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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ake equalizing duct (WED) form optimization was carried out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echniques. 
A WED is a ring-shaped flow vane with a foil-type cross-section fitted to a hull in front of the upper propeller area. The main advantage of a 

WED is the power savings resulting from the uniformity of the velocity distribution on the propeller plane, a reduction in the flow separation at 
the aft-body, and lift generation with a forward force component on the foil section. This paper intends to evaluate these functions and find an 
optimized WED form for minimizing the viscous resistance and equalizing the wake distribution. In the optimization process, the study uses four 

WED parameters: the angle of the section, longitudinal location, and angles of the axes for the half rings against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planes of the ship. KRISO 300K VLCC2 (KVLCC2) is chosen as an example ship to demonstrate the WED optimization. The optimization 
procedure uses genetic algorithms (GAs), a gradient-based optimizer for the refinement of the solution, and Non-dominated Sorting GA-Ⅱ(NSGA-

Ⅱ) for Multiobjective Optim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optimized WED can reduce the viscous resistance at the expense of the uniformity 
of the wak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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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유가 시 를 맞아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에 지 감과 

련된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비산유국의 경우 에 지 감 기술의 개발은 지속가능성장을 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산업체 

다방면에서 제안되고 있다. 조선 산업의 경우 에 지 감 기술의 

개발은 주로 선박의 항 성능 향상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한 항 성능을 가진 선형을 개발하거나 선체표면에 부가

물을 부착함으로서 선형의 유체 역학  성능 향상을 통하여 에 지 

감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부분이다(임채성과 박동우, 

2007; 이연승과 최 복, 2009). 표 인 것으로서 와류발생기

(Vortex generator)가 있다.

근래 조선 공학 기술의 향상과 실험 유체 역학과 산 유체 역

학 등 유동 제어 기술의 속한 발 으로 인하여 와류발생기와 유

사한 선체 부가물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재 실용

화에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Broadley and Garry, 1997, 이

춘주 등 2004; Wendt and Reichert, 1996). 본 연구에서는 선미 유동 

제어 장치로서 추력을 발생시키고 반류(Wake)를 고르게 하는 것으

로 알려진 Wake equalizing duct(‘WED’으로 칭함)를 부착하 을 

경우에 WED로 인한 선체 항 변화와 로펠러 평면에서의 반류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으로 제시된 WED의 성능(Schneekluth and 

Bertram, 1987)을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각 성능의 에서 WED의 최 설계제원에 한 정보를 

얻고자 하 다.

2. WED의 설계 및 변형

2.1 대상선박

본 연구에서 WED를 부착한 선형은 MOERI(구 KRISO)에서 설

계되었고 모형시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KVLCC2(KRISO Very 

large crude oil carrier2)이다. KVLCC2는 U형의 선미 형상을 가

지고 있으며 두툼한 선미 벌 와 상 으로 날씬한 수선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Fig. 1). KVLCC2는 속비 선으로 다른 선

종에 비해 박리 등으로 인한 성압력 항이 크고 반류의 불균등 

정도가 크기 때문에 WED의 성능을 확인하기에 합하다고 단

하 다. KVLCC2의 기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58의 축척비를 가지는 모델의 모형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을 수행하 다. 이때의 Reynolds 수는 4.6×10
6이다.

2.2 WED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WED의 단면형상으로 NACA 0012(Fig. 2)를 

사용하 다. NACA 0012는 식(1)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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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코드 길이) = 4.25cm ( 로펠러직경/4, 로펠러직경 

17cm), t (최  두께) = c×12% = 4.25×0.12 = 0.51cm 이다.WED의 

기본 인 형상과 치는 Fahri(2007)이 제시한 방법을 따랐다

(Fig. 3).

Fig. 1 KRISO 300K VLCC (KVLCC2)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KVLCC2

Parameter Ship Model

Scale ratio, λ 58.0

Length, Lpp(m) 320.0 5.5172

Breadth, B(m) 58.0 1.0000

Depth, D(m) 30.0 0.5172

Draft, T 20.8 0.3586

Block Coef, Cb 0.8098 0.9098

FrudeNo, Fn 0.1423

Reynolds No, Rn 4.6×10
6

Fig. 2 Profile section shape, NACA 0012

Fig. 3 Location of the WED at the after body of ship(Fahri, 2007)

Fig. 4 After body of KVLCC2 with WED in various angle

WED의 길이(Duct cord length, DC)와 뒷 (Trailing edge)의 

반경(Rout)은 로펠러 직경의 1/4(4.25cm)이며 Fig. 4는 WED

를 부착한 KVLCC2의 선미부의 모습을 나타낸다.

