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에는 20,000 TEU급 이상의, 

멤브레인형 LNG선박은 180K CBM급 이상의, 그리고 
LNG-FSRU LNG-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도 170K CBM 이상의 크기로 선주사의 발주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이들 선박의 정박과 예인에 필요한 계류장비

(mooring fitting)들도 대용량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ISO 및 KR선급에 등록된 표준 계류장비의 안전사

용 하중(Safety Working Load, SWL)의 최대값은 143 톤으
로 되어 있어 보다 더 큰 용량의 계류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Fig. 1은 LNG 터미날에 계류중인 선박을 나타낸 것으로 계
류라인에 필요한 장비로는 초크(chock), 볼라드(bollard), 유
니버셜 페어리드(universal fairlea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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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oring at LNG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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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비의 사용 정격 하중은 해상상태, 선박의 흘수와 배
수량 등을 변수로 계산한 의장수(equipment number)에 의하
여 앵커(anchor) 및 체인(chain)이 결정되고, 계류라인의 계
류삭(rope)의 수와 안전 사용 하중(Safe Working Load, 
SWL)을 결정하면 각각의 계류삭의 최소 파단 하중(Minimum 
Breaking Load, MBL)이 결정되게 된다.

2. 계류장비 일반과 관련 규정
2.1 일반

선박을 안전하게 안벽, 부두 그리고 해상 부이(buoy) 등에 
계류하기 위하여 기기 및 장비들이 필요하다. 이들 계류용 
기기와 장비들로는 계류용 윈치(mooring winch)와 캡스탄
(capstan) 같은 기기류와 초크, 페어리더, 가이드 롤러
(guide roller), 볼라드, 비트(bitt) 등과 같은 장비류, 장비들
이 설치되는 시트(seat)와 선체가 해당되며 계류에 사용되는 
계류삭(rope), 체인 및 체인을 선박에 고정하는 스토퍼
(stopper) 등도 포함된다. 계류장비는 그 강도가 증명된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들의 파손시 선박 뿐만 아니라 선박과 
인접한 육상/해상 구조물의 파손을 야기하며 선박에 적재된 화
물유와 연료유의 유출로 인하여 해양 오염도 발생시킬 수 있어 
구조 해석과 시험으로 그 강도를 반드시 증명하여야 한다.

Fig. 2는 계류장비들이 선박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초
크와 볼라드 그리고 계류삭이 배치되어 있다.

Mooring rope

Chock

Bollard

Fig. 2 Arrangement of mooring chock, bollard and rope
그리고 Fig. 3은 유니버셜 페어리드, 데크 스탠드 롤러

(deck stand roller), 윈치 등이 배치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계류장비와  계류삭에 대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계류삭 : 선박이 안벽에 안전하게 묶어 놓기 위한 로프
- 초크 : 선 외측에서 선 내측으로 들어오는 계류삭의 방

향을 전환하게 하는 의장품
- 볼라드 : 계류삭을 선체에 묶어두기 위하여 설치된 의장품
- 페어리드 : 초크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로프의 손

상을 방지하도록 롤러(Roller)와 베어링으로 구성된 의장품

Winch

Roller

Deck Stand 

Roller

Universal

fairlead

Fig. 3 Arrangement of universal fairlead, deck stand roller, 
winch

2.2 관련 규정
선박용 계류장비 설계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선급 규정과 

해운 규정은 다음과 같다.  
- ISO Standard 13713, 13728, 13729, 13733, 13742, 

13755, 13767, 13776, 13795, 13798, 13799 (2012)
- MSC/Circ. 1175 (2005)
- OCIMF (2008)
- IACS UR A2 (2014)
- CSR-H for Bulk Carriers and Oil Tankers (2015)
- DNVGL Ship rules (2015)
- LR Ship rules (2015)

계류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설계에서 고려하지 못
한 동적 하중, 부식과 마모에 두께 감소, 용접과 재료의 불
량, 설계와 강도 평가상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안전계수가 도입된다. Table 1은 MSC/Circ.1175(2015)에서 
정의한 설계하중(design basis load, DBL)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DBL and SWL for mooring fittings (MSC/Circ.1175, 
2015)

DBL=1.251)  MBL2)

1) Safety factor
2) Minimum breaking load (MBL) of the mooring rope is 

normally equal to the safe working load (SWL) of 
mooring equipment.

