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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elideck is a very valuable offshore structure for the take-off and landing of a helicopter. In order to design a helideck, the design 
parameters and various loads defined by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sign of a helideck should be applied. In this study, a risk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helicopter accidents for seven years, and the frequency and possible reasons for accidents involving helideck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a finite element analysis of a steel helideck mounted on the upper deck of a ship (shuttle tanker) was performed with the 
load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helideck. Based on the results, a parametric study of helideck was carried out by applying a 

variety of design parameters, and an improved helideck design was presented. This improved helideck reduced the steel used by up to 24% 
compared to the initial helideck design, and the results of a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initial analysis.

1. 서 론

최근 에너지 수요 증가와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라 심해저 지

역의 자원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이를 위한 선박(FPSO, 

LNG선 등) 및 해양 구조물에 한 수요가 크게 증 되고 있다. 

이 선박과 구조물에 의한 개발은 천해에서 멀리 떨어진 먼바다 

상에서 진행되고, 특수한 임무로 인해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

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요 물자나 인력의 적절한 보급과 

비상상황시 인명 구조를 위한 탈출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표적인 수단으로 헬리콥터가 이용된다. 헬리콥터의 이

착륙을 위해서는 헬리데크라는 구조물이 필요하며, 이 구조물

은 심해 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필수적

으로 탑재되고 있다.

이러한 헬리데크를 설계함에 있어 관련 규정들에 한 전반

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헬리데크 설계와 관련된 여

러 규정들에는 구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적 하중

과 그 외 데크에 작용하는 여러 하중을 정의하고 있다(CAA, 

2013; DNV, 2001).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헬리데크 구조를 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의 절차이나, 실제 헬리데크 설계 시 

이런 하중들에 한 구체적 고찰 없이, 기존에 제작된 헬리데크

를 토 로 새로운 구조물의 사양을 결정하는 것이 부분이다. 

또한, 헬리데크를 탑재한 구조물이나 선박을 운용하는 선주들

이 헬리데크의 강도를 검증하고자 하고, 선주에게 한 번 제공된 

설계 도면은 그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설계시 

과도한 안전율을 고려한 헬리데크가 다수 제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헬리콥터의 착륙 하중에 한 구조물의 강도와 그 적합성

을 검증하기 위해 헬리콥터 충돌과 헬리데크의 반응에 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Fasanella와 Hughes에 의해 수행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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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T/W
Obstacle 

strike
Pilot 

mistake
Engine 
related

Other 
technical

Tail 
rotor

Fuel 
related

Tie down
Pax 

control
Weather Unknowns

No. of 
accident

7 15 20 16 9 11 7 1 3 4 7

No. of 
fatalities

8 17 12 16 12 4 2 0 2 1 47

Table 1 Causes of accidents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연구는 헬리콥터 충돌 시험의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헬리콥터의 착륙 및 충돌 관련 메커니즘을 해석적

인 기법으로 잘 표현하였지만, 주로 헬리데크의 응답보다는 헬

리콥터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Fasanella et al., 2001; Hughes et al., 2008). 또한, Vaghefi는 

다양한 착륙 조건에 따라 헬리데크의 응답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었지만, 헬리데크 설계시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 하중 

중 헬리콥터의 착륙하중만이 고려되었으며, 단순 빔의 연결로 

이루어진 해석 모델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었다

(Vaghefi et al., 2013). 이처럼 몇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헬리데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편화되는데 비하여 그 관련연구

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헬리콥터의 사고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헬리콥터가 헬리데크로 추락하여 충

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에 따라 헬리데크의 

구조적 응답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헬리콥터의 

실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위험도 해석을 실시하여, 헬리콥터

와 헬리데크가 충돌할 가능성과 빈도, 원인들에 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헬리데크의 구조 응답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헬리콥터의 비상착륙조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헬리데크 설계에 적용되어야 하

는 하중을 고려하여, 선박의 상갑판에 탑재되며 강(steel)을 재

료로 하는 헬리데크에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해

석 결과를 바탕으로 헬리데크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다양한 설

계변수를 도입하여 기존 헬리데크 구조에 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여 각 부재의 보강에 해 최적화된 값을 제시하였다. 또

한, 이 값을 초기 헬리데크에 적용하여 향상된 헬리데크를 설계

하고, 이 구조물에 한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는 초기 헬리데크

의 부재별 최 응력과 비교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헬리

데크 설계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헬리데크의 구조

적 응답을 파악하고, 강재의 단가 및 중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경

제적인 헬리데크를 설계함에 있어 그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

된다.

