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선체의 유탄성 응답을 대표하는 용어로는 스프링잉(Springing)

과 휘핑(Whipping) 응답이 있다. 이 두 용어 모두 선박 주기
관 및 프로펠러에 의해 유기되는 일반적인 선체의 진동 응답
과 달리 순수한 파랑 기진력에 의해 발생하는 선체의 진동 
응답이다. 

일반적으로 파랑(wave) 기진력에 의한 선체의 진동 응답
은 선체의 고유진동주기와의 공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프링
잉과 파랑에 의한 충격하중으로 선체에 과도한 진동을 유발
하는 휘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공진에 의한 선체 전체
의 진동 응답은 일반적으로 오대호에서 운항되는 비교적 배 
길이가 길면서 배 깊이가 얕은 광물운반선에서만 관측되는 
특별한 경우로만 인식되어 왔었으나, 최근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대형화, 경량화, 고속화 추세에 따라서 선체의 유탄성 

응답을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컨테이너 탑재 및 하역을 

위해 갑판에 큰 해치 개구부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큰 선폭을 
가지는 구조적 특징과 항해 시 대파고 상태에서도 고속으로 
운항해야 하는 운항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러한 선체의 과도한 
유탄성 응답이 유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구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설계 시 유탄성 응답의 영향
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1은 실제로 운항되는 
19,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나태내고 있다.

이러한 유탄성 응답을 반영한 구조 강도 평가는 우선적으
로 선체를 탄성체로 고려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유탄성 하중을 
구하고, 이러한 하중이 선체의 주요 강도, 특히 피로 및 최종 
강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누어서 평가해야 있다.

따라서 본 해설에서는 유탄성 응답을 구하기 위한 이론적, 
수치적 방법 소개와 실선 적용 사례, 모형 시험 및 실선 계
측, 구조강도 평가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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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19,000 TEU급 컨테이너선

2. 유탄성 이론
기본적으로 특정 파랑 상태 즉, 파입사각, 파장, 파고에 

대한 선체의 유탄성 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시간 영역에
서 직접 운동방정식을 풀어 매 순간의 응답을 구하는 직접적
인 방법과 미리 유한개의 선체 고유 모드 및 주기를 구하여 
이를 주파수 영역에서 선형 중첩하여 그 해를 구하는 간접적
인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스프링잉 응답의 경우는 전통
적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휘핑 응답의 경우 시간 영역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혼용한 새로운 해석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초기의 유탄성 해석에서는 티모센코(Timoshenko) 빔 이론
을 이용한 1차원 빔 구조모델, 스트립(strip) 이론을 이용한 2차
원 운동모델로 구성되었으며, 대표적으로 SOST가 있다
(Jensen & Pedersen, 1981). SOST는 오직 수직 굽힘 모멘트
만 계산하기 때문에 비틀림 모멘트와 수평 굽힘 모멘트의 영향
이 큰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유탄성 응답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수직 굽힘 모멘트 뿐만 아니라 수평 굽힘 모멘트 
및 와핑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한 비틀림 모멘트도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는 블라소프(Vlasov) 빔 이론을 적용한 구조모델을 이
용하거나 3차원 전선 유한요소 모델을 직접 이용하고, 유체 동
역학적 문제는 주로 3차원 패널(panel) 방법을 이용한 해석법
이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3차원 전선 유한요소 모델과 3차원 
패널법을 이용한 비선형 시간 영역 해석 기법을 연성하여 유탄
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본 해설에서는 유체력 계산은 3차원 패널법을 이용하며, 
고유모드/구조 계산에는 3차원 전선구조모델을 이용함으로
써 스프링잉 현상이 수직/수평 굽힘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
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였
다. 특히, 주파수 영역에서 모드 중첩법을 이용한 선형 스프
링잉 응답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Malenica 
& Tuitman, 2008).

2.1 운동방정식
강체 6 자유도 운동 모델과 달리 유연체 운동 모델은 비접

수 구조 진동 모드를 바탕으로 선택한 추가적인 변형 모드를 
이용하여 운동을 표현하며,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모드진폭이며,   는 강체 혹은 유연
체에서의 각 모드형상에 따른 선체의 변형량이다.