3. 수치해석(Bare hull)

3.1 수치해석 기법

난류유동의 지배방정식은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이며, 난류모형으로는 k -ε 모형을 사용하

다. 수치계산을 한 격자는 Ansys CFX - Mesh를 사용하여 Hy-

brid finite volume unstructured mesh(tetrahedral/prism)로 구성

하 으며 경계층 구 을 해 Prism요소를 사용하 다. 유동장 

계산에 사용된 계산조건은 Table 2와 같다.

3.2 수치해석 결과

Table 3은 수치해석을 결과로 얻어진 마찰 항계수(CF), 성

압력 항(CVP) 그리고 성 항계수(CV)를 그간 발표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형상 항계수(1+k)는 Hino(2005)가 추천

한 식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구한 각종 항계수의 값은 양해욱 등(2010), 김

희정 등(2008)에서 구한 값들의 사이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으로 속비 선의 경우, 선미 만곡부에서의 와류

형성에 의해 공칭반류분포의 모양이 갈고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최 적 화

최 설계에 CFD를 이용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sys - goal driven optimizati on의 실

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과 응답표면(Response surface)을 

이용하여 최 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고자 했다.

4.1 설계변수 및 변수영역

WED의 단면의 각도(Angle of section, Angle), 종방향에서의 

Table 2 Computational conditions

Frude No. 0.1423

Reynolds No. 4.6×10
6

Boundary 
condition

Inlet region: velocity Inlet u=1.047m/s
Outlet region: static pressure = 0 

Hull surface: wall (no-slip condition)
Remaining region: symmetry

Turbulent model k -ε turbulent model

Mesh type Unstructured hybrid(tetrahedral/prism)

Table 3 Resistance coefficients(KVLCC2)

CF(×103) CVP(×103) CV(×103) 1+k

ITTC 3.450

Yang et al.
(2010)

3.211 0.677 3.888 1.127

Kim et al.
(2008)

3.374 0.913 4.287 1.243

Author 3.220 0.860 4.080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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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xial velocity distribution on the propeller plane of KVLCC2

(a) Angle (0~10o) (b) Location (-1~1cm)

(c) Axis T (-10~0o) (d) Axis L (-5~5o)

Fig. 6 Design variables of WED

치(Longitudinal location, Location), WED의 축이 선체 횡단

면과 이루는 각 (Angle of axis of half rings against the transver-

se planes, Axis T) 그리고 선체 종단면과 이루는 각(Angle of axis 

of half rings against the longitudinal planes, Axis L)을 설계변수

로 사용하 으며 각 설계변수의 모양  변수 역은 Fig. 6과 같다.

4.2 목적함수

WED 최 설계의 목 함수로는 선체에 작용하는 성 항과 반

류 불균등도를 사용하 다. 반류분포 최 화를 해 반류의 균등

한 정도를 정량 으로 표 해야한다. 김희정 등(2008)은 +45
o에서 

-45
o
사이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하지만 이는 로펠러 평면 

체의 반류를 평가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각 반경별 유속의 균등함

을 평가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펠러 평면에

서 반경별로 종방향 유속의 표 편차를 구한 후, 그 표 편차들의 

평균값을 반류분포 최 화의 목 함수로 사용하 다. 0.3Rp에서 

1.0Rp(여기서 Rp는 로펠러의 반경)까지 총 8개의 반경(X; 0.3~ 

1.0)으로 나  후, 각 반경의 36개의 치에서 종방향 유속의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σx)를 구한다. 총 8개의 표 편차의 평

균값(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stdev)을 반류분포 0최

화의 목 함수로 사용하 다. 식(3)의 정의에 의해 Ave.stdev의 

값이 클수록 반류의 분포가 불균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

에서는 Ave.stdev를 ‘반류 불균등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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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는 υelocity / V, V는 배의속도, 는 각 반경에서의 

의 평균이다.

4.3 응답표면 생성

최 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기 해 응답표면을 생성하고 응

답표면에서 최 화 알고리즘을 용하 다.

