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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 고속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선

형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고속

선은 길이 10m 내외의 단동형 활주선으로 레저활동 뿐 아니라 

군사용 등 특수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로, Yoon et al.(2007)은 고속 RIB 

(Rigid Inflatable Boat)의 조종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간략 모델

을 제시하였고, Jeong et al.(2008)은 소형 고속활주선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여 초기선형 개발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제

원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Kwon et al.(2012)은 고속 활주선의 종 

방향 자세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가물을 개발하였고, 

Jeong et al.(2012)은 알루미늄합금 고속선의 성능을 동급의 

FRP(Fiber reinforced plastic) 보트와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 Kim et al.(2014)은 3톤급 소형 활주선의 선형변화에 따른 저

항성능과 내항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인 활주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

파성능이 불리하고, 선저에 작용하는 선저충격(Slamming)이 크

게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성능 향상을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고속과 안전에 대한 기

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VSV(Very slender 

vessel)(Thompson, 1997)와 TH(Transonic hull)(Calderon and Hedd, 

2011)는 기존 활주선과는 달리 선수부 형상이 도끼날처럼 뾰족

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파랑 중 내파성능이 기존의 활주선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VSV는 활주선과 유사한 챠인

(Chine)과 Spray strip을 가지고 있으며, TH는 선수부는 VSV와 

유사한 뾰족한 형상이나, 선미부에서의 선저경사각이 극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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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은 상자모양과 유사한 형상이고, 챠인이 없는 배수량형 선

형이다. 이러한 형태의 선형은 특수 목적의 쌍동선이나 삼동선 

형태로 설계되어 고속선에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Seo et al., 2016; Jeong et al., 2016). Seo et al.(2016)이 대상

으로 한 선형은 VSV에 가까운 선형이다. 반면 Jeong et al.(2016)

이 개발한 선형은 선수부 선저경사각이 큰 활주선이나, 기존의 

VSV와 달리 챠인이나 Spray strip이 없고, TH와는 선미부 형상

이 다른 활주선 형상으로 배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또한 길이방향으로 선미단에서 선수까지 선저에 스케그(Skeg)

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모형시험을 통한 개념 정립 단계

로, 실선에 대한 해상 성능 검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는 Jeong et al.(2016)이 레저보트로 개발한 파랑

관통형 고속활주선의 실선성능을 유사한 속도계수를 갖는 활주

선의 실선성능과 비교하였다.

2. 대상선박 특성 및 성능평가 조건

2.1 대상선박 특성

본 연구의 대상선박은 Jeong et al.(2016)이 개발한 파랑관통형 

고속활주선(Wave Piercing High Speed Planing Hull; WPH)으로 선

수부 형상은 선저경사각이 매우 큰 도끼날 형상을 가지고 있다. 

전장은 8m이고 최대선속은 250마력 선외기 기준 35노트이며, 배수

량은 약 2ton이다(Fig. 1(a)). 비교 대상선은 전장 6m, 배수량 1.3톤, 

150마력 선외기(Outboard Engine) 기준 최대 32노트의 일반적인 활

주선이다(Fig. 1(b)). 두 척의 최대속도에서의 배수량 기준 체적푸

루우드수(식 (1))는 각각 5.1, 5.0으로 유사한 속도계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는 배수용적이고, 는 선속이다. 두 선박의 주요

제원과 실선 형상을 Fig. 1과 Table 1에 각각 나타내었다. 

∇ ∇


(1)

(a) WPH

(b) Planing boat

Fig. 1 Actual ship of WPH and planing boat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est boats

Items Unit WPH Planing boat

LOA m 8.0 6.0

B(lwl) m 2.2 2.1

Draft m 0.3 0.4

Disp. ton 2.0 1.3

Fig. 2 Vertical acceleration for WPH (V=0knot, BN 0) 

2.2 성능평가 조건

본 개발선에 대한 실해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랑이 없

는 해상조건 및 파랑이 있는 조건에서 엔진 회전수 변화에 따

른 선속을 계측하여 개발선의 파랑 중 속도변화를 분석하였고, 

동일한 해상조건에서 선수부 수직가속도를 계측하여 비교대상 

활주선의 수직가속도와 비교하였다. 파랑조건은 풍력등급 인 

Beaufort scale No.0(BN 0)와 No.4(BN 4) 기준이다. 또한 정수 중 

선회반경을 계측하여 Lewandowski(2004)의 활주선에 대한 추정

식과 비교하였다. 

