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LNG 벙커링 바지에 한 인안정성을 평가하

다. 친환경 에 지원인 LNG(액화천연가스)의 환을 한 인

라로 LNG 벙커링 바지가 개발되고 있다. LNG 벙커링 바지

의 인안정성을 기 설계단계에서 추정하기 한 인시뮬

이션 수치코드를 개발하 다. 기설계단계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운동방정식에는 조종수학그룹(MMG)모델이 용되었고 조종미

계수에는 경험식이 용되었다. 개발된 수치코드의 유효성을 확

인하기 해 발표된 계산 모형시험의 결과와 비교하 다. 개

발된 수치코드를 이용하여 LNG 벙커링 바지의 선미 스 그 유

무에 따른 인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수행된 해석을 통해 설

계된 스 그 면 의 정성을 확인하 다.

2. 수학모델 인안정성 기

2.1 수학모델

본 연구에서는 LNG 벙커링 바지의 인안정성에 한 수치해

석을 수행하기 하여 MMG모델 기반의 조종운동방정식을 고려

하 다. 인되는 LNG 벙커링 바지의 운동은 후, 좌우 그리고

선수동요 방향의 운동으로 구성된 평면운동으로 모사할 수 있으

며 MMG 모델을 기 로 운동방정식을 식(1)-(3)과 같이 유도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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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은 질량, Izz는 선수동요 질량 성모멘트를 의미한다.

 ,  각각은 바지의 후속도, 좌우속도 그리고 선수각 속도

를 의미한다. ,  그리고 는 LNG 벙커링 바지의 작

용하는 힘으로 식(4)-(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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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바지의 길이, 는 바지의 흘수 그리고

     는 바지의 속도를 의미한다. ′ ′   ,

′ ′   ′ ′  의 무차원화된 속도에 종속 으

로 변하는 횡방향 선수각 방향의 유체력은 Inoue(1979a,

1979b)에 의해 개발된 조종 미계수를 정리한 Lee and Kim(1995)

의 논문을 참조하 다. 식(5)-(6)의 
, 
, 
과 

은 slender

body 이론을 통해 계산하 다. slender body 이론에 용할 단면

의 부가질량은 2차원 경계 분방정식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그리고 X 방향 유체력 
은 Motora(1960)의 추정식을 

은 Wagner and Chislett(1972)의 추정식을 이용하 다. 식 (4)의

는 정수 항을 나타낸다. 식 (1)-(3)의   ,   그리

고 는 인삭에 의한 인력을 의미하며 단순 인장 로 모

델링하 다.

3. 수치코드 검증

본 연구에서는 상기 수식을 기반으로 MATLAB 기반의 바지

평면의 인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수치코드를 개발하

다. 수치코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Yasukawa et

al.(2006)의 계산 시험의 결과와 비교하 다. 검증계

산에 사용된 바지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인속도

는 0.509m/s만을 고려하 다. 조종 미계수는 Yasukawa

et al.(2006)에 제시된 값을 이용하 으며 제시된 조종미

계수에 응되도록 유체력 수식은 수정하여 계산하 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for Yasukawa's

barge(Yasukawa et al., 2006)

2B w/o skeg

Length L(m) 1.219

Bredth B(m) 0.426

Bredth d(m) 0.0548

(a) Heading angle

(b) Yaw rate

(c) Towline tension

Fig. 1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for 2B without skeg

인산의 길이 역시 Yasukawa et al.(2006)와 같이 바지의 길이

로 하 다. 인삭의 물성치는 Nam et al.(2013)에 제시된 스

링상수(50N/m)와 감쇠계수(10N·s/m)를 참조하 다.

3.1 바지 2B의 인해석

바지 2B의 인해석을 수행하 다. 선수각 -20도의 offest으로

기 조건을 설정하 으며 모형시험과 동일하게 60 로 수행하

다. 수행된 결과를 정리하여 Yasukawa et al.(2006)의 계산

모형시험 결과를 함께 Fig. 1에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코드로 수행된 계산의 결과와 Yasukawa et al.(2006)에서 수행된

계산 결과 모두 Yasukawa et al.(2006)의 모형시험과 비교하여

반 으로 유사하나 다소 큰 진폭을 측하 다. 인삭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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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장력 한 개발된 코드와 Yasukawa et al.(2006)에서 수행

된 계산 결과 모두 모형시험과 비교하여 최 값에서는 다소 차이

가 있으나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

치모델이 Yasukawa et al.(2006)에 의해 수행된 계산과 모형시험

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하 으며 개발된 수치

모델을 통하여 LNG 벙커링 바지의 인안정성을 평가하 다.

