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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load and flow field of a drillship with respect to various super structure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KARI 1m-wide wind

tunnel with an atmospheric boundary layer simulation. Six-component external balance and Particle image velocimetry technique were

used to measure wind load and velocity vectors in the flow-field around the model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model was an 

imaginary shaped drillship with an approximated model which has 1/640 scale compared with recent typical drillships. The test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overall length was about 1.5×106. It was found that dominant factors influencing on ship wind load are cabin 

shape and cabin height. Round cabin has smaller axial wind load and narrow boundary layer around the ship than rectangular one, but

its yawing moment at certain angles becomes higher. Low cabin height also show positive effects on axial wind load too. Hull shape 

and forecastle shape show relatively small influences on wind loads except for slight changes around ±45° wi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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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드릴십은 시추가 진행되는 해저위치를 기준으로 해류와 파도, 

바람 등의 외부환경에서도 위치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서 드릴십은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는데, 시
스템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HiPAP(High 
Precision Acoustic Positioning System)와 윈드센서(wind sensor) 
등 각종 센서로 위치정보를 분석하고 선미와 선수 배 아래에 위치
한 아지무스 쓰러스터(azimuth thruster)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제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류와 파도, 바람이 선박에 
작용하는 힘과 그에 따른 동적 특성을 이해 할 필요성이 있다.

드릴십은 깊은 바다에서 원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을 
발굴하는 시추선의 일종으로 시추를 할 때 해저에 얕은 구멍을 
내어 케이싱(Casing)이라는 관을 삽입한 뒤 시멘트로 굳혀 시추
기반을 만든 후 문풀(moonpool)을 통해 길게 연결된 라이저
(riser)와 BOP(Blow Out Preventer)를 연결하여 바다 밑으로 내
려 보낸다. 이를 시추기반과 연결한 후 라이저 내부 빈 공간으로 

드릴파이프를 삽입하여 끝에 달려있는 드릴비트를 탑 드라이브
(top drive)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드릴링 한다 (Kim, 2006).

일반적으로 드릴십의 길이는 약 230 m, 폭은 40 m에 달하며 
데릭(derrick)을 제외한 선체의 높이가 20 m 정도이다. 폰툰
(pontoon)과 4개의 칼럼(column)을 가지는 반 잠수식 시추선의 
경우 파도를 맞는 면적이 작고, 넓은 갑판을 가진다. 반면 드릴
십은 시추설비를 탑재한 선박형태로 한 곳에서 시추평가를 완료
한 후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고정식 해상 플랫
폼 설치가 불가능한 수심이 깊은 지역(해수면에서 10 km 아래까
지)에서도 시추가 가능하다.

LNG, 컨테이너선 등의 운반선과 같이 비교적 고속으로 장거
리 운항을 하는 선박의 경우 풍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화물
의 배치나 선박 상부 형상에 따라 공기저항이 달라져 에너지 효
율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에도 직결된다. 또 선박 상부에서 굴
뚝 위치나 헬리덱(helideck)의 위치를 설계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도 주변 유동의 이해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양산업이 발전하면서 
앞서 설명한 반 잠수식 시추선이나 드릴십, FPSO 같은 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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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제어가 필요한 선박들은 해류나 파도뿐 아니라 풍하중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드릴십은 일반적인 선박과 달리 선실
이 선수에 위치하고 선체 중앙부에 시추용 데릭이 있는 등 무게
중심이 높고 특수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데릭에 바람에 의한 
힘과 모멘트가 작용하므로 그에 따른 동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
다. 때문에 선박 건조 시 선박모형 풍동시험을 통해 풍하중 시험
을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02년도에 해상풍 재현 
설비를 갖춘 이후 지금까지 국내 대형 선박에 대한 풍동 시험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화물 적재 형상을 유선형에 가깝게 배치한
다거나 (Andersen, 2012), 빗 모양(comb)의 적재방식 대신 빈 
공간이 적게 촘촘히 적재하는 방법 (Toshifumi, et al., 2009)을 
이용하면 풍하중을 줄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의 투영면적(projected area)이 좁으면 풍하중이 작아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릴십의 경우 형상이 특이하여 일반 
선박과는 다른 특성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형
상을 단순화시킨 드릴십 축소모형을 제작한 뒤 공기 중에 노출된 
상부형상을 변경해가며 풍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PIV기법을 이용하여 선박 주변 유동을 
관찰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2. 본론
2.1 모형선