속도성능과 선회반경은 선내에 부착된 GPS기의 정보를 이용

하였고, 가속도 계측을 위한 센서(가속도계)의 최대 계측범위는 

±8G, 계측민감도는 0.00244G이다. 가속도계는 두 선박 모두 선

미단에서 길이 방향으로 약 85% 위치에 부착하였다. 

Fig. 2는 선수부 상하가속도 계측을 위한 가속도 계측기의 검

증 결과이다. 파랑이 없는 해상조건(BN 0), 정지상태에서 본 개

발선에 대한 계측결과, 1G(9.8m/sec2)를 중심으로 작은 진폭으로 

진동하고 있으며, 평균값은 9.833m/sec2이다. 본 계측기의 신뢰

도를 확인할 수 있다.

3. 실선 성능 분석

파도가 거의 없는 BN 0와 약간 거친 해상상태인 BN 4에서 

엔진(250마력 선외기) 회전수 변화에 따른 본 개발선의 선속을 

계측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속도는 선내에 부착된 GPS기에

서 제공한 값이다.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반복 운항을 

한 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활주선의 경우, 파랑 중 내파성능이 불량하고 속도

저하가 나타난다(Kihara and Ishii, 1986; Niwa, 2002). 본 개발선

과 유사한 형상의 VSV의 경우에서도 파랑 중 속도저하가 나타

나고 있으나(Seo et al., 2016), 본 개발선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속도저하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본 개발선은 일반적인 활주선 

및 VSV와는 달리 항주트림이 크지 않고(Jeong et al., 2016),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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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speed for WPH at BN 0 & BN 4

Fig. 4 Sea trial for measurement of speed, WPH (V=35knots)

속영역에서도 수면을 관통하면서 항주하는 관계로 파랑 속에서

도 안정적으로 운항하기 때문이다(Fig. 4). 4000RPM 영역에서는 

파랑 중에서 약 1.5노트 정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계측 오차라고 판단된다. 본 개발선의 파랑 중 속도성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조건에서의 속도성능 분

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개발선의 모형시험 결과에 따르면 선외기 추진효율(η)을 

0.60으로 가정하고, 15% Sea margin을 고려하였을 경우 정수 중 

최대선속 35노트를 위하여 230마력 선외기가 필요한 것으로 추

정되었고(Jeong et al., 2016), 시운전 결과 본 개발선에 장착한 

250마력 선외기 최대RPM(5800)의 약 95%인 5500RPM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외기 RPM과 엔진출력과의 관계는 선외

기 제조사의 대외비인 관계로 공개된 정보는 없으나, 선형적인 

관계라고 가정하면 본 시운전 결과는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하

다고 판단된다.

Fig. 5는 선속 20노트, 해상조건 BN 4에서 본 개발선과 비교

대상 활주선의 선수부 상하가속도 계측결과이다. 계측시간은 

목표선속에 도달했을 때를 기점으로 20초간 실시하였으며, 계

측결과를 실효값인 RMS(Root Mean Square)로 변환하여 비교하

였다. 활주선의 경우, 동일 조건에서 위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수면에 부딪히는 충격으

로 위 방향으로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피크 값을 제외하면 활주선의 경우 가속도 범위가 약 0~20m/s2 

(±2G) 범위인 반면, 본 개발선의 경우 약 5~15m/s2(±1.5G) 범위

이다. 본 개발선의 가속도가 활주선에 비하여 약 25% 정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시간변화에 따른 가속도 변화가 상대적

으로 작게 나타난다. 

(a) planing hull

(b) WPH

Fig. 5 Comparison of vertical acceleration (V=20knot, BN 4)

Fig. 6 Vertical acceleration, WPH (V=35knot, BN 4) 

Fig. 6은 본 개발선의 파랑 중(BN 4) 35노트에서 선수부 가속

도 계측결과이다. 활주선의 경우, 동일한 파랑 조건에서 안전한 

운항이 어려워 고속에서는 계측이 불가능하였다. 본 개발선의 

20노트 경우(Fig. 5(b))보다 가속도가 증가하고, 활주선의 20노트 

경우(Fig. 5(a))와 유사한 범위이다. 즉, 동일 조건에서 본 개발선

의 선수부 상하가속도는 활주선의 상하가속도보다 크게 감소하

여 본 개발선의 내파성능이 활주선에 비하여 우수하다도 판단

된다. 그 이유는 본 개발선의 선수부 선저경사각이 큰 관계로 

선저에 작용하는 파랑 하중이 감소하기 때문이고, 이는 Kihara 

and Ishii(1986), Kim et al.(2014) 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선수부 

선저 경사각이 클수록 선수부 수직가속도가 감소하여 내항성능

이 향상된다는 연구와 동일한 경향이다. 

