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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design procedure for optimizing the semi-planing hull form, including appendages, using numerical and 

experimental methods. Four different referenced semi-planing hull forms were compared to determine their hydrodynamic performances, and one of 
the hull forms was modified for optimum operation at high-speed conditions (0.4 < FNL < 0.9). The optimized, semi-planing hull form was tested in 

the towing tank to investigate its resistance characteristics. Also, the results of the model tests with differing design parameters were used to choose 

the stern wedge and the spray strip to improve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at high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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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선에 용 가능한 선형에는 선체의 형상  량을 지지

하는 방식에 따라 단동선, 동  삼동선, 수 익선, 공기부양

선  그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형이 있으며, 선형

별 상호특성은 제병렬 등(1999)에 의해 비교 연구된 바 있다. 

재 운용 인 고속선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선형은 선체

가 하나인 단동선이며, 향후에도 경제성, 운용성, 보수성, 보편

성 등의 장 으로 단동선의 건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ound-bilge 반활주 선형은 1870년  국의 Thorny croft에

서 고속 어뢰정에 용한 이후 1, 2차 세계 과 냉 시 를 거

치면서 고속경비정, 유도탄정 등 ․소형의 해군함정에 많이 

용 되어왔다. 재 Round-bilge 선형은 많은 이론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반활주 단계의 속력에서 우수한 항  내항

성능을 갖는 선형으로 발 하 으며, 형상의 최 화와 선형 계

열화 등을 통해 반활주 단계의 선박에 많이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oude수(FNL = V/ ) 0.9의 높은 속력을 

갖는 Round-bilge 반활주선의 선형  부가물 설계과정과 결과

를 나타내었다. 선형설계는 먼  각각 다른 형상을 갖는 4척의 

Round-bilge 반활주 실 선형을 상선형으로 선정하고 항, 

내항, 조종, 복원성능에 하여 수치계산 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 한 후, 이들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선형을 선

형설계를 한 기  선형으로 선정하 다. 설계선형은 기 선

형에 다른 선형의 장 을 최 한 수용하고 반활주 선형의 특징

과 자세를 고려하여 최 화 하 으며, 최종 으로 모형시험을 

통하여 항성능을 확인하 다. 한, 반활주 선형의 특성상 고

속항주 시 형과 선수 Spray의 향으로 발생하는 선미트림과 

침하에 의한 항주자세 개선과 항성능 향상을 한 부가물

(Stern wedge와 Spray strip)을 설계하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부

착 치, 크기  형상을 최 화 하 다.

2. Round-bilge 고속 반활주선의 선형 특성

 

반활주와 활주상태에 한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으로 FNL = 0.9 근처가 그 경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avisky, 1985). 정수  고속에서의 항성능은 일반 으

로 Bilge에 Knuckle을 갖는 Hard-chine 선형이 유리하나, 둥근 

단면 형상을 갖는 Round-bilge 선형의 우수한 랑  내항성

능과 속에서의 유리한 항성능 때문에 반활주 범 (F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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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에서는 Hard-chine 선형보다 선호도가 높다.

Round-bilge 반활주 선형은 고속 항주 시 선 에서 발생하는 

동압을 이용하여 선체 일부를 부양시켜 항을 임으로서 마

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선형이다. 이때 배수량의 20~30% 정도

는 고속항주 시에 발생하는 동압에 의한 양력으로 그리고 나머

지는 정수압에 의한 부력으로 선체를 지지한다.

일반 으로 고속 Round-bilge 선형은 선미 침하에 의한 체 

항증가를 피하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와 직선의 Buttock 

line과 넓고 평평한 선 의 Transom stern이 선미부에 용된

다(Fung, 1987). 직선의 평평한 Buttock line들은 선미에서 음압

의 발생을 피하고 선 로부터 선측방향으로의 유체 유동을 

Bilge부에서 분리를 용이하게 하여 항을 여 다. 고속이 

되면 더욱 직선화된 Buttock line들과 더 넓고 깊게 잠긴 

Transom이 요구된다. FNL = 0.9 이상일 경우에는 잉여 항의 감

소로 인하여 체 항에 한 마찰 항의 기여도가 감소하게 

됨으로, 이 속력에서 활주효과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Round- 

bilge로부터 Hard-chine 단면의 복합선형(Hybrid) 으로 변경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Following sea 상태에서 Slamming

의 향을 피하기 하여 선  측이 무 평평한 Transom을 

피하기도 한다.

