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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톤 어선의 저항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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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of resistance performance for the 4.99 ton class fishing boats was shown. The 4.99 ton fishing boats 
are the most commonly used one in the Korean coastal region. The evaluation of resistance performance was estimated 
by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alysis. The CFD simulation was performed by the validation for various 
types of bow shapes on the hull. The optimized hull form from the simulation was selected and showed the best resistance 
performance. This hull type was tested on the towing tank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IFS). The effective 
horsepower (EHP) was estimated by the resistance test on the towing tank with the bare hull condition. The drag force 
on the three service speed conditions was obtained for the resistance analysis to power prediction. The measured drag forces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from the CFD simulation with one another. As results of the model tests, it was confirmed 
that the shape of the bow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sistance performance. The effective horsepower decreased about 
30%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hull form. Also, the resistance performance improved the reduction of required 
horsepower, which especially contributed to the energy-saving for the fisheries industry. In the CFD analysis, the resistance 
performance improved slightly. In this case, the ratio of the residual resistance (CR) in the total resistance (CT) was high. 
Therefore, the CFD analysis was not enough to satisfy with reflection for the free surface and wave form in the CFD 
procedure. Both model test and CFD calculation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initial design process for the coastal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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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업환경 변화와 유류비 상승은 어업인들에게 조업경

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곧 어가소득

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업을 

위해 어장으로 어구를 싣고 항해하여 조업하고, 조업이 

끝난 후 어획물을 싣고 귀항하는 수단인 어선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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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연안어장의 빈약한 어황

으로 인하여 항해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먼 바다

의 어장까지 이동하므로 유류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어선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어선의 저항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양어업 분야에

서는 구상선수를 채용하여 조파저항을 줄이거나 (Hong 
et al., 2011; Hong et al., 2015), 새로운 추진기를 설계하

여 설치함으로써 유류비를 절감을 통한 조업경비를 줄

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Hong et al., 2010). 근해어업

의 대표적 업종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추진기를 개선

하여 추진성능 향상을 통해 조업경비 절감을 위한 연구

도 수행되었다 (Jeong et al., 2016). 어업분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채낚기 어선의 대표적인 조업장비인 집

어등을 LED집어등으로 교체하여 연료소모를 줄이는 연

구와 (An et al., 2012; An et al., 2013; Bae et al., 2011) 
태양광 발전을 작업등 점등에 활용하고 투망 후 양망까

지의 대기전력으로 사용하며 유류 소비량을 줄이고 있

다 (Jeong et al., 2014; Lee et al., 2017). 선행연구들이 

공통점은 어업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조업경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안어업에서는 대부분 소형어선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어업과 낚시를 겸용하는 어선으로 운용하고 있다. 
4.99톤급 어선이 대표적이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어선

도 연안어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안어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자망어업, 통발어업, 복합어업의 어선

으로 건조되고 있는 4.99톤 어선은 각 조선소가 보유한 

개별적인 FRP몰드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소에서는 우

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성능을 

평가하여 정량화된 결과로 제시된 연구는 드물다. 또한 

황천항해에 따른 예비부력 확보를 이유로 주먹구구식으

로 설치한 구상선수로 인해 오히려 저항성능이 퇴보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도한 마력의 엔진을 설치하

므로 유류소모가 많고 비효율적인 어선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FRP몰드를 이용하여 4.99톤급 

자망, 통발, 복합어선으로 건조되는 어선을 대상으로 전

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

방법과 모형시험을 통해 저항성능을 확인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당초 활주형으로 설계된 선형에 유체

역학적 고려 없이 구상선수를 설치하게 되면 저항의 급

격한 증가로 비효율적인 어선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보

였다. 이러한 구조변경에 따라 어선의 소요마력 증가를 

확인하고, 본 연구에 활용된 대상선이 갖추어야 할 이상

적인 선형을 저항성능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안하였다.