실험을 위하여 제작한 모형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양
이나 국내외 선박회사들이 제작해온 드릴십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Table 1과 같이 풍하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
들(선체, 선수루, 선실모양과 높이, 데릭하부)은 형상 변경이 가

능하게 제작하였다. 그 외 파이프랙이나 머드순환장치들은 간략
화 하였고, 캣 워크나 문풀, 덱 크레인, 데릭의 블록과 크라운 등
은 생략하였다. 실험 선박모형은 실제 선박의 1/640을 가정한 크
기로 제작하였으며 rectangular cabin, hull shape No.1, high 
cabin, derrick substructure open을 표준형상으로 정하였다. 그
리고 각 형상에 대한 특성길이 및 면적 자료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Table 2 Test model
  : Side projected area of the ship
  : Front projected area of the ship

 

Model Scale 1/640
(m) (m) (m)  

   
 

Normal 
conf. 237 234 42 2,232 5,644

Forecastle Derrick
No.1 No.2 substructure none 

substructure
 

  185 188 5644 4510
Hull Cabin 

No.1 No.2 High Low 
 

  1781 1827 604 311
High cabin Low cabin No derrick 

High cabin
 

  2232 2039 1409

Table 1 Model configuratio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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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d atmosphere boundary layer(ABL) velocity and turbulence intensity profiles at model center 

2.2 경계층 재현
실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m 아음속풍동에서 진행되었으

며, 시험부의 크기는 폭, 높이, 길이가 1×0.75×1.5 m3이며 지
상풍 재현을 하지 않을 경우의 자세한 성능은 Table 3에 표시
하였다.

Table 3 Specification of wind tunnel
Parameter Symbol Specification

Test section 
velocity  5 to 110 m/s

Static pressure 
deviation  0.40

Dynamic pressure 
deviation  0.38

Total temperature 
deviation  0.34°C

Axial turbulence 
intensity ′ 0.12%

(free stream)

선박 풍하중 실험을 위해서 실제 바다 위 선박과 환경이 유사 
하도록 시험부 내에 경계층을 재현하였다. 경계층 환경에서 모형
을 6축 밸런스와 결합하여 360° 회전시키며 바람에 의해 발생한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였다. 세계적으로 경계층 재현을 위한 속도 
구배와 난류 강도 표준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ISO, 
GL, ESDU, DNV, NORSOK가 있고 표준에 따라 재현 특성이 조
금씩 상이하다 (Kimon, 2003). 이 실험에서는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표준에 따라 경계층을 재현하였고, 
PIV 기법을 이용하여 풍속구배와 난류강도를 측정하였다. 한국항
공우주연구원 중형아음속풍동에서 경계층 재현을 위해 설계된 

스파이어를 바탕으로 폭과 높이를 결정하여(Kwon, et al., 2002) 
풍동 시험부 시작지점에 높이 740mm, 바닥 폭 81mm, 상부 폭 
53 mm의 스파이어(spire) 3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스파이어
의 개수와 형상, 풍동 시험부 바닥에 설치된 체인 라인 수를 조
절해 가며 반복실험을 통해 경계층을 재현하였다. 

