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본 연구는 5,000TEU 급 컨테이너선의 Operation profile

을 적용한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초기 당
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사 실적선을 바탕으로 선형이 검토되
었으며, 선형개발을 위한 유체성능해석 도구로는 WAVIS 및 
Star-CCM을 이용하였다. CFD 계산을 통하여 조파성능 및 
선미 점성저항을 검토하고. 목표 속도 만족에 문제가 없도
록 선형 변수(CP-curve, Frame, Waterline, Bulb shape, 
etc...)에 대한 Study를 통하여 Multi draft-Multi speed 선형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선수는 각 조건별 조파성능을 개선하
고자 하였고, 선미는 점성저항 및 성능을 위한 반류분포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다. 특히 저속 및 저흘수 에서의 
조파저항 성능을 개선 시키기 위하여 조파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Bulb height 및 형상의 자세한 검토가 수행 되었다. 

최종 선형을 확정한 이 후 모형시험을 통하여 목표속도 만족 
여부 및 추진기 설계를 위한 반류분포를 검증하였다. 

2. 주요 제원 및 Operation Profile
본 선박의 주요 제원 및 적용된 Operation profile을 Table 

1,2에 정리 하였다. Operation profile상에 목표속도는 포함
Table 1 Definition of operation profile

16.0kts 17.0kts 18.0kts 19.0kts
11.0m 13% 4% 4% 4%
11.5m 4% 15% 4% 4%
12.0m 4% 4% 4% 20%
12.5m 4% 4% 4% 4%

16.0kts 17.0kts 18.0kts 19.0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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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nciple particulars
Characteristics

LBP/B/Td/Ts[m] 244/37.3/12.0/13.5
Main Engine MAN-B&W 6G80ME-C9.2

Service Speed at Td 21.5 kts

되어 있지 않으나, 실선의 경우 계약 조건에 포함 되므로 반
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흘수/선속에 따른 가중치는 값의 차
이는 있으나,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3. 선형 개발
3.1 선수 선형 개발

본 선박의 경우, Fig. 1과 같이 목표 속도가 이전 대비하
여 낮아짐과 동시에 저속 구간에서의 조파저항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선수 선형 설계를 진행하였다.

저속 구간 조파저항 성능 검토에 앞서 목표속도 근처에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 선
형 대비 조파성능을 개선하였다. Wave profile에서 기준선형
은 1st Wave 이후 2nd Wave가 생기는 반면 목표속도에서 
최적화한 선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파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ave pattern에서도 최적화 선형이 기준선
형에 비해 Divergent angle이 작고, 선측 에서부터 멀어지면
서 잔파가 거의 소멸된다.

Fig. 1 Residual(wave making) resistance for slender hull 
form

Fig. 2 Wave profile/pattern of optimized fore body

목표 속도 조파저항 최적화 이후 Waterline 및 Frame 등 
선형변수에 대한 Parametric study를 통하여, 선속별 저항 
성능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3은 선형 변화에 따른 Wave 
profile 변화를 나타내었다. 목표 속도 근처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Operation profile상 성능을 개선시키는 선수 선
형 형상을 구하였다.

Fig. 3 Parametric study of fore body

3.2 선미 선형 개발
선미선형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반

류분포이다. 이러한 반류분포는 추진기의 변동압력이나 캐비
테이션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반류분포를 
얻기 위해 CFD를 이용하여 선미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적정 반류분포를 확보하면서 저항성능을 극
대화 하는 방향으로 선미 선형 개발을 진행하였다.

반류분포 계산을 위한 CFD툴은 WAVIS V1.3을 사용하였
고 저항 성능 평가는 WAVIS V2.2을 사용하였다. Viscous 
code는 Mesh의 형상이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비교적 크게 
변화하므로 여러 척의 선박에 대해 상호비교 및 경향성을 찾
기 위해서는 계산조건을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따라서 WAVIS에서의 계산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이용하
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WAVIS V1.3 사용시 Surface mesh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흘수인 TA, TF는 Wave 및 Sinkage를 고려하여 Design 
draft보다 20%를 상향시켜 계산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컨
테이너선형에서 보면 Transom height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선미형상은 Transom을 고려한 선미 
Grid 인 TB3 Grid type을 이용하였다. Field grid는 O-H Grid
를 사용하였으며 Grid 개수는 전 선형에 관하여 동일하게 약 
20만개를 사용하였다. 