선저경사각과 수직가속도 변화량에 대한 상관관계는 보다 다

양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개발선의 정수중 선회반경을 계측하여 Lewandowski의 추

정식(2004)과 비교하였다. 본 선회반경 추정식(식 (2))은 프로펠

러와 타를 장착한 고속 활주선에 대한 추정식으로 선외기를 부

착한 본 개발선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개발선과 유사한 

선형에 대하여 본 추정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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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에서  , , ∇, ∇ , 는 각각 선외지름, 배의 길이, 배수용

적, 체적푸루우드수, 타각(deg)을 나타낸다. 상기 식 (2)의 유효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

≤

(3)

본 개발선의 ∇은 약 6.2이고, 추진기 RPM에 대한 선속

별 체적푸루우드수(∇ )는 Table 2와 같다. 상기 식 (3)의 유효범

위를 고려하여 8, 16, 24노트 세 속도에서 실선 계측 선회반경

과 추정결과와 비교하였다.

Table 2 Froude number based on displacement volume

RPM Speed [knot] ∇

2000 8 1.18

3000 16 2.35

4000 24 3.54

(a) Left

(b) Right

Fig. 7 Sea trial for measurement of turning circle, WPH (V=16knots, 

BN 0)

Table 3 Comparison of turning circle

Speed [knot]
Turning radius [m]

Sea trial Estimation

8 8.85 6.4

16 9.10 7.0

24 11.25 7.6

Fig. 7은 본 개발선의 정수중 16노트에서 선외기 좌우 최대각 

35도에 대한 선외항적이다. 도시된 값은 선내에 부착된 GPS의 

경위도 좌표값으로 선회직경 값이고, 평균 직경을 점선으로 도

시하였다. 좌우 각각 약 8.75m, 9.5m 정도의 선회반경으로 평균 

약 9.1m 정도이다. 좌우 비대칭 원인은 본 개발선은 소형선박으

로 바람과 조류의 영향이 민감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프로펠러 

추진으로 인한 불평형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세 속도에 대한 시운전 계측 선외반경과 식 (2)에 

의한 선외반경 추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좌우 최대 35도

에 대한 결과로, 좌우 선회에 대한 평균값이다. 식 (2)를 이용한 

추정 시, 배수용적은 정적배수용적(Hydrostatic displacement volume)

을 사용하였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선외반경이 증가하는 전반적인 경향은 동

일하나, 시운전 결과가 추정치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추정식은 일반적인 활주선에 대한 것으로 본 개

발선과는 선형 차이에 따른 운항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활주선은 속도가 증가할수록 선체 대부분이 부상하여 

운항하는 반면, 본 개발선은 선체 부상량이 작고 수면을 관통하

여 항주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본 개발선과 같은 선형에 적합한 추정식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랑관통형 고속 활주선의 실선 성능에 대하

여 언급하였다. 본 연구 대상선은 선수부 형상이 도끼날 형상으

로 뾰족하고, 기존 활주선이 가지고 있는 챠인과 Spray strip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실선 성능은 유사한 속도계수를 갖는 활주

선의 실선 성능과 비교하였고, 선외반경은 Lewandowski의 활주

선에 대한 추정식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1) 본 개발선의 정수중 속도성능은 250마력 선외기 최대 RPM 

기준 38노트이고, 35노트를 위하여 95% RPM이 필요하여 모형시

험 결과(Jeong et al.,(2016))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본 개발선의 파랑 중 속도변화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본 

개발선은 일반적인 활주선 및 VSV와는 달리 항주트림이 크지 

않고, 고속영역에서도 수면을 관통하면서 항주하는 관계로 파

랑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랑 중 속

도성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조건에서

의 속도성능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 본 개발선의 선수부 상하가속도는 유사한 규모의 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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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다. 선속 20노트, BN4 기준 약 25% 정도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본 개발선의 선수부 선저경사각이 크기 

때문에 선수부 선저에 작용하는 파랑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4) 선외반경 시운전 결과는 활주선에 대한 추정결과보다 다

소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 활주선과 본 개발선의 운항

특성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본 개발선과 같은 선형에 

적합한 추정식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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