재료 및 방법

대상선의 제원

본 연구를 위하여 4.99톤급 어선을 대상선으로 선정

하였고, 개정된 어선법에 따르는 톤수를 가지도록 설계

한 선형이다. 선체에 대한 도면자료와 유체정력학적 데

이터는 조선소의 협조로 설계사로부터 입수하였다. 수
조시험에 필요한 모형선 건조를 위하여 보다 정밀한 선

Fig. 1. Profile of 4.99 ton class coastal fishing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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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도를 만들어 모형선 제작에 활용하였다. 대상선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한 선경조선소가 제공한 것으로 

연간 3~4척 건조되고 있다.
선체의 주요제원은 수선간장 (LBP) 10.85 m, 폭 (B) 

2.74 m, 만재흘수 (d) 0.66 m이며, 총톤수 (G/T)는 4.99
톤이다. 선체의 제원과 유체정역학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어선의 설계 선속은 16노트로 파악되었

으나, 해상 시운전을 통한 정확한 결과가 없이 설계사에

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선의 주기관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출력 320마력의 해상용 디젤엔

진과, 동이공업의 감속기 (감속비 2.57:1)를 설치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프로펠러의 제원은 날개수 (Z) 3, 직경 

(D) 0.87 m, 피치 (pitch) 1.0 m, Hub 직경은 0.174 m를 

가지고 있다. 대상선의 측면 프로파일을 Fig. 1에 나타내

었다.
성능개량 대상선으로 선정한 어선의 선형과 추진효율

에 대한 초기검토를 수행한 결과, 선미 트랜섬 형상이 

지나치게 길고, 추진기로 유입되는 유선의 집중현상으

로 인하여 추진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

었다. 기본설계 단계를 거친 최적선형의 경우 수조 모형

시험을 통한 저항계측으로 엔진의 유효마력 계산과 최

대선속의 추정이 일반적이나, 본 대상선의 선형은 개선

의 여지가 있는 선형에다 높은 선속으로 인해 전산유체

역학 (CFD) 해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저항성능에 대

한 CFD 시뮬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이후 모형

시험과 비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전산유체역학 해석

대상선의 성능추정을 수치해석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

산유체역학 방법은 유한체적법 (Ferziger and Peric, 
2002)의 기반으로 제작된 상용프로그램 (STAR-CD)을 

사용하였고, 3차원 비정상상태 비압축성 점성유동상태

를 고려한 해석방법이다. 계산 프로그램의 지배방정식

은 연속방정식과 RANSE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 방정식인 식 (1)과 식 (2)로 각각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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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 , , 와 는 직각좌표계, 속도성분, 

압력, 밀도, 점성을 나타내며, 식 (2)의 레이놀즈 응력 

(Reynolds Stress)항인 ′′은   난류

Characteristics Abbreviation Unit Value
Length over all L.O.A (m) 15.06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B.P (m) 10.85
Breadth B (MLD) (m) 2.74
Depth D (MLD) (m) 0.80
Draft d (MLD) (m) 0.66
Displacement ▲ (ton) 8.76
Volume of displacement ▼ (m3) 8.55
Load waterline length  L.W.L (m) 12.30
Draft (equivalent) deq (m) 0.39

 L/▼1/3   6.39
 L/B 4.557
 B/deq 3.182

Block coefficient  Cb 0.575
Prismatic coefficient  Cp 0.625
Surface draft Smld (m²) 44.03
Longitudinal center of buoyancy LCB (m) -0.885

Table 1. Design hull data (Design load 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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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하였다.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SIMPLE 방
법을 사용하였고, 대류항과 확산항은 2차 상류차분법과 

2차 중심차분법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알고리즘이다. 대
상선인 4.99톤 어선을 해석하기 위한 격자수는 약 190만 

개를 사용하였고, 벽면에서 수직한 최소격자는 1.0×10-4 
m이고, 이는 y+=60에 해당된다. 본 수치해석을 수행하

기 위한 좌표계의 정의는 유동방향을 X축, 폭 방향을 

Y축 그리고 수직방향을 Z축으로 하였다. 수치해석에 적

용된 경계조건으로 입구영역에서 속도에 대하여 

Velocity inlet 조건을 사용하였고, 출구영역은 Pressure 
outlet 조건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계산영역