선체의 변형을 야기하는 모달 동유체력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일반적인 포텐셜 이론에서 물체표면 경계조건을 탄성체
의 모드형상을 이용하여 생성된 법선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으
로 수정하여 계산하고, 수면 아래의 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적분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6 자유도 운동방정식과 선체 변형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연성함으로써 이러한 영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최종적인 형태의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2)
계산에 사용된 모드의 개수를 N개로 하면, 각 행렬 및 벡

터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선박의 강체 질량행렬, 6×6 행렬
  : 질량정규화를 통해 대각성분의 값이 1인 ×  

대각행렬
 : 부가질량 행렬,  × 차 행렬
: 감쇠행렬 행렬,  × 차 행렬
  




 


 

   : 구조 감쇠 행렬  × 차 행렬
 :유사 선형에 대한 경험적인 값을 사용
 



 


 

 
: 구조 강성 행렬,  × 차

: 대각행렬
: 복원계수 행렬,  × 차 행렬 
 


: 응답 벡터

: 6 자유도 강체운동 응답
: 탄성체 모드진폭
  



: 파강제력


: 강체에 대한 6 자유도 파강제력
: 선체 진동을 야기하는 모달 동유체력



컨테이너선의 유탄성 응답을 고려한 구조강도 평가 기술

82 대한조선학회 특별논문집 2017년 10월

식 (2)를 풀어 응답 벡터인 를 구하는 것이 본 프로시
져의 핵심이며, 특히 모드진폭 을 얻어냄으로써 모드중첩
법을 통해 유탄성 응답을 고려한 선체 변형, 선체 거더 하중,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2.1 스프링잉 응답 계산
2.2.1 모드중첩법

운동 방정식 (2)를 풀면, 필요한 모든 응답들을 계산할 수 있
다. 선체 거더 하중 및 응력은 모드중첩법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식 (3)은 모드중첩법을 이용한 응력 계산식을 나타내었다.

    
  



    (3)

여기서,   는 모드 일 때 전선구조모델에서의 
응력이며, 구조모델을 질량 정규화된 고유모드로 변형하였을 
때의 응력을 구조해석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이를 운동 방
정식 (2)의 해로서 얻은 모드진폭( )과 각각의 모드에 대
응하도록 곱해준 뒤 모두 더하게 되면 총 응력을 얻을 수 있
다. 이는 특정 주파수의 파도에 의해 발생한 각각의 모드 변
형이 중첩되어 최종적인 선체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의 응력
을 의미한다.

2.2.2 스프링잉 응답 분해

모드진폭이 계산됨으로써 선체 변형, 선체 거더 하중, 응
력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
하게 되면 응력의 측면에서 수렴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겪
게 된다. 이는 모드중첩법의 단점으로, 유한개의 고유 모드
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부분의 응력을 준-정적 
부분(quasi-static part)과 동적 부분(dynamic part)으로 나
누어 계산하게 된다. 동적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공진에 의해 
발생한 선체의 전체 변형만을 고려해주며,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영향은 준-정적 부에서 고려해준다.

응답의 분해를 위해 식 (2)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간단히 
표현한다.




 

 




 


 

  


 


 (4)

여기서 은 강체 모델이고, 는 유연체 모델, 그리고 

는 모드 강성 행렬이다. 동시에 전체 모드진폭을 준-정적 응
답(quasi-static response)과 동적 응답(dynamic response)
으로 분리한다.
  

 
    

 
   (5)

준-정적 응답을 다음의 식으로 정의하면,


   (6)


 

  (7)

식 (5), (6) 그리고 (7)을 식 (4)에 대입하면, 동적 응답에 
대한 다음의 선형 방정식이 구해진다.




 

 




 


 

  



 



 
  (8)

위의 과정을 통해 모드진폭의 동적 응답
 을 계산하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모드중첩법을 수행한다. 이는 준-정적 부
분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직접해석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준
-정적 응답에 대한 스프링잉 응답 기여분으로서 동적 응답을 
명확히 구분해준다.

