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 부유식 원유 저장설비)와 같은 거대한 해양구조물을 안
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항복강도, 좌굴/최종강도, 피로/
파괴강도, 충돌강도, 충격강도 등을 기준으로 구조물에 강도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본 논문은 이들 항목 중 좌굴 강도평
가 업무를 수행할 때 설계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
발한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즉, 해양 설계 코드인 DNV- 
RP-C201(2006)을 사용하여 판과 보강판에 대한 좌굴강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MSC/PATRAN(2009)을 기반으로 
구동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시스템 구축하여 현
대중공업에서 수주하여 건조한 원통형 골리앗 FPSO(Fig. 1 
참조 )에 적용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Fig.1 Cylinder-shaped ENI’s Goliat F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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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심해 유전개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FPSO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6년 브라질 페트로브
라스사로부터 수주한 2척의 FPSO 공사를 시작으로, 프랑스 
토탈(Total)사, 미국 엑슨모빌(Exxon Mobil)사, 영국 BP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총 10척의 초대형 FPSO를 성공적으로 
건조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0만 배럴 이상의 저장능력을 갖춘 초대형 FPSO에 집중해 
그 동안 전 세계에서 신조로 발주된 초대형 FPSO의 60% 이
상을 건조하여 시장 점유율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FPSO를 설치하는 해역도 브라질 연안과 서아프리카는 물론 
극심한 환경조건으로 알려진 북해에 세계 최대 원통형 골리
앗 FPSO를 2015년 ENI사에, 2016년에는 Q204 FPSO를 
2006년 BP사에 각각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2009년에
는 1600톤 크레인 2기를 설치한 세계최초의 FPSO 전용 도
크를 완공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Fig. 2참조).

Fig. 2 H-dock of HHI yard
원통형 골리앗 FPSO와 같은 대형 해양구조물을 설계할 

때 구조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에서 하중조건과 요소부재의 갯수
가 너무 많아 좌굴강도 검토를 위하여 종래의 수동적 방법인 
엑셀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강도평가를 위하여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J.H. Lee et al.(2009)에 의
하면 현대중공업에서 자체 개발한 판의 좌굴강도 평가 시스
템인 HiBAT(Hyundai Buckling Analysis Tool)은 선급규정
(CSR, GL, DNV, LR, ABS, NK, BV 등)으로 구동하며 선체
구조 설계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FPSO 등 해양구조
물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으로 좌굴강도를 평가하는 부분은 아
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하여 판과 보강판 부재
에 대하여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좌굴강도 평가시스템은 구조해석 전･
후처리 프로그램인 MSC/PATRAN 상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전처리 모듈, 강도평가 모듈, 후처리 모듈로 크
게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신속한 좌굴강도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MSC/PATRAN의 PCL언어를 사용하여 판요소의 생성

과 응력추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판 및 보강판부
재의 좌굴강도 평가를 해양설계 코드 중 하나인 DNV-RP- 
C201(2006)로 평가하는 소스프로그램을 FORTRAN 언어로 
개발하였다. MSC /NASTRAN(2006) 등을 사용하여 구조해
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MSC/PATRAN에 읽어 들여 강도평
가 업무를 수행한다. 

2. DNV-RP-C201 설계 코드
2.1 강도평가 방법

DNV-RP-C201(2006)은 해양구조물의 좌굴강도 설계를 
위한 규정이며 2가지의 강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방법(conventional buckling code)은 DNV Classification 
Note 30.1 “Buckling strength analysis”에 제시하는 설계규
정이다. 이는 2004년도 이후부터 판과 보강판에 대한 좌굴
은 DNV-RP-C201로 이관하였으며 새로운 설계식들을 제시
하였다. 여기는 판부재, 보강판, 거어더 그리고 국부부재의 
좌굴강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PULS buckling code)은 DNV에서 자체 개발
한 준 비선형해석 코드인 “PULS(panel ultimate limit state)
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비선형 판이론을 적용한 것
으로 DNV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다. 