은 3차원 직육면체를 사용하였다. 유체가 들어오는 입구

영역에서 유체가 빠져나가는 출구영역까지의 거리는 

-1.0L≤L≤1.5L이며, 폭 방향 거리는 -1.5L≤B≤1.5L, 
수직 방향 거리는 -1.5L≤D≤1.5L이다. 좌표계에 따라 

생성된 전체 격자의 형상과 선체의 표면을 나타낸 격자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선형개선과 모형시험

대상선의 유효마력은 CFD해석에 따른 추정치로 파

악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구상선수로 인하여 전체

저항이 증가할 것으로 선형검토 과정에서 예상되었다. 
따라서 구상선수를 없애고 활주형 선형으로 변경할 경

우의 저항성능을 모형시험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검증

하였다. 저항시험의 예인속도는 항해선속을 기준으로 3
개의 선속 14, 15, 16노트에 대응하는 속도로 끌어 전체

저항과 선수미 트림 변화를 측정하였다. 
모형선은 선체선도 (lines)를 기본으로 3차원 모델링

을 적용하여 축척 (scale) 10.0로 정밀하게 제작하였고, 
저항계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선수부 9½ 위치에 

난류발생 촉진장치 (stud)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

다. 선미에 설치되는 방향타 지지대 (shoe-piece)와 방향

타 (rudder)는 부가물 저항을 고려하지 않고 저항성능을 

추정하고자 포함시키지 않았다. 모형시험은 예인수조에

서 수행되었으며, 각종 계측값들은 전산화된 자료취득 

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얻어진 후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수조의 제원은 길이 85 m, 폭 10 m, 수심 3.5 m이며, 
실험대상을 끄는 예인전차는 최고 3.0 m/s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선수형상을 설계하여 CFD해석

을 통해 저항성능이 현저하게 개선된 선형을 채택하였

Fig. 2. Grid system and hull form modeling for CFD Calculation.

(a) Original Ship

(b) Modified Ship

Fig. 3. 3-dimensional hull form of original and modified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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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체의 주요치수와 배수량은 기존선과 동일하게 유

지하되, 구상선수를 없애고 설계한 선형이므로 침수표

면적은 43.13 m2로 0.9 m2 감소하였다. 기존 선형과 개

선된 선형의 3차원 모델링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고, 
Fig. 4에는 선속 14노트에서 개선 후 선형의 저항시험 

장면을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CFD 해석

대상선의 유효마력을 CFD로 추정하기 위하여 전체

저항을 해석하고 특히 조파저항에 영항을 미치는 파형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항해선속이 14, 15, 16노트

일 때 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선수부에서 압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속

이 증가할수록 선수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최대압력도 

선수부에서 나타났다. 항해선속 15노트에서 선체표면의 

압력분포를 N/m2의 단위로 Fig. 5에 나타내었고, 유선의 

흐름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선수부 압력을 살펴보면 저속에서는 압력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16노트에서 기존 선형의 최대 

압력이 22,000 N/m2에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대압력은 구상선수의 끝단과 선체로부터 구상선수로 연

결되는 구상선수 상단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체표면의 압력 최대치보다는 압력 분포에 

따른 파랑의 생성이 저항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압력의 최대치에 대한 단순 비교보다는 압력의 

분포와 이에 따른 조파저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선형에서는 선수벌브 상단의 압력이 전반적

으로 높아 큰 선수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저항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 6에 나타낸 선체를 따라 흐르는 유선을 살펴보면 

구상선수로 인하여 유선의 흐름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선속이 증가할수록 구상선수 근처의 

압력 차이와 트림으로 인하여 구상선수 상부 부근으로

의 흐름은 다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선에 대하여 전산유체역학 해석으로 얻은 부가물

이 없는 알몸선체가 design load 조건에서 저항과 마력을 

추정한 결과를 Table 2에 보였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선속의 증가에 따라 저항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형시험에서 관찰되는 경향을 따르고 

있다. 시험조건에서의 배수량은 8.76 ton이며, 흘수는 

0.39 m이다. 선속 15노트 기준으로 저항시험 결과로부터 

추정된 유효마력은 147 kW로 나타났으며, 10%의 실해상 

여유 (sea margin)를 고려한다면 유효마력 132 kW이다.