경계층의 속도구배는 멱함수

    × 


                             (1)

  ：wind speed at height z
 ：wind speed at reference height
 ：height above still water line
 ：reference height above still water line
 ：wind profile exponent

를 따르며 기준높이(reference height)는 실제선박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10 m로 설정하였고 ɑ는 해상경계층인 경우인 0.1로 설
정하였다. (Abrahamsen, 2012). 기준높이에서 시간평균풍속은 
5.7 m/s이며 측정지점의 순간 속도 성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 mean velocity
 : turbulent fluctuation component

유동 섭동성분 는 n=200개의 샘플사이즈로 root mean 
square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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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방향 및 연직방향 난류 강도는 각각

 
′ ,  

′                              (4)

로 나타내었다.
경계층 내 난류 강도는 기준높이에서 값과 비슷하게 수렴하

도록 재현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난류강도에 따른 이
론적 풍하중 변화는 작다고 알려져 있고 (Kim, et al., 2015) 공
력시험풍동 특성상 시험부의 길이가 짧아 경계층이 충분히 발달
되기 어렵기 때문에 흐름방향 난류강도는 ISO 기준보다 흐름방
향 난류강도가 약10% 가량 높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 Wind load test schematic (Model axis)

2.3 풍하중 측정
시험부 중앙에 선박 모형을 360°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테이

블을 설치하였으며 테이블 중앙에 6축 밸런스를 설치하고 선박
모형에 연결하여 풍향각 10° 간격으로 X‘, Y’, Z‘ 방향의 힘과 각 
축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측정하였다. Fig. 2에 풍하중 측정에 적
용된 좌표계를 표현하였는데, 좌표계가 시험 모형과 함께 회전하
는 모형 좌표계를 적용하였다. 풍향각은 시험 모형 선수를 기준
으로 반시계 방향에서 부는 바람을 + 방향으로 정의를 하였다. 
또한 PIV를 이용한 유동장 측정에 적용된 바람좌표계와의 구분을 
위해 각 축 명칭에 ' 표현을 사용하였다.

6축 밸런스는 각 축 방향 5 kgf, 각 축 모멘트에 0.5 kgf까지 
측정되며 측정 반복성은 0.5% 이내 이다. 힘과 모멘트는 밸런스
와 시험 모형의 무게 중심 off set에 의한 차이(tare data)를 바람
이 불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측정해서 뺀 다음 아래와 같은 무차
원화 계수로 무차원화 하였다. 각각의 모멘트는 축 기준 반시계 
방향이 양의 값을 가진다.

면적의 각 축 방향 (X', Y')으로 전사된 구조물의 아우트라인 
내부면적인 겉보기 투영면적을 이용하였다. 선박시험을 할 경우 
실 크기의 선박을 시험 가능한 모형으로 축소제작하기 때문에 축

소비가 매우 커지게 된다. 때문에 실제 선박과 상사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규모가 매우 큰 풍동에서 시험을 하거나, 시험풍속을 
축소비의 곱만큼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선
박은 모서리가 많은 각진 형상을 하고 있어 쉽게 천이가 일어나
므로 풍하중 특성이 레이놀즈수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항력이 수렴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레이놀즈수 이
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박시험 전 풍속을 조절해 가
며 항력 수렴풍속을 찾아야 한다 (Barlow, 1999).

 ′ 






 ′
  ′ 







 ′


′ 






′
  







 ′


 






 ′
  







′


           (5)

 ′  : Force in X'-direction()
 ′  : Force in Y'-direction()
′  : Force in Z'-direction()
 ′ : Heeling(Rolling) moment() 
 ′ : Pitching moment()
′ : Yawing moment()
   : Air density()
  : Mean wind speed at reference height()
  : Side projected area of the ship()
  : Front projected area of the ship()
   : Breadth()
: Overall length()

풍하중 실험은 레이놀즈수 효과 실험결과에 따라 먼저 Cx‘, 
Cy’ 두 무차원 계수가 수렴하는 풍속을 찾았으며 기준 높이에서 
시간평균 풍속을 19.5 m/s로 설정하였다. 선박의 길이(Loa)를 
기준으로 한 실험 레이놀즈수는 약 ×이며 각 형상에 따
른 전면적과 측면적을 대입하고 실험 시 풍동 내 온도에 따른 동
압을 반영하여 무차원화 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풍동 단면에 대
한 봉쇄율은 모델 각도가 변하더라도 1~3%에 불과하므로 봉쇄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2.4 PIV 유동장 측정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입자영상유속계) 기법을 이용

