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복원성은 어떠한 형태의 선박이던지 가장 필수적인 요구

조건 중 하나이다. IMO의 IS Code 개정작업으로 비손상 복
원성 기준을 통합하였고 강제요건은 Part A, 해양구조물 등 
특정 선박에 대한 권고 기준은 Part B로 구분하였다. MSC 
85차 회의에서 2008 IS Code 채택과 함께 SOLAS 2-1장 제 
5규칙 개정으로 IS Code Part A가 강제화 되었다. 그러나 현
재의 비손상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인데도 불구하고 동
적복원력 문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동적복원력 문
제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SDC 4, 2016.11) 아래와 같이 다
섯 종류의 복원력 손실 모드를 식별하고 각 모드별로 단계별 
복원성 기준을 개발 중에 있다.

(1) Parametric Roll
(2) Pure Loss of Stability
(3) Surf-riding/Broaching-to
(4) Dead Ship Condition(Beam Sea)
(5) Excessive Acceleration
상기 복원성 모드의 적용 순서는 Fig. 1 같이 SLF 53차 회의 

에서 논의 되었다. 현재 손실모드의 DA(Direct assessment), 
OG(Operational guideline)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SDC 6차
(2020년 예상) 회의까지 최종 기준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
다. 본 논문에서는 손실모드 5가지의 Level 1,2 의 물리적 배경, 

Fig. 1 Multi-tiered Approach for the Second Generation 
Intact Stability Criteria(SLF53/WP.4 Annex3)

수식, 당사에서 건조된 선박의 예시 계산을 통해 2세대 비손
상 복원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복원성 손실 모드의 물리적 배경
2.1 Parametric Roll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이 파도를 만나게 되면, 선체의 
잠기는 부분에 변화가 발생한다. 만일 선박의 길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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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을 가지는 파도를 만나게 되면, 선체의 잠긴 부분의 변
화는 특히 중요하게 된다. 

한 가지 예로써, 파저가 선체의 중앙부에 위치할 때, Fig. 
2과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박의 
경우, 선수 구역의 수면 위 부분은 bow flare 때문에 일반적
으로 폭이 넓다. Bow flare는 Spray와 Green water로부터 선
박을 보호하고, 또한 갑판 위에 추가적인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Bow flare는 선수 위 부분이 부
분적으로 잠기었을 때, 수선면이 넓어지도록 만들게 된다. 

또한, 선미 구역의 수면 위 부분은 일반적으로 폭이 넓다. 
화물 적재 공간을 제외하고, 이 구역은 steering machinery 
room이 위치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선미 위 부분이 잠기
게 되면, 수선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선수와 선미 구역과는 달리, 대부분 선박의 중앙부는 거의 
평행하다. 이것은 흘수가 변할지라도 수선면의 폭 변화는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부에 파저가 위치
할 때, 중앙부에서의 흘수는 낮아지지만, 수선면은 거의 변
화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파저가 중앙부 부근에 위치할 
경우, 전체적인 수선면 면적을 증가하게 된다(Fig. 2).

반대로 파정이 중앙부에 위치할 경우, 상황은 급격하게 변
하게 된다(Fig. 3). 선수 수면 아래 부분은 일반적으로 특히 
흘수선 근처의 폭이 좁으며, Bulbous bow 조차 bow flare와 
비교하였을 때 폭이 좁다. 이렇게 폭이 좁은 이유는 저항 성
능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이다. 선박 길이에 해당하는 파
도의 파정이 중앙부에 위치할 경우, 파저는 선수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선면이 줄어들게 된다. 

선미 구역의 수면 아래 부분은 선속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
하여, 추진체에 충분한 유체를 유입시키기 위해 폭이 매우 
좁다. 파정이 중앙부에 위치한 경우, 다른 파저는 선미 부근
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선미 구역의 수선면이 줄어들게 된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부는 수선면의 면적이 거의 변
화하지 않고, Fig. 3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선면 면적이 감소
하게 된다. 

