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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es in oil and gas prices, and energy consumption, drillship construction has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A 

drillship using a dynamic positioning (DP) system to maintain its position and heading angle during drilling operations. In addition, a drillship is 
equipped with a moonpool structure to allow its drilling systems to be operated in the midship section. A drillship for the North Sea is specially 
designed to endure harsh environmental loads. For safe operation in the North Sea, the drillship should have good motion response and robust hull 

strength. A break water should be considered on the bow and side deck to prevent the green water on deck phenomenon from incoming waves. In 
addition, the moonpool should be designed to reduce the speed loss and resonance motion. In this study,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a 
drillship for the North Sea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motion, wave loads, green water, and moonpool resonance in the initial design stage. 

1. 서 론

2000년 중반 이후로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 행

진이 지속됨에 따라 시추선(Drillship)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유가와 에너지 소비 확대로 심해 유전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고 유전 개발 시 관련 참여 업체들의 손익이 안

정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시추선이란 해상 플랫폼 설치

가 불가능한 심해지역이나 파도가 심한 해상에서 원유를 발굴 

할 수 있는 선박형태의 시추설비로, 선박의 기동성과 심해 시추

능력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파도와 바람이 심한 해상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선박위치와 선수 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인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치 제어 시스템인 DPS 

(Dynamic positioning system)가 장착되어 있는데 황천해역에

서 작업하기 위해서 우수한 성능의 DPS가 요구된다. 

현재 시추선 투입이 고려되는 지역으로는 멕시코 만 등 남미 

심해 소형 유전개발과 노르웨이, 바렌츠 해역을 포함한 북해 등

의 유럽 심해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유전 개발이 꾸준하게 이

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논문은 파도가 상당히 거친 노르웨이 및 바렌츠 해역을 포

함하는 북해용 시추선의 설계와 건조에 있어서 유체동력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Kim et al., 1998; 

Kim et al.,1999). 파도가 상당히 거친 북해에서의 작업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운동 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

도를 유지하기 위한 선형 및 비선형 파랑하중 해석을 통해 구

조설계와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DNV, 2004). 또한 선박 형태

의 북해용 구조물에서 Green water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

다(Ersdal and Kvitrud, 2000). 따라서 Green water에 대한 해

석을 통해 Bulwark, Break water 설치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 져야한다(Kim et al., 2011). 또한, 시추선의 중앙부에 위

치한 moonpool 내부 유동에 의한 저항 증가와 공진에 의한 

pumping-up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북해용 시추선을 설계하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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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한 운동해석, 비선형 파랑하중 해석, Green water 해석 

및 Moonpool 공진 평가등 성능 해석 결과와 간이 계산 절차를 

기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 선박 및 해역 정보

평가 대상선은 북해용 시추선으로서 3차원 형상은 Fig. 1에, 

주요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추선이 투입될 해역은 노르웨이 서쪽 해역을 포함한 북해

지역으로서 전 세계 해역 중에서 가장 거친 해역중 하나이다. 

북해의 해상조건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실제 시추선이 작업

을 하는 최대 시추 조건의 유의 파고는 6.7m 이고, 시추 작업은 

하지 않고 Riser를 유지하는 상태로 연결하고 있는 최대 운용 

조건의 유의 파고는 8.5m이다. 최대 극한 조건의 파고는 16.0m

이다.

운동 응답과 Green water 해석을 위한 파 스펙트럼은 

JONSWAP(gamma=3.3, σA=0.07, σB=0.09)을 이용하였으며 Fig. 

2에 보여주고 있다.

Fig. 1 96K drillship for North sea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Loading condition Survival 100% consumable

Lbp [m] 219.4

Breadth [m] 42.0

Depth [m] 19.0

Draft [m] 12.0

Displacement [MT] 97264.9

GM [m] 5.2

Table 2 Environmental condition

Item Parameter Survival Stand-by Drilling

Wave
 [m] 16.0 8.5 6.7

 [s] 11~15 11~15 7~10

Wind
(10m, 1min.)