한편, 초크와 볼라드의 치수(dimension)는 계류삭의 지름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Table 2는 OCIMF(2008), IMO MSC/Circ. 1175(2005) 및 
IACS UR A2(2014) 그리고 각 선급 규정(DNVGL 2015, LR 
2014)으로부터 계류장비의 설계 시 사용하는 설계하중과 허
용응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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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료의 기계적 특성치와 허용응력
계류장비의 파손은 선박이 표류하게 되는 대형 사고로 연

결됨으로 반드시 그 선박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설
치되어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선체도 설계하중에 견디도록 
충분히 하부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3은 계류장비에 사용한 재료의 기계적 특성치를 나
타낸 것이다. Table 4는 구조해석으로부터 나타난 작용응력
으로 구조강도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허용응력을 정의한 
것이다. 공칭응력(nominal stress)에 대하여는 ISO(2012), 
OCIMF(2008), 선급 규정(DNGGL Ship Rule 2015, LR Ship 
Rule 2014)으로, 미소 격자 크기의 요소에 대하여는 
DNVGL-OSC102(2015)와 CSR-H(2015)를 기준으로 선정
하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terial mechanics
Mooring 

equipment Material Yield stress (MPa) Remarks

Closed 
chock, 
bollard, 
universal 
fairlead

SS400 235
SCW480 275 KS D 4106

HT36 355 　

SM490A

325 
 for thickness≤16mm

315 
for 

16mm≤thickness≤40mm
295 
for 

40mm≤thickness≤75mm

JIS G 3106,
KS D 3515

SM45C 345 MPa 　

Table 4 Allowable stress
Nominal 50mmx50mm(mesh size)

Normal or equivalent Shear Equivalent
0.85 σy 0.6 σy 1.36 σy

3. 160톤 계류장비 해석과 시험
3.1 구조 해석

ISO와 KR선급에 등록된 계류장비의 안전 사용 하중은 
150톤 미만으로 되어 있어 SWL 160톤과 180톤 초크, 볼라
드와 유니버셜 페어리드를 설계하고 구조해석과 시험을 통하
여 강도를 증명하였다. 사용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MSC/ 
NASTRAN(2005)을 사용하였다.

3.1.1 구조해석 모델 구성과 경계조건 
구조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계류

장비들의 형상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요소의 크기는 
50mmx50mm 로 미세 격자 모델(fine meshed model)로 구
성하였으며 Fig. 4~6에 나타내었다. 

구조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는 계류 장비들의 최하단이 
선체에 용접하여 연결한다고 가정하여 6자유도를 모두 구속
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에서 계류장비에 설치된 계류삭이 하중을 
받을 때 접촉하여 나타나는 작용 하중은 KOMERI(2008)을 
참조하여 Fig. 7과 같이 적용하였다. 여기서, 로프와 계류장
비 사이의 마찰은 무시하였다.

Table 2 Design load and allowable stress for the mooring fittings and hull structures 
Related rule Design load Allowable stress

OCIMF
(2008)

In case of double bollards 
Design load = 2.0xBreaking strength of mooring line

Equivalent stress=85% of σy1)In case of single bollard
Design load = 1.0xBreaking strength of mooring line
In case of closed chock 
Design load = 2sin(e/2)2)xBreaking strength of mooring line

MSC/Circ.1175 
(2005)

Design Load = 1.25xMBL
(Breaking Strength Load of Mooring Rope)

For supporting hull structure, 
- Normal stress =1.0 σy
- Shear stress = 0.6 σy

IACS UR A2
(2004) Same to MSC/Circ.1175 Same to MSC/Circ.1175

DNVGL
(2015) Same to MSC/Circ.1175

For fittings and all supporting structure, 
- Normal stress = 1.0 σy 
- Shear stress = 0.6 σy 

LR (2015) Same to MSC/Circ.1175 Same to DNV 
1) σy : Specified minimum yield stress 
2) e : Angle of moor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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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closed chock with seat

Fig. 5 Finite element model of bollard

Fig. 6 Finite element model of universal fairlead

Fig. 7 Vector synthetic method for applying the rope loads

3.1.2 설계 하중 작용 
유한요소 해석에서 계류장비에 계류삭이 설치되는 각도를 

초크에 대하여는 Table 5에, 볼라드에 대하여는 Table 6에, 
유니버셜 페어리드에 대하여는 Table 7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는 선급 규정과 해운 규정들 중 계류장비들의 안전을 위
하여 가장 보수적인 측면에서 선정하였다.
Table 5 Load cases of the closed chock

Table 6 Load cases of the bollard

Table 7 Load cases of the universal fairlead

3.1.3 강도 평가와 재질 변경
미소 격자 모델로 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작용응

