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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은 일생 동안 대양을 운항하면서 다양한 반복하중을 

받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수많은 판들이 용접으로 연결되어 있

다. 다양한 반복하중 하에서 용접 구조물은 피로 파괴에 상당

히 취약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선박의 설계 시 피로 강도

의 확보는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설계요소이다.  적절한 

피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설계되는 선박은 선급 Rule 

및 평가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피로강도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150m 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의 경우 피로강도 

평가를 위하여 CSR의 간이피로평가 절차를 사용하여 피로 수

명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의 피로 수명을 중요시 하는 

선주의 경우 CSR 절차에 추가하여 직접피로해석 방법을 사용

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본 연구는 운항항로 및 피로해석 방법에 따른 피로 수명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110,000톤 아프라막스 탱커를 대상으로 

North Atlantic 25년 및 World Wide 40년 파랑환경 운항 조건

을 적용하여 CSR과 DNV선급의 규칙에 따라 간이피로해석을 

실시하고 LR선급의 FDA Level 3의 스펙트럴 피로해석 방법

을 적용하여 직접피로해석을 수행하고 각각의 피로 해석 방법

에 대한 피로해석 결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2. 피로해석 방법 별 절차

2.1 간이피로해석

일반적으로 간이피로해석은 선급협회의 규정에 따라 계산

된 하중을 유한요소모델에 적용하여 조합응력 범위를 구하고 

응력 진폭의 확률밀도함수를 장기해상상태에 대해 Weibull 분

포로 가정하고 계산하여 누적 피로손상도를 구하는 피로해석 

방법이다.

간이피로해석 방법은 계산의 편리성은 있으나 경험적인 단

순 해석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포된 불확실성이 상

대적으로 크다.

선체 부재의 피로수명을 계산하기 위해 간이피로해석 방법

을 이용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피로 평가를 수행할 위치를 식별하고 적하상태에 따라 

Rule에서 명시된 대표하중을 계산한다.

계산 부위에서 작용하는 하중 (Global and Local Load)에 

대한 응력범위를 계산한다.

용접부의 형상 및 위치에 따라 S-N Curve의 Class가 결정

되면 S-N 데이터 및 그래프와 같이 피로 손상률의 계산에 사

용되는 S-N Parameter가 결정한다.

계산하고자 하는 위치의 하중에 따른 Stress Range와 형

상에 따른 S-N Curve가 결정되면 이 값을 이용하여 선형누

적 손상모델인 Palmgren-Miner's Rule에 따라 Full Load 

Condition과 Ballast Condition 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로 손상

률을 계산한다.

선박의 설계수명 동안 누적 손상률 (DM)은 1 미만이어야 

하며 계산된 피로 손상률을 이용하여 피로 수명을 계산한다.

간이피로해석 방법의 절차는 다음의 Fig.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Fig. 1 Simplified fatigue assessment process (CSR)

2.2 직접(스펙트럴) 피로해석

스펙트럴 피로해석은 운동해석에서 고려된 모든 단위 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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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구한 다음 이를 전선 구조 모델에 적용

하여 단위 파고에 대한 관심 부위의 응력 범위를 구하고 단기

해상 상태를 Rayleigh 분포로 가정하여 각 단기 해상상태의 

누적 피로손상도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장기해상상태에 대

한 누적 피로 손상도를 구한다. 계산된 피로손상도를 이용하

여 S-N 선도와 Palmgrens-Miner의 선형 누적 손상이론에 

근거하여 선박의 피로강도를 평가한다.

스펙트럴 피로해석 방법은 직접 하중해석을 통하여 선체구

조의 피로강도를 평가하므로 간이해석방법보다 합리적이고 

신뢰가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산량이 방대하여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스펙트럴 피로해석 방법인 LR선급의 

FDA Level 3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항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박이 운항하게 될 해역의 파의 

스펙트럼, 선박의 조건, 속도 및 진행방향을 조합한 Service 

Profile Matrix를 정의한다.