DNV-RP-C201에는 이들 2가지 방법을 선택적 설계기준
(alternative design criteria)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원통형 골리앗 FPSO 설계시, 선주사의 요구에 따라 
보수적인 좌굴강도 평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첫 번째 방법
(conventional buckling code)을 이용하여 좌굴강도 평가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2.2 프로그램 개발 분야
DNV-RP-C201(2006)에서는 판부재, 보강판, 거어더 그리

고 국부부재의 좌굴에 대하여 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판과 보강판의 좌굴에 대한 부분만을 대상으
로 강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거어더의 좌굴강도 평가는 
PATRAN의 유한요소 모델로부터 거어더를 포함한 판 및 보강재
의 기하학적 정보 추출 그리고 해석 결과로부터 응력 추출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구조물에서 좌굴강도를 점검해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어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국부 좌굴강도 평가도 초기 치수 선정시 이미 만족하도
록 구조부재를 설계함으로 제외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강도평가 대상으로 하는 구조부재는 횡하
중을 받는 판(lateral loaded plates), 판의 좌굴(buckling of 
unstiffened plates), 보강판의 좌굴(buckling of stiffened 
plates)만 다루며 DNV-RP-C201에 있는 관련 규정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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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ed design code 
Structure type DNV-RP-C201

Plate under later pressure 5. Lateral loaded plates
Plate 6. Buckling of unstiffened plates
Stiffened plate 7. Buckling of stiffened plates

Fig. 3은 구조물에 있어 부재의 명칭과 판 및 보강판 부재
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Definition of plate and stiffened panel

3. 좌굴강도 평가 프로그램
3.1 종래의 문제점

FPSO와 같은 해양구조물은 구조해석 결과로부터 항복강
도, 좌굴강도, 최종강도, 피로강도 등을 기준으로 강도를 평
가하게 되며, 발주한 선주와 선급에서는 평가 기준과 관련 
설계코드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강도를 점검하고 있다. 
해양구조물들은 기본적으로 판 또는 보강판로 이루어져 있으
며 구조물이 대형일 경우, 점검해야 할 구조부재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수많은 하중조건에 대하여 좌굴강도 검토를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도 검토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사용해오
고 있다. 즉, 해양구조물의 좌굴강도 평가를 위한 계산 전체
과정을 일관화하지 못하여 설계자들의 불편이 클 뿐만 아니
라 계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3.2 강도평가 절차
Fig. 4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좌굴강도 평가 업무를 수행

하는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강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입력자료 준비 작업이 필

요하다. 즉, FEM data at MSC/PATRAN 기능에서는 유한요
소 구조 모델과 해석 결과 자료를 준비하고 Selection of 

design code 기능에서는 여러가지 설계코드 중의 하나인 
DNV-RP-C201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Generation of geometry data for plate and 
stiffened panel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판부
재와 보강판부재를 Surface형태로 생성한다. Calculation of 
applied stress에서는 이상화된 판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
하고 Input of rule parameter에서는 사용 규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입력한다. Generation of input data에서는 
좌굴강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만드는 창이며 
Running of buckling analysis에서는 준비된 입력자료로 강도 
평가를 수행한다. 그 결과로 해당 판과 보강판에 대한 강도 만족
여부를 나타내는 Usage factor를 계산한다. 만약 좌굴강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판의 두께를 증가하여 구조강도를 
만족하는 판의 두께를 찾고 이때의 Usage factor를 동시에 표시
한다.

다음으로 Graphic control for output에서는 좌굴강도 평
가결과를 화면상에 나타내어 설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File 
for reporting에서는 평가결과를 보고서화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Fig. 4 Flow chart of buckling analysis for plate and stiffened 
panel

Revision of input file에서는 좌굴강도 평가 결과를 보고 
설계자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입력
자료의 수정을 할 수 있으며 구성된 판부재 또는 보강판 
부재에 새로운 하중조건(Load case)을 적용하는 것도 가
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굴강도 계산 과정은 전처리 모
듈, 강도평가 모듈, 후처리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과정
을 모두 MSC/PATRAN 화면상에서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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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 및 보강판 부재의 Geometry 인식
평가하고자 하는 판 및 보강판 부재를 유한요소 해석 모델

로부터 인식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직접 판부재를 선택하는 
수동적인 방법과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으로 
판부재를 정의하기 위하여 판요소의 끝단이 일정 조건을 만
족할 때 판부재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즉, 판부재의 경계에 
연결된 판요소가 없거나 면외방향으로 일정각도 이상으로 판 
요소가 기울어진 상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또는 판요소의 끝
단에 1차원 요소(보나 봉요소)가 있을 때 등이다. 