2. 위험도 분석

위험도(Risk)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인 발생빈도(Fequency)

와 결과의 중 성인 손실크기(Consequence)의 조합으로, 위험

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Vinnem, 2007). 이 위험도

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

법을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라고 하며, 표적인 방법으

로는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와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가 있다. 이

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헬리콥터와 해상 플랫폼에 한 위험 및 

안전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Hokstad et al., 2001; 

Korte, 2003; Ahmad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실제 헬리콥터

의 사고사례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해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 방법을 채택하였다. 정량적인 위험도 평

가는 여러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각각의 원인에 해 사고로 발

전할 수 있는 확률과 피해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어 위험도를 

표현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험에 하여 안전 책을 수립

하는 방법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G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and Gas Producers)에서 7년(2001~2007)간 

발표한 세계 헬리콥터 사고 발생사례이고, 이 자료를 분류하여 

수치화하였다(OGP, 2003-2009).

2.1 헬리콥터 사고의 원인과 사망자수

OGP의 세계 헬리콥터 사고사례 자료는 연간 헬리콥터의 운

항횟수, 지역별 사고사례횟수 및 헬기의 종류, 사고의 경위, 피

해의 정도 등을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양

(Offshore)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사고횟수, 사고의 원인, 사망자

의 수를 중점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OGP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7년간 해양에서 헬리콥터가 운항된 

횟수는 17,909,940회로, 이 중 10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100건의 사고 중 인명 피해를 동반한 치명적인 사고는 33건으

로, 총 20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57.8%에 해당하는 

121명이 사망했다. 또한, OGP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 사고

가 발생한 원인과 그 피해 정도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CFIT/W는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or water의 약어이다.

2.2 위험도 계산

앞서 언급했듯이, 위험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

빈도와 손실크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식 (1)과 같은 계

산이 필요하다.

  × (1)

이를 위해, Table 1~2에서 7년간 해양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사고의 횟수와 그 원인 및 피해 정도가 요약되었고, 연평균 14

건 이상의 헬리콥터 사고가 발생하며, 17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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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T/W
Obstacle 

strike
Pilot 

mistake
Engine 
related

Other 
technical

Tail rotor
Fuel 

related
Tie down

Pax 
control

Weather Unknowns

 0.391 0.838 1.117 0.893 0.503 0.614 0.391 0.056 0.168 0.223 0.391

 1.143 1.133 0.600 1.000 1.333 0.364 0.286 0.000 0.667 0.250 6.714

 0.447 0.949 0.670 0.893 0.670 0.223 0.112 0.000 0.112 0.056 2.624

Table 2 Statistics of frequency and consequence

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종사의 실수나 엔진 관련 사고 및 

장애물 충돌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다른 원인에 비해 그 

횟수 및 피해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사건의 발생빈도는 운항횟

수 백만 건당 발생한 사고 수를 기준으로 식 (2)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 (2)

한편, 손실크기는 사고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며, 금전적, 인

적 피해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고 당시 사망자의 수를 기준으로, 식 (3)과 같이 한 번

의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수를 손실크기로 정량화하였다. 

사망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서 사망자의 

수가 많은 경우와 사고가 매우 치명적이어서 한 번의 사고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를 통해 계산된 위험도 값은 Table 2에 정리되었다.