하여 상부 형상에 따른 모형선 주변의 유동장과 후류를 측정하고 
이를 풍하중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유동장 측정은 흐름 방향에 
수직한 단면에서 세 방향 속도 성분(u, v, and w) 측정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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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PIV 기법을 이용하였다. Stereo PIV 좌표계와 측정위치는 
다음 Fig. 3과 같으며, 단면의 측정위치는 선박 중심에서부터 X 
=-64 m, -32 m, 0 m 지점이다. PIV 측정 위치는 고정된 상태에
서 시험 모형이 풍향각을 가지도록 회전된 상태일 때 측정이 되
도록 시험을 구성하였고 모형 좌표계의 Z'과 바람 좌표계의 Z는 
동일한 축이 된다. 그리고 데릭을 포함한 선박상부 전체 유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D PIV 기법(u and w)을 이용하였는데 Y = 0 
지점에서 선박 상부 전 영역이 나타나도록 측정을 하였다.

레이저는 에너지 강도 200 mJ/pulse의 Pulsed dual-head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의 해상도는 
2048x2048 픽셀이며 촬영면적(field of view)은 400x400 mm2이
다. 또 Stereo PIV를 위한 scheimpflug angle은 각각 5°로 설정하
였다. 경계층 재현을 위한 기준 풍속은 5.7 m/s로 진행하였으며 
레이저 펄스간격은 100 μs, 미소조사구간(interrogation window)
의 크기는 32x32 픽셀로 정하고 50% 중첩하였다. 측정하고자 하
는 유동 단면을 약 5 mm 두께의 얇은 레이저 평면광(Laser 
sheet)으로 조사하고 DEHS(Di-2-ethylhexyl sebacate)를 이용하
여 평균 지름 1μm 크기의 추적 입자를 생성하였다. 레이저와 
CCD 카메라를 프레임 스트래들링(frame straddling)시켜 얻은 이
미지들은 PivTEC사의 상용 프로그램 Piv-View를 이용하여 처리하
였고, 200장의 이미지를 앙상블 평균 하였다. 

선박 상부 전체 유동장 측정을 위한 2D PIV 측정에서는 레이
저 평면광을 Y = 0인 X-Z 평면상에 조사하였으며, 카메라는 레
이저 평면광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였다. 재현된 경계층의 풍속
은 기준높이에서 19.5m/s(free stream 30 m/s)로 진행했으며 이
에 따라 펄스간격은 25μs, 미소조사구간은 64x64 픽셀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Fig. 3 Measuring planes and coordinates of stereo 
PIV (Wind axis)  

3. 결과
3.1 형상에 따른 풍하중 변화

재현한 경계층 내에서 선박 상부의 형상을 변경해가며 실험한 

풍하중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래프는 위에서부터 (A)선
실모양, (B)선체모양, (C)선실의 높이, (D)선수루모양, (E)데릭하
부, (F)데릭유무에 대한 풍하중의 차이를 무차원화 하여 비교하
였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왼쪽은 두 형상의 무차원 계수의 차이
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비교를 위해 각 형상의 무차원계수를 
겹쳐 나타낸 것이다. 드릴십 시추 시 파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heaving, pitching, rolling은 데릭의 compensation system에서 
제어를 하고 Surge, Sway, Yawing만 DPS로 제어하기 때문에 선
박 풍동시험 시 중요하게 취급하는 무차원 계수는 CX‘, CY’, CN 
이며 세 개의 무차원 계수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CX‘은 ±30°와 ±150°에
서 CY’는 ±90°에서 높은 값을 가지며, CN은 ±45°와 ±135°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선박 풍하중 시험에서 전
형적으로 나타는 특징이며, 본 연구에서는 형상 변화에 따라 이러
한 특징들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A)선실의 모양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 둥근모양의 선실이 
각진 모양의 선실보다 CX‘ 가 -60° ~ 60° 구간에서 최대 10%작
고, CY‘는 ±135° 근처에서 약간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CN은 ±135°에서 최대 100%까지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B)선체 형상에 대해서는 ±60° CX‘와 CN의 차이가 두드러졌
다. 그러나 형상 변화가 매우 큼에도 불과하고 풍속이 낮은 경계
층 바닥 부분에 노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풍하중 차이의 절댓
값은 작았다. 