(a) (b)
Fig. 2 Changes in Hull Geometry when a wave trough 

is amidships (a) 3D View (b) waterplane

(a) (b)
Fig. 3 Changes in Hull Geometry when a wave crest is 

amidships (a) 3D View (b) waterplane

유체 정역학 관점에서, 수선면 면적은 선체 복원성에 중요
한 인자이다. 만일 수선면 면적이 감소한다면, GZ 곡선 역시 
감소하게 된다(Fig. 4). 

Parametric roll은 Fig. 5와 같이 특정 주기 (횡동요 주기의 
1/2)를 가지고 발생하는 주기적인 복원성 변화에 의해 야기
된다. 

만일 선박이 중앙부에 파저가 위치할 경우 기울여진다면, 
증가된 복원력으로 인하여, 강한 복원 모멘트를 가지게 된
다. 선박은 다시 정 위치로 돌아옴으로써, 증가된 복원력으
로부터 추가적인 복원 모멘트를 가지기 때문에, 선박의 횡동
요 속도는 커지게 된다. 만일 그때에, 파정이 중앙부에 위치
한다면, 복원력은 감소하고 커진 횡동요 속도와 적어진 경사
에 대한 저항력 때문에, 선박은 처음 기울어진 각도 이상으로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만일 선박이

Fig. 4 Stability Corresponding to Waterplane Changes 
on the Wave Trough(Top) and the Wave Crest 
(Bottom)

Fig. 5 Development of Parametric Roll Resonance 
(Parametric Roll)

Fig. 6 Development of Parametric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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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횡동요 각도에 도달했을 때, 중앙부에 파저가 위치한다
면, 복원력은 다시 증가하고 앞서 설명한 현상이 다시 발생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횡동요 주기 동안에 2개의 파
도가 지나가게 되고, 이것은 횡동요 주기가 파 주기의 약 2
배인 것을 의미한다(Fig. 6). 

2.2 Pure Loss of Stability 
파도에 의한 복원력 변화는 Parametric roll 뿐만 아니라, 

Pure loss of stability라는 복원성 상실 모드에 대한 물리적인 
근거가 된다. Pure loss of stability의 동역학은 Parametric 
roll과 차이를 보이지만, 수선면 면적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
은 매우 유사하다. Pure loss of stability에 의해 발생하는 복
원성 상실의 발달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는 Fig. 7와 같다. 

선박은 following se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를 가
지고 항해하고 있는 동안, 큰 파도가 선미로부터 접근하고 
있다. 만일 큰 파도의 속도가 선속보다 약간 클 경우에, 큰 
파도가 선박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이 
때, 큰 파도의 파정이 선박의 중앙부에 위치한다면, 선박의 
복원성은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 또한, 파도의 속도는 선
박의 속도에 비하여 약간 크기 때문에, 크게 기울어지거나 
뒤집어지기까지 할 수 있는 복원성이 감소되는 조건이 충분
히 길 것이다. 만일 선박이 이미 아주 많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복원성을 다시 얻어 점점 
정 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Fig. 7 Possible Scenario for the Development of Pure 
Loss of Stability 

2.3 Broaching-to and Surf-Riding
Broaching-to는 반대 방향으로 조종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

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걷잡을 수 없이 통제 불능한 
회전을 의미한다. 다른 급커브와 마찬가지로, broaching-to는 
빈번하게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인 복원성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큰 경사각을 동반한다. Broaching-to는 following 

and stern-quartering seas에서 발생한다. 
Surf-riding은 대개 broaching-to에 앞서 발생한다. 

Surf-riding은 선미로부터 접근하는 파도가 선박을 포획하고, 
파도의 속도로 선박을 가속시킬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선박은 
surf-riding 상황에서 방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이는 
broaching-to라고 정의된 통제 불능한 회전이 발생하게 한다. 

그러므로, surf-riding의 발생 가능성은 broaching-to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Surf-riding이 발
생하기 위하여, 파장은 선박 길이의 0.75~2.0 사이에 있어야
만 하고, 선속은 파도의 속도의 약 75% 정도 이어야만 한다. 
큰 선박은 선박 길이의 0.75~2.0 에 해당하는 파도는 대개 선
박의 속도와 비교하여 매우 빠르기 때문에, surf-ride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길고 가파른 파도는 거의 드물다. 