유체 동역학 계산을 통해 선박의 하중 및 운동 전달 함수를 

정의한다.

FDA Discrete Unit Load Case를 적용한 유한 요소해석을 

통해 응력 영향 계수를 구한 다음 파의 스펙트럼과 운동 및 

하중 전달함수에 응력 영향계수를 곱하여 집중응력 스펙트럼

을 계산한다.

주어진 단기 해상상태에서 응력작용횟수와 계산된 응력범

위의 확률밀도함수와 S-N Curve의 Parameter를 이용하여 

Palmgren-Miner의 법칙으로 단기 피로 손상률을 구한다.

모든 해상상태에 대한 단기 피로 손상률을 더하여 장기 피

로 손상률을 계산하여 각 부재의 피로 수명을 계산한다.

LR선급의 FDA Level 3 스펙트럴 피로해석 방법의 절차는 

아래의 Fig.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Fig. 2 Spectral fatigue assessment process

3. 연구 대상 선박 및 피로해석 부위

Fig. 3 Lower hopper joint

Fig. 4 Deck longitudin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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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주요치수

Length O.A. 250.00 m

Length B.P. 239.00 m

Breadth 44.00 m

Depth 21.30 m

Design Draft 15.00 m

Scantling Draft 15.50 m

Condition Mean Draft Displacement SWBM

Ballast Load 7.995 m 64,768 ton
280,613 
ton-m

Full Load 15.000 m 131,247 m
-173,500 
ton-m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당사에서 설계한 110K AFRAMAX 

TANKER를 연구 대상 선박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제원은 아

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110K AFRAMAX

피로해석은 출항 시 설계 흘수(Design Draft)에서의 만재하

중 상태와 출항 시 통상 평형수 적재 흘수(Normal Ballast 

Draft)의 평형수 적재 상태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대상 선박의 

적하 상태 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loading conditions for fatigue analysis

본 연구는 간이피로해석과 직접피로해석 방법으로 대상 선

박에 대한 피로강도를 평가한 후 피로해석 방법에 대한 결과

의 차이가 가장 큰 부위를 선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전

체 해석 부위 중에서 선정된 관심 부위는 하부 호퍼너클 연결 

부와 탱크 격벽 위치에서 Deck Longitudinal 연결 부 이며 각

각 위의 Fig. 3과 Fig. 4와 같다.

4. 유한요소 모델 및 피로해석 

상세 모델링 형상

피로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 모델은 CSR 및 LR의 

절차에 따라 AFRAMAX Tanker의 경우 Centerline Bulkhead

에서 비대칭 형상을 가지므로 전폭을 모델링하고 길이방향으

로는 화물창의 형상이 유사하므로 선박의 중앙부 3 Hold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Fig. 5와 같다.

Fig. 5 Extent of F.E. Model

앞 절에서 언급한 관심 부위의 피로해석용 상세 모델링 형

상은 각각 아래의 Fig. 6 및 Fig. 7과 같다.

Fig. 6 Fatigue model for lower hopper joint

Fig. 7 Fatigue model for deck 
longitudin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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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로해석 결과

5.1 간이피로해석 결과 (CSR)

CSR의 간이피로해석 절차에 따라 하부 호퍼너클 연결 부

는 집중응력 방법으로 피로강도를 평가 하였고 Deck 

Longitudinal 연결 부는 공칭응력 방법으로 피로강도를 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 of simplified fatigue 
assessment for CSR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앞 절에서 설명한 Scantling으로 

CSR에서 규정하는 North Atlantic 25년 파랑환경의 피로수명

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5.2 간이피로해석 결과 (DNV CN30.7)

CSR 간이피로해석 결과와 LR FDA Level 3 스펙트럴 피로

해석 결과의 비교 및 검토를 위해 DNV CN30.7절차에 따른 

간이피로해석을 수행하였으며 CSR 절차와 다르게 하부 호퍼

너클 연결 부와 Deck Longitudinal 연결 부 모두 집중응력 방

법으로 피로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운항 해역에 따른 피로

강도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North Atlantic 25년과 World 

Wide 40년 파랑환경에 대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 of simplified fatigue 
assessment for DNV