모형시험

부가물이 없는 알몸선체의 모형선을 이용하여 4.99 

Fig. 6. Stream line along the hull surface. 

Fig. 5.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hull surface.

Fig. 4. Photographs of the resistance test of modified ship in 
towing tank of N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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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급 연안어선이 가지는 저항을 design load에서 수조시

험을 통해 계측하였다. 모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선

의 유효마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에서 제시하는 ITTC Powering 
Performance Prediction Method (ITTC, 2011)의 2차원 

외삽법을 사용하였다. 2차원 외삽법은 W. Froude의 실

선저항 추정법을 따르고 있으나, 저항 값을 직접 다루지 

않고 무차원화된 저항계수로 실선 저항을 추정을 하고 

있다. 모형시험으로부터 계측된 저항 값을 무차원화하

여 모형선의 전 저항계수 을 식 (3)과 같이 구한다.

                                          

          
 


             (3)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는 침수표면적이다. 또한 

모형선의 잉여저항계수 은 앞서 Froude 방법과 같

이 전 저항계수와 등가평판의 마찰저항계수의 차이로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4)

  
등가평판의 마찰저항계수는 ITTC 1957 모형선-실선 상

관곡선인 식 (5)의 마찰저항 공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log


     (5)

모형선과 실선이 대응속도로 움직이면 Froude수 (Fn)
가 동일한 대응속도로 움직이면 모형선과 실선의 잉여 

저항계수는 동일하므로  이 된다. 따라서 실

선의 전 저항계수 는 잉여저항계수와 마찰저항계수

의 합이 되므로   이 된다. 최종적으로 

실선의 저항은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1957년 ITTC는 저항 추정 기법을 개선하고 모형선-
실선의 마찰저항을 추정하는 식 (7)을 사용할 것과 실선

의 전 저항계수 추정에서 모형선-실선 상관수정계수

(model-ship correlation allowance)를 사용할 것을 권고

하였다.
                                     
                         (7) 

 
는 실선의 표면 거칠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상관

수정계수라 정의하고 수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모형시험 

결과로부터 추정한 결과를 시운전 결과와 비교하여 결

정한다. 
항해선속 14, 15, 16노트에서 기존선의 저항성능 해석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고, 변경선은 Table 4에 나타

내었다. Table 3과 Table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항

시험에서 추정한 유효마력은 기존선과 개선된 선형 모

두 선속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Table 4에서는 개선된 선형의 저항과 유효마력이 실험

구간의 모든 선속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FD계산을 통한 항력계산에서 도출된 값보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대상선의 선속

을 Froude수로 분석해 보면 선속이 15노트에서 0.702로 

고속선이 가지는 Froude수의 범위인 0.7~1.0에 포함되

어 있다. 이는 전체저항에서 차지하는 조파저항이 급속

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선미트림이 나타

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기존선과 개선된 선형 모두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Table 5에는 정지상태의 선체를 기준으로 항해 시 나타

나는 선체의 상하운동을 통해 트림 (trim) 변화를 계측하

였고, 선체의 침하량 (sinkage)도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선속에서 선미

트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침하량은 14
노트에서는 선체가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15노트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으며, 16노트에서는 오히려 선체가 부상

하며 항주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선체가 설계

Condition
Speed 
(knot)

Drag 
(kN)

EHP 
(kW)

Remarks

Design 
Load

14 16.80 123 w/o 
sea 

margin
15 18.84 147
16 21.12 176

Table 2. The result of the drag and EHP by CF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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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속 범위 내에서 불안정한 거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으로, 조선소에서 탑재하는 엔진출력과 최대 선속

을 15노트로 가정한다면 바람직한 침하량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선의 저항시험 결과에서 해석한 잉여저항계수 