예를 들어, 선박 길이와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속도 30노
트인 파도와 정수 중에서 20노트에 해당하는 추력을 내도록 
설정된 선박을 가정해보자(Fig. 8). 파도가 선박을 앞지를 
때, 축 방향의 파력은 길이방향의 왕복 운동을 야기시키도록 
선박을 앞 뒤로 밀게 된다. Steady surf-riding 동안에, 선박
의 속도는 파도의 속도와 같다. 30노트인 파도의 속도로 선
박을 움직이기 위한 추력은 충분하지 않고, 20노트에 해당하
는 추력과 높은 파도의 속도에서 선박의 저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Fig. 8에서처럼 축 방향의 파력은 이러한 차이를 
보상하기에는 너무 작으므로 surf-riding은 이론적으로 이러
한 속도 조건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선박의 추력을 22노트에 해당하도록 증가시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추력과 높은 파도의 속도에서의 저항과의 차
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속도에서, 축 방향의 파력은 이
러한 차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고 선박이 파도의 앞부분 특
정 위치에 존재한다면, 이론적으로 surf-riding은 가능하게 
된다(Fig. 9). 선박은 파저 부근의 앞 쪽 경사면에 위치하였
을 때, surf-riding은 (Fig. 9의 검은 점) stable equilibrium에 
있지만, (Fig. 9의 하얀 점) 파정 부근에서는 불안정한 상태
이다.

여기에는 surf-riding과 surging이라는 두 가지의 가능한 
운동 모드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운동모드는 파장과 선박
의 순간적인 속도에 따른 선박의 위치에 따라 발생한다. 
Surf-riding을 관찰하기 위하여, 선박은 stable equilibrium

Fig. 8 Surging in Following Waves. Surf-Riding i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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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있어야만 하고, 충분한 순간적인 속도를 가져야만 한
다. 첫 번째 한계점은 특정한 조건하에서 surf-riding이 가능
하게 할 수 있는 추력에 해당한다. 

선박의 추력을 25노트까지 좀더 증가시켜보자. 선박의 추
력과 높은 파도의 속도에서의 저항 사이의 차이는 좀 더 줄
어들 것이다. 여기서는, 축 방향의 힘은 파도의 앞 면을 따라 
어느 위치에서나 surf-riding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
므로 surging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surf-riding만 발생한다
(Fig. 10).

두 번째 한계점은 surging은 발생하지 않고, 파도와 순간
적인 속도에 따라 어느 위치에서나 필연적으로 surf-riding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된 속도에 해당한다. 둘 다 속도 한계
점은 파장과 파도의 기울기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해상 경로에서는 파도는 무작위의 형상 가지고 이러한 한계
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사용
될 수 있다. 첫 번째 한계점인 추력은 쉽게 초과하지만, 
surf-riding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파도의 특정 위치에 위치할 
때 순간적인 속도는 충분하게 증가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현상의 동시 발생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만들어질 기준
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두 번째 한계점인 
발생 가능 속도를 기준을 정하는 데에 사용하여야만 한다.

Fig. 9 Both Surging and Surf-Riding are possible, depending 
on position of wave and instantaneous speed

Fig. 10 Surging is not possible – Surf-riding is the only 
option

일단 두 번째 한계점을 초과한다면, 이러한 특정한 파도에 
대해 surf-riding은 반드시 발생한다.