3.4 판 및 보강판의 이상화
정의된 판부재는 여러개의 판요소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다. 판부재의 좌굴강도 평가를 위하여 
DNV-RP-C201에서 정의된 설계식들을 사용하려면 직사각
형 형태의 판부재를 구성하여야 한다. 판부재의 형상 이상화
는 HiBAT 규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3.5 판의 두께와 응력의 추출
판부재는 유한요소 구조해석의 판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상화된 판부재에 대하여 대표 판두께와 응력을 추출하여야 한다. 
Fig. 5는 총 8개의 판요소(E1~E8)로 이루어진 유한모델

로 부터 4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진 1개의 대표 판부재로 이상
화하여 작용하는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Elements and unit plate at FE-model
판요소들로 이루어진 평가하고자 하는 판부재의 대표 두

께는 식(1)로 계산한다.

 Σ

Σ (1)

여기서, 
 는는 판부재 내의 번째 판요소의 면적

는 판부재 내의 번째 판요소의 두께
판부재에 작용하는 횡압력(Lateral pressure)은 식(2)로 계

산한다.

 Σ

Σ (2)

여기서, 
는 판부재 내의 번째 판요소에 작용하는 횡압력
같은 방법으로 판부재에 작용하는 수직응력(Normal 

stress)과 전단응력(Shear stress)은 각각 식(3)과 (4)로 계산
한다.

 Σ

Σ (3)

 Σ

Σ (4)

여기서, 는 판부재 내의 i번째 판요소에 작용하는 수
직응력, 수직응력의 경우 압축력을 양(+), 인장응력을 음
(-) 의 값으로 나타낸다. 는 판부재 내의 i번째 판요소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을 나타낸다. 또한 판부재에 대한 굽힘
응력은 이상화 전후의 모멘트와 면적의 평형으로부터 구
한다. 

그 외에 판의 재질과 보강재의 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유한
요소 모델을 구성한 MSC/PATRAN상에 재료적 성질과 기하
학적 정보가 구현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자동
으로 처리한다. 

3.6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수많은 유한요소로 이루어진 대형 해양구조물에서 설계자

가 직접 판 및 보강판의 좌굴강도를 모두 검토하기는 매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판부재의 인식을 자동화 하였다. 
PATRAN의 db파일을 재 시작하였을 때도 이전에 구성된 판 
및 보강재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해석결과 파일(op2 또는 xdb 파일)을 가져왔을 때 
Stress update 기능을 사용하여 이를 좌굴해석 프로그램이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좌굴강도 검토 결과를 손쉽게 보고서화 할 수 있도록 
텍스트 파일(Text file) 형태로 계산결과를 저장하도록 하였으며 
PATRAN상의 모델에서 그래픽으로 평가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
록 하여 좌굴발생 부위를 사용자가 식별하기 쉽게 하였다.

3.7 사용 매뉴얼과 예
Fig. 6은 원통형 골리앗 FPSO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나

타낸 것이다. 하중조건의 수가 30여가지, 요소수가 수십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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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자에게는 수많은 하중의 수와 요소수
로 인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좌굴강도를 평가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본 장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설
계할 때의 사용 예를 소개한다.

 

Fig. 6 Example of FE analysis result for ENI’s Goliat FPSO
Fig. 7은 PATRAN 주 화면 창을 나타낸 것이다.개발한 프

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먼저 우측상단에 있는 HHI 버튼을 누
르고 Buckling system을 선택하면 좌굴강도 평가 시스템이 
구동된다.

