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Semi-submersible drilling rig는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각종 

장비가 배치되고, 그에 따라 Hull 구조를 관통하는 의장 Hole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구조강도 관점에서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한
다. 이러한 이유로 선급이나 발주처에서 상세한 구조강도 평가수
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Semi-submersible drilling rig는 
일반상선 대비 Hole 관통부 주변 구조에 영향을 주는 Global 
하중이 다양하고, 그 양상 또한 복잡하여 구조강도 평가 및 보강
에 대한 예측 설계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중에 발생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 설계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Hole 배치 변경이 빈번이 발생하여 정확한 구조검증
을 위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Hole 관통부 구조검
증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산업계와 연구기관에서 많은 논문과 
연구실적들이 있지만 해양프로젝트의 특성상 해당 선급 및 발주
처에 따라 구조강도평가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때로는 더 가혹한 기준으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에서 수행한 각 종 Hole 과 Large Opening에 
대한 구조강도 검증 사례 소개와 더불어 정립된 Hole verification 
procedure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할 Semi-submersible drilling rig는 설계 
수명이 North Atlantic 20 years로 DNV OS Code를 적용하

였고, 구조물 내부에는 대략 30,000여 개의 의장 Hole이 배치
되었다. 또한, 기본 설계 대비 상세설계 단계에서 설계 변경사
항이 많이 발생하여 선급으로부터 모든 설계 변경사항에 대한 
구조검증과 각 종 Door Opening 및 모든 의장 Hole 관통부에 
대한 구조검증을 요구하였다. 특히, Hole 관통부 구조검증에

Fig. 1 Example of Hol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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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선주/선급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항목임에도 불
구하고 구조강도 평가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선급에서도 명확
히 제시하지 않아 설계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보강방안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에 당사에서는 선급과 여러 차례 평가 방법
과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여 당사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Hole 관통부 구조에 대한 선급의 최종 승인을 완료하였다. 

Fig. 1은 당사에서 건조된 Semi-rig의 Hole 배치를 단적으
로 보여주는 Hole Plan의 예이다. 도면에 배치된 Hole 들은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Hole 주변 보강방법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Hole 관통부 구조강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Hole 들에 대해서 FE 모델에 구현
하여 구조평가를 수행 하였고, ULS 및 FLS 각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본론에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2. 본 론
 
Hole 관통부 구조 검증은 구조물이 외력(Wave) 및 수압

(Hydrodynamic)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Lower Hull Part와 
외력(Wave)의해 거동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 Upper Hull 
Part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수행 하였다. 예를 들면 Hole 관
통부가 상세구조해석 수행 시 Hydrodynamic load를 재 구
현(Mapping)해야 하는 개소, 즉 외판(Shell Plate), 부력구조 
갑판(Pontoon Deck), 수밀격벽(Bulkhead) 등에 배치되면, 
Lower Hull Part에서 구조검증을 수행하였고, 그 외 부분은 
Upper Hull Part에서 수행하였다

Fig. 2 Example of Hole Plan and FE Model 

Hole 직경 150mm 이상의 모든 Hole들을 구조강도 평가에 포
함하여 FE 모델에 구현하였고, 비교적 가까운 Hole들은 병합하
고 Hole Type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해석결과의 정
확성을 위해 Hole 주변에는 사각형 요소만 구현하였다. Fig. 2 
는 Hole Plan 과 구조해석을 위한 FE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Hole 들의 크기와 형상, 보강방법 등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Hole 관통부 구조검증은 DNV-OS Rule에 따라 ULS(Ultimate 
limit state)와 FLS(Fatigue limit state) 모두 평가 하였으며, ULS
는 항복강도(yield) 와 좌굴강도(Buckling)로 각각 평가하였다. 
FLS 평가는 간이계산법(Simplified Method) 및 Stochastic 방법
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구조강도 평가를 수행 하였다. 또한, 구
조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방법(Screening 
Method)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모델링 시간과 평가 시간을 최소
화 하였다.