Round-bilge 반활주 선형의 선수에 Knuckle이나 Spray strip

을 용할 경우 거친 해상에서 나타나는 높은 도뿐만 아니라 

항주  생성되는 Spray를 밖으로 어냄으로서 갑 침수  

자세제어에 많은 도움을 다. 선미에 Center line skeg를 설치

하여 수선하부 측면 을 증가시킴으로서 배의 직진 안정성을 

좋게 할 수 있으며, Wedge 는 Transom flap을 부착하여 배

의 속력  하 상태 변화에 따른 Trim각을 최 화 할 수 있다. 

선 경사(Deadrise)는 고속 활주선형을 설계하는데 있어 아주 

요한 요소이다. 편편한 선 는 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항특성에는 유리하지만, 선 를 무 평평하게 하면 높은 충

격 가속도에 노출되고 조종성능이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활주 특성을 얻기 해서는 선미에서 선 경사가 

은 평평한 단면이 필요하며, 운동과 가속도를 감소시키기 해

서는 선 경사가 큰 단면을 요구하게 된다. 한, 우수한 조종

성능을 갖기 해서는 큰 선 경사(Deadrise)가 요구되지만, 선

미에서 무 큰 선 경사를 갖게 되면 횡 복원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Round-bilge 반활주(Semi-planing) 선형의 형상을 종

합 으로 나타내면 선수에서는 작은 주입각과 날씬한 주입부, 

Convex한 형상의 단면, 직선의 긴 흘수선(Water line)을 갖는

다. 선미는 넓고 큰 면 의 Transom과 직선의 Buttock line을 

갖고 있으며, 앙은 곡면형상의 단면과 비교  큰 선 경사를 

갖는다. Fig. 1은 Round-bilge 고속 반활주 선형의 일반 인 형

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Typical ship shape of round-bilge 

3. Round-Bilge 고속 반활주선의 선형 설계 

3.1 기준선형 선정

3.1.1 대상선형

FNL = 0.9의 Round-bilge 고속 반활주선의 선형설계를 한 기

선형 선정을 하여 유사한 규모의 실 선들 가운데 Round- 

bilge 선형을 채택하고 있는 4종의 선형을 상 선형으로 선정

하고, 각 상선형의 항, 내항, 조종, 복원성능에 하여 수치

해석  이론계산을 통하여 비교 분석 한 후, 이들  가장 우

수한 성능을 가진 선형을 선형설계를 한 기  선형으로 선정

하 다. Fig. 2에서 4가지의 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1에 

주요제원  특성을 정리하 다.

모든 선형에 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유체역학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제원(L, B, D)과 배수량을 갖도록 변형하

으며, 이 때 상선형의 늑골선 형상은 고유의 특성을 최 한 

유지하도록 하 다.

3.1.2 선형별 성능 비교

각각의 상선형의 성능해석을 하여 수치계산 로그램들

을 사용하여 항, 내항, 조종, 복원성능을 검토하 다. 항성

Fig. 2 Test body plans 

Table 1 Main design parameters

Parameters P-A P-B P-C P-D

LW (m) 54.0

BW (m) 8.0

Draft (m) 2.40

∇ (ton) 530.3

CB 0.499

CP 0.69 0.67 0.71 0.70

CX 0.72 0.75 0.71 0.72

CW 0.80 0.77 0.81 0.80

LCB (%) −7.76 −7.73 −7.75 −7.71

Angle of entrance (o) 12.5 12.0 12.9 13.0

Deadrise of midship section (
o
) 15.3 10.5 16.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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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수치계산결과에 해 정성  상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선형에 한 우열을 평가하 다. 내항성능은 운용성 지수

(Operability index)를 특정 선형을 기 으로 표 화한 후 비교

하 으며, 조종성능과 복원성능은 각 평가항목에 하여 표

치를 용하여 비교하 다.