2.4 Dead Ship Conditions
조선 기사들은 황천에서 선박이 동력을 잃었을 때,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선체의 중앙부에 상
부구조물을 가지는 선박의 전형적인 특징은 풍압 면적이 거
의 대칭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바람과 파도의 악영향을 
최대화시키는 dead ship condition에서 선박을 beam sea 
위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Dead ship condition은 (Res. A562(14))1985년 IMO에 
의해 채택되었던, “weather criterion”으로 알려진 심각한 바
람-횡경사 기준에 물리적 근거로 도입된 복원성 상실의 첫 
번째 모드이었고, 지금은 2008 IS Code, Part A의 Sec. 2.3
에 구현되어 있다. Weather criterion의 시나리오는 Fig. 11
에 보여주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파도의 영향하에서 횡동요하고 마찬가지로 
바람 영향에 의해 경사지고 떠밀리는 상황에서 선박이 동력을 
잃고 횡파를 맞는다고 가정하였다. 경사지면서 떠밀리는 것은 
wind aerodynamic force와 선박의 횡방향 운동에 의해 야기되
는 hydrodynamic force의 동시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갑자기 긴 돌풍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최악의 
가능한 순간은 선박이 최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각도에서 
횡동요하고 있으면서, 파도의 영향에 추가로 바람까지 영향
을 주는 때이다. 강화된 바람은 drift velocity를 증가시키고 
이는 hydrodynamic drift reaction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
므로 aerodynamic과 hydrodynamic forces에 의해 경사 모
멘트가 증가하게 된다. 

Fig. 11 Scenario of stability failure in dead ship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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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이 선박을 다른 방향으로 완전하게 횡동요할 수 있도
록 충분히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바람을 맞는 반대편 
쪽의 횡동요 각도가 기준의 근거가 된다. 바람이 부는 반대
편의 횡동요 각도가 너무 크거나, 어느 opening이 침수될 수 
있다면, 선박의 복원성은 불충분하다고 간주하게 된다.

2.5 Excessive Acceleration 
Excessive acceleration은 복원성(GM)이 좋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횡동요 주기(T)값이 작아지면서 빠른 주
기로 횡동요를 반복하여, 선박 상부의 가속도로 인한 선원 
및 여객의 안전, 화물의 고박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검토하
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3. 2세대 비손상 복원성 기준
3.1 Pure loss of Stability

프루드 수 Fn ; (Froude number=  )이  0.24 이상
의 경우에는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 해야 한다.

Level 1은 선박길이(L)에 따라 정의된 파장(L)과 파고(H = 
L*SW,  SW = 0.0334)가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10등분한 위
치에 파정이 위치하였을 때 최저 GM이 0.05m 이상 이어야 
한다.

Level 1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Level 2를 적용한다. Level 
2는 CR1, CR2 두가지로 나뉘며 이 중, 큰 값이 0.06 이하 
여야 한다.
CR1 = Σi  

N  WiC1i = Weighted criterion 1 (1)
CR2 =  Σi  

N  WiC2i = Weighted criterion 2 (2)
Wi는 Table 1에서 보여주는 Scatter diagram이나, 이와 

유사한 형식의 주관청의 인가를 받은 table에서 계산된 가중
치이다. 파의 주기에 따른 파의 발생 확률을 나타낸다.

C1i Vanishing angle이 30degree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0 미만의 경우 1로 계산된다.

C2i Heeling lever(RPL3)에 의한 Heeling angle이 25 
degree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C2는 0, 미만 경우는 1이
다. 여기서 RPL3 = 8(Hi/λ)dFn2으로 정의되었다. 

Hi = 3% largest effective wave height  
λ = L 선박길이
d = Draft
Fn =  

선박의 길이와 속도에 대한 factor를 사용하여 선속이 빠
르고 길이가 짧은 선박일수록(Fn이 클 수록) 불리한 하다. 

3.2 Parametric rolling 
Parametric roll Level 1의 Requirement(RPR)는 만재흘수에

서의 중앙단면계수 Cm 과 Bilge Keel Area(Ak)에 의해 아래
와 같이 계산된다. 
RPR = 18.87, sharp bilge 인 경우,

= 0.17 + 0.425 

  Cm ≥ 0.96 인 경우,
= 0.17 + (10.625 × Cm - 0.9775) 

 
             0.94 < Cm < 0.96 인 경우,
= 0.17 + 0.2125

  Cm ≤ 0.94 인 경우,



 는 4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계산된 RPR보다 ΔGM1을 정수 중에서 메타센터 높이 
(GMc)로 나눈 값이 수식 (3)과 같이 작아야 한다. ΔGM1은 
선박의 길이에 따라 정의되는 파가 선박을 지나가며 변화하
는 최대, 최소 GM 차의 절반으로 계산된다.