2.1 Lower Hull Part Assessment
Lower Hull Part는 Column, Truss, Pontoon 등이 주요한 

구조물이며, Hole이나 부가물 등의 구조가 허용되지 않는 
Truss는 Hole 관통 부 평가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Fig. 3 은 
Lower Hull Part 의 주요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Lower Hull Part
Hole 관통 부 구조검증 절차는 먼저, Hole Plan과 상세구

조도면 상의 Hole과 Large Opening 등을 모두 FE 모델에 구
현을 하고 Local 구조해석을 수행을 하였다. 이를 통해 
Global 하중과 조합하여 최종 적으로 ULS 및 FLS를 평가하
였다. 구조강도평가 도중 강도 허용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Hole 관통부의 상세사항들(Hole Type, 보강재 등)을 
정확히 FE 모델에 구현하여 최종적으로 구조강도를 평가하
였다.

Fig. 4는 Lower Hull Part의 Hole 관통부의 전반적인 구조
강도 평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Fig. 6은 ULS의 Local 해석과 Global 해석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Local 해석 결과와 Global 해석 결과
를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조강도 검증을 수행하였고, Local 
과 Global 해석 결과의 조합은 Fig. 7에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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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verall Procedure for Lower Hull Hole verification

Fig. 5 Local Strength Analysis for Lower Hull ULS

Fig. 6 Global Strength Analysis for Lower Hull ULS

Fig. 7 Example for Hole Verification for ULS
Lower Hull Part에 대한 FLS 평가는 DNV-RP-C203에 기술

된 5. Simplified fatigue analysis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즉, 
Hole 관통부의 응력을 Screening하여 각 상세구조에 상응하는 
S-N Curve별 Allowable Extreme Stress Range의 초과 여부를 
검토하고 허용치 초과부분은 별도로 선별하여 Stochastic 
Fatigue Analysis를 상세구조해석 모델을 통해 수행하였다.

Simplified Fatigue Analysis 수행 시 Allowable Extreme 
Stress Range를 선택하는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Fig. 8 
에 관련 도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 Corresponding to 20 years (108 Cycle)
- Relevant S-N Curve 

- Relevant Weibull shape parameter (h)
  h=1.1 for two-pontoon semi-submersible unit
  DNV-OS-C103 Sec.5 402

Fig. 8 Example of Allowable Extreme Stress Range [DNV-RP 
C203)]

Fig. 9에서는 Simplified Fatigue analysis 기반으로 수행
한 구조강도 평가의 예를 보여주고, Fig. 10은 허용응력을 초
과한 구역의 상세구조해석 모델(txt mesh)을 이용한 Stochastic 
Fatigue Analysis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Fig. 9 Example of Simplified Fatigue Analysis

Fig. 10 Example of Stochastic Fatig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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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pper Hull Part Assessment
Upper Hull Part는 Deck Box, Drill Floor, Accommodation 

등이 주요한 구조물이며, Global 하중이 Hole 관통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Drill Floor와 Accommodation은 Hole 관통
부 평가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Fig. 11은 Upper Hull Part의 
주요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Upper Hull Part
특히, 대부분의 장비가 배치되는 Deck Box 구역은 대략 

20,000 여 개의 의장 Hole 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어 Hole 
관통부 구조강도 평가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다. 이에 Deck Box 구역의 Hole 관통 부 구조해석 모델은 
직경 300mm 이상의 의장 Hole, Access & Door Opening 
등을 구현한 FE 모델과 (이하 ‘모델 A’ 라 칭함) Hole Plan 
상의 모든 Hole을 구현한 모델(이하 ‘모델 B’라 칭함)로 구분
하여 구조해석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모델 A는 비교적 
큰 Hole 이나 Large Opening 들이 주요한 구조검증 대상이
고 초기설계단계 대비 그 크기나 위치에 변경 사항이 상대적
으로 적어서 설계 및 생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장 Hole 
관통부 구조강도 평가에 앞서 수행 하였다. 