위험도 분석 결과 중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알 수 없어 실질적

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Unknown을 제외한 후, 위험도가 큰 순

으로 나열해 보면, Obstacle strike, Engine related, Pilot 

mistake, Other technical 순이다. 해양에서 운용되는 헬기는 

체로 인력 및 장비를 해양구조물로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요 목적지는 헬리데크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험도 

분석을 통해 나타난 네 가지 주요인을 살펴보면, 모두 헬리데크

와의 충돌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특히, 

엔진 관련 결함과 조종사의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는 Offshore 

헬리콥터 사고의 36%를 차지하며, 연간 5건 이상의 사고를 유

발한다. 따라서 헬리콥터가 헬리데크로 직접적인 충돌을 할 수 

있는 비상착륙 상황은 헬리데크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

는 사항이며, 본 위험도 분석을 통해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의 비상착륙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된 헬리데크의 구조적 응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초기 해석 모델

3.1 헬리콥터와 헬리데크

본 연구에서는 상 헬리콥터로 현재 가장 활발히 운용되고 있

는 Sikorsky S-92(Fig. 1 (a))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헬리콥터의 

착륙중량을 결정하였다. 이 헬리콥터는 승무원 2명, 승객 16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중형수송헬기로, 길이와 높이는 각각 17m, 4.7m이

고, 최 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MTOW)은 12ton이

다. 또한, 해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3개의 바퀴는 각각 

300mm×300mm로 모델링 하였고,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는 6.2m, 뒷바퀴 사이의 거리는 3.18m이다(ABS, 2008; Sikorsky, 

2010).

또한, 해석 모델을 위해 Fig. 1(b)와 같은 셔틀 탱커(Shuttle 

tanker)의 상갑판에 탑재되며 강(steel)을 재료로 하는 헬리데크

가 선정되었다(Park, 2014). 선정된 헬리데크의 주요 구조는 상

부 판(Deck plate)과 보강재(Stiffener) 및 거더(Girder)와 하부의 

기둥(Pillar)과 트러스(Truss)로 구분된다. 상부의 판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26.1m인 팔각 형상을 하며, 그 바로 아래에 

(a)

(b)

Fig. 1 Sikorsky S-92 helicopter(a) and deck mounted helideck(b) 

(Sikorsky, 2010;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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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rangement of substructures

(a)

(b)

Fig. 3 Top view(a) and bottom view(b) of finite element model

650mm 간격으로 보강재가 위치한다. 하부구조의 배치는 Fig. 2

와 같고, 초기 거더의 깊이는 750mm이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107,471개의 쉘 요소(Shell element)와 

빔 요소(Beam element)로 생성하였고, Fig. 3과 같이 기본적으

로 최  크기가 보강재 간격(650mm)을 넘지 않는 거친 격자

(Coarse-mesh) 분할을 시작으로, 집중하중이 걸리는 부분에 

해서는 최  100mm×100mm를 넘지 않는 세밀격자(Fine-mesh) 

분할로 이어지는 h-법 격자 세밀화를 이용하였다(Daryl, 2008; 

Storheim and Amdahl, 2014). Pre/post processor로는 Patran 

2010, Main solver로는 Nastran 2010을 사용하였다(MSC 

software, 2009).

3.2 하중의 적용

헬리데크의 구조적 응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구

조물에 가해지는 표적인 하중에 한 인지가 필요하다. 헬리데

크에 가해지는 하중에는 헬리콥터의 착륙에 의한 하중 외에도 주

위의 환경과 관련된 하중, 헬리데크 자체 및 부속부재의 중량, 배

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헬리데크 자체의 무게와 안전망(Safety net), 물

막이(Gutter), 램프(Ramp) 등의 부속구조의 중량은 헬리데크의 

넓이 570m
2에 분포하중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배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관성력(Inertia force)과 헬리콥터의 착륙하중에 

한 하중이 고려되었다(DNV, 2011). 착륙하중은 일반적으로 

헬기의 최 이륙중량에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헬리데크와 관

련된 여러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CAA, 2013; DNV, 2001).