3.1.2.1 저항성능 비교

각 상선형에 하여 WAVIS(Wave and viscous flow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여 항성능을 검토하 다. 고속(FNL

> 0.6) 항주 시 선수부에서 발생하는 물보라(Spray)를 분석하기 

해서는 항주자세를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하나, 재 WAVIS

의 수치기법으로는 이 상을 시뮬 이션 할 수 없다. 따라서 

형비교는 Spray 발생이 은 FNL = 0.45까지만 수행하 다. 고

속에서는 실제 조 항의 요성이 감소하므로 형비교 신

에 선체의 압력분포를 통해 항특성을 비교하 다(Yonk and 

Vossnack, 1985).

FNL = 0.45의 속력에서 네 가지 상선형에 한 형을 검토

한 결과 발생된 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형들의 늑골선 형상이 형의 변화에 미치는 향이 기 때

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Fig. 3의 계산 결과에서 P-B선형의 

고가 다른 선형에 비하여 비교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B 선형의 주입각이 가장 작고, 최  수선폭 한 가장 

선미 쪽에 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4에서 FNL = 0.9의 측 압력 분포를 보면 P-B 선형이 가

장 낮은 압력과 부드러운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Deep ”V” 선형인 P-C 선형의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A와 P-D의 선수부 압력은 체로 부드럽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의 선  압력분포에서는 P-B 선형의 압력

이 낮고 격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

와 P-D 선형이 다소 항성능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FNL =

0.45 이하의 낮은 속력에서는 조 항에 크게 향을 미치는 

선수 형상이 요하며, FNL = 0.9의 고속에서는 활주효과에 향

을 미치는 선미의 압력분포가 요하다. 각 선형에 해 평가하

면, P-A와 P-D 선형은 모든 속력 범 에서 고른 결과를 보여주

Fig. 3 Wave profiles along four different hulls (FNL = 0.45) 

Fig. 4 Pressure distribution along ship side (FNL = 0.90) 

Fig. 5 Pressure distribution on ship bottom (FNL = 0.90) 

고 있다. P-B 선형은 ”U”형 선수로 인하여 조 항에는 유리

하나, 격한 기울기의 선미 Buttock line으로 인하여 고속에서 

활주효과를 얻는데 불리할 것으로 상된다. P-C 선형은 큰 선

수 주입각으로 인해 선수부의 압력이 타 선형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선미 형상은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3.1.2.2. 내항성능 비교

STRIP 방법의 SMP(Ship motion program)를 사용하여 각 

상선형의 내항성능을 해석하 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운동해석

을 하여 선박의 정성  운동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내항성능

은 각 선형별로 횡동요, 종동요, 수직 가속도, 수평 가속도, 슬

래 , 갑 침수 등을 계산하고, 이 결과들을 운용성지수로 환산

한 후 표 치로 변환하여 해상상태 3(유의 고 0.88m)과 해상상

태 5(유의 고 3.25m)에서 비교하 다. 내항성능의 해석결과 해

상상태 3에서 운용성 지수는 P-B가 가장 낮게(88.6%) 나타났으

며, P-A가 가장 우수한(90.4%)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상태 5에

서는 Deep ”V” 형의 P-C 선형이 운용성 지수가 가장 우수하게

(69.4%) 나타났으나, P-A와 P-D 선형과의 차이는 크지 않고 비

슷한 수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P-B 선형은 횡동요로 인하

여 운용성 지수가 가장 낮게(62.0%) 나타났다.

3.1.2.3 조종성능 비교

조종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반활주 선형에 해 조종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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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는 로그램인 SHIPGEN을 사용하여 추정하 다. 

각 상선형에 하여 선회시험과 지그재그 시험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상선형에 한 시뮬 이션 결과 네 가

지 선형간의 조종성능은 거의 등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선

형의 주요치수를 동일하게 용하 기 때문에, 실제 늑골선의 

차이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1.2.4 복원성능 비교

각 상선형에 한 복원성능은 기본계산 로그램인 SIKOB

을 사용하여 비손상 복원성능을 계산하고, 이들을 비교하 다. 