 [m/s] 41.0 32.0 27.0

Current  [m/s] 0.60 0.25 0.20

Fig. 2 JONSWAP sea spectrums 

3. 운동 응답 및 작업 성능

시추선의 운동응답 평가를 위해 3가지 종류의 3차원 패널코

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간 운동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KR-3DPANEL과 DNV-WADAM은 Wave Green 함수를 이용

한 주파수 영역 포텐셜 코드이며, DNV-WASIM은 Rankine 소

스를 이용한 시간 영역 포텐셜 코드이다. 시추선은 시추 작업

을 위해 선체 중앙부에 Moonpool이 존재하므로 Fig. 3과 같이 

KR-3DPANEL, DNV-WADAM에서는 Moonpool을 고려하였으

며 WASIM은 Auto-mesh로 선체가 형상화됨으로 Moonpool 

형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Moonpool부 Mesh를 고려하지 않

았다. Moonpool mesh 고려의 효과를 보기위해 KR-3DPANEL

은 Moonpool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 3 Panel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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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eave and pitch RAO

Fig. 5 Maximum heave and pitch responses

작업 중 극심한 운동에 따른 시추 장비의 운용 한계 평가를 위해 

시추선의 Heave, Pitch 운동응답과 Operability를 JONSWAP 스펙

트럼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Fig. 4, 5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3개의 프로그램 모두 비슷한 운

동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Moonpool 유동에 의한 운동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에의 영향은 Moonpool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본 시추선의 경우는 그 영향이 작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최대 시추, Riser 유지, 최대 극한 해상 조건에 대

한 최대 Heave와 Pitch를 나타낸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점선

은 최대 허용 heave를 나타내며 오른 쪽 그림에서의 점선은 각각 

최대 허용 pitch 4.0도 (Drilling), 7.0도(Stand-by)를 보여준다

(Martensson, 2005). Heave, Pitch 운동 모두 허용 조건 이내에 있

으므로 우수한 작업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선형 및 비선형 파랑하중

극심한 해상에서 드릴링 작업을 하는 시추선의 경우 안전한 구

조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파랑하중 해석을 통한 전선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파랑하중 해석을 통해 얻어진 VBM(수직 

굽힘모멘트)는 Fig. 6에 주었다. 운동해석과 마찬가지로 3가지 운

동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VBM (Vertical bending moment) 값을 

비교하였고 상호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6 VBM RAOs in Head seas at midshi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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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ng term VBM value (20 years)

Fig. 7은 North Atlantic wave scatter(DNV-NA)를 이용하여 

계산한 20년 Return period를 갖는 장기(Long term) VBM 값이

다. 장기 해석에서의 파 스펙트럼은 주로 PM 스팩트럼이 사용

되며 cos Spreading function을 적용하였다. 3가지 운동해석 

프로그램 모두 상호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파

랑하중 해석으로부터 설계파(=VBMlong term/VBM RAOmax)를 산

정하였고 비선형 파랑하중 해석에 이용하였다. 

Fig. 8, 9는 WASIM을 이용한 설계파 중의 최대 호깅 및 새깅

이 발생할 때의 선형 및 비선형 파랑하중을 보여주고 있다. 선

형 해석의 경우 평균 수면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지만 비선형 

해석의 경우 실제의 Instantaneous water line을 따라서 계산을 

하므로 선형과는 다른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3은 4가지의 파랑 조건에 따른 선형 및 비선형 VBM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 및 비선형 경우 모두 파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호깅과 새깅 VBM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Fig. 8 Linear and non-linear pressure for max. sagging condition

Fig. 9 Linear and non-linear pressure for max. hogging condition

Table 3 Linear and non-linear VBM

Wave cond.
[m]