  ××× (4)

  ×× (5)

식 (4)는 Impact landing에 의한 동적 하중(Dynamic load)에 

한 식이고, 식 (5)는 착륙 플랫폼 지지 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한 식이다. 여기서, MTOM은 Maximum take-off 

mass를 의미하며 헬리콥터의 최  중량과 동일하다. 또한, 는 

Table 3 Applied loads on helideck

Load cases
Weight 

[kN]
Remark

Self 
weight

Helideck +248.0

Net × 1.2
(Contingency factor 

applied)

Safety net + 71.0

Gutter + 59.0

Ramp + 14.0

Live load +170.0 changeable load

Inertia 
force

X direction +205.0 a = 2.28 m/s2

Y direction +803.0 a = 8.95 m/s2

Z direction +579.0 a = 6.45 m/s
2

Landing 
load

Normal
+ 21.0 x,y direction, per 1gear

- 81.8 z direction, per 1 gear

Emergency
+ 21.0 x,y direction, per 1gear

-136.4 z direction, per 1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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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가속도이고, 의 값은 일반착륙(Normal landing)시 2, 비

상착륙(Accidental landing)시 3이 각각 적용된다. 이 하중은 

Sikorsky S-92 헬리콥터의 세 개의 착륙 장치에 고르게 분포된

다. Table 3에는 위에서 언급된 하중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리하

였다. 

헬리데크의 허용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의 착륙조

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인 비상착륙조건에 

초점을 맞춘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일반착륙과의 

비교를 선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초기 모델 해석은 일반착

륙조건(Normal landing condition)과 비상착륙조건(Emergency 

landing condition) 각각에 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착륙위치를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착륙조건은 헬리콥터의 세 

바퀴가 헬리데크 중앙에 동시에 닿는 정상적인 착륙으로, 각 바

퀴에는 헬리콥터 착륙하중의 1/3이 부과되었다. 또한, 비상착륙

조건에서는 착륙조건 중 가장 심각한 경우인 한 바퀴 착륙을 

가정하여, 헬리콥터의 한 바퀴(300mm×300mm)에 모든 착륙하

중을 집중하여 헬리데크의 주변부 세 곳(L2~L4)에 각각 부여하

였다(Fig. 4).

한편, 본 연구에 적용된 허용응력 기준은 식 (6)과 같다(DNV, 

2001).

 ≤  (6)

여기서, 는 Usage factor로, 그 값은 일반착륙조건 시 0.67, 

비상착륙조건 시에는 1.0이다. 이 요인은 구조물의 중요성, 하중

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적은 하중이 자주 가해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낮은 값을 설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헬리

데크에 한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설계를 수행할 시에는 위의 

세 가지 중 가장 큰 값(1.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초기 설계시 사용된 강재는 HT-32 steel로 그 항복강

도는 315MPa이므로, 각 착륙조건에 따른 허용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Fig. 4 Load position for each landing condition

3.3 초기 해석 결과

본 해석시 경계조건은 헬리데크의 기둥 바닥을 고정(Fixed 

condition)하여 초기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를 통해 각 착륙

조건별로 각 부재에 작용한 최 응력을 도출하여 그 값을 각 조

건의 허용응력과 비교하였고, Fig. 5에는 비상착륙 조건 중 L3에

서 하중이 작용하였을 때의 응력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Table 4 Result of initial analysis for each landing condition

Landing 
condition


[MPa]

Structural member

Deck plate Stiffener Girder Truss

Normal 
landing

L1
 211

max 35 96 43 39

Emergency 
landing

L2
 315

max 57 241 121 65

L3 max 75 303 205 69

L4 max 117 161 86 69

(a) (b)

Fig. 5 Stress contour at landing case L3 from a top view(a) and 

bottom view(b)

규정에 정의된 작용 하중과 허용응력을 반영한 초기 모델의 해

석 결과를 통해, 비상착륙시 타 착륙조건에 비해 상당히 큰 응력

이 발생하였다(DNV, 2001; CAA, 2013). 또한, 비상착륙조건의 

경우, L3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재의 

응력이 보강재에 크게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부재는 허용응력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하부구조에 

높은 안전율이 고려된 헬리데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강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재에 적용되어 있는 과도한 설계치를 

줄이고, 보강재에 집중되어 있는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설계

가 요구되었고, 이는 매개변수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4. 매개변수연구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헬리데크는 크게 상부구조와 하

부구조로 구분할 수 있고, 상부구조는 판과 보강재, 하부구조는 

거더와 기둥 및 트러스로 세분화된다. 이들 각 부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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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매개변수를 선정하고, 각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부재

의 응답을 관찰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비상착륙조건에 한 

하중을 토 로 해석이 수행되어 헬리데크 전반에 걸친 허용응

력은 315MPa이 적용되었다.