해석 결과를 검토해 보면 하부 호퍼너클 연결 부의 경우 

North Atlantic 25년과 World Wide 40년 파랑환경에 대하여 

모두 피로 수명이 만족하지 않으며 Deck Longitudinal 연결 

부의 경우 선미 쪽은 모두 피로 수명이 부족하고 선수 쪽은 

World Wide 40년 파랑환경의 경우만 52.2년으로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5.3 직접피로해석 결과 (LR FDA Level 3)

CSR 간이피로해석 결과와 DNV 30.7 간이피로해석 결과의 

비교 및 검토를 위해 LR FDA Level 3절차에 따른 스펙트럴 

피로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운항 해역에 따른 피로강도의 영향

을 검토하기 위해 North Atlantic 25년과 World Wide 40년 파

랑환경에 대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스펙트럴 피로해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 of spectral fatigue assessment 

6. 해석방법 별 결과비교 및 보강방안

6.1 해석방법 별 결과비교

CSR과 DNV의 절차에 따른 간이피로해석 결과와 LR FDA 

Level 3 스펙트럴 피로해석의 결과를 아래의 Table 6과 같이 

비교하였다.

Table 6 Comparison of result

결과로부터 주어진 Scantling에 대해 CSR 간이피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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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만족하지만 DNV 간이 피로해석의 경우 하부 호퍼 너

클과 선미 쪽 Deck Longitudinal 연결 부에서 모두 가장 작은 

피로 수명을 기록 하였으며 NA25(North Atlantic 25년), 

WW40(World Wide 40년) 모두 기준 피로 수명에 대하여 상

당히 부족한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LR 스펙트럴 피로 해석

의 경우 하부 호퍼너클과 선미 쪽 Deck Longitudinal 연결 부

에서 DNV 간이 피로해석과 마찬가지로 피로 수명이 상당히 

부족한 결과를 얻었다. 결과 검토 부위에서 DNV 간이피로해

석과 LR 스펙트럴 피로해석의 결과를 비교하면 비록 피로해

석 방법이 간이피로해석과 직접피로 해석 임에도 비슷한 경향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6.2 피로강도 보강방안

상기 수행한 피로해석을 바탕으로 해석 부위의 보강을 통

해 피로 수명을 만족하는 판의 두께와 Deck Longitudinal 

Stiffener의 Scantling을 결정하였으며 하부 호퍼너클의 보강 

방안은 아래의 Table 7 및 Fig. 8과 같다.

Table 7 Revised plate thickness

Fig. 8 Revised plate thickness

증가된 판의 두께를 통해 피로 수명이 아래와 같이 NA25, 

WW40에 대하여 모두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CSR 요구

치 대비하여 Inner Bottom Plate의 두께가 20.0"AH"에서 

27.0"AH"로 Hopper Plate의 두께가 18.0"AH"에서 25.0"AH"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보강 후 피로 수명은 

아래의 Table 8과 같다.

Table 8 Fatigue life with revised plate thickness

Deck Longitudinal과 Tight Bulkhead 연결 부의 경우 

Longitudinal Stiffener의 Flange와 Tight Bulkhead의 연결 부

에서 피로수명이 가장 부족하게 나왔으며 보강방안의 경우 호

퍼 연결 부와 같이 판의 두께를 증가 시키는 방법보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 DNV CN30.7 간이피로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아

래의 Table 9와 같이 Case Study를 통해 최적화 방안을 도출

하였다.