Ration (N-linear/Linear) Ration 
Non-linear
(Sag./Hog.)Hogging Hogging

3.00 1.03 1.01 0.99

5.00 1.03 1.00 0.98

8.00 1.07 0.98 0.92

11.35 1.04 0.97 0.93

8.0m 이상의 파랑 조건에서는 비선형 새깅이 선형보다 작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문헌(Fonseca and Guedes Soares, 1998)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

듯이 DNV-WASIM에서 선수 상갑판에 발생하는 Green water 

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WASIM은 Green water를 고려하기 

위해 Breaking dam에 대한 Bernoulli's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5. 측면 green water 현상 및 방안

북해용 시추선은 Fig. 10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선수 부분은 

Forecastle deck과 Bulwark의 높이가 포함되었으며 0번 Frame 

부터 103번 Frame 까지의 Freeboard는 수선면으로 부터 7.0m 

이기에 타 지역에 투입되는 시추선과 달리 측면에서 유입되는 

파도로부터 Green water 발생이 예상된다. 

측면에서 유입되는 Green water 해석을 위해 MARIN 

GreenLab (Buchner, 200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GreenLab은 

MARIN에 의한 Green water JIP(Joint industry project)의 일부

로서 Ship-type offshore 선박을 운영하는 Oil major와 선급, 조

선소들을 중심으로 Green water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최

대 시추, Riser 유지, 최대 극한 해상 조건에 따른 Green water 

시간 영역결과 중 일부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선박 위 흰색은 

갑판을 나타내며 입사 파도가 흰색 판을 넘어가면 Green water

가 발생한다. 파고가 가장 큰 극한 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파고

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추 및 Riser 유지 조건에서도 측면부 

Green water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Longitudinal deck line height above W.L. and breadth 

from C.L. of drill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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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reen water simulations for drillship in bow quartering 

seas(150 deg)

Fig. 12 Typical progress wave along the side of the ship (Buchner 

2002)

선수 사파에서 측면 Green water가 발생하는 이유는 Fig. 12

에서 보여지듯이 입사되는 파도와 선체로부터 회절되는 파도의 

합성에 기인하므로 시추선 선체의 주요 갑판 중앙부에 위치한 

Topside 장비에 Green water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본 시추선은 수면으로부터 주요 갑판 까지의 건현 높

이에 비해 100년 주기 설계파의 파고가 높기 때문에 측면 

Green water 발생 가능성이 높다. Green water 발생 가능성은 

수치해석 및 모형 시험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선측 부분의 

Topside 장비의 Green water로 인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측을 따라 적정한 Break wat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Fig. 13 Height and longitudinal distribution of side break water

Fig. 14 Location of measuring devices

GreenLab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정한 Side break water 높이와 

분포는 Fig. 13과 같다. 높이는 약 3.0m 이고 길이는 선수 

Forecastle deck 끝단부에서 선미 쪽으로 약 96.0m 이다.

제안된 break water 높이와 길이 방향 분포가 적정한지 검증

하기 위해 수조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델 테스트는 네덜란드 

MARIN에서 수행하였다. 모델의 축적비(λ)는 1/55이고 선체 중

앙부 Moonpool과 Azimuth thruster 6기와 양쪽 Bilge angle에 

Bilge keel을 장착하였다. Green water height와 pressure를 측

정하기 위한 계측 장비의 위치는 Fig. 14와 같다.

장파정(Long crest)를 갖는 불규칙 파의 입사 각도는 180deg, 

150deg, 90deg 이다. 단, GreenLab 계산은 프로그램 특성상 

150deg에서 수행하였다. Drilling, stand-by, survival 해상 조건

에 대한 Green water 모델 테스트 결과와 해석 결과를 각각 

Fig. 15, 16, 17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빨강색 점선은 주요 갑

판 높이를 나타내며 초록색 실선은 Break water 높이를 나타낸

다. 180deg에서는 주요 갑판을 넘는 측면 Green water는 발생

하지 않았으나 135deg에서는 측면 Green water가 발생하고 있

다. Break water가 설치될 경우 시추 파랑 조건에서는 180deg, 

135deg 모두 세 위치(Rel_1, Rel_2, Rel_3)에서 측면 Green 

Fig. 15 Green water height from W.L. in drilling wav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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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Green water height from W.L. in stand-by condition