WAVIS V2.2으로 해석시 선미형상은 TB3 Grid type을 이
용하였다. 난류 모델은 Realizable k-ε, Grid 개수는 약 180



김진우･박성우･이평국･이왕수･선재욱

Special Issue of SNAK, October 2017 61

만개를 사용하였다. Fig 4.는 기준선형과 선미 최적화 선형
의 Wake 분포를 비교하였다. Propeller 설계 및 변동압력 관
점에서 중요한 프로펠러면 상부의 유속이 증가하였다.

Fig. 4 Wake distribution of optimized after body
저항성능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 반류분

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미 CP 분포상의 
어깨부 Volume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설계흘수 부근의 수선
은 폭을 비교적 넓게 가져가면서 곡 변화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단면 상부의 Volume을 크게 가져가는 대신 반류에 영
향을 미치는 단면 하부의 Volume을 최대한 작게 가져감으로
써 Fig. 4와 같은 적정 반류분포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준선
형에 비해 저항이 작은 선미선형을 개발하였다. 

3.3 Additional Bulb Study 및 국부 선형 수정
선수/미 선형의 전반적인 검토 후 Bulb volume/height 및 

Transom height, Bilge radius, 기타 국부 선형에 대한 검토
를 추가로 실시 하였다. 조파 성능의 경우 흘수에 따른 Bulb 
height에 따라 Wave profile이 크게 달라지므로, 목표속도를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낮은 흘수/선속 에서의 조파저
항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Bulb height를 찾고자 하였다. 
적정 Bulb height를 정한 후 Bulb volume에 대한 Case 
study를 수행 하였으며, 선수 Bulb study 후 높은 흘수 에서
의 Transom 부가저항을 최소화 하고 KMT 만족에 문제가

Fig. 5 Wave profiles of multi draft & speed

없도록 Transom 형상에 관한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Fig 
5.는 선수 선형 최적화를 통한 흘수 별 선속 별 Wave profile
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수 앞부분 Wave 진폭이 눈에 띄게 좋
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압력분포 역시 최적화 선형이 기준선
형에 비해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

4. 최종선형 해석결과 및 모형시험 결과
선/수미 최적화 과정을 거쳐 Fig 6에 선속/흘수 별 기준선

형 대비 모형시험 선형의 속도에 따른 압력저항 계수를 나타
내었다. 목표속도 부근에서는 기준선형과 크게 차이가 없으
나, 저속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 6 Resistance performance of F1A1 by CFD analysis
Fig 7에 CFD해석 결과와 모형시험 계측 Wake를 비교하였

다. 프로펠러면 상부 유속이 CFD해석 대비하여 실험에서 다
소 느리게 계측 되었으나, Contour level이나 분포 등이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7 Wake distribution of F1A1
최종 모형시험 결과, 목표속도를 상회하여 속도만족 하였

으며, Fig. 8~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속 및 고속에서 전반적
으로 선수쪽 파가 부드럽게 잘 빠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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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ave profile at model test (design draft, 16.0kts)

Fig. 9 Wave profile at model test (design draft, 19.0kts)

Fig. 10 Wave profile at model test (design draft, 21.5kts)

5. 결 언
Operation profile을 적용하여 5,000TEU급 컨테이너선 선

형개발을 수행하고, 기존 실적 Mother ship 대비 Multi darft 
/ Multi speed 상에서 전반적인 저항성능 개선을 확인하였다. 

기존 목표속도 근처에서의 선형 최적화뿐만 아니라 저속 
및 저흘수 에서의 조파저항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Bulb 
형상 및 Waterline과 같은 선형 Parameter들의 Study를 수행

하였으며, 그에 따른 CFD 해석을 수행 하였다.
Operation profile을 적용한 선형 최적화의 경우 목표속도 

근처에서의 저항성능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속도만족에 문제
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속 및 기타 흘수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선미선형의 경우 점성저항이 지배적이므로, 적정 반류분포
를 확보하면서, 저항성능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고 반류분포
의 경우 모형시험과 CFD 해석이 잘 일치 함을 확인하였다.

최종 모형시험 결과 저속 및 고속에서 선수 Wave가 부드
럽게 형성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목표속도를 만족
하는 결과를 확보하였다.

Reference
Sun, J.O., 2015. Design and optimization of hull and 

appendages of fuel efficient container vessel. 12th Green 
Ship Technology event for the maritime industry, 
Copenhagen S, Denmark, 11-12 March 2015.

Ahn, H.S. & Suh, S.H., 2014. Hull Form Study for HANJIN 
11,000TEU Container Carrier. KRISO Report No 
BSPIS7700-10554-6. 

김 진 우 박 성 우 이 평 국 이 왕 수

선 재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