각 상선형의 복원성능을 P-A를 기 으로 환산한 결과, 수선

면 이 큰 P-C와 P-A 선형의 복원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U”형인 P-B 선형의 복원성능은 상 으로 불리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3.1.3 기준선형 선정

각 상선형의 유체역학  성능을 비교한 결과, P-A와 P-D 

선형이 모든 속력 범 에서 우수한 항성능을 보여주고, 내항

성능과 복원성능은 ”V”형 형상을 가진 P-A, P-C 선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종성능은 네 가지 선형이 거의 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  선형은 제 유체역학  성능을 고르

게 확보하고 있고, 선형 최 화 과정에서 다른 선형의 장 을 

수용할 수 있는 P-A 선형을 선정하 다.

3.2 선형 최적화 및 저항시험

3.2.1 선형 최적화

선정된 기  선형(P-A)에 다른 선형의 장 을 반 하고 고속

선의 유체역학  특성을 고려하여 선형을 최 화하 다. Table 

2에 설계 선형(Type-I)과 기  선형(P-A)의 주요 선형계수를 비

교하여 나타내었으며, Fig. 6에 변환된 선형의 Body plan을 보

여주고 있다. 설계 선형은 ․ 속에서의 항성능 향상을 

하여 물가름각(Angle of entrance)을 감소시켰으며, 고속에서의 

항성능 향상을 하여 선미 Buttock line의 기울기를 완화하

고 직선화하여 유동이 Transom까지 곧게 유도되어 고속에서의 

활주효과를 얻고자 하 다. 내항성능을 확보하기 하여 선수

늑골선 형상은 내항성능에 유리한 “V”형으로 개발되었으며, 기

선형(P-A)보다 선 구배를 다소 증가시켰다. 따라서 최 횡단

면 계수는 작아지고 주형비척계수는 약간 증가하 다.

Table 2 Optimization design parameters

Design parameter P-A type
Optimization 

(Type-I)

CB 0.499 0.495

CP 0.690 0.700

CX 0.723 0.707

CW 0.802 0.790

LCB (%) −7.76 −8.78

Angle of entrance (
o
) 12.5 11.9

Deadrise of midship section (o) 15.3 14.5

Fig. 6 Selected body plan (Type-I) body plan 

3.2.2 기준선형과의 성능 비교

3.2.2.1 저항성능 비교

Fig. 7은 FNL = 0.45에서의 측 고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기 선형에 비하여 선수 고가 낮고, 발생되는 도의 기

울기도 다소 부드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  수선폭의 

치를 선미 방향으로 이동하여 선수 주입각을 낮추고 수선면

의 기울기를 부드럽게 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두 번째 정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 폭의 치를 후

방으로 이동하고 선미를 고속에 을 맞추어 평평하게 한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Fig. 8와 9는 FNL = 0.90에서의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8에서는 선수부에 작용하는 최  압력이 작게 나타났으며, Fig. 

9에서는 선미 Buttock line의 개선으로 압력의 격한 변화가 

Fig. 7 Wave profiles along optimized hull (FNL = 0.45)

Fig. 8 Pressure distribution along ship side (FNL =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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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ssure distribution on ship bottom (FNL = 0.90)

Table 3 Operability indices for each seastate

Type Sea-state 3 Sea-state 5

P-A 90.4% 68.5%

Type-I 92.1% 69.1%

보이지 않고 압력 한 기  선형(P-A)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형  압력분포 계산결과를 통한 기  선형과

의 비교 결과, FNL = 0.45에서는 선미부의 형상을 고속에서의 성

능향상에 맞추어 설계를 함으로서 속에서 일부 불리한 부분

이 발견되었으나, 선수는 기  선형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나

타났다. FNL = 0.90에서는 기  선형에 비해 선수뿐만 아니라 선

미의 압력 분포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

화 선형의 항성능은 기  선형에 비하여 향상될 것으로 단

된다.

3.2.2.2 내항성능 비교

내항성 계산결과 해상상태 3(유의 고 0.88m)과 해상상태 5

(유의 고 3.25m)에서 기  선형(P-A)에 비해 운용성 지수

(Operability index, OI)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

는 기  선형(P-A)에 비하여 늑골선 형상을 “V”형화하고 선

구배(Deadrise)를 증가함으로써 내항성능(운용성 지수)이 향상

된 것으로 단된다.