Fig. 17 Green water height from W.L. in survival wave condition

water가 발생하지 않고 riser 유지 파랑 조건에서는 180deg의 

세 위치, 135deg의 Rel_1을 제외하고는 Side green water가 발

생하지 않는다. 최대 극한 파랑 조건에서는 180deg, 135deg 모

두 세 위치 측면 Green water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모든 해상 조건에서 Rel_1 위치에서 Green water가 큰 이유

는 입사되는 파도와 선체로부터 반사되는 파도의 합성으로 인

해 파도의 기울기가 심해지고 입사되는 파도와 시추선의 상대

운동이 커졌기 때문이다. GreenLab의 해석 결과는 비교적 일치

하며 실험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시추선에 대한 정확한 

loading 조건과 유체력이 아닌 실험에 기반을 둔 DB 결과를 이

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본 Green water 해석에 의해 제안된 측면부 

Break water는 주어진 시추 직업, Riser 유지, 최대 극한 해상 

조건에서 측면부 Green water를 억제하는 데에 유용함을 모형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6. Moonpool 공진 가능성 검토 

시추선과 같이 Moonpool이 장착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은 

Fig. 18에 보이는 바와 같이 Moonpool 내 유동의 수직 상승

- Transit condition -

- Stationary condition -

Fig. 18 Problems in drillship by moonpool

(Sloshing/Piston mode)과 과대한 유동에 의한 문제 발생이 예

상되고 이는 시추선의 운용성과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aillarde and Cotteleer, 2004). Transit condition에서는 

moonpool 바닥에서 유체의 유동이 분리되면서 수면이 상승하

고 유동은 복잡해진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저항 증가, Surge 

및 Heave motion 발생, Green water, 자유표면 상부 장비 및 

Moonpool 내 장비 충격 하중 발생등이 있다. Stationary 

condition에서는 선박 운동과 파랑으로 인한 Moonpool 내부 

Sloshing, pumping up 현상, Green water, 충격력 발생이 예상 

된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Moonpool 내부의 유동에 대한 공진 주

기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Faltinsen(1990)에 의한 것과 

Fukuda(1977)에 의해 제시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by Faltinsen (1)

  




∙
 by Fukuda (2)

여기서,

 : Breadth of moonpool

 : Draft of ship

 : Length of moonpool

Faltinsen에 의해 제시된 공식에 따르면 본 Moonpool의 공진 

주기는 6.95초로서, Fig. 19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본 선박의 운

동 해석에서 구하여진 Heave나 Roll RAO의 공진 주기와는 상

당히 떨어져 있다. 하지만 Fukuda의 공식에 따라 구하여진 공

진 주기는 8.82초로서, Roll의 공진점과는 상대적으로 먼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Heave와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이나 검토가 필

요하다. 실 프로젝트에서는 Moonpool의 3차원 형상을 고려하

는 Fukuda 방법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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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Moonpool natural period and ship motions

Fig. 20 Wave conditions and ship motions

Fig. 20을 통해 표시되어진 Riser 유지 해상 조건이 갖는 Tz의 

범위는 본 선박의 운동 해석에서 계산된 Heave의 Peak를 포함

하고 있고, 최대 극한 해상 조건의 범위는 Heave의 Peak 뿐만 

아니라 Roll의 Peak와도 상당히 가까이 위치함에 따라, 

Moonpool 내부 유동 억제 대비책이 필요하다. 