4. LNG 벙커링 바지의 인안정성 해석

4.1 상선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는 설계가 진행 인 LNG 벙커링 바지의 정수

인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LNG 벙커링 바지의 주요제원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Particulars of LNG bunkering barge

Item Unit Design condition

LBP [m] 45.65

B [m] 12.4

TF [m] 2.5

TA [m] 2.5

Displacement [m3] 1052.1

Wetted surface area [m2] 656.8

kyy [L] 0.25

인선속은 8 knot를 용하 다. 인해석을 한 인삭의 길

이는 선박안 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 8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선정하 다. LNG 벙커링 바지는 연해구역을 운항하기 때문에

인선은 부선과 동일한 길이로 가정하면 182.6 m

((45.65+45.65)×2) 이상의 인삭을 확보해야 하며 계산에 편의를

해 200m로 인삭의 길이를 설정하 다. 인삭의 재질은

64mm의 폴리 로필 합성수지 로 를 사용하 다. 본 인삭

은 20% 신장시 단되며 단력은 49톤이다. 이를 이용하여 EA

를 산출하면 약 2,403 kN이며 감쇠계수 C는 0으로 가정하 다.

LNG 벙커링 바지의 정수 항은 CFD 계산 결과를 활용하

다. CFD 계산은 상용코드인 STAR-CCM+을 이용하 고 계산은

실선 scale에서 수행되었다. 선속 별 항을 통해 최소자승법을

통하여 산정하 다.

(a) Heading angle

(b) Yaw rate

(c) Towline tension

Fig. 2 Time histories for LNG bunkering barge(W/O skeg)

4.2 Skeg가 미부착된 LNG 벙커링 바지의 인안정성 해석

본 연구에서 인안정성 해석은 기 횡방향 offset(0m, 30m)에

한 거동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시간은 1000 를 수행하 다.

기 offset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LNG 벙커

링 바지의 선수동요, 각속도 그리고 인장력의 시계열을 Fig. 2

에 도시하 다. LNG 벙커링 바지의 선수동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안정성이 불안

정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인 바지의 선수동요와

좌우동요를 증가시켜 인 바지의 운항 안정성에 악 향을

다. 뿐만아니라 인장력을 증가시켜 인삭의 손 험울 야

기한다. 따라서 LNG 벙커링 바지의 인안정성을 한 한

면 의 선미스 그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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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ding angle

(b) Yaw rate

(c) Towline tension

Fig. 3 Time histories for LNG bunkering barge(W/ skeg)

4.3 Skeg가 부착된 LNG 벙커링 바지의 인안정성 해석

LNG 벙컬이 바지의 인안정성 확보를 해 선미 스 그를면

을 4.357m2 확보하 다. 선미 스 그의 효과는 핀(fin) 모델을

이용하여 조종 미계수에 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acobs(1964)의 추정식을 반 하 다. 선미 스 그가 부착된

LNG 벙커링 바지의 인안정성 해석 한 기 횡방향

offset(0m, 30m)에 하여 수행하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하는 선수동요, 각속도 그리고 인장력의 시계열을 한 Fig. 3

에 도시하 다. 선미스 그가 부착된 LNG 벙커링 바지의 선수동

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선미 스 그로 인한 인 안정성이 비약 으로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기 offset으로 인하여 발생한 선수동요로

인한 인 장력이 기에 증가하 다가 인 바지의 수평면 운동

이 안정됨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삭의 손의

험성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인 항 감소로 인한 운 비용

도 감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 벙커링 바지에 한 인안정성을 평가하

다. 개발된 수치코드를 발표된 계산결과와 모형시험과 비교하

여 유효성을 확인하 다. 개발된 수치코드를 이용하여 LNG 벙커

링 바지의 선미 스 그 유무에 따른 인해석을 수행하 고 설계

된 선미 스 그 면 정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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