∆


≤  (4)

Table 1 Probability of sea-states in the North Atlantic described as occurrence per 100000 observations. Derived
from BMT’s Global Wa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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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요구 사항은 C1 또는 C2가 0.06 (Requirement 
RPRO) 보다 작아야 한다. 

C1은 위 식 (4) 과 유사하게 결정되나, Table 2와 같이 정
의된 16가지의 wave case가 선박을 지나가는 동안의 GM 
변화량의1/2(ㅿGM(Hi, λi)과 이와 동일한 파가 지나가는 동
안의 최소 GM(GM(Hi, λi)) 의 비가 식 (3) RPR보다 작을 경우 
0, 그렇지 않을 경우 1의 값을 가진다. 또한 GM(Hi, λi)이 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값은 각 파의 Weighting factor와 곱으로 각각의 파에 
대한 계수로 표현된다. 이 값들의 합이 0.06 이하가 되어야 
한다.

 
Table 2 Wave case (표 입력했습니다. 확인요망)

Wave case 
number

Weight


Wave length 


Wave height 


1 0.000013 22.574 0.350
2 0.001654 37.316 0.495
3 0.020912 55.743 0.857
4 0.092799 77.857 1.295
5 0.199218 103.655 1.732
6 0.248788 133.139 2.205
7 0.208699 166.309 2.697
8 0.128984 203.164 3.176
9 0.062446 243.705 3.625
10 0.024790 287.931 4.040
11 0.008367 335.843 4.421
12 0.002473 387.440 4.769
13 0.000658 442.723 5.097
14 0.000158 501.691 5.370
15 0.000034 564.345 5.621
16 0.000007 630.684 5.950

C2는 아래의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5)

C2h(Fni) = ∑i  
N WiCi속도가 Vi인 선수 파 이며, C2f(Fni) 

= ∑i  
N WiCi는 속도가 Vi인 선미 파 이다. Vi = Vs Ki, 선박

의 Vs와 Ki 아래 table 3으로 결정된다. 
 (표 입력했습니다. 확인요망)
Table 3 Corresponding speed factor, Ki

 

1 1.0
2 0.866
3 0.50

3.3 The surf-riding/broaching
Level 1 을 선박의 길이 L > 200 또는  Fn ≤ 0.3,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Level 1을 만족한다. 선박의 길이가 짧고 선속
이 빠를 경우에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당사 건조 선박 중, Fn 
0.3이상은 없어 Level 1은 모두 만족하여 Level 2 관련 검토는 
제외하였다. Level 2에 대한 설명은 SDC 2/WP.4 Development 
of second generation intact stability criteria Annex 3 참조. 

3.4 The dead ship stability failure mode
IS Code의 Part A Section 2.3의 whether criterion을 만족

하면 Level 1을 만족한다. 단, 아래 그림의 Area a 의 결정 기
준인 Φ1 계산의 factor s값이 아래 table 4 와 같이 변경된다 
  × ×  ×  × ×  deg (6)

s 값이 세분화되고 감소 됨에 따라 기존의 weather 
criteria와 조금 다르지만 Area a 가 오히려 감소되어 현재 당
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Level 1 (b/a>1)을 모두 만족하리
라 예상 된다.
Table 4 Values of wave steepness factor, s

T s
≤ 6 0.100
7 0.098
8 0.093
12 0.065
14 0.053
16 0.044
18 0.038

≥ 20 0.035
⇩

Rolling Period. T(s) Wave steepness factor. s
≤ 6 0.100
7 0.098
8 0.093
12 0.065
14 0.053
16 0.044
18 0.038
20 0.032
22 0.028
24 0.025
26 0.023
28 0.021

≥ 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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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GZ curve of weather criteria
Level 2는 현재 선박이 모두 Level 1을 만족하도록 되어있

기 때문에 검토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SDC3/INF.10 
Annex 1참조.

