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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SR rule was defined by IACS as the unified rule for a commercial ship like a bulk carrier and a tanker.

It have been required more strict conditions for various parts  like loading conditions, the local and girder

strength, fatigue strength, FEM for the ship rule. It was changed in many parts of the ship rules. In this

paper, the mid-parts of 17.5K DWT bulk carrier were optimized by the CSR rule. On the other hand, the

modified artificial life algorithms with multi-object functions were developed for optimizing the scantling. It

is possible to find multi-global optimum solutions in the multi-object functions. And it is faster and efficient

than the artificial life algorithm. First, to be optimizing the scantling and the weight by CSR rule, that is

calculated by the CSR rule. The next, the result is re-calculated by the modified artificial life algorithm with

multi-object functions. The optimized results which are satisfied with the CSR rule like the minimum size

and the thickness of stiffener and the minimum cost have been searched by the optimizing algorithm. And

the results have been compared with the non-optimizing results.

Keywords: Artificial life algorithm, CSR rule, Multi-object function 

*Corresponding author: dmbae@pknu.ac.kr, Tel: 82-51-629-6613, Fax: 82-51-629-6608



서    론
선체의 최적설계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구조설계분야

의 최적화 기법은“선급규정에 의해 종강도부

재의 설계 (Moe et al., 1967)”, “직접해석에 의한

횡강도 부재 설계에 대한 적용 (Moe et al.,

1968)”등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는“유한요소법

을 이용한 횡강도 부재 최소중량설계 (Na et al.,

1985), “경사처짐법을 이용한 횡강도 해석 (Jang

et al., 1987)”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유전

알고리즘, 다목적 함수 기법 등 다양한 최적화

기법 이 도입되면서“다목적함수 기법을 이용한

유조선의 종부재 및 횡부재 최적설계 (Kim et

al., 1993)”, “유전알고리즘에 의한 선체구조물

의 이산적 최적설계 (Yang et al., 1994)”등의 연

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세계의 경제가 2008년 미국의 금융

사태,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와 조선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여건과 상황에서 인건비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선박의 최적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선급협회 (IACS)의 선급규정이 CSR (Common

Structural Rule) 규정으로 통일되면서 변경된 규

정으로 인한 최적구조설계가 필요성이 더욱 증

대되었다. 

특히, CSR은 하중, 치수, 국부 및 선체거더 최

종강도, 피로강도 및 유한요소의 직접해석 등 구

조규칙 전반에 걸쳐 현행규칙보다 강화된 규정

을 채택하였고, 선박의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산적화물선을 대상

으로 산적화물선 공동규칙 (CSR for bulk

carriers)을 적용하여 선체 중앙부에 대해 다목적

함수 수정 인공생명 알고리즘 (multi-object

function modified artificial life algorithm)을 이용

하여 종강도 부재를 최적화하고 그 결과를 CSR

규정과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CSR 규정

‘80년대 말부터‘90년대를 지나면서 선박 침

몰 및 해양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기존

선급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게 되었

고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선급규칙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선급별 규칙보다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급의 공통구

조규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국제선급

협회는 CSR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제선급

협회는 CSR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1일을 기점

으로 이후 건조 계약되는 길이 150m 이상의 모

든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판 (plate)의 두께

및 보강재 (stiffener) 의 형상 등 종강도 부재의

치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선체 횡단면의 단면계수 (section modulus)

가 최적이 되도록 부재를 적절히 배치한다.

2) 갑판 (deck), 외저판 (bottom) 및 내저판

(inner bottom plate)는 생산을 고려하여 주로

동일 두께의 판을 배치한다.

3) 인접한 판 (plate)과 두께의 차이가 과도하

게 크지 않아야 한다.

4) 작업의 편의성을 위하여 치수의 종류는 일

정하게 제한한다.

5) 갑판 및 외저판 부위는 고장력강으로 한다.

대상 선박

본 연구에서 설계에 반영한 선박은 75.5k

DWT 산적화물선 (bulk carrier)으로 대상 선박의

제원은 다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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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

설계 및 최적화 결과에 대한 CSR규정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KR SeaTrust를 사용하

여 좌우현 대칭인 선체 중앙부 3개 hold의 우현

쪽 절반 부분을 Fig.2와 같이 모델링하고 ,

MSC/Nastran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하였다.

경계조건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CSR규정

에 의해 다음 Table 3과 같이 정의되었다.

하중조건

Full load 상태에서 화물과 정압수압은 Table 4와

같이 분포되어진다. 그리고 CSR규정에서 정하는

하중조건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엄격한 조

건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Table 5의 6가지 하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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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ncipal dimension

Fig. 1. Type of midship.

Table 2. Scantling check result

Fig. 2. The FEM model of 75.5k DWT bulk carrier.