먼  실험계획법을 이용해 설계변수 역에서 가능한 20개의 

WED형상을 도출하고 목 함수의 값을 계산하 다. 다음으로 회

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목 함수를 종속변수

로 하고, 4개의 설계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2차 다항식으로 표

되는 응답표면을 만든다. Fig. 7은 성 항(RV)을 WED의 Angle, 

Location의 함수로 표 했을 때의 응답표면의 모양이다.

5. 최적화 수행

5.1 점성저항 최적화

국부해를 피하고 해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최 화 과정을 

2단계로 나 어 수행하 다. 첫 번째 단계로 확률론  최 화 

기법인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국부해를 

피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해를 시작

으로 하여 기울기 기반 최 화 기법인 NLPQL(Non linear progra-

mming by quadratic lagrangian, Schittkowski 1985/86)을 용

하 다.

성 항 최 화 결과로 도출된 WED를 부착한 선체의 형상

(Hull with optimized WED for RV, RV opt hull)은 Fig. 8과 같

으며 Table 4는 CFD를 이용하여 계산한 성 항(RV)  반류 불

균등도(Ave.stdev)의 값을 알몸 선체(Bare hull)의 값과 비교한 것

이다. 성 항의 경우 9.1929N에서 9.1719N으로 0.021N 어들었

다. 하지만 반류 불균등도(Ave.stdev)는 0.1276에서 0.1379로 

0.0103증가하 다.

Table 5는 선체에 작용하는 각 항 성분의 크기를 보여 다. RV 

opt hull 의 경우 WED로 인한 표면 의 증가로 마찰 항(RF)이 

Fig. 7 Response surface of 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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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v opt hull

Table 4 Comparison of hydrodynamic data of bare hull and hull 

with RV optimized WED

Bare hull RV opt hull

RV (N) 9.1929 9.1719

Ave.stdev 0.1276 0.1379

Table 5 Comparison of resistance bare hull and hull with RV 

optimized WED

RV(N) RF(N) RVP(N) WED

Bare hull 9.1929 7.2453 1.9476

RV opt hull 9.1719 7.2494 1.9225 -0.012
 

Fig. 9 Pressure distribution on optimized WED for viscous resistance

알몸선체(Bare hull)에 비해 0.0041N증가하 다. 그러나 성압

력 항(RVP)의 경우 1.9476N에서 1.9225N으로 -0.0251N감소하

다. WED의 경우, 항이 -0.012N으로 추력(Thrust)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RV opt hull의 WED에 작용하는 

압력의 분포를 나타낸다. WED의 부착으로 인해 마찰 항(RF)은 

증가하 지만 WED로 인한 박리감소와 추력발생으로 체 항

(RV)은 감소하 다고 단된다.

5.2 반류분포 최적화

반류분포 최 화 결과로 도출된 WED를 부착한 선체(Hull with 

optimized WED for Ave.stdev, Ave.stdev opt hull)형상은 Fig. 

10과 같으며 Table 6은 CFD를 이용하여 계산한 Ave.stdev  성

항을 알몸선체(Bare hull)와 비교한 것이다. Fig. 11은 로펠러 

평면에서의 공칭반류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Ave.stdev opt hull의 경

우 Ave.stdev 값이 0.1276에서 0.1342로 0.0066증가함에 따라 오히

려 WED에 의해 반류 불균등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격자 불충분으로 인한 계산결과의 오류가 의심되어 

WED와 로펠러평면 사이의 약 20만개의 격자를 추가하여 다시 

계산을 수행하 다. Fig 12는 반류최 화 WED(Fig. 10)에 격자를 

추가하기 과 후의 반류분포를 나타낸다.

Fig. 10 Ave.stdev opt hull

Table 6 Comparison of hydrodynamic data of bare hull and hull 

with Ave.stdev optimized WED

Bare hull Ave.stdev opt hull

Ave.stdev 0.1276 0.1342

RV (N) 9.1929 9.1917  

    

(a) Bare hulll (b) Ave.stdev opt hull

Fig. 11 Comparison of wake distribution at propeller plane of 

bare hull and Ave.stdev opt hull

    

(a) Ave.stdev
opt hull

(b) Ave.stdev opt
hull added meshes

Fig. 12 Comparison of wake distribution at propeller plane of 

Ave.stdev opt hull and Ave.stdev opt hull added me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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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모양에서 거의 변화가 없으며 격자의 추가 후 Ave.-

stdev의 값이 0.13417에서 0.13408로 0.00009감소하 다. 계산결

과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격자에 의한 계

산결과의 오류는 없다고 단된다.