4.1 상부구조의 매개변수연구 - 판과 보강재

일반적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판이나 보강재의 두께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하중을 가하고, 이를 통해 계산된 

모멘트를 통해 값을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헬리콥터

가 각 부재의 중앙에만 착륙하지는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 6과 같이 하중을 판의 중심에서 보강재의 

중심까지 이동하면서 각 부재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헬리데크

에 적용된 하중은 헬리콥터의 착륙하중과 동일하며, 이는 

300mm×300mm의 크기를 가진 바퀴 하나에 균일하게 부과되었

다. 해석에 사용된 구조해석 모델은 초기 설계와 같이 보강재 

간격이 650mm인 판의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a)

(b)

Fig. 6 Transition of wheel load(a) and schematic illustration(b) of 

the load case

Table 5 Maximum stress of each load cases

 Maximum von Mises stress [MPa]

Load case Deck plate Stiffener

P1 70 295

P2 77 329

P3 83 353

P4 91 374

P5 93 362

P6 96 344

P7 98 315

위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중이 가해지는 위치에 따른 각 

부재의 최 응력 변화는 일반적인 설계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결

과를 보여준다. 먼저, 헬리데크에 가해지는 부분의 하중은 판

이 아닌 보강재가 견뎌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판의 응력 변

화는 하중의 위치 변화에 다소 둔감하게 반응하며, 응력 자체의 

크기도 매우 작다. 반면, 보강재의 경우, 판의 중앙(P1)과 보강

재의 중앙(P7)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료의 허용응력을 넘는 값이 

나타나, 만일 하중이 P2~P6에 작용할 시 이 헬리데크에 소성변

형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보강재의 최 응력

은 하중이 보강재의 가운데 가해졌을 때(P7)가 아닌 보강재의 

바로 안쪽에 가해졌을 때(P4) 나타나는데, 이것은 P4에서 보강

재에 작용하는 전체 응력의 값이 축 하중(Axial load)에 의한 응

력과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의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작용 하

중의 위치 변화에 따른 소성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 설계 

시 적용된 보강재 250×90×12/16에서 300×90×13/17로 보강재의 

깊이와 두께를 수정하여 차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판의 경우, 부재에 걸리는 응력이 허용 응력에 비해 현

저하게 낮으므로 두께의 감소를 기 할 수 있지만, 선급에서는 

Fig. 7, 식 (7)과 같이 판의 두께에 한 최소값을 정의하고 있다

(DNV, 2001).

 ×

×××
(7)

  








(8)

 


 



 


(9)

식 (7)~(9)는 분리된 플랫폼(separated platform)에서   

인 경우에 적용되며, , 는 각각 보강재에 수직한 평행 또는 

Fig. 7 Design load area for axle parallel to stiff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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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Stress of stiffener(a) and deck plate(b) in case of stiffener spacing and loading position

하중영역의 범위, , 은 보강재의 간격과 길이, 는 설계압력, 

는 재료의 항복응력을 의미한다. 이 식은 바퀴의 크기( ), 

보강재의 너비(), 설계압력이 클수록, 재료의 항복응력이 작을

수록 판의 두께가 커짐을 보여준다. 이는 곧, 바퀴와 보강재의 

크기가 일정하고 설계압력이 동일하다면, 판의 두께는 재료의 

항복응력에 한 함수임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초기 설계에서 적용된 강재 HT-32 외에 HT-36을 

추가로 고려하고, 보강재의 간격을 650mm에서 800mm까지 증

가시키며, 보강재 간격에 따른 판의 최소 두께를 확인하였다. 

Fig. 8을 통해 보강재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판의 두께 역시 두

꺼워져야 함을 알 수 있고, 판의 재료가 HT-32에서 HT-36으로 

변함에 따라 판의 최소 두께가 1mm 가량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헬리데크의 넓이가 

570m
2이므로, 이와 같은 판 두께 감소는 약 4.47ton의 무게 감

소를 가져오고, 현재 HT-32와 HT-36 강재는 1ton당 각각 

Fig. 8 Minimum thickness in accordance with stiffener spacing

1,150,000원, 1,180,000원으로, 재료를 바꿈으로서 약 3,400,000원 

정도의 강재가를 절감할 수 있다.

