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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재 모형선을 이용한 선형성능 검증설비는 인수조와 회류수조 두설비가 주로 이용된다. 이들 설비는 주로 속 형선박을 해 

기법들로 소형 고속어선  고속 선박의 항성능 평가를 수행하기에 차의 속도와 유속이 목표속도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속 선박의 항성능 평가를 해 새로운 기법 정립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고속선의 항성능 시험을 해 실제 해상에서 선박을 이

용한 모형시험을 고안하고 측정시스템을 구성하 다. 시스템구성은 총 8개의 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검증을 해 C.W.C에서 속선

의 모형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여 시스템 용 가능성을 검증하 다. 한 실제 해상에서 고속선 모형선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 결과를 CFD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실해상 모형시험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 하 다. 

핵심용어 : 모형시험, 활주선형, 시험 기술 개발, 항시험, 실해상 모형시험 
Abstract : High speed marine vehicle, such as semi-planing, planing craft have been developed recently. These ships paid attention to 
the resistance characteristics, especially in high speed region. Model test method is divided to two equipment greatly, first 'Towing tank', 

second 'C.W.C.'. It is difficult to estimate a resistance characteristics for high speed boat. because these are made for low speed ship. 

This paper suggests a new model test method and system. This is real sea model test and it's comprised of eight part. Firstly, This 

method is tested at C.W.C that is possible to using in real sea model tes using low speed boat modelt. And then, Real sea model test 

and CFD calculation are performed and compared with tow way used high speed boat model. It can be a good way to estimate a 

performance for high speed boat.

Key words : Model test, Planing hull, Development of model test technique, Resistance test, Real sea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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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분야의 여가생할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도 꾸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양  장비, 특히 해양 의 표 인 모터보트 

부분은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생산은 해양

 선진국과의 기술력 차이로 인한 품질과 성능을 넘지 못하

고 일부 품목만 생산하면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국내에서 제작되는 해양 선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품

질 개선과 성능 개선이 요구 된다.

2. 실해상 모형시험 개요

  해양  선박인 모터보트 선체 부분은 활주형 선형이며, 

배수형 선형과는 다르게 선박속도, 해상상태, 무게 심의 

치, 선체부가물 탑재 등에 따라 항주자세 변화가 민감하게 나

타난다. 

  이들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 경험식을 이용한 평가방

법, 기하학 으로 상사시킨 모형선을 이용한 평가방법( 인수

조, 회류수조), 최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컴퓨터를 이

용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평가 방법 등이 있

다. 이  기하학 으로 상사 시킨 모형선을 이용한 모형시험 

방법이 가장 진보된 방법이긴 하지만 모터보트 성능을 평가하

기 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표 인 

문제 으로는 모터보트의 선가에 비해 시험비용이 비싸고, 고

속 역 시험이 가능한 수조시설이 많지 않다는 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과 연구기 에서 기존 설비를 개

조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제작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뚜

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

건에 맞춰 은 비용으로 해양  장비의 주행성능을 평가하

는 실해상 모형시험 기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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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해상 모형시험의 필요성

  새로운 선박을 개발하는 설계자는 항과 추진성능이 좋은 

선박을 설계하는 것이 심이며, 항과 추진성능은 선체가 

주행하면서 물과 선체사이에 여러 상의 조합에 의해 발생되

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이나 CFD 해석에 의존 

될 수밖에 없다. 근래에 들어 컴퓨터사양이 향상되어 CFD를 

이용하여 원하는 문제를 검토 할 수는 있지만 항주자세가 

격하게 변하는 모터보트의 모션 해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

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형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모형시험 설비로 가장 표 인 설비는 인수조와 회류수조

를 들 수 있는데, 인수조는 긴 사각수조에 인 차를 이용

하여 실선에 응하는 모형선 속도로 인하여 항을 계측하

는 방법이며, 회류수조는 모형선은 고정하고 회류수조의 물을 

회 시켜 항을 계측하는 설비이다.

  모형선 시험은 국의 William Froude(1868)가 제안한 해석 

방법이 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실선에 응하는 모형선의 

응속도는 식(1)에 의해 결정된다. 

