아

화물의 하중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내부 유동에 의한 충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넬 위에 위치한 부재에 진동 및 충격

격하중의 영향이 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내

을 안정성 있게 유지시킬 수 있다.

부 유동이 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한 비용의 절감을 꾀하면서도 효과적인 데이터를 확보

슬로싱 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이론적, 실험적, 그리고 수치

하기 위해 액추에이터를 적용한 강제 운동을 구현하였다.

해석적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빠른 개발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DMU기법을 설계에 적용

슬로싱의 경우 격렬한 유동에 의한 거친 자유표면이 형성

하였다.

되는 비선형성이 강한 물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이론적, 수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실험적 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DMU기법을

설계에

적용한

실험적 방식은 대부분 1차원 운동인 Sway도는 Roll등의

Stewart 플랫폼 적용 6자유도 운동 시뮬레이터를 설계 및 제

단 방향에 대한 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다양한 자유도

작하였다. 초기 연구인 관계로 시제품 형태의 소형 시뮬레

를 가지는 선박의 경우에 대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

이터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6자유도 시뮬레이터로부터 선

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유도 시뮬레이터를 구축한 사례는

박에 탑재된 내부 액체 저장탱크의 운동을 구현하고 이로

많이 있지만 설비 구축에 드는 오랜 시간과 고비용은 설비

부터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

제작에 문제가 되어 왔다.

과물을 바탕으로 저비용의 6자유도 시뮬레이터를 단기간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6자유도 시뮬레이터를 기존의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방식보다 저렴하고 빠른 기간에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설
계하여 저비용 시뮬레이터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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