 

Fig. 7 Main screen at MSC/PATRAN
PATRAN상에서 좌굴강도 평가는 다음 순서로 수행한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MSC/PATRAN을 구동시켜 구

조해석 모델을 화면에 띄운다. 다음으로 Analysis에서 MSC/ 
NASTRAN (2008)의 구조해석 결과(op2 또는 xdb 파일)를 
불러 들이고 Results에서 해석 결과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Main Menu의 HHI를 누르고 Buckling system을 

선택하면 좌굴강도 평가를 위한 메뉴가 활성화된다. Fig. 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Action에서 Define을 선택한다. 이는 
사용하고자 하는 규정(Rule)과 평가하고자 하는 판부재를 정
의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Object에서 Parameter를 
먼저 선택하고 Class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판부재일 
경우 DNV-RP-C201-Plate를, 보강판일 경우 DNV-RP- 
C201-Stiffened를 선택한다. 

Unit에서는 현재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를 선택한
다. 다음으로 사용한 부재의 항복응력, Corrosion margin, 설
계시 안전율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Usage factor를 입력한다. 
Usage factor는 기본값으로 1.0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음으
로 구조해석 결과 중 평가하고자 하는 Load case 를 선택한
다. Stress update는 새로운 구조해석 결과를 다시 Analysis
에서 읽어 들일 때 사용한다. DB panel delete를 선택하면 
이전에 정의되었던 판부재에 대한 정보(Surface)가 모두 지
워진다.

다음으로, Action에서 define을 선택하고 Object에서 
Panel을 선택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판부재
의 정보(Surface)를 생성할 수 있다. 

Fig. 8 (b)는 Fig. 6의 ‘관심부위’의 요소모델의 상세를 나
타낸 것으로 주황색 선으로 된 1차원 보요소를 포함한 보강
판 구조이다.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의 그룹(Group)에는 1차
원 보요소가 3288개이고 2차원 판요소는 3504개이며 
Surface 형태의 판부재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Fig. 8 (a)
의 Method에서 선택하며 각 옵션사항은 다음과 같다. 

- Full DB : 구조해석 모델에 있는 모든 판 부재를 자동으
로 정의한다.

- Active Group :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Group내에 있는 
모든 판부재를 자동으로 정의한다.

- Select Area : 구조해석 모델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범위
를 선정하면 영역내의 판부재를 자동으로 정의한다.

- Pick One Element : 정의하고자 하는 판부재를 선택하
면 자동으로 보강재 또는 Web 부재에 의하여 둘러싸인 
판부재 1개를 정의한다.

- Pick  Elements : 정의하고자 하는 판부재를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만으로 판부재를 정의한다.

판부재에 작용하는 횡압력(later pressure) 값을 입력하고 
Apply를 누르면 판부재가 Surface 형태로 정의된다. Fig. 8 
(c)은Fig. 8 (b)의 판요소들을 좌굴강도 평가를 위하여 613
개 Surface형태의 판부재를 생성한 것이다. 

정의된 판부재로 입력자료 생성과 좌굴강도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하여 Action에서 Run을 선택한다. Method에서 만들
어 놓은 모든 판부재를 선택하려면 All panels를, 화면상에서 
일부를 선택하려면 Select panel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Show input data를 누려면 만들어진 Input file(buckling.inp) 
내용을 볼 수 있다. 만들어진 입력자료의 일부를 Fig. 9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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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on for panel selection

(b) Beam and plate elements for FE analysis

(c) Plate members converted as surface
Fig. 8 Generated plate model for buckling analysis

Fig. 9 Input data for buckling analysis
Select input file을 선택하고 Execute를 누르면 좌굴강도 

평가를 수행한다. Fig. 10은 해석 결과로 만들어진 Output 
file(buckling.out)을 나타낸 것이다.

Fig. 10 Output results from buckling analysis
Fig. 11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Action에서 Show를 선택하면 

PATRAN 화면상에서 강도 평가 결과를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Method에서 Each Load Case를 선택하면 각각의 Load case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을 PATRAN 화면상에서 나타낸다.