Fig. 9는 보강재의 간격에 따른 응력 값을 하중의 작용 위치

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보강재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판과 보강

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꾸준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강재의 간격이 넓이지면 하나의 부재당 지지해야 하는 하중

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보강재의 치수 보강

(250×90×12/16 → 300×90×13/17)을 통해, 보강재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응력값이 허용응력보다 낮아졌으나(보강 전과 후의 

결과는 Table 5와 Fig. 9 참고), 그 간격이 700mm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재료의 허용응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하부구조의 매개변수연구 - 거더와 트러스

헬리데크의 상부구조인 판과 보강재를 제외한 하부구조의 매

개변수연구는 해당 구조에 헬리콥터가 직접 착륙한다는 가정하

에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종거더(Longitudinal girder)의 배치는 

가급적 초기 모델의 형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

었고, 횡늑골(Transverse web)의 간격은 초기 설계 로 모선의 

늑골간격을 유지하였다. 거더의 깊이는 통상 보강재 깊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 설계되므로, 초기의 거더 깊이인 750mm를 시작

으로 50mm씩 해당 구조의 깊이를 줄여 최소 500mm의 깊이까

지 해석을 수행하였다(HSE, 2001).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설계절차는 구조물에 가장 큰 모

멘트가 가해지는 지점을 예상하여 하중을 가하고 그에 한 응

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더와 횡늑골의 전반적

인 반응을 보기 위하여, 예상되는 착륙양상을 Fig. 10과 같이 

LC1~LC10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하중

조건에 하여 헬리콥터의 뒷바퀴 두 개가 헬리데크 하부구조

에 직접 착륙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헬리콥터의 착륙

하중은 바퀴 두 개에 분산되었다. 이를 통해 하부구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착륙지점에 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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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Transverse load case 1~6(a), longitudinal load case 7~10(b) and position of vertical pillar(c)

(a) (b)

Fig. 11 Arrangement of truss TR1(a) and TR2~TR5(b)

또한, 트러스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Fig. 11과 같이 트

러스의 보강형태를 차츰 줄여나가면서 거더의 반응을 확인하였

다. 이를 위해 트러스의 초기 배치는 거더를 3등분하는 조건으

로 시작하여 트러스를 폐지시키는 구간까지 4구간으로 나누고, 

각 조건을 TR1~TR4로 정의했으며, 트러스가 없는 구조는 TR5

로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 가지 매개변수(거더의 깊이, 하중조건, 트러스의 배치)의 

조합에 따른 많은 해석 시나리오와 해석 시간을 보완하기 위하

여, 구조해석 이전에 빔(Beam) 전용 해석 프로그램(DNV 3D 

beam)을 통해 하부구조의 전반적인 응답을 우선 확인하였다

(DNV Software, 2006). 이 해석을 통해 하부구조에 발생한 최

응력을 도출하였고, 그 값은 Table 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같은 조건에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빔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에 한 타당성 검증이 수행되었다.

Table 6을 통해, 거더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하부구조에 작용

하는 응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하중조건은 LC10이다. 이 하중조건 하에서는 

초기 트러스 형상인 TR1을 유지할 경우 거더의 깊이를 550mm

까지 줄일 수 있지만, 트러스가 없는 TR5를 선택할 경우 거더

의 깊이가 600mm는 되어야 헬리데크가 헬리콥터의 하중을 충

분히 견뎌낼 수 있다. 또한, Fig. 9의 하중조건을 헬리데크의 내

부와 외부로 구분해 보면, 내부만 포함하는 하중조건은 LC4, 

LC5, 외부만 포함하는 하중조건은 LC6, LC10, 그 외의 하중조

건은 헬리데크의 내부와 외부 모두를 고려하게 된다. 이 중, 가

장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하중조건 LC10에서는 다른 하중조건

들에 비해 비교적 큰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하중조건 하에서 하부구조가 전체적으로 외팔보