3.2.3 설계 선형의 저항시험 결과

설계 선형의 항  자세를 찰하기 하여 모형시험( 항

시험)을 실시하 다. 모형시험은 Skeg만 부착된 나선상태의 선

Fig. 10 Resistance test

Fig. 11 Resistant variation

 

형에 하여 수행하 으며, Fig. 10(a)와 10(b)에 FNL = 0.45와 

0.90에서의 모형시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는 잉여 항

(CR)과 마찰 항(CF) 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잉여 항의 

Hump는 FNL = 0.47에서 나타났다.

3.3 Stern wedge 및 Spray strip 설계

Stern wedge는 선미부의 유동장을 개선하고 자세를 제어하여 

소요마력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Stern wedge 설치 시 선미부

의 유체 속도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된다. 이러한 선미부의 압

력증가는 추력으로 작용하여 소요마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한, Stern wedge에 작용하는 양력과 선미부의 압력증가는 고속 

항주 시 선미트림  침하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하여 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Karafiath and Fisher, 1987). ⋅ 형의 고속

선에서는 Transom 주 의 유동장을 개선시켜 추진성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주된 이지만, 소형 고속선의 경우에는 항주 시 

Running trim을 개선시켜 큰 항감소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Spray strip은 선수부 흘수  측에 부착되어 고속에

서 선수 와 Water spray의 높이를 억제하고, 부가 으로 내항

성능과 동복원력을 개선시키기 하여 용되는 장치이다

(Gonzalez, 1989). Spray strip과 Stern wedge는 각각에서 발생

한 양력에 의해 항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두개의 장치를 조

합 시 상호작용에 의해 항감소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 이 경

우 선체는 Spray strip과 Stern wedge에서 발생하는 양력에 의

해 Hydrofoil선과 같이 부양을 하게 된다. 한, Spray strip과 

Stern wedge는 추가 인 기계장치 없이 고속선에서 최 의 

Running trim과 최소의 침수 표면 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다.

3.3.1 Stern wedge 설계

유사실 선의 조사결과, 고속선에서 Stern wedge 길이는 수

선길이의 0.9~1.8%, 각도(ao)는 7~13o로 설계되고 있다(이정  

등, 2005). 설계선의 Stern wedge 선정을 하여 길이 1.3%와 

1.67%, 그리고 각각의 길이에 하여 9o, 11o, 13o 각도의 Stern 

wedge를 설계하 다. 설계된 Stern wedge에 하여 항시험

을 실시하고 각각에 한 소요마력과 상 연료소모량, 항주 시 

트림 변화를 비교한 후, 설계 선형에 합한 Stern wedge를 선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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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tion of effective power for stern wedges 

Variable FNL

1.3% 1.67%

9
o

11
o

13
o

9
o

11
o

Effective eta 
(%)

0.33 +5.2 +5.9 +6.3 +5.5 +6.5

0.90 −7.2 −7.7 −8.1 −6.5 −7.1

항시험 결과 유효마력 증감율(Table 4)은 동일한 Stern 

wedge 각도에서 길이 1.3%의 Wedge가 속(FNL = 0.33)에서 마

력증가가 작으면서 고속(FNL = 0.90)에서의 마력감소는 크게 나

타났다. 따라서 Stern wedge의 길이는 1.3%로 결정하 다. 

1.3% 길이의 Stern wedge  13o의 경우 고속에서의 항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항주자세의 변화(Fig. 12) 한, 속과 고속 

모두에서 9o와 11o에 비해 선미트림이 게 나타났다. 따라서 

Stern wedge의 각도는 고속에서의 항성능이 우수하고 항주

자세가 양호한 13
o
로 결정하 다.