5.3 점성저항과 반류분포의 다목적 최적화

본 연구에서 선택한 WED의 설계 변수와 그 범 에서 성 항

과 반류분포 에서 각각 최 화한 결과를 통해 항성능을 개

선하기 해서는 반류부분에서의 손해는 불가피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다목  최 화 기법(Multi-objective optimiza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반류부분에서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항성능의 개선을 기 할 수 있는 WED의 형상을 찾고자 한다.

다목  최 화 문제는 둘 이상의 목 함수를 고려하므로 하나

의 최 해가 아니라 최 해 집합(Pareto front)이 도출된다. 

토 최 해의 의미는 다른 목 함수 값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나

머지 목 함수의 값을 일 수 없는 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 항의 크기와 반류불균등 정도를 목 함수로 하는 WED의 

다목  최 화를 수행하기 해 NSGA-Ⅱ(Non-dominated sorting 

GA-Ⅱ)를 사용하 다.

Fig. 13은 최 화의 결과인 토 최 해 집합을 나타낸다.

총 56개의 토 해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알몸선체(Bare hull)

에서의 성 항이 9.1929N이므로 토 최 해  항값이 

9.1929N이상인 해는 최 해로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항성능

의 개선을 얻고자 할 때 9.1929N보다 작은 24개의 해에서 WED

Fig. 13 Pareto optimal front of numerical optimization

Table 7 Comparison of optimum WED and objective function

opt
Angle
(deg.)

Location
(cm)

Axis T
(deg.)

Axis L
(deg.)

Rv
(N)

Ave.
stdev

1 9.747 0.972 -3.721 4.884 9.173 0.138

2 4.454 -0.958 -0.326 -4.965 9.176 0.135

3 2.999 -0.988 -1.158 -4.909 9.178 0.133

(a) Opt 1 (b) Opt 2 (c) Opt 3

Fig. 14 Comparison of shapes for optimized WED

형상의 선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Table 7은 Fig. 13에서 24개의 용 가능한 토 최 해  

3가지를 선택하여 목 함수의 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Opt 3에서 

Opt 2, Opt 1의 순서 로 항은 감소하지만 반류 불균등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세 가지 WED(Opt 1, Opt 2, 

Opt 3)의 모습을 나타낸다.

6.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선미 유동 제어 장치로서 추력을 발생시키고 

반류를 고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WED(Wake equalizing duct)

의 최 설계이다. 상 선박으로는 모형실험결과가 공개되어있는 

KVLCC2를 사용하 다. 먼  KVLCC2(Bare hull)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WED 최 화의 기 자료를 마련하 다. 다음으로 

KVLCC2에 WED를 부착하여 ‘선체 항’과 로펠러 평면에서의 

‘반류 불균등도’를 최 설계의 목 함수로 하여 WED의 최 화를 

수행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Hybrid method(1st: global optimizer, 2nd: local opti-

mizer)를 이용하여 WED를 ‘ 항’과 ‘반류분포’의 에서 각

각 최 화를 수행하 다. 항의 경우 WED로 인해 마찰 항은 

증가하 으나 성압력 항이 그 이상으로 감소하여 체 성

항은 어들었다. 그리고 WED의 압력분포를 통해 WED에서의 

추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 감소분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

다. 반류분포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선택한 WED 단면의 형상과 

설계 역에서는 오히려 WED에 의해 반류 불균등 정도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성 항과 반류분포를 동시에 고려하기 해 다목  최

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WED의 최 화를 수행하 다. 총 24

개의 유용한 해를 구할 수 있었다. 해의 분포(Pareto front)를 볼 때 

WED 를 이용하여 항성능을 개선하기 해서는 반류 부분에

서의 손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WED의 박리감소와 추력발생 등의 효과로 

인한 선박 항성능의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반류부분에서는 불균등의 정도가 증가하 다. WED를 통한 반

류분포의 개선을 해서는 좀 더 다양한 단면의 형상과 설계 

변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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