2.2.3 상세 국부 구조 해석
정확한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세 국부구조모델을 도

입할 수 있다. 상세 국부구조모델의 적용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방법은 Top down 방법으로 운동
방정식을 풀어 모드진폭을 얻어내는 과정까지는 전선구조모
델을 이용하고, 응력 해석 과정에서 상세 국부구조모델을 도
입하는 방법으로 Fig. 2에 나타내었다. 전선구조모델의 고유
모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세 국부구조모델
을 변형시키고, 이에 대한 응력을 계산한다. 그리고 모드진
폭의 동적 응답 

 을 이용한 모드중첩을 통해 상세 국부구
조모델의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Top down 방법은 상세 국
부구조모델의 수만큼 구조해석을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단점
이 있지만 운동방정식을 풀어 모드진폭을 구하는 단계를

Fig. 2 Top dow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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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수행함으로써 상세모델의 부분적인 수정에 대해서 빠
르고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방법은 직접해석법(Direct method)이다. 전선구조모델에 
특정 부분의 상세 국부구조모델을 끼워 넣은 후, 모드해석부터 
응력 계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로시져가 간단
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Top down 방법에 비하면 모드해석에서 
모델링 오류를 수정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상세 국부구조모델
에 대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모든 해석을 다시 수행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3 스프링잉 해석 프로시져
2.2.1 모드중첩법

본고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선형 스프링잉 해석 기법
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방법을 Fig. 3에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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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변형된 전선구조모델을 유체 패널
모델에 맵핑

Mapping

- 국부 응답에 오염되지 않고 수직 굽힘,
수평 굽힘, 비틀림이 순수하게 나타나
는 모드를 최대한 많이 선택

모드해석

- 6자유도 운동 및 구조 진동이 연성된
운동방정식

- 3D 패널법
- 선형해석
- 주파수 영역 해석

유연체의 운동 해석

전선 구조모델

유체 패널모델
-고유진동수
-고유모드

고유모드로 변형된
유체 패널모델

- 관성 행렬
(Inertia matrix)

- 강성 행렬
*유체정력학적 강성
(Hydrostatic stiff.)
*구조 강성
(Structural stiff.)

- 파강제력
*강체 패널에 대한
6자유도 파 강제력
*변형된 패널에 대한
모달 동유체력

- 부가질량 행렬

- 감쇠 행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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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운동방정식의 해
- : 6자유도 운동
- : 모드 진폭

고유모드로 변형된
전선 구조모델의
선체거더하중 계산

a

동적 해석 (Dynamic analysis)

Fig. 3 선형 스프링잉해석 상세 프로시져

3. 실선 적용 사례
3.1 대상 선박

13,100 TEU 컨테이너 운반선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수치해석 모델
유체력 계산을 위해 사용된 3차원 패널모델은 Fig. 4에 나

타내었다. 일반적인 운동해석에서 사용하는 모델에 비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입사파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정도 높은 계
산을 위해서 패널의 크기가 작은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모
드해석 및 선체 거더 하중 계산에 사용된 전선구조모델과 선
실주위 해치 코너부 응력 계산을 위한 상세 국부구조모델은 
Fig. 5에 나타내었다.

스프링잉 해석에 사용된 탄성체 모드는 7~21 모드가 사
용되었으며, 해석에 사용된 구조감쇠는 임계감쇠 대비 모드 
별로 0.015 ~ 0.080의 값을 경험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용
하였다.

Fig. 4 3차원 유체 패널모델

Fig. 5 전선구조모델 및 상세 국부구조모델

3.3 계산 결과
3.3.1 비접수 진동 모드 해석 결과

비접수 모드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변형시킨 전선구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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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규화된 모드 선체 거더 하중 및 응력을 구하는데 사용
되며, 상세 국부구조모델과 유체패널을 변형시키는데도 이용
된다. Fig. 6은 비접수 모드해석 결과 중 가장 저차 모드인 
비틀림 모드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6 전선구조모델 비접수 모드해석 결과
3.3.2 구조/유체 모델 맵핑

주요 고유모드 형상에 대한 동역학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서 모드 형상에 대한 구조모델을 유체패널모델로 맵핑을 수
행한다. Fig. 7은 3개의 저차 모드에 대한 맵핑 결과를 나타
낸다.

Fig. 7 구조-유체 모델 맵핑
3.3.3 6자유도 운동 및 모드 진폭 RAO

강체모드 뿐만 아니라 탄성모드에 대한 유탄성 계수를 계
산해서 강체모드의 6 자유도 운동 및 각 탄성체 모드에 대한 

모드진폭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구하였다. 
Fig. 8과 Fig. 9에는 6자유도 강체 운동의 RAO 및 탄성체 모
드의 가장 저차 모드인 토션 모드에 대한 모드진폭 RAO를 
나타내었다.