Item Value

Length (LBP)

Length (Scantling)

Breadth (Moulded) 

Depth (Moulded) 

Cb

Speed

217.000 m

214.220 m

32.250 m  

19.700 m

0.835

16.400 knots  

Table 3. Boundary condition

z

z

x
y

xy

Nodes at longitudinal members at both ends of the model Translational Rotational

All longitudinal members
Dx

RL*

Dy

RL*

Dz

RL*

Rx

－
Ry

－
Rz

－
*RL : rigidly linked to the relevant degree of freedom of the independent point

Location of the   independent point
Translational Rotational

Dx Dy Dz Rx Ry Rz

Independent   point on aft end

Independent   point on fore end

－
－

Fix

Fix

Fix

Fix

Fix

Fix

－
－

－
－

Pos. Plate No.
Coordinate t_act

(mm)
t_cor
(mm)

t_req
(mm)

Status
Y1 Z1

Inner bottom

Port

16

17

18

19

0

2580

5550

8520

1700

1700

1700

1700

15

15

15

15

5.5

5.5

5.5

5.5

19

19

19

19

Not OK

Not OK

Not OK

Not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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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oading condition (BC-C type)

Description Draught

Full Load Ts

Slack Load Ts

Deepest Ballast THB

Heavy Ballast THB(min)

Harbor

Condition-1
0.67 Ts

Harbor

Condition-2
0.67 Ts

Loading Patten Aft        Mid       For

MH MH MH

MFull

MFull

MFull MFull

MFull50%MH

Table 4. Loading distribution

Pressure distribution Description

Cargo load

(Full load)

Pressure

(Full load)



건들을적용하여유한요소해석을수행하였다.

다목적 함수 수정 인공생명 알고리즘

‘수정 인공생명 알고리즘 (Kim, 2009)’은 기

존의‘인공생명 알고리즘 (Yang et al, 2006)’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빠르게 접근하기 위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으로서 유전알고리즘과 같은

복잡성 이론 (complexity theory)의 범주에 속하

는 최적화 알고리즘이지만 유전알고리즘과 같

이 하나의 전역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전역해 (global  optimum)를 가진 목적함수의 해

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약육강식

의 열대 정글같은 치열한 실제 생태계를 모사한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V. Pareto가 그의

저서「Le Cours d’économie politique」에서 제시

한“결과물의 80%는 조직 구성원들의 20%에 의

해 생성된다.”는‘파레토의 법칙’(Pareto's law)

의 개념을 기본 전제로 하여 각 세대별, 패밀리

(family) 해를 포함하고 있는 탐색공간을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종족들이 생존을 위하여 주어진

목적함수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최적해를 찾

아가는 방식의 알고리즘으로서 이러한 가상생

태계의 구성은 결과해 군집에서 매 단계별 20%

만을 선별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20%만을 선별

하여 해집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실제 생명체 내에서는 돌연변이 (mutation)가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초기 개체 생성시 랜덤

(random)생성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마이크

로 유전 알고리즘 (micro genetic algorithm)의 아

이디어를 수용하여 인공생명체의 생식과정에

있어서 확률적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교대형 유

전 알고리즘 (relay search genetic algorithm)에서

도입하였던 패밀리를 도입하여 전체 해석과정

에 있어서 세대수를 작게 두고 짧은 구간을 패밀

리 수만큼 반복하였다. 

그러나 각 패밀리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위치

정보를 제외한 기존의 생명체 정보를 그대로 가

지게 함으로써 성장이나 노화, 죽음에 대하여 전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또

한, 매 패밀리가 실행될 때마다 생명체의 위치를

랜덤하게 이동함으로써 생식과정에서의 제거한

확률적 요소의 영향을 보완하였다. 

또한,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가능성 있는 다양

한 해를 제공하기 위해 다목적 목적함수를 동시

에 고려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화 (Pareto

optimization) (Yang et al., 2006)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수정 인공생명 알고리즘에 각 세

대의 모든 인공생명체 중 비지배해들을 추가·

교체하고 매 세대마다 갱신하기 위하여‘파레토

목록 (Pareto archive)’을 추가하였다. 

최적화

다목적함수 수정 인공생명 알고리즘 프로그

램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11단계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 초기설정에 기초하여 초기화를 행한다.

1.1 각각 같은 수의 인공생명체를 랜덤

하게 배치한다. 

1.2 각 인공생명체에 초기 내부에너지

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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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ircular food chain of the modified  artificial

life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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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인공생명체는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

까이 있는 생명체를 탐색영역 내에서

탐색한다.

3단계 : 이동을 수행한다. 

3.1 발견한 생명체를 향하여 이동한다.

만약, 같은 거리에서 복수개의 생

명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 중

자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종족의

생명체 중 가장 최적값을 가진 1개

의 자원을 향해서 이동한다. 

3.2 근방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방 내를 랜덤하게 이동

하는데 적응도가 높은 인공생명체

는 이동범 위가 상당히 미소하여

적응도의 변화를 미소하게 하고,

내부에너지를 부여함으서 생존확

률을 높인다. 

4단계 : 자신이 먹이가 되는 생명체를 발견한

인공생명체는 대사를 수행하고, 해당

생명체는 죽인다.

5단계 : Pareto 해를 갱신한다.

