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일반적으로, 파랑 중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 안정성을 평가

하는 방법은 내항성능(seakeeping performance)을 이용하는

‥‥ 근사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분석하고, 횡동요 운동

특성 예측에 적합한 근사모델 생성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조건

을 도출하고자 한다.‥‥.‥‥(중략)‥‥..

2. 근사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 정의

2.1 대상 선박 제원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ship to be analyzed

Particular Model Ship

LOA[m] 336.7

LBP[m] 321.0

beam[m] 45.6

Depth[m] 27.2

Displacement[ton] 119927.3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횡동요 운동특성에 대한 근사모델

생성을 위하여 9600TEU급 컨테이너선을 ‥‥‥ (중략)

‥‥‥.

2.2 수치시뮬레이션 조건

선박의 횡동요 RAO를 도출하기 위하여 영국 선급인 로이

드의 3차원 패널방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WAVELOAD-FD

를 ‥‥‥ (중략) ‥‥‥.

Fig. 1 Hull panel of model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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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랑스펙트럼 정의

선체운동응답은 파랑에 기인하는 선박의 동요로서, ‥‥ 이

를 고려하여 피크 주기 12.00sec, 유의파고 4.00m인

Pierson-Moskowitz 스펙트럼을 적용하였다.‥‥(중략)‥‥..

Fig. 3 ITTC Wave spectrum

3. 근사모델 생성을 위한 최적조건 도출

근사모델이란 시스템의 설계영역 내에서 설계변수와 출력

결과 간의 관계를 ‥‥(중략)‥‥..

3.1 근사 기법 추정

근사모델에 의한 예측값의 오차를 판단하기 위하여 절대평

균 오차(Mean Absolute Error), ‥‥(중략)‥‥..

MAE = 

  




 (3)

‥‥(중략)‥‥..TGP 근사기법을 활용한 근사모델이 선박

의 횡동요 RAO를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법으로 판단되

며, 데이터의 샘플링 간격 추정에는 TGP를 적용한다.

3.2 근사모델 적합성 판단기준 선정

근사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식 (6)과 같은 상대

오차율의 개념을 도입한다. ‥‥(중략)‥‥.. 판단을 바탕으

로, 근사모델 생성에 적합한 오차율 기준을 평균오차율 0.5%

이하, 최대오차율 3.0%이하로 정한다.

3.3 데이터 샘플링 조건 추정

Fig. 6 및 Fig. 7은 Table 6에서 TGP기법의 결정계수  

을 선속별로, 선수방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중략)‥‥..

파의 주파수가 0.2-1.0 rad/s 범위에서는 RAO 예측결과가 거

의 근사하나, 1.0 rad/s이상의 고주파 구간에서는 다소 오차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3.4 운동응답 스펙트럼 도출을 통한 근사모델 검증

선박의 횡동요 RAO는 선체운동응답스펙트럼에 대한 m0,

m2, Q 값 등의 운동 계산을 ‥‥‥ (중략) ‥‥‥.근사모델을

실제 테스트데이터 대신에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10 Roll RAO Surrogate model at 18knot(case 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패널법 기반 소프트웨어인

WAVELOAD-FD를 사용하여 ‥‥‥ (중략) ‥‥‥. 해당하

는 횡동요 RAO 근사모델에 파랑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선체

운동 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한 결과, 실제 결과와 잘 부합하

여‥‥‥ (중략) ‥‥‥.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근사모델을 활용하여 선박의 하중 상태에 따른 횡동요운동 특

성에 관한 근사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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