Fig. 8 6 자유도 운동 RAO

Fig. 9 토션 모드의 모드 진폭 RAO
3.3.4 선체 거더 하중 및 응력 계산

해석 대상 부위인 선실주변 프레임 110 위치에서의 선체 거더 
하중 RAO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는 각 모드의 접수 중 
고유진동수에서 스프링잉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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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대상 부위의 해치 코너부에서의 응력을 Fig.11에 나
타내었다. 고유진동수 근처에서 스프링잉에 의한 응답이 확
연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선체 거더 하중 RAO

Fig. 11 응력 계산 결과
3.3.5 피로 수명 평가

해석 대상 부위의 해치 코너부에 대해 스프링잉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Table 1의 계산 조건을 고
려하여 스펙트럴 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 스프
링잉에 의한 피로수명 감소가 약 20%로 계산되었다. 이는 
선형 스프링잉만을 고려한 값으로 비선형 해석 및 휘핑의 영
향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ble 1 피로 수명 계산 조건
조건 고려사항

S-N 피로 선도 GL’s detail category “140”
(plate edge with grinding)

Wave heading 0 ~ 330도 (30도 간격)
파 주파수 영역 0.1 ~ 1.8 rad/s (0.02 간격)
총 하중 조건 1,204 cases
기타 고려 평균응력, 고응력강 효과

4. 모형선 및 실선 계측
앞 절에서 기술한 수치적 해석기법의 계산 정도를 향상시

키고 실제 선박이 파랑 중을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유탄성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형선을 이용한 분할 모형 
시험과 이를 더욱 확장한 실선에서의 응답 계측은 가장 필요
한 연구 항목에 해당된다.

수치 모델을 이용한 유탄성 응답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선체의 구조 감쇠계수이다. 컨테이너 화물
을 실은 상태에서의 실제적인 선체 구조의 감쇠계수는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실선에서의 최종적인 
유탄성 응답을 이용한 강도 평가를 정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치 모델 구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항해시의 응답의 특성 및 주요 
파라미터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모형선을 이용한 분할 모형시험은 Fig. 12와 같이 선박 모
형을 일정 크기의 부분 모델로 분할한 후, 각 부분들을 모델 
스케일을 반영한 등가의 선체 단면 특성치(단면 관성)을 갖
는 보(beam)로 연결해서 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분할 단면에 작용하는 종강도 하중을 계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인수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수/선미파 밖에 생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선체 유탄성 응답 중 가장 대표적인 2
절 수직 굽힘 응답만 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폐 단면을 이루고 있는 일반 탱커선과 달리 개구 단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절 모드보다는 1절 비틀림 모드가 
가장 작은 주파수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예인 수조 보
다는 사각 수조에서 선수/선미파 뿐만 아니라 사파에서의 비
틀림 모드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형 시험을 통
하여 수치 계산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고 파고 상태에서의 휘
핑 응답의 특성에 대해 많은 실험적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Fig. 12 분할 모형시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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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유탄성 응답 특성 및 주요 파
라미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선 계측 결과 분석이 필수적
이다. 계측 선박의 고유 주파수 및 고유 모드, 응력을 계측하
기 위해서는 가속도계와 스트레인게이지를 설치해야 하며, 
실선 응답에 영향을 주는 환경 인자 파악을 위한 시스템 또
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선 계측 장비 시스템을 Fig. 13에 
나타내었다(Heggelund, et al., 2011). Fig. 14 는 실제로 운
항되는 컨테이너선에서 계측된 시간 응력 이력으로 유탄성 
응답이 존재하며, 피로 평가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실선계측에서는 해석과 모형 시험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주요 모드의 댐핑 값, 주요 모드 별 피로 손상도 파악 등을 
통해 유탄성 응답 및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
에 수치 계산의 정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Fig. 13 실선 계측을 위한 센서 및 설치 위치

Fig. 14 실선 계측의 응력시간이력

5. 구조 강도 평가법
5.1 개요

선박의 지속적인 하중 발생을 야기하는 스프링잉은 피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파랑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휘핑
은 최종 강도 및 피로 측면 모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의 평가를 위해서는 강체 모델과 유연체 모델, 비선형 
및 휘핑 효과, 그리고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 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우선, 강체 모델은 일반적으로 6 자유도 운동을 포함하는 모