                                   (1)

 여기서 V: 선속, L: 선체길이, 첨자 S: 실선, M: 모형선 

  결국 식(1)은 실선에 응하는 모형선의 속도가 큰 형선

에 맞춰진 시험 설비에서 축척비( )가 그보다 작은 

모터보트를 시험하기 해서 더욱 빠른 인 차나, 유속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모형시험을 해 모형선 크기를 

수조에 맞게 소형으로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결과 

크기가 작아질수록 실제와 다른 유동 상을 보여 시험 결과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Tour, 2002). 

  한 고속선박의 시험을 해 기존 설비에 고속으로 인할 

수 있는 외팔보 인 차를 개발하여 시험한 보고(신, 2004)등

이 있긴 하 지만, 역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 이 발생해 

재 운용되지 않고 있다.

2.2 실해상 모형시험 개요  시스템 구성

  실해상 모형시험은 바다에서 실제 선박을 이용하여 시험하

는 방법으로 기존 수조시설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고속선박의 

고속 역의 시험을 가능하도록 고안 되었으며, 기 투자비

용이 렴하고, 시험 속도 구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한 항시험 뿐 아니라 Gyro센서를 함께 장착하여 6자유

도 운동에 한 운동 특성도 함께 계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실해상 모형시험 시스템 구성은 시험 비시간을 

약하기 해 시스템 구성을 최 한 간단히 하고, 이동이 편

리하도록 구성하 으며, Fig. 1에서 실해상 모형시험의 개념도

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2에 실해상 모형시험의 측정 시스템 

구성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Real sea model test of rough arrangement

  

Fig. 2 Real sea model test system

  Fig. 2에서 나타낸 것처럼 계측 시스템 구성은 총 9개 트

로 구성되어 있으며, 6자유도 계측 트를 제외하면 6개 트

로 구성된다. 시스템 체 구성은 (1)노트북, (2)DC signal 

Amplifier, (3)daq카드, (4)인버터, (5)Load-cell, (6)Gyro센서, 

(7)주변배선으로 구성되며, 사용 원은 부분 선박에 탑재되

어 있는 12V 축 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구성된 모형선을 인하면 Load-cell과 Gyro센서에서 변

에 해당하는 기신호가 발생되며, 이 신호는 DC signal 

Amplifier와 daq카드를 통해 장력 값과 움직임에 한 운동량

을 실시간 노트북에 나타내 다. 

2.4 실해상 모형시험 운 방법

  최  실해상 모형시험은 시험 시간을 최 한 단축하고자 비

교선형과 조선형을 동시에 시험 하도록 고안 하 지만 모형

선을 인하는 인선역시 작은 도에도 횡 방향 운동

(rolling)이 심해 2척의 모형선을 동시에 시험하기 어려워 

인선 선수 앞에 1척의 모형선만 설치하여 시험하도록 방법을 

변경하 으며 Fig. 3과 Fig. 4에 변경된 실해상 모형시험 개념

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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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ugh arrangement of body plan 

Fig. 4 rough arrangement of body plan

  실해상 모형시험은 환경에 매우 민감한 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이 없고, 도가 잔잔한 강이나 바다에서 수행 하는 것이 

좋으며, 인선을 선택할 때도 가이드(모형선를 인하기 

해 고정하는 부분)설치가 용이한 선박을 선택하는 것이 설치 

시간을 약할 수 있다. 

 

    Fig. 5 Install a guide       Fig. 6 Install a System

 

  Fig. 7 Install a Modelship     Fig. 8 Test on the sea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선박을 검토해 본 결과 어선

이 상부 공간도 넓고 가이드 설치도 용의 할 뿐 아니라 국 

어느 항을 가도 쉽게 섭외가 가능하여 가장 한 선박으로 

단되며, Fig. 5는 가이드 설치, Fig. 6은 계측시스템 설치, 

Fig. 7은 모형선 설치, Fig. 8은 모형시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실해상 모형시험을 수행하기 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부분이 Fig. 5와 같이 가이드를 선수부에 고정시키는 일

이다. 특히 선수 상부를 회손 없이 설치해야 해야 했으며, 섭

외 된 각각의 인선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고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 다. 