최종 결정된 1.3%-13o Stern wedge의 부착에 따른 선미 형

(모형시험 결과)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Stern wedge를 부착

한 경우에 FNL = 0.9에서 선미 가 안정 으로 발생하며 Rooster 

tail의 치도 뒤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 Trim with different stern wedges (+: Bow trim, −: Stern 

trim)

Fig. 13 Stern wave pattern with stern wedge (700 mm-13
o
)

3.3.2 Spray strip 설계 

선수 와 Spray를 효과 으로 억제하기 하여 Spray Strip

의 폭은 0.02BWL 이상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Spray 

strip의 Bottom 폭이 무 큰 경우 속에서 상당히 큰 부가

항이 발생할 수 있다(Shiming and Yuncai, 1982). 따라서 설계

선의 Spray strip 폭은 실 선을 참고하여 0.022BWL로 결정하

으며, 설치 높이는 모형시험을 통하여 최 의 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경우(Spray strip-I, Spray strip-II)에 하여 

설계하 다. Spray strip-I의 경우 선미에서 높이는 흘수  

0.28m, 선수에서 높이는 흘수  1.0m로 Muller-Graf(1991)  

실 선을 참고하여 결정하 다. Spray strip-II는 Spray strip-I에 

비하여 설치 높이를 증가시켜 선수  선미에서 각각 흘수  

1.25m와 0.38m로 결정하 다.

두 가지 Spray strip에 하여 실시한 항시험 결과를 토 로 

각각의 Spray 제거 능력과 소요마력, 상 연료소모량, 항주 시 

트림 변화를 비교하여 설계선형에 합한 Spray strip을 선정하

다. 항시험 결과에 따른 유효마력 비를 Table 5에 나타내었

으며, 속에서는 Spray strip-II, 고속에서는 Spray strip-I의 유

효마력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Fig. 14는 FNL = 0.90에서 Spray 

strip 부착유무에 따른 선측 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

지 Spray strip 모두 선수부에서 발생하는 Spray를 잘 제거하고 

있으며, 물보라 제거 능력은 거의 동일한 수 으로 나타났다.

Table 5 Variation of effective power for spray strips

FNL
w/o Spray strip Spray strip-I Spray strip-II

0.33 1.0 0.976 0.971

0.45 1.0 1.003 1.002

0.80 1.0 0.967 0.973

0.90 1.0 0.959 0.969

Fig. 14 Wave patterns with spray strips (FNL =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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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rim with different spray strips (+: Bow trim, −: Stern 

trim) 

Spray strip으로 인한 항주자세의 변화를 고려하기 하여 

Spray strip 부착시의 트림 변화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두 가

지의 경우 항주자세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FNL = 0.33 이하의 

속  FNL = 0.80 이상의 고속에서 Spray strip-I이 다소 유리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고속에서 항성능이 

우수하며, 항주자세 측면에서 유리한 Spray strip-I를 설계선의 

Spray strip으로 결정하 다.

4. 결 론

고속선에 용 가능한 선형에는 여러 형식이 있으나 반활주

의 속력범 (FNL = 0.4~0.9)에서는 Round-bilge형의 단동선이 성

능, 경제성, 보수유지 등의 측면에서 재까지는 가장 선호하는 

선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Round-bilge 선형의 경우 반

활주 단계에서는 선체의 일부가 양력에 의해 지지되고 선수에

서 발생하는 Spray의 향으로 인하여 속력의 변화에 따른 

항특성과 항주자세가 변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선형설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FNL = 0.9의 높은 속력을 갖는 Round-bilge 반

활주 선형의 반 인 설계과정을 나타내었다. 설계 선형은 고

속선의 유체역학  특성을 고려하여 최 화한 후, 성능 비교를 

통하여 우수함을 확인하 으며, 모형시험( 항시험)을 실시하여 

항성능과 자세를 찰하 다. 고속항주 시 형의 향과 선

수에서 발생하는 Spray에 의한 선미 트림과 침하를 제어하여 

항을 감소시키고 갑 침수를 일 수 있도록 Stern wedge와 

Spray strip을 용하 으며, 모형시험을 통하여 설계 선형에 

합한 제원, 형상, 설치 치를 결정하 다. Stern wedge와 

Spray strip을 부착한 최종선형에 한 모형시험 결과 미 부착 

상태에 비해 약 12%의 항감소와 2.3o의 트림감소 효과를 확

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Round-bilge 반활주선의 선미 트림 등 자세 

변화를 개선할 수 있는 Wedge의 형상과 고속 항주시 발생하는

Spray를 제어하고 충분한 활주효과를 얻을 수 있는 Spray strip

을 실 선의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설계하여 상 선형들에 

용한 수치  그리고 실험  방법을 이용한 선형 개발의 반

인 과정을 소개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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