   

(a) Option for graphic display

 

    (b) Option for reporting
Fig. 11 Icon of output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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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U.F.는 화면상에서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Usage 
factor값으로 어떤 값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손쉽게 파손부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준 Usage factor이다. Fig. 12는 Usage 
factor가 설계 요구 값 이상인 판부재들을 판독하기 위하여 색상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3은 강도 평가 결과, 나타난 
First step usage factor를 화면상에 표시한 것이고 Fig. 14는 
Fig. 13의 Usage factor가 설계 요구 값보다 큰 경우에 대하여 
판의 두께를 증가하여 좌굴강도를 만족하도록 보강한 Last step 
usage factor를 화면상에 표시한 것이다. 

Fig. 12 Graphic display of usage factor

Fig. 13 Value display of usage factor

Fig. 14 Value display for usage factor after reinforcement

Fig. 11 (b)에 나타낸 리포트 옵션을 사용하려면 Action에
서 Report를 선택한다. 평가한 내용을 파일로 정리할 수 있
으며 파일명은 확장자가 rpt로 생성되며 First step usage 
factor가 설계기준치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서화 할 수 있다.

3.8 정확도 검증 및 업무 효율성 검토
개발한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DNV선급에

서 개발한 Nauticus Hull(2007) 프로그램으로 좌굴강도 평가
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원통형 골리앗 FPSO 프로젝
트의 좌굴강도 평가 업무에 적용하여 많은 공수를 줄일 수 
있었다. 

4. 결 론
최근 FPSO 등 해양구조물은 대형화 추세이며 유한요소법

을 사용한 직접강도 계산법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요구되는 방대
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해양구조물의 판과 보강판의 좌굴강도 평
가는 선체구조 강도 설계에서 중요한 점검항목이며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구조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조강도 평가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
하여 해양구조물 설계 코드에 기반한 좌굴강도 평가 시스템
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
인하였다.

개발한 좌굴강도 평가시스템은 구조해석 전후처리 프로그
램인 MSC/PATRAN 상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처리 모듈, 강도평가 모듈, 후처리 모듈로 크게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신속한 좌굴강도 업무 지원을 위하여 
MSC/PATRAN의 PCL언어를 사용하여 판요소의 생성과 응력
추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판부재의 강도 평가는 
DNV-RP-C201규정으로 구동하는 소스 프로그램(FORTRAN 
언어)을 작성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모델로부터 자동 및 수동으로 판 
및 보강판 부재를 인식하여 응력을 추출하고 강도평가를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되는 시간 단축과 함께 강도평
가 정확성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보고서 작업의 편리
를 위하여 강도평가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도록 하였
으며 설계자가 좌굴강도 만족여부를 손쉽게 판독 가능하도록 
Surface형태의 판요소를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능
도 추가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DNV선급에
서 개발한 Nauticus Hull(2007)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을 원통형 골리
앗 FPSO 프로젝트의 좌굴강도 평가 업무에 적용하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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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를 줄일 수 있었다. 
해양구조물 공사의 특성상 사용하는 설계코드나 안전도 

평가 기준은 공사의 종류나 발주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끊
임없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현대중공업에서 자체 개발하여 기 사용중인 선박
의 선급규정으로 판부재의 좌굴강도를 평가하는 HiBAT에 근
간을 두고 개발하였다.

Reference
 
DNV-RP-C201, 2006. Buckling Strength of Plated Structures, 

Recommended practice, Det Norske Veritas, Oslo..
J.H. Lee, J.C. Kwon, U.N. Kim, D.S. Kim and J.T. Jang, 

2009. Developing of Buckling Analysis Program for Panel 
of Ship Using PCL, MSC Software User’s Conference, 
Korea. 

MSC/NASTRAN, 2006. User’s manual, MSC Software, Santa 
Ana, CA, USA.

MSC/PATRAN, 2009. User’s Guide, MSC Software, Santa 
Ana, CA, USA.

Nauticus Hull Software, 2007. Program of the Buckling of 
Stiffened Plate Panel based on DNV-RP-C201, Ver. 10.25, 
Det Norske Veritas, Oslo.

김 을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