  모형선의 설치는 Fig.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이드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수직 가이드를 장착하고 인 높이를 알맞

게 고정시켜 모형선을 장착하여야 하며, Fig. 8에서 보는 와 

같이 인선의 선수부에서 발생하는 도에 간섭을 받지 않게 

체 지그배치를 재조정 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기존 모형시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형시

험 결과를 실선에 확장하기 하여 Froude가 제안한 방법을 

용하여 실선에 응하는 모형선 응속도를 계산하고 이 속

도에 맞게 인하 다. 이때 인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기 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인선 

속도를 확인하며 시험을 수행하 으며, 모형시험결과의 정확

성을 높이기 해 시험 구간을 왕복으로 계측하여 오차를 최

소화 하 다.

3. 실해상 모형시험 기법 정립 

3.1 실해상 모형시험 계측 시스템 검증

  실해상 모형시험결과의 정도를 확인하기 해 기 구축된 회

류수조에서 회류수조의 계측기와 실해상 모형시험용 계측기

의 결과 값을 비교 하 으며, 추가 으로 Load-cell의 치에 

따른 항 특성을 검토하 다. 

 실험 상은 실선 속도가 6knot정도 되는 폐형구명정으로 

실선에 응하는 모형선의 유속이 체 속도구간을 계측 가능

한 선형이다. Fig. 9는 시험 상 모형선 선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0은 시험  Load-cell의 Calibration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9 Test model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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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result of calibration 

 

 시험 유속은 실선 속도 3knot∼7knot까지 시험한 후 그 결과

를 비교 하 다. Fig. 11은 회류수조용 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한 실선속도 6노트에 해당하는 시험 모습을 보여주고 있

으며, Fig. 12는 실해상 모형시험 계측 장비를 이용한 실선 6

노트에 해당하는 모형시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Model test for using C.W.C system(6knot)  

Fig. 12 Model test for using sea test system(6knot) 

  실해상 모형시험 장비를 이용한 시험은 Load-cell의 치를 

다르게 하여 수행하 고, Fig. 13에 회류수조장비와 실해상 모

형시험 장비를 이용한 계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3 Comparison of EHP

  Fig. 13에서 case 1.은 회류수조 계측 장비를 이용한 결과, 

case 2.는 Load-cell 치가 선수 끝에서 방으로 3cm에 설치

시켜 실험한 결과, case 3.은 Load-cell 치를 수직 인지그

에서 뒤쪽으로 3cm에 설치하여 시험한 결과이다. 

  시험결과를 보면 case 2, 3.의 경우 3 ∼ 6knot까지 측정 

결과가 회류수조 장비를 이용한 case 1. 결과와 차이를 보

이는데, 그 이유는 실해상 모형시험 장비의 Load-cell은 견

인 의 장력을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속구간에서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속구간

의 실험을 해서는 계측장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한 case 2.와 case 3.의 Load-cell 치에 따른 시험결과

를 살펴보면, 측정된 결과 값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case 

2.가 회류수조의 결과 값과 더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 작은 결과 값의 차이는 사용된 Load-cell

은 한방향의 힘만 계측하는 장력 센서로 인 에 충분한 인

장이 발생되지 않으면 센서의 자 에 의한 항 값 차이로 

단되며  측정 결과의 정 도를 높이기 해서는 Load-cell의 

종류, 고정 방법, 고정 치 선정에 한 최 한 계측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활주 선형의 실해상 모형시험

  시스템의 검증을 통한 실해상 모형시험의 가능성을 확인 한 

후, 기존 모형시험 시험설비에서 시험하기 까다로운 활주선형

의 성능 측을 해 실해상에서 모형시험을 수행 하 다. 비

교시험 상은 선 에 Step의 유무와 개수에 따른 항 성능 

비교로, Non-step선형, Single-step, Twin-step의 3가지 선형

에 해 시험을 수행 하 다. 가능한 시험결과의 정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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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속구간 시험은 소조선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류주소에서 1∼10knot구간을 시험하 고, 20knot이상의 고

속구간은 실해상 모형시험 방법을 이용 하 으며, 실해상 모

형시험 결과의 검증을 해서 추가 으로 CFD해석을 통해 

체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검증하 다.