(C)선실높이가 낮은 경우 -90° ~ 90° 풍향각에 대해 CX‘ 와 
CN은 감소했으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CN 이 반대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D)선수루 형상에 대해서는 ±50° 부근에서의 아주 작은 CN 
증가를 제외하고는 공력 특성에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Fig. 4의 (E)와 (F)는 풍동 시험 모형 제작에 있어 데릭 하부
의 구조물 표현 방법에 따른 공력 데이터 차이를 보기 위한 것으
로 데릭의 하부를 평판으로 막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E)
에서, 데릭을 시험에서 표현하지 않을 경우의 차이를 (F)에 나타
내었다. (E)데릭의 하부를 막은 경우 CX‘, CY’ 의 값은 큰 차이
가 없으나 CN은 데릭을 막지 않은 경우 0°과 ±90°을 제외한 모
든 풍향각에 대해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데릭의 중심이 모형선
의 중심에서 약 5 m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하부를 막은 경우 CN
이 증가하게 된다. (F)데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서 데릭은 
트러스 구조로 이루어져있어 실제 겉보기 면적보다 실 면적이 좁
아 충실률이 낮기 때문에 계산에 적용한 면적에 비하여 풍하중의 
차이는 CX‘ 10%, CY’는 15%로 작았다. 반면 -90° ~ 90° 각도
에서 데릭이 없을 때의 CN 값이 더 높았는데, 이는 데릭이 없을 
경우 선수부에 위치한 선실에 의한 모멘트의 영향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데릭이 없을 때의 CN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트러스와 같은 겉보기 면적과 실제 투영면
적이 다른 형상의 경우 무차원화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하여 계수의 곱을 통해 보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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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bin shapes                                       (B) Hull shapes           

                      (C) Height of cabin                                    (D) Forecastle shapes

                     (E) Derrick substructure                             (F) Existence of derrick
Fig. 4 Wind load coefficients for various configurations (A :Cabin shape, B: Hull shape, C: Height of cabin, D: 

Forecastle shapes, E: Derrick substructure, F: Existence of der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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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ke comparison with respect to (A) cabin shapes (θ=0°) 
  

Fig. 6 Wake comparison with respect to (B) hull shapes (θ=60°, Round C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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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동장
(A) 선실 모양에 따른 선실 후방의 유동장 측정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측정 위치는 X= -64 m, -32 m 지점으로 선실 
후방에 해당되며, 풍향각은 0° 이다. 그림과 같이 선실의 모양이 
각진 경우가 둥근 경우보다 모형 주변의 난류경계층의 크기가 더 
크게 형성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공기가 선박을 따
라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각진 모서리를 만나 쉽게 유동의 
천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며, 난류 경계층의 크기가 커지면 속도의 
결손이 커져 축방향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Fig. 6 은 (B) 선체 형상에 따른 풍하중 특성 차이가 가장 두
드러지는 60°일 때의 선실 후류를 나타낸 것이며, Y=-102 m 지
점이 선수부 끝단 지점이 된다. 풍향각 60° 일 때 형상 1의 CX‘ 
이 좀 더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유동장 측정 결과에서 형상 
1번의 경우 헬리덱 하부 Y=-85 m 지점에서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와류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해수면과 안쪽으로 기
울어진 선체 하부 사이에서 발생한 와류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실험에서는 스테레오 PIV 측정에 있어 두 카메라 중 하나의 
카메라는 선체에 가려 이미지 측정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해수