(CR)를 Fig. 7에 나타내었고, 추정된 유효마력을 Fig. 8
에 나타내었다. 대상선의 잉여저항은 전체저항에서 차

지하는 조파저항이 과도하므로 자유표면을 완벽하게 구

현하지 못하는 CFD해석에서도 상대적으로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실험에서도 완벽한 계측이 쉽지 않다. 다만, 
전체저항의 관점에서 볼 때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로 저

항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으므로 CFD결과보다 

실험결과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다. 본 모형시험에서 관찰

된 바에 따르면, 기존선의 경우 항해선속에서 구상선수

와 선수선형의 부조화로 인하여 선수파가 과도하게 발

생하고 이것이 저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수파는 10노트 이하의 

저속구간에서도 발생하며 저항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저항시험 결과를 통한 유효마력 추정 결과, 최적화 

선형의 저항 성능은 기존선에 비해 평균 29%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수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선

수파를 줄이기 위해 구상선수를 제거하여 조파저항이 

감소한 것을 나타낸다. 즉 선수 부의 수선 각을 줄여 

어선에 보다 적합한 항해 자세를 만들어 주어 저항 성능

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조 모형시험에서 관찰된 선수파의 특성을 CFD프

로그램이 어느 정도 구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

해선속 16노트 (Fn=0.749)일 때 기존선과 변경선에서의 

선수파고를 Fig. 9에 보였고 CFD해석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을 분석한 결과, 개선 전 선형의 

CFD프로그램으로 계산된 선수파의 최대높이는 1.72미
터이지만, 실제 모형시험에서 관찰된 파고는 1.8미터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개선 후 선형에서는 CFD결과는 

1.21미터이며, 연속되는 선수파의 끝단을 실제로 관찰

한 파고는 약 1.3미터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선으로 선정한 당초의 선형은 조선

소에서 해상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의 항해 시 예비부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선수부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구상선수를 설치한 선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기존선의 

성능은 선형검토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선속 15노트, Froude수 0.7 이상의 빠른 선속임에도 임

의로 설치한 구상선수가 과도한 조파저항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대상선의 선형을 어선법 규정에 

적합하게 배수량의 변화를 거의 없게 만들며, 활주형 

선형으로 변경시켜 저항성능을 향상을 CFD계산과 모형

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선수파의 현저한 감소와 이에 

따른 조파저항의 감소는 유효마력 기준으로 평균 29%
의 저항성능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소에는 선주들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구상선수

의 제거와 부분적인 선형 변경을 권유하였다. 
대상선의 항해 시 소요되는 유효마력 감소로 인한 유

류비 절감효과를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안어선의 

Condition
Speed 
(knot)

CR×102 Drag 
(kN)

EHP 
(kW)

Design 
Load

14.0 9.352 14.45 104
15.0 8.659 15.63 120
16.0 8.038 16.80 138

Table 3. Results of , Drag and EHP of original ship by model test

Condition
Speed 
(knot)

CR×102 Drag 
(kN)

EHP 
(kW)

Design 
Load

14.0 5.873 10.16 73
15.0 5.509 11.16 86
16.0 5.077 12.02 99

Table 4. Results of , Drag and EHP of modified ship by model test

Speed
(knot)

Measured hull position at FP Measured hull position at AP Sinkage (mean)

Original (mm) 
Modified

(mm)
Original (mm) 

Modified
(mm)

Original (mm) 
Modified

(mm)
14.0 15.524 14.523 -21.831 -20.589 -1.597 -1.570
15.0 18.321 16.333 -21.675 -19.303 -0.010  0.000
16.0 21.830 16.852 -23.534 -19.895  1.039  0.010

Table 5. Comparison of Trim and Sinkage for original and modified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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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조업일수는 대략 200일이며, 조업대기 시간을 제

외하고 항해와 조업을 위하여 주기관을 정상적으로 가

동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가정하였다. 본선에 설치된 

두산 인프라코어 MD96TI 모델의 320마력 해상용 엔진

의 제원표에 나타난 연료소모량은 158 g/ps·h이다. 최대

연속출력의 90%에서 운용한다는 조건을 가정했을 때 

조업과 항해 시에 기존선이 소모하는 유류는 연간 

36,403리터이다. 면세유 가격을 1리터당 670원으로 계

산하였을 때 연간 유류비로 대략 2,439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a) Original Ship                                   (b) Modified Ship

Fig. 9. Comparison of Wave form by model tests (16.0 knots).