력은 각 판 요소의 중앙부에서 굽힘응력(bending stress)을 
제외한 막응력(membrane stress)로 구성된 von-Mises 등가
응력(equivalent stress)을 추출하고 Table 4에 정의한 허용
응력과 비교하여 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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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초크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로, 계류삭이 횡
방향, 수직 하방향,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할 때 나타난 등가
응력을 Table 4에 제시한 허용응력과 비교하였으며 모두 허
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FEA results of closed chock having SWL 160 tons 
capacity 

Fig. 9는 볼라드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로, 계류삭이 
볼라드의 기둥 윗부분과 아래부분에 작용할 때 나타난 등가
응력을 Table 4에 제시한 허용응력과 비교하였으며 모두 허
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FEA results of bollard having SWL 160 tons capacity
Fig. 10과 11은 각각 SWL 160톤과 180톤 유니버셜 페어리드

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계류삭이 수직롤러의 좌측으로 
작용할 때와 아래부분의 가이드에 작용할 때 그리고 수평롤러에 
작용할 때 나타난 등가응력을 Table 4에 제시한 허용응력과 
비교하였으며 모두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10 FEA results of universal fairlead having SWL 160 
tons capacity

Fig. 11 FEA results of universal fairlead having SWL 160 
tons capacity

Table 8~10은 각각 150톤이하의 계류장비와 개발한 160
톤과 180톤 계류장비에 사용한 재료를 비교한 것이다. 연강
(Mild steel)을 HT 36강으로 변경함으로써 설계하중 증가에 
따른 허용응력 기준을 향상시켰다.

Table 8 Material properties of chock 
Chock Seat (A type)

Less than 
150tons capacity

160 &
180 tons

Less than 
150tons capacity

160 & 
180 tons

SCW480 SCW480 SS400  HT36

Table 9 Material properties of bollard
Less than 150 tons capacity 160 & 180 tons
Steel Plate Pipe Steel Plate

SS400 STPG410 HT36

Table 10 Material properties of universal fairlead
Less than 150 tons capacity 160 &180 tons

Axle Roller Frame & 
Seat Axle Roller Frame 

& Seat
SM45C SM490A, 

SM490B SS400 SM45C SM490A, 
SM490B HT36

3.2 실물 시험
3.1절에서 수행한 관련 도면과 구조해석 결과로 볼라드와 

유니버셜 페어리드를 제작하고 사용한 재료와 구조부재 치수 
그리고 용접 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에 대하여 선급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다. 시험 하중조건
은 구조해석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하였으며 선급 입회 하
에 시험을 수행한 후 자분 탐상 검사(magnetic particle 
examination)을 수행하여 계류장비의 모든 부재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특히 해석 결과로부터 취약한 부위로 나타난 곳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구조의 안전성을 점검하였다. 

3.2.1 볼라드 
SWL 160 톤인 볼라드에 대하여 설계하중 200 톤으로 시

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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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시험을 수행한 볼라드의 하중작용 방향과 배치 
그리고 계측 수행, 계측 후 비파괴 검사를 하는 모습을 나타
낸 것이다. 설계하중으로 시험을 수행한 후 용접부의 균열과 
구조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파손도 발견되지 
않았다.

(a) Arrangement

(b) Measurement

(c)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Fig. 12 Test for bollard 

3.2.3 유니버셜 페어리드 
SWL 160톤인 유니버셜 페어리드에 대하여 설계하중 200 

톤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13은 시험을 수행한 유니버셜 페어리드의 하중작용 

방향과 배치 그리고 계측 수행과 계측 후 모습을 나타낸 것이
다. 설계하중으로 시험을 수행한 후 용접부의 균열과 구조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파손도 발견되지 않았다.

(a) Arrangement

(b) Measurement

(c) Shape after test is conducted
Fig. 13 Test for universal fairlead 

4. 결 론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FSRU의 등장으로 이들 선

박에 부착할 수 있는 계류장비들이 IMO표준에 등재되어 있
지 않아  대용량 SWL 160톤과 180톤 초크, 볼라드 그리고 
유니버셜 페어리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급 
및 해운 규정들을 검토하고 기존 사용중인 계류장비들을 대
용량에 견디도록 설계 변경을 수행하였다. 계류장비들의 구
조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강도 
증명을 위하여 선급 입회하에 실물 시험도 수행하여 구조 안
전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180톤 이하의 선
박용 뿐만 아니라 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200톤과 250톤용 
계류장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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