Fukuda(1977)는 잔잔한 해상에서 전진속도를 가지는 선박의 

Moonpool에서 발생하게 되는 Heave Mode의 Amplitude를 계

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
(3)

여기서,

 : Amplitude of oscillation 

 : Ship velocity 

 ′ : Ship speed where oscillation starts

 : Natural frequency of oscillation of water column

Table 4 Water height over deck near moonpool

 [m/s]  ′ [knots] Amp. [m]
Over-deck 
height [m]

3.600 7.0 -1.428 -8.423

3.858 7.5 -1.205 -8.200

4.115 8.0 -0.983 -7.978

4.372 8.5 -0.760 -7.755

4.629 9.0 -0.537 -7.532

4.886 9.5 -0.314 -7.309

5.144 10.0 -0.091 -7.086

5.401 10.5 0.130 -6.864

5.658 11.0 0.353 -6.641

5.915 11.5 0.576 -6.418

6.172 12.0 0.799 -6.195

6.430 12.5 1.022 -5.972

6.697 13.0 1.244 -5.750

6.944 13.5 1.467 -5.527

7.201 14.0 1.690 -5.304

7.458 14.5 1.913 -5.081

7.176 15.0 2.136 -4.858

7.973 15.5 2.358 -4.636

8.230 16.0 2.591 -4.413

이러한 방법에 의해 무차원화된 산술식을 따라 본 시추 선박

에 대해 계산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시추선은 형 깊이가 19.0m, 만재흘수 12.0m이다. 여기서 

Amplitude는 만재흘수 12.0m를 0으로, Upper deck height는 

19.0m 높이의 갑판을 기준 값 0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아지면 

(-), 이보다 크면 (+)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본 선박의 이동시 고려되어야 

할 속도영역인 12.0m/s와 그 주위의 결과 값들은 모두 

Over-deck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운 수위인 –6.0m 전후에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Fukuda 산술식에 따라서 Moonpool 주위의 

Over-deck 현상을 예측하게 되면, 정수 중을 이동할 때에는 

Moonpool의 내부유동에 의한 갑판의 해수유입이 발생하기 어

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산술식

에서 필요한 계수들 중 진동이 시작되어지는 전진속도를 원래

는 실험적으로 구하여야 되나, 본 계산에서는 Fukuda(1997) 논

문 결과를 참고로 한 예측되어진 값을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Aalbers(1984)는 파랑 중 고정되어진 선박에 대한 Moonpool 

내부의 유체유동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선박의 운동과 Moonpool 내부유동이 고려되어진 운동

방정식으로서, 여러 가지 계수가 사전에 정하여져야 하는데, 이 

모든 계수를 정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Moonpool 내부 유동을 위한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들 그

리고 선박과의 상호작용이 고려된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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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bers의 논문에서 밝혀 놓은 실험치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들

에서 유추하였다. 

(2) 파 강제력의 진폭은 최대 작업(Riser 유지) 조건인 8.5m와 

최대 시추 조건인 6.7m 두 가지를 각각 고려하였고, 주파수는 

본시추선의 Heave RAO에서 Peak 값인 0.6 rad/sec로 주었다. 

(3) 선박의 운동은 이같이 주어진 Peak 주파수에서의 RAO에 

맞추어 움직이도록 지정해 주었고, 흘수는 12.0m(형 깊이는 

19.0m)가 되도록 하였다. 

(4) 운동방정식은 Euler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시간 

간격은 0.001초로 1000초까지 수행하였고,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 수렴하는 구간부터 200초까지 만을 결과로 제시하

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되어진, Aalbers(1984)가 제시한 

Heave 운동에 의한 Moonpool 내부 유동에 관한 운동방정식의 

결과는 Fig. 21, 22, 23에 보여주고 있다. 