6단계 : 인공생명체의연령을 1만큼증가시킨다.

7단계 : 근방 영역내의 생식조건을 만족하는

동종의 인공생명체를 상대로 생식을

실행한다.

8단계 : 인공생명체의 내부에너지를 감소시

켜, 기준 이하의 에너지를 가진 생존

불가능한 인공생명체를 소멸시킨다. 

9단계 : 세대수를 1만큼 증가시키고, 생존한

생명체중 상위 20%만‘파레토의 법

칙’에 따라 2단계에 투입하고 최대 세

대수만큼 반복한다. 

10단계 : 정해진 세대수만큼 반복이 종료되면

패밀리수를 1만큼 증가시킨다. 

10.1 전체 생명체의 위치를 랜덤하게

바꾼다. 

10.2 생명체의 이전 위치보다 우수한

값을 가지면 랜덤하게 정의된 값

으로 위치를 변경한다.  

11단계 : 정해진 패밀리의 반복 횟수만큼 반복

한다. 최종 결과가 구해지면 마찬가

지로 상위 20%를 결과해로 한다. 

목적함수

F = [ f1 (x), f2 (x)]

Ni                            Nl

f = [ ∑
i〓1

(ti×bi)+∑
j〓1

Ai,j]×Lt×r

Nm

f2 =  ∑
k〓1

Wm,k

여기서,

ti : 판부재의 두께 Nm : web frame의 수

bi : 판부재의 폭 Ai,j : 종부재의 면적

Ni : 판부재의 수 Nl : 종부재의 수

r : 철의 비중량 (N/m3) Lt : 탱크의 길이

Wm,k : web frame의 무게

1) 제약조건

① 판의 두께 : CSR에서 요구하는 최소 두께

② 단면계수 : CSR에서 요구하는 최소 단면

계수

③ 종부재의 치수

2) 설계변수

① web frame space

② inner bottom, bottom and upper deck

longitudinal space

③ side shell and centerline longitudinal

bulkhead

④ side shell, inner longitudinal bulkhead,

centerline longitudinal bulkhead

⑤ sheer strake longitudinal space

⑥ hopper longitudinal space

⑦ top side tanker longitudinal space

⑧ centerline longitudinal bulkhead longitudi-

n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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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flow chart of the modified artificial lif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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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6가지 하중 조건 (loading condition)들 중에서

가장 큰 응력값이 나온 harbor condition-1의 결과

를 Fig. 5〜Fig. 7에 나타낸다. 여기서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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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plate stresses on harbor condi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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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 of plate stresses on harbor condi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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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프레임 구조 및 판 구조의 가장 큰 응력

값의 응력 분포를 나타내며, Fig. 7은 이 하중 조

건 하에서의 변위 응답을 나타낸다. 그리고 6 가

지의 경우의 하중 조건에서의 해석 결과를 나타

내는 Table 6과 Table 7에서 보면 설계치수 및 최

적화 결과도 CSR규정의 허용응력 기준을 충분

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CSR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선급규정보

다 강화된 설계수명 (25년)과 이로 인한 부식여

유의 증가로 인하여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

다 큰 두께를 가지는 판 (plate)과 부재 (stiffener)

의 사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 요인들

로 인하여 이전보다 최적화 전후의 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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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he CSR and ALA analysis results under 6 load conditions

Condition

Max Plate

Stress (MPa)

Max Plate

Stress (MPa)

Max Plate Stress

in Midship Section

Area (MPa)

Allowable

Stress Criterion

(MPa)

Status

CSR ALA* CSR ALA* CSR ALA*

Full Load

Slack Load

Deepest Ballast

Heavy Ballast

Harbor-1

Harbor-2

93.2

176

101

90.9

181

160

93

176

101

89

181

160

15.8

42.3

57.2

64.4

84.7

34.2

16

43

56

63

85

35

24.8

47

54

60.6

96.6

32.1

26

45

55

60

97

31

235

235

235

235

235

235

OK

OK

OK

OK

OK

OK

*Optimizing using artificial life algorithm by CSR

Fig. 7. Result of plate stresses on harbor condition-1.

7.38+001

6.89+001

6.40+001

5.91+001

5.41+001

4.92+001

4.43+001

3.94+001

3.45+001

2.95+001

2.46+001

1.97+001

1.48+001

9.84+001

4.92+000

1.95-003
default_F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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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weight for each case

Case Weight (ton) Reduction Rate (%)

CSR

CSR with ALA

4,885.60

4,680.40

100

95.8



차이도 더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75.5k DWT 산적화물선에 대하

여 CSR규정을 적용하였고, 다목적함수 수정 인

공생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종강도 부재의 최

적화를 수행하였다. 선체 종강도 부재의 최적화

결과, 약 4%의 재료 중량의 최적화가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75.5k

DWT 산적화물선을 기준으로 약 205톤의 강재

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CSR규

정을 적용한 다른 선박의 선체설계 최적화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CSR규정을 적용한 선박의 경우, 최적

화를 통해 약 4% 정도의 중량감소가 가능하며,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개선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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