  시험 상선박은 최고 속력 30Knot 이상의 RIB 보트로 

Fig. 14에 시험 상 모형선들을 보여주고 있다. 

Fig. 14 Step hull Model ship 

  Fig. 14시험 상 모형선들은 왼쪽으로부터 non-step hull, 

앙이 single-step hull, 오른쪽이 twin-step hull선형으로 주

요요목은 동일하며, 선 에 Step형상과 개수로 인한 배수량의 

차이로 동일 배수량으로 시험을 수행하 다.(박충환, 2007)

Fig. 15 Model test at the C.W.C

Fig. 16 Model test at the real sea

  Fig. 15는 회류수조에서 속 구간 1∼10knot에 한 비교 

시험을 수행한 사진이며, Fig. 16은 고속구간인 20∼40knot를 

해상에서 시험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시험 해석방법은 1978 ITTC 2차원법을 용하여 해석

하 으며 시험 결과를 Fig. 17과 Fig. 18에 보여주고 있다.

Fig. 17 Comparison of   Curves (CWC)

Fig. 18 Comparison of   Curves (Real sea)

  Fig. 17의 회류수조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7knot이상부터는 

Single-step과 twin-step선형의 항 특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non-step선형은 갑작스런 항증가 상을 보이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0knot에서의 결과는 twin-step

선형이 다른 선형들과 비교 하여볼 때 항성능이 우수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8의 실해상 모형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회류수조 결과

와 유사하게 실해상 모형시험의 결과에서도그 항 특성의 차

이는 크지는 않지만 single-step선형보다 twin-step선형의 

항성능이 모든 구간이 좋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실해상 모형시험의 결과에 한 검증작업으로 세가지 

선형에 한 CFD 해석을 수행하 으며, Fig. 19 에서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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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다.

  CFD해석은 상용 로그램인 Fluent 6. 3 버 을 사용하 으

며 자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조 상을 모사하기 해서는 

Fluent에서 제공하는 VOF(Volume of Fluid)기법을 사용하여 

해석 하 다.(박일룡, 2005)

Fig. 19 Comparison of   Curves (CFD)

  CFD해석 결과값을 살펴보면 체 인 항특성은 회류수

조의 결과와 실해상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0knot부분에서 회류수조 결과가 해

석결과보다 조  높게 나온 것은 확인 할 수 있었다. 회류수조

에서는 선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 공기의 유동에 한 고려가 

무시되어 있는 반면, CFD해석에서는 공기의 유동 상까지 

고려되어 step으로 공기가 회류수조에서보다 더 많이 유입이 

되어 침수표면 을 감소 시켜 항값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회류수조, 실해상 모형시험, 그리고 CFD해석

의 항 특성 결과를 통해 정량 인 결과 값에는 분명한 차이

가 있지는 하지만 정성 인 결과를 놓고 단할 때, 실해상 모

형시험 결과와 같이 twin-step선형이 항 특성이 우수한 선

형임을 단 할 수 있다. 

  실해상 모형시험의 결과가 재 아주 정도 높은 수 은 아

니지만 시스템 구성과 운용방법에 해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도 높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최근 해양 에 한 국민들의 심이 증가함에 따라 련 

장비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지 까지 고속 활주선 

 소형 어선은 기존 설비의 사양의 한계와 선가에 비에 비싼 

비용으로 인해 공학  근 보다는 설계자와 제작자의 경험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 왔다. 이에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고 나

아가 외국재품과의 경쟁을 해 국내실정에 맞는 설계 검증기

술 정립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속 활주

선의 실해상 모형시험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시스템을 

구축하 다.

  구축된 시스템과 시험 방법은 기존 모형시험 설비에서 설비

의 용량 제한성과  부담으로 경험에 의존했던 소형 고

속선의 설계  검증분야에 공학  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

반을 마련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해상 모형시험기법은 고속선의 정량

 항성능 추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운 것이 사실

이지만 고속 선형에 한 비교시험 부분에서는 충분한 가능성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인장치나 인선, 계측 시스

템 구성  배치와 련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더욱 정도 

높은 시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기법 정립

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소형 고속선 개발을 한 기술력 향상

에 많은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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