3.5 Excessive acceleration failure mode
본 복원성 손실모드의 적용 대상은 모든 Loading condition

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이 있을 수 있는 최고 높은 장소의 높
이가 수선면에서 선폭의 70%길이 보다 위에 있을 경우와 
Metacentric height 가 선폭의 8%가 넘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Level 1을 검토 해야 한다. Level 1은 아래와 같이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7)

φ = characteristic roll amplitude (rad)=4.43 rs /δφ0.5;
r = non-dimensional effective wave slope 

=


 






  

K1 = g  T2 (T + T I  - 1 / I ) / 4 Π2);
K2 = g T T2 ( - cos B ) / (4 Π2);
OG = KG - d;
F =  (T-1 / I );
 = sin(B ) / B ;
T = exp (-I ) / I ;
B  = 2 Π2 B / (g T2);
I  = 4 Π2 CB d / (g T2);
S  = Wave stiffness factor, Table 4
δφ = non-dimensional logarithmic decrement of roll decay 

= 44/15, sharp bilge 인 경우,
= 4/15 + 2/3 (100 Ak / (L B)), Cm ≥ 0.96 인 경우,
= 4/15 + 1/3 (1 + 50 (Cm – 0.94)) (100 Ak / (L B)),

0.94 < Cm < 0.96 인 경우
= 4/15 + 1/3 (100 Ak / (L B)), 

Cm ≤ 0.94, and (100 Ak / (L B)) 인 경우,
최대 4를 넘지 않아야 한다.

kL = 1.125 – 0.625 x/L, x < 0.2 L 인 경우,
= 1.0, 0.2 L < x < 0.65L인 경우,
= 0.527 + 0.727 x /L, x > 0.65 L 인 경우;

x = 승객이나 승무원의 x방향 거리.
g = 9.81 m/s2.
h = roll 축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의 높이.
T = rolling period는 IS Code Part A의 주기

=  

×  × 


C = 0.373 + 0.023(B/d) - 0.043(Lwl/100)..

Level 2의 경우 식 (8)와 같다.
C < REA2 (8) 
REA2 = [0.001] [0.0281 or above] [0.043 or above]

 
  





Wi = short-term environmental wave condition
(Scatter diagram)에서 얻어지는 Weighing factor

N = the number of wave conditions 
Ci = the short-term excessive acceleration condition 

stability failure index = exp[-R22 / (2 σLAi2)];
R2 = [9.81] m/s2;
σLAi = beam sea, zero speed에서 lateral acceleratio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Rad/S)

상기 식은 GM과 Roll moment of inertia, damping coefficient, 
kL(승선원의 위치)와 관련된 계산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SDC3/INF.10 Annex 2 참조.

4. 실적선 계산
SDC 2,3차 회의에서 확정된 5가지 비손상 복원성 손실 

모드의 Criteria를 실적선 대상으로 검토하여 설계 변경 필요 
여부확인 및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계산하였다. 계산은 
NAPA에서 제공한 SGIS Manager를 사용하였다.

예시로 선정된 선박의 Table 5와 같이 5척이다. 
 
Table 5 Example vessels

선박 LBP[m] Breadth[m] Depth[m]
Tanker 210.0 38.0 19.3

 9300TEU Container 285.4 48.2 27.2
13000TEU Container 349.8 48.4 29.9

LNGBV 113.1 19.4 10.9
Con-Ro 220.0 37.5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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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선종 별
로 검토 한 결과 아래 Table과 같이 모든 선종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Container선이 Parametric roll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만약 Parametric roll이 criteria를 넘을 경우, 
bilge keel 면적을 늘이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규정의 제한이 있고 설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
능한 정도를 확인하여 설계 반영이 필요하다.  
1) Tanker / Scantling draft loading condition.