델이며, 유연체 모델은 진동모드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다.
비선형 효과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선수/선미부와 같이 

선형이 급하게 변화하거나, 선박과 파의 자유수면이 만나는 
부위, 슬래밍과 같은 충격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파의 정확한 하중 산정을 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파수 영역 해석은 선형 스프링잉을 고려한 스펙트럴 피
로해석을 위해 수행되며, 시간 영역 해석은 직접적으로 설계 
파 및 특정 해역에 대한 스프링잉 응답, 비선형 및 휘핑을 반
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유탄성 응답을 고려한 피로강도 평가법과 최종강
도 평가법을 소개하였다(LR, 2014).

5.2 피로강도 평가법
스프링잉은 선박의 작은 단면 2차 모멘트, 높은 L/D, 빠른 

속도 등과 같은 특성치에 의해 선박의 저차 고유진동수와 공
진을 초례한다. 일반적으로 스프링잉 응답 크기는 작으나 응
답 사이클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선박의 피로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스프링잉을 고려한 피로 평가법은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으로 나뉜다. 주파수 영역 평가법은 앞서 다루었던 선형 
스펙트럴 피로 해석이며, 시간 영역 평가법은 비선형 운동해
석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프링잉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해역에 대해서 유탄성 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해석
을 수행한 후 스프링잉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Fig. 
15는 LR 선급에서 제안하는 스프링잉 피로 평가 절차를 나타내
었다.

Fig. 15 스프링잉 피로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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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최종강도 평가법
휘핑 응답은 넓은 선수 플레어 각도와 선박의 고속에 의한 

선수 플레어 충격력, 그리고 선체 바닥 슬래밍에 의해 급격
하게 발생하는 선체의 고주파수의 진동으로 파 굽힘 모멘트
와 전단력의 증가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휘핑을 발생하는 선
체 진동 모드는 2절 수직 굽힘 모드이나, 선박의 특성 및 파
의 진행 방향을 고려할 경우, 1절 비틀림 굽힘 모드나 연성
된 1절 비틀림/2절 수평  굽힙 모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휘핑에 의한 굽힘 모멘트의 증가는 최종 강도 측면에서 주로 
고려되며, 충격력 작용 이후 작은 댐핑으로 인해 응답의 지속성
이 유지될 경우 피로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최종강도 관점에서의 휘핑 평가는 설계 파 및 설계 해역에 
대해서 유탄성 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시간 영역 해석을 수행
한 후 휘핑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LR 선급의 휘핑을 고
려한 최종강도 평가법을 Fig. 16에 나타내었다.

Fig. 16 휘핑을 고려한 최종강도 평가법

4. 결 론
컨테이너선 대형화 추세에 따라 파랑 기진력에 의한 선체

의 유탄성 응답 평가는 선체 구조 강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유탄성 응답을 계산하기 위한 수
치 이론은 기존 1차원 보 이론과 2차원 스트립 이론을 이용
하여 정성적으로만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초기 해석 방법에
서 현재는 3차원 유한요소 전선 모델과 3차원 패널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로 및 최종강도를 비교적 정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치 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검
증하기 위한 분할 모형시험, 더 나아가 실선에서의 응답 계
측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강도 평가 
전략에 따라 요소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20,000 
TEU 이상의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된다.

References
J.Jensen, P.Pedersen, 1981, Bending Moment and Shear 

Forces in Ships Sailing in Regular Waves, Journal of 
Ship Research, Vol.25

S.Malenica, J.T.Tuitman, 2008, 3DFEM-3DBEM Model 
for Springing and Whipping Analysis of Ship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Container Ships, London

S.E.Heggelund, G.Storhaug, B.K.Choi, 2011, Full scale 
measurements of fatigue and extreme loading including 
whipping on an 8600TEU post panamax container vessel 
in the Asia to Europe trade, Proceedings of the 
OMAE2011, Rotterdam, Holland

LR, 2014, Guidance Notes on the Assessment of Global 
Design Loads of Large Container Ships and Other Ships 
Prone to Whipping and Springing

박 준 석 최 병 기 최 주 혁 정 병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