면으로부터 약 13 m 보다 높은 지점에 대한 유동장만을 측정하
였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해수면 근처까지의 추
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7은 (C) 선실의 높이에 따른 유동장 차이를 보여준다. 선
실의 높이가 낮은 경우 선실의 높이가 높을 때에 비하여 선박 표
면에서 천이한 난류 경계층의 범위가 현저히 작았으며, 그 후류 
또한 선박 주변을 따라 비교적 좁은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선실높
이가 낮은 경우 CX‘이 낮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드릴쉽 상부 유동장에서 데릭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2D PIV 
측정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풍향각 0°에서는 선수부의 헬
리덱 상부에서부터 유동이 가속되며, 이 가속된 유동이 선박중앙
에 있는 데릭의 하부에서는 정체 현상을, 데릭 상부에서는 다시 
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데릭의 풍하중의 경우 일반적으로 
30~45°일 경우 풍하중이 최대로 나타나는데, 투영 면적이 커지
고 트러스 구조의 충실률은 낮아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Gangjun, et, al., 2011). PIV 유속 contour에서 데릭을 지난 전 
후 속도 결손이 약 20%로 측정 되었고, 풍향각 90°에서도 마찬
가지로 데릭이 트러스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데릭을 지나는 바람
의 풍속 감소는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 Wake comparison with respect to (C) cabin height (θ=0°, Rectangular C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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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low around drill ship (X-Z plane, normal configur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현된 해상경계층 조건에서 드릴십모형의 풍

하중을 측정하고 PIV기법을 이용하여 주변 유동을 관찰하였다. 
선박의 수면 상부 형상을 변경해가며 풍하중의 변화를 비교하였
고, 선박 전체의 유동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풍하중에 비교
적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대하여 그 후류를 관찰하였다. 이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선수부에 위치한 선실이 둥근 형상일 경우 각진 형상일 경우
보다 CX‘가 최대 10% 작았고, CX‘는 풍향각 ±135°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CN은 최대 100% 증가하였다. 선실이 둥근 경
우 모형주변에서 형성되는 난류 경계층의 크기가 작았고 유동
의 박리로 인한 유속 결손이 줄어들어 저항이 감소하는 효과
가 나타났다.

2. PIV 기법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구조물의 뒤쪽으로 유속이 0
에 가까운 사수 영역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구
조물 전후의 압력 차이에 의해 압력저항이 발생될 것으로 판
단되었다. 

3. 선체의 형상이 변화 할 때, 풍향각 ±60°에서 CX‘와 CN 의 차
이가 두드러졌는데 선체의 형상에 따라 선체 주변과 해수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와류 특성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선체는 풍속이 낮은 경계층 바닥에 노
출되었기 때문에 풍하중 차이의 절댓값은 작았다.

4. 선실의 높이가 낮은 경우 풍항각 -90°~90°에서의 CX‘와 CN 
은 감소하였으나, 이 외의 영역에서는 CN이 증가하였다. 낮은 
선실의 경우 선박 표면에서 천이된 난류 경계층의 크기가 작
았으며, 그 후류 또한 선박을 따라 좁은 영역을 보여주었고 압
력저항을 유발하는 사수영역이 감소하였다. 

5. 선수루 형상 변화에 따른 풍하중 변화는 미미하였고, 데릭 하
부를 평판으로 막은 경우와 막지 않은 경우의 풍하중의 변화 

또한 CN의 값이 전 풍향각에 걸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차이가 미미하였다.

6. 데릭의 유무에 의한 X', Y' 방향의 풍하중의 영향은 10%의 차
이를 나타내었으나, 작용한 요잉모멘트는 풍향각 0~±90°에
서 차이가 없었고, ±90~±180°에서 데릭이 있는 경우에서만 
모멘트가 발생하였다. 데릭은 구조 특성상 충실률이 낮으며 
이에 따라 겉보기 면적 변화에 비하여 작용하는 풍하중의 변
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실험을 통하여 데릭의 상
수계수를 산출하여 계수 곱을 통한 보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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