Table 9 Case study 

위의 Case Study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Critical 

Point가 Upper Deck Longitudinal Stiffener의 Flange와 

Bulkhead의 선미 쪽 연결 부이고 Stiffener의 Size가 이미 

400 I.A.이므로 더 이상 Angle의 크기를 키울 수 없어 단순히 

보강재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안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로수명

을 만족시켜야 했다. Case Study를 요약하면 첫째 Case1과 

같이 Key Hole이 피로수명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Key Hole을 시공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피로수명 

(3.7년)대비 피로수명 (9.0년)으로 수명이 많이 향상 되었으나 

여전히 25년의 기준 수명에는 많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둘

째 Key Hole Toe의 위치와 Bulkhead와의 거리가 피로수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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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Key Hole의 위치를 선수 쪽으

로 이동 시켜 보았으나 Bulkhead 선미 쪽 연결부의 응력 집

중 현상을 완화하여 피로 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선미 쪽 연결 부에서는 거의 피로수명에 변화가 없었다. 

셋째 실제 선박이 건조 될 때 Deck Longitudinal Stiffener와 

Bulkhead Vertical Stiffener의 연결 부는 용접을 위해 8mm정

도 이 격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적용하여 피로수명을 검토하

기 위해 Case3과 같이 실제 건조 형상을 반영한 상세 모델링

으로 피로해석을 수행하였으나 피로수명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Deck Longitudinal Stiffener의 형상

이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Angle에서 형상

만 T-bar로 변경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하였고 피로수명이 9.0

년에서 20.5년으로 상당히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한 

Web 및 Flange 면적을 갖는 대칭(T-bar) 및 비대칭(Angle) 

패널 휨 보강재의 굽힘응력 분포가 대칭 보강재의 경우 

Flange에서 균일하게 분포된 굽힘응력을 받지만 비대칭 보강

재의 경우 Web 부근에서 큰 굽힘응력을 받는 현상으로 인해 

Angle에서 T-bar로 형상을 변경할 경우 해당 부위에서 피로

수명이 향상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Case4에서 확인한 효과를 

바탕으로 T-bar의 Size에서 단위중량을 줄이고 Sectional 

Property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형상을 최적화하여 피로해석

을 수행하였고 가장 Critical한 조건인 North Atlantic 25년 파

랑환경에서 피로 수명이 28.1년으로 만족하는 결과를 확인하

였다. 아래의 Fig. 9는 DNV 간이피로해석의 피로수명을 만족

한 Case5을 적용하여 수행한 LR FDA Level3 해석 결과이며 

모든 용접 연결 부에서 피로 수명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Revised arrangements and scantling

7. 결 론

이상으로 간이피로해석과 스펙트럴 피로해석의 개념 및 절

차를 정리하였고 유조선의 피로해석기법 및 운항항로 차이에 

따른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당사에서 최근 설계한 110K 

AFRAMAX Tanker를 대상으로 CSR과 DNV선급의 절차에 따

라 간이피로해석을 실시하고 LR선급의 FDA Level 3절차에 따

라 스펙트럴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CSR 간이 피로해석 대비 DNV 간이피로해석과 LR FDA Level 

3 스펙트럴 피로해석의 North Atlantic 25년 파랑환경을 적용

한 피로해석 시 피로 강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

하였고 전체적으로 판 두께 및 보강재 크기의 증가로 인해 강

재 중량이 증가 하였다. 또한 Full Collar Plate, Bracket 및 

Carling의 시공과 같이 추가적인 부재수의 증가가 요구되었다.

North Atlantic 25년(NA25)과 World Wide 40년(WW40) 파

랑환경의 피로 수명을 비교한 결과 DNV 간이피로해석의 경우 

NA25대비 WW40이 2배 정도 피로 수명이 긴 경향을 보였으

며 LR 스펙트럴 피로해석의 경우 NA25대비 WW40이 3배 정

도 피로 수명이 긴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DNV 간이피로해석과 LR 스펙트럴 피

로해석의 피로수명 결과를 바탕으로 두 해석 결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펙트럴 피로해석을 통해 보강

방안을 확정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으로 다양한 

Case Study를 수행 할 수 있는 간이피로 해석으로 최적화된 

보강방안을 결정한 후 스펙트럴 피로해석을 실시하여 보강방

안을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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