(Cantilever)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기둥(Pillar)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헬리데크의 가장자리(Fig. 9 (c)의 파란색 영역, 

자유단)에 하중이 작용하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둥은 이 하중에 한 휨 모멘트와 전단력을 지지하는 고정단

이 되어 이 부분에서 높은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외의 하중

조건에서는 거더의 깊이를 500mm까지 줄인다 해도 강재의 허

용응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지만, 거더의 깊이는 보

강재의 두 배 이상으로 정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상부구조의 매

개변수연구를 통해 보강재의 깊이는 300mm로 보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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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der depth
Truss 

arrangement

Load case

LC1 LC2 LC3 LC4 LC5 LC6 LC7 LC8 LC9 LC10

750

TR1 59 116 55 65 53 65 60 110 53 206

TR2 76 127 59 73 56 81 56 113 65 218

TR3 87 137 66 80 63 93 65 115 77 229

TR4 99 145 72 85 70 102 73 114 80 239

TR5 121 150 75 87 76 108 83 118 91 245

700

TR1 64 127 58 70 56 69 64 121 64 225

TR2 83 138 63 79 60 86 61 124 70 239

TR3 95 149 72 88 69 99 70 126 82 251

TR4 111 159 78 93 75 110 79 128 92 262

TR5 135 164 82 95 81 117 88 129 98 269

650

TR1 68 138 61 77 60 73 67 133 68 248

TR2 90 152 68 86 66 92 66 137 75 263

TR3 104 164 78 96 75 107 75 139 88 277

TR4 125 174 86 102 83 118 85 141 100 290

TR5 150 181 90 105 87 127 98 143 108 297

600

TR1 74 153 65 85 63 77 72 148 72 275

TR2 98 167 74 95 71 98 71 152 82 293

TR3 113 181 86 106 82 115 82 155 94 308

TR4 142 193 94 113 91 129 92 157 108 322

TR5 170 201 99 116 96 139 112 159 123 331

550

TR1 80 170 69 95 68 82 77 166 77 308

TR2 107 186 81 105 78 105 78 170 89 328

TR3 129 201 94 118 91 124 90 174 103 345

TR4 163 216 104 126 101 140 100 177 117 361

TR5 193 225 110 130 107 152 130 178 142 372

500

TR1 86 191 74 107 73 88 83 183 83 348

TR2 117 209 89 117 86 113 87 192 98 371

TR3 150 226 104 132 101 135 101 196 113 390

TR4 190 243 116 142 113 153 112 200 128 409

TR5 222 255 123 147 120 167 151 202 165 422

Table 6 Maximum von Mises stress of beam analysis (MPa)

거더의 최소 깊이는 600mm가 적절하다(HSE, 2001).

트러스의 존재유무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하중

조건 중 헬리데크 내부를 포함하며 상 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

는 LC2와 LC8에 하여, TR1과 TR5에서 최 응력 값을 각각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는 Fig. 12 (a)와 같다.

이 그래프를 통해, 헬리데크 하부구조에 초기 설계시 적용된 

트러스 구조 TR1과 트러스가 없는 구조 TR5를 각각 적용했을 

경우, LC2와 LC8에서 최 응력의 차이가 약 20~70MPa 정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러스 유무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위치는 LC1로 최  136MPa의 응력 차가 발생하는 반면, 

가장 적은 영향을 받는 LC8의 경우 최  19MPa의 차이가 발생

하였다. 또한, Fig. 12 (b)를 통해, 모든 위치에서 TR1과 TR5의 

최 응력 차이는 거더의 깊이가 작을수록 커지며, 이는 곧 거더

의 깊이가 작을수록 트러스의 존재가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하

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부구

조에 미치는 응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트러스가 없는 구조에서

도 헬리콥터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헬리데크의 하부구조의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Nauticus hull 3D beam으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빔과 빔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구조의 틀을 만들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방

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상세한 구조를 표현하지 못하는 관계로 

구조해석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빔의 해석에서 

나온 결과와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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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x. stress comparison(a) and difference(b) of TR1-TR5