(a) Original Ship                                   (b) Modified Ship

Fig. 10. Comparison of Wave form by CFD (16.0 knots). 

Fig. 7. Comparison of CR (coefficient of residual resistance). Fig. 8. Comparison of EHP (effective hors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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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선의 경우, 항해에 소요되는 29%의 유효마력 감

소로 인하여 25,846리터를 사용하고 유류비 지출금액은 

1,732만원으로 연간 707만원의 유류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약 59만원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므로 

영세한 어업인의 경우, 경영수지와 어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선과 같이 

고속형 연안어선에 설치된 부적합한 구상선수를 제거하

고 성능개선을 시키는 것은 조업경비 절감에 크게 기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상선의 CFD계산과 모형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과도한 선수파는 항해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성

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조업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비

부력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상선수의 형태를 더욱 

날씬하게 만들고 수선면의 선체형상을 유선형으로 설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어선의 선형설계에 있어서 CFD

방법을 적용하여 선형에 대한 저항성능을 고찰하는 것 

또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대상선이 고속형 어선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CFD계산결과의 오차는 모형시험에 비하여 대략 10% 
크게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저속선의 경우에

는 전체저항에서 잉여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

면 고속선의 경우, 잉여저항이 상대적으로 저속선보다 

높다. 따라서 CFD의 경우, 선체 주위에서 정확한 파랑의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고속선의 계산에서는 정확도가 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속에 따라 나타나는 저항 

값의 경향은 전체적으로 모형시험 결과를 따르고 있다.

결 론

4.99톤급 연안어선의 저항성능을 개선하여 유류를 절

감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CFD계산과 모형시험을 이

용하여 선형을 개선하였다. 대상선의 설계 선속을 고려

하여 CFD해석을 통해 저항성능이 개선된 선형을 도출

하였고, 모형선으로 제작하여 수조시험으로 기존선과 

비교하고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시험에서는 

개선된 선형의 저항성능은 당초의 선형보다 유효마력으

로 비교하였을 때 약 30%의 효율 증가를 보였다. CFD해

석 결과에서는 개선된 선형의 저항성능이 기존선보다 

유효마력으로 비교하였을 때 약 40%의 효율 증가를 보

였다. 이는 선수 부분의 폭을 약간 줄이고 선수 길이를 

증가시킴으로써 고속형으로 활주에 적합한 선형으로 설

계함으로 인해 마찰 면적이 줄어들었고, 적합한 항해 

자세를 가지게 되므로 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하여 대상선의 저

항을 해석하고 선형의 변경을 위한 체계적인 저항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조파저항의 영향이 적은 우수한 선형

을 선정하였다. 기존선에 설치된 구상선수를 제거하고 

저항성능을 개선한 선형에서 설계선속 기준으로 약 30%
의 유효마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어선의 항해에 소요되는 유효마력의 감소로 극단적

인 경우에는 면세유 가격을 1리터당 670원으로 계산하

였을 때 연간 707만원의 유류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어선의 선형설계에 있어서 초기에 Froude수를 확인하

여 고속형 어선인 경우에는 조파저항의 영향이 크므로 

조업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파저항을 저감시키

는 설계와 개조를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고속형 

어선의 경우 저항성능 평가를 위한 CFD계산과 해석방

법의 정확도는 모형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만, 선형변경과 개조를 위한 체계적인 계산에 있어서 

CFD해석의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향후 추진기 개선을 통한 선체의 항해성능 향상을 위

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선의 선주 또는 조선

소의 협조를 받아 선형개조와 해상 시운전을 수행하여 

결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로 확인된 저항성

능 개선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선형을 제공해 준 조선소에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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