Level 1 Level 2
Parametric Roll OK

(R 0.342 > A 0.051) -
Pure Loss of 

Stability
OK

(R 0.240 > A 0.154) -
Surf-Riding/
Broaching

OK
(R 0.300 > A 0.154) -

*R=Requirement > A=Attained value à OK

2) 9300TEU Container / Scantling draft loading condition.
Level 1 Level 2

Parametric
Roll

NOT MET
(R 0.335 < A 0.839)

NOT MET
(R 0.06 <
A 0.098)

OK
(R 0.06 >
A 0.000)

Pure Loss of
Stability

OK
(R 0.240 > A 0.202) -

Surf-Riding/
Broaching

OK
(R 0.300 > A 0.202) -

*R=Requirement > A=Attained value à OK

3) 13000TEU Container / Scantling draft loading condition.
Level 1 Level 2

Parametric Roll NOT MET
(R 0.368 < A 0.656)

OK
(R 0.060 > A 0.036)

Pure Loss of
Stability

OK
(R 0.240 > A 0.221) -

Surf-Riding/
Broaching

OK
(R 0.300 > A 0.221) -

*R=Requirement > A=Attained value à OK
4) LNGBV / Scantling draft loading condition

Level 1 Level 2
Parametric Roll OK

(R 0.512 > A 0.447) -
Pure Loss of 

Stability
OK

(R 0.240 > A 0.201) -
Surf-Riding/
Broaching

OK
(R 0.300 > A 0.201) -

*R=Requirement > A=Attained value à OK
5) Con-Ro / Scantling draft loading condition.

Level 1 Level 2
Parametric Roll OK

(R 0.436 > A 0.375) -
Pure Loss of 

Stability
OK

(R 0.240 > A 0.238) -
Surf-Riding/
Broaching

OK
(R 0.240 > A 0.238) -

*R=Requirement > A=Attained value à OK
모든 Condition에서 검토해야 하나, 아래 노란 셀 (낮은 Draft) 에서 취약함을 보여 Ballast condition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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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DC 3차 회의에서 논의된 2가지 Criteria 기준 Dead 
Ship condition 및 Excessive Acceleration에 취약한 9300 
TEU Container 선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Level 1 (1<a/b) Level 2 (A<0.04)
Dead Ship 
Condition OK (2.68838) OK (0.00232)

Excessive acceleration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Level 1 Level 2
BALLAST 

CONDITION
OK

(R 5.300> A 1.216) -

DESIGN DRAFT OK
(R 5.300> A 1.210) -

SCANTLING 
DRAFT.

OK
(R 1.000> A 0.000)

5. 결 론
예시로 검토된 선박들은 현재까지 개발된 손실 모드의 요

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Pure Loss of Stability, Parametric Roll, Surf-riding/ 

Broaching-to는 선박의 길이와 속도(Froude number) 에 따
라 Requirement 값이 변동되어 선박의 길이가 짧고 속도가 
빠를수록 만족하기 어렵다 Fn를 Level 1 Criteria로 갖는 
Pure loss of stability (Fn<0.24) 와 Surf-Riding/Broaching 
(0.3<Fn) 의 경우 Level 1 의 Fn 이상되는 당사 실적선 없었
다. Parametric Roll의 경우 Level 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Container ship에서 발생하였으나 Level 2를 만족하였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선박은 Loading condition을 변경 검
토 후, Bilge keel area를 확장하여 Criteria 확인 이 필요하
며, 최종 적으로 선형 변경 검토가 필요 하다. 

Dead Ship Condition의 경우, 기존 Weather criteria와 유
사하여, 당사 건조 중인 선박 모두 Criteria를 만족하였다.

Excessive acceleration은 선원이나, 여객이 있는 장소의 
위치가 높을수록 가속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또한 

container선이 취약하나 예시로 계산된 선박은 만족하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향후, Second generation intact stability는 각 손실모드의 
Direct assessment와 Operational guide line 개발 완료하여 
2020년 IS Code Part B에 추가될 예정이다. Part B는 강제
사항은 아니나, 선속이 빠른 선박의 경우 선주의 요구에 따
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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