(a) (d)

(b) (e)

(c) (f)

Fig. 13 Overall stress and maximum stress plot of LC2-10(a), (d), LC8-25(b), (e), LC10-3(c)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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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Optimization

Dimension Mass [ton] Dimension Mass [ton]

Plate
Thickness 14mm

 62.6
12.5mm

 55.9
Material HT-32 HT-36

Stiffener
Spacing 650mm

 20.6
650mm

 25.2
Dimension 250×90×12/16 I.A 300×90×13/17 I.A

Girder
Depth 750mm

 28.1
600mm

 22.8
Dimension 750×10+250×14 [T] 600×10+150×20 [T]

Truss
Shape TR1

 30.0
TR5

 0.0
Dimension 300×16+300×18 [H] -

Pillar Dimension 400×16+400×18 [H]  15.6 400×16+400×18 [H]  15.6

Total 156.9 119.5

Table 8 Comparison of initial and optimized helideck

Table 7 Result comparison of 3D-Beam and FEM analysis (MPa)

  3D-Beam FEM

LC2

315

201 171

LC8 159 117

LC10 331 285

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Table 6의 거더 깊이 600mm, TR5의 

경우를 기준으로, 가장 큰 값을 보이는 LC2, LC8, LC10에 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Fig. 13에 나타나 

있다.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빔 해석과 구조해석의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구조해석의 결과값이 약 40~50MPa 

가량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빔 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도출된 하부구조의 해석 결과값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보수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해석 프로그

램에 하여, 부재에 작용한 최 응력은 모두 허용응력 내에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상갑판에 탑재되는 헬리데크를 상으

로 여러 설계변수에 하여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선정된 가장 좋은 결과값을 초기 헬리데크에 적용

하여, 개선된 헬리데크를 도출해 보았으며, 그 제원은 Table 8

과 같다. 또한, 초기 모델의 해석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된 헬리

데크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9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개선된 헬리데크는 초기 모델 헬리데크에 비

해 그 중량이 24% 가량 감소하였으며, 부재에 작용한 응력이 모

두 허용응력 내에 존재하여 구조적으로도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초기 헬리데크 모델 해석에서 보강재에 많이 집중되

던 응력이, 개선된 모델에서는 다른 부재로 많이 분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빔 모델 해석과 유한

요소해석을 통한 매개변수연구 방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헬리데

크 설계시 활용한다면, 적정 강도를 가지면서 강재 절감을 유도

할 수 있는 헬리데크를 제작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Table 9 Maximum stress of optimized helideck

Structural 
Member


[MPa]

max [MPa]

Initial Optimization

Deck Plate

315

75 123

Stiffener 303 304

Girder 205 285

Truss 69 154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해석을 기반으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을 이용한 헬리데크의 매개변수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헬리데

크의 초기 형상을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한 후, 매개변수 연구

를 통해 도출한 최적의 제원을 기존 헬리데크에 적용하여 그 결

과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헬리콥터의 구체적인 사고사례를 통해, 헬리데크와의 직

접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에 한 위험도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헬리콥터의 비상착륙상황에 한 헬리데

크의 구조적 응답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헬리데크의 구조해석을 

통해, 비상착륙조건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보강재를 제외한 타 부재에서는 허용응

력보다 현저히 낮은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3) 바퀴 하중의 위치에 따른 보강재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보강재의 최 응력은 판이나 보강재의 중앙이 아닌 판-보강재

의 이음부 안쪽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4) 하부구조의 매개변수연구 과정에서, 거더의 깊이가 증가

할수록 하부구조에 작용하는 응력이 크게 줄어듦이 확인되었고, 

초기 형상만으로도 착륙하중 비 충분한 강도를 보여 깊이의 

감소를 기 할 수 있었다. 반면, 트러스가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하부 트러스 구조에 

한 보강을 재고할 수 있었다.

(5)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충분한 강도

를 가지면서 약 24%의 강재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헬리데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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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과정은 기존 헬리데크에서 보

강이 필요한 부재를 찾거나 경제적인 헬리데크를 설계함에 있

어 그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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