Fig. 12는 Upper Hull Part Hole 관통부의 전반적인 구조
강도 평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 Overall Procedure for Upper Hull Hole verification
Fig. 13은 ULS 평가에 대한 모델 A의 Global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14는 각 구역의 Hole, Large Opening
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13 Global Analysis for Upper Hull ULS

Fig. 14 Example of Access & Large Holes Verification for 
ULS

Upper Hull Part 모델 A에 대한 FLS 평가는 Stochastic 
Fatigue Analysis 를 수행하였고 Hole 및 Opening 주변의 보강 
구조를 고려하여 S-N Curve는 W-3 로 보수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로수명이 초과하는 개소에 대해서는 응력집중계수 
(Stress Concentration Factor 이하 S.C.F )에 의한 Screen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FEM에 구현된 사각형 Hole은 S.C.F를 
5.0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실제 시공되는 Hole의 S.C.F는 
형상에 의에 산출되는 값(Fig. 16 의 DNV-RP-C203 참고)을 
적용하여 두 S.C.F의 비율과 직접계산에 의해 구해진 피로손상
(D.M from Stochastic)을 S.C.F와 D.M의 관계로부터 피로수명
을 예측하여 평가 하였다. 상기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관계식은 Fig. 15 에서 간략히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 W3 S-N Curve in air used for conservative approach
- S.C.F of rectangular (FEM) to be supposed 5.0
- Actual Holes rounded shapes (less than 5.0)
- Considering Ratio between rectangular shape and 

rounded shape, Actual Fatigue Damage ratio can be 
reduced

Fig. 15 Relation between D.M and S.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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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C.F for rounded rectangular holes [DNV-RP-C203]
Fig. 17은 모델 A의 FLS Screening 방법에 의한 구조강도 

평가의 예를 보여주고, Fig. 18 은 피로수명이 초과한 개소
의 상세구조해석 모델(txt mesh)을 이용한 Fatigue Analysis 
결과의 예를 나타낸다. 

Fig. 17 Example of FLS Screening Access & Large Holes 
(Model A) 

Fig. 18 Example of Fatigue Analysis with very fine mesh
ULS 평가에 대한 모델 B는 모델 A와 동일한 방식으로 

Global 해석을 수행 하였고, Fig. 19는 Hole plan 별 구조강
도 결과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19 Example for Hole Verification for ULS (Model B)
FLS 평가에 대한 모델 B는 Lower Hull Part와 동일하게 

DNV-RP-C203에 기술된 5. Simplified fatigue analysis 기반으
로 수행하였다. 단, 별도의 Fatigue Load를 적용하지 않고, 좀 
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ULS의 결과로부터 Screening 평가를 
수행하고 허용치 초과개소는 별도 선별하여 Stochastic Fatigue 
Analysis를 상세구조해석 모델을 통해 수행하였다.

Fig. 20에서는 Simplified Fatigue analysis 기반으로 구조강
도 평가의 예를 보여주고, Fig. 21은 허용응력을 초과한 구역
의 상세구조해석 모델(txt mesh)을 이용한 Stochastic Fatigue 
Analysis 수행 결과의 예를 나타낸다. 

Fig. 20 Example of Simplified Fatigue Analysis

Fig. 21 Example of Stochastic Fatigue Analysis

5. 결 론
본 논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략 30,000 여 개의 의장 

Hole 관통부 및 Access & Large Opening 주변 구조에 대한 
평가를 앞서 소개한 당사의 검증절차를 통해 모두 완료하였
다. Hole 관통 부 구조검증 관련하여 많은 연구 논문이 있음



이승훈･이승훈･강용구･이준혁

Special Issue of SNAK, October 2017 37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급이나 조선소에서는 명확한 검증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많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Hole 구조 검토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선급
이나 발주처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 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기
술적 판단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당사에서도 초기
설계 단계에서 S.C.F Method에 의한 예측설계를 수행하였
고, 제한적이나마 효율적으로 설계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상세한 의장배치가 진행되고 예측하지 못한 개소에 다양한 
형태의 Hole이 인접하게 배치되고, 보강방법 또한 다양하여 
S.C.F Method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급
과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검증 절차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번 당사 Hole 관통부 구조검증을 통해 Semi-submersible 
drilling rig의 모든 구조에 Hole 관통부 구조강도 취약부와 더
불어 구조강도에 여유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차후 
유사 프로젝트 진행 시 초기 설계단계에서 상세단계에 이르
기 까지 Hole이나 Large Opening 등을 유연하게 배치 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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