Fig. 21 Wave Elevation & Moonpool Motions ( = 16.0 m, 

Heading Angle = 90°, 145°, 180°)

Fig. 22 Wave Elevation & Moonpool Motions ( = 8.5 m, 

Heading Angle = 90°, 145°, 180°)

Fig. 23 Wave Elevation & Moonpool Motions ( = 6.7 m, 

Heading Angle = 90°, 145°, 180°)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Wave elevation은 입사파의 파 진폭

을 의미하고, Heave motion은 시추선의 수직 운동을, 그리고 

Moonpool motion은 Moonpool 내부 유체의 유동을, 마지막으

로 Relative motion은 선박의 Heave 운동과 Moonpool 내부의 

유체 유동 간의 상대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Fig. 21은 가장 극심한 극한 조건에서의 결과로서, 횡파 상태

에서 최대 운용(Riser 유지) 조건의 파고가 공진 주파수를 가질 

경우 선박의 Heave 운동에 의한 Moonpool 내부유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갑판까지의 높이인 

7.0m를 넘는 내부 유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2의 경우는 최대 운용(Riser 유지) 조건의 파고가 공진 

주파수를 가질 경우 선박의 Heave 운동에 의한 Moonpool 내

부 유동을 나타낸 것으로, Fig. 21의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횡파

에서는 갑판까지의 높이인 7.0m를 넘는 내부 유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3의 경우는 최대 시추 조건의 파고가 공진 주파수를 가

질 경우 선박의 Heave 운동에 의한 Moonpool 내부유동을 나

타낸 것으로, Fig. 21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 높이는 상대적

으로 조금 낮지만 여기서도 횡파에서 갑판까지의 높이인 7.0m

를 넘는 내부유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계산에서 사용되어진 운동방정식은 근사적 유추에 의해 

각각의 계수 값들이 정하여진 상태이고, 파 강제력과 선체 운동 

사이의 Phase 값이 고려되지 않은 다른 모든 운동 조건들은 가

장 좋지 않은 상황을 기본적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른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계산 결과 값들 이므로, 선박의 환경 조건

이 Moonpool 내부유동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횡파 상황을 가

진다면 갑판 위로 해수가 솟아오르게 되는 Pumping-up 현상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선박의 선수각을 DPS를 이용

하여 제어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황천 시 작업을 하게 되는 시추선에 있어서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기술 항목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초기 설계 단계에

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북해용 시추선의 초기 설계 단계 중 유체동력학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개발된 시추선이 파도가 거

친 북해에서 우수한 작업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

동 해석을 통해 Operability limit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북해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선체 강도를 가지도록 선

형 및 비선형 파랑하중 해석을 통해 선체 구조 설계를 진행해

야 한다. 

Drilling 작업 중 Green water 억제를 위한 측면 Break water 

설계를 위해 해석과 모델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Green water 해

석을 위해서 Green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MARIN에서 모델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선체 중앙

부에 위치한 Moonpool을 중심으로 DPS를 이용하여 위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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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선수 각 유지를 하는 시추선이 선수 사파(Oblique sea)를 경

험하게 될 때 측면 Green water로 인한 해수 유입이 Drilling, 

Stand-by connected, Survival wave 조건에서 발생함을 확인 

하였다. 측면 Green water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사되는 파도와 

선체로부터 반사되는 파도의 합성으로 인해 파도의 기울기가 

심해진 결과에 기인 한다. 또한 Green water 현상은 최대 파고와 

주기를 갖는 해상뿐만 아니라 파고와 주기의 관계에 따라 작업 중

인 해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석에 의해 Break water의 적정한 높이와 길이방향 분포를 

결정하였고 모형 시험을 통해 측면부 Green water가 설계된 

Break water에 의해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선체 중앙부 Moonpool의 존재로 인해 Moonpool 내부 유동

과 선박 운동과의 공진 여부를 Faltinsen 및 Fukuda가 제안한 

계산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정수중 운항상태에서 Moonpool 

내부 유동의 수면 상승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성된 Moonpool

의 내부 유동 방정식과 선박 운동 방정식을 해석하여 해상 상

태와 입사각에 따른 내부 유동의 Pumping-up 현상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러한 Pumping-up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는 Moonpool 내부의 유동을 억제하는 추가적인 장치 혹은 구

조물이 요구된다(Park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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