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2016년 1월 1일 이후 K/L 하는 선박 중 ECA 지역을 운항 

하는 선박에 Tier III 적용이 강제화 됨에 따라, Tier III (NOx 
< 3.4g/kwh, n < 130 기준)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응방안 검
토가 필요하다.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LNG Dual Fuel Engine 설치 
등이 있다.

본 검토에서는 선박 인도 후 Dual Fuel System 적용을 위
한 LNG Fuel Tank 배치에 따른 구조보강에 관련 된 ABS 
LNG Ready – S notation 적용 시 기본설계 변경사항을 중점
적으로 검토 하였다.  

2. LNG Ready notation 정의
ABS 선급 Rule에 따르면 LNG Ready notation은 Design 

concept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1) Description S - Hull structural reinforcement for LNG 
storage tank

2) Description TS - LNG fuel storage tank structure 
3) Description TA - LNG fuel storage tank arrangements 
4) Description BK - Fuel gas bunkering system and 

arrangement 
5) Description GS - Fuel gas supply system 
6) Description VH - Gas vapor handling system 
7) Description M - Gas consumers (engines, gas 

turbines and auxiliaries) 
   - ME : Main engines
   - AE : Auxiliary engines
   - GT : Gas turbines 
   - B : Main or Auxiliary boilers
본 검토는 위 Design concept 중 Description S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실제 선박에 LNG Fuel tank를 설치하여 인
도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선주가 Dual fuel engine으로 바꾸
고자 할 때 선체설계 변경 없이 진행하기 위해 LNG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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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적용에 따른 stability및 Longitudinal strength 변화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선체 보강만을 고려 한 것이다. 

3. LNG Ready –
S Notation 적용 시 기본설계 고려사항

ABS 선급에서 제시하는 Design procedure는 크게 3가지
로 나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Level 1 - Concept Design Review
   : High level evaluation of basic suitability 
   - Ship general arrangement 
   - LNG fuel storage tank type, capacity, location, 

and arrangement  
   - Preliminary trim and stability, longitudinal strength, 

and visibility study in respect to the effect of the 
storage tank

2) Level 2 - General Design Review 
   : Identify six (6) different parts of the complete 

design 
   - LNG storage tank type, dimensions, and volume
3) Level 3 - Detail Design Approval and Installation
   : Detailed drawings and equipment are to be approved 

and to the Surveyor’s satisfaction 
   : Grant a class notation “LNG Ready” with a description 

note listing the parts of the system 

조선소에서는 Level 3 단계까지 설계가 끝나면 선급으로부터 
“LNG Ready” with a descriptive note를 부여 받을 수 있다. 

4. 당사 적용 사례 
LNG Ready notation을 적용 하기 앞서, 선주의 요구사항

이나 Target Design을 고려하여 LNG Fuel tank Capacity를 
계산하고 Maker에서 제공하는 LNG Fuel tank specification
을 고려하여 본선 배치가 가능한 지 검토 하여야 한다. 

1) LNG Fuel tank Capacity calculation 
   - Duration of cruise : 16 days based on Marine 

Gas Oil
   - Cruising range : 5,500 sea miles based on Marine 

Gas Oil 
   - Daily Fuel Oil Consumption (DFOC) : 25.6 metric 

tons
DFOC calculation 시, 
Low Calorific Value (LCV) 보정계수 :
 

 
 

여기서, 11,940 kcal/kg은 LNG 기준 값이고, 10,200 
kcal/kg은 MDO 기준 값이다. 

LNG Fuel tank capacity 계산을 위해, LNG기준 LCV 보정
계수를 이용하여 DFOC를 계산한다. 

DFOC : 

ton
 abt  ton

Duration of Cruise calculation 시,

DFOton

Volumem ×Specific Gravitym

t ×Filling ratio



Volumem ××
  days

따라서, Target design 기준 Required LNG Fuel tank 
volume은 아래와 같다. 

Required volume × 

× 
 abtm

Cruising day 16 days를 기준으로 계산된 Tank volume은 
abt. 864.4m3 이지만 LNG Fuel Tank 설계 용이성 및 Maker 
recommendation으로 850m3 (425m3 / ea)로 적용 하였다.

위 수식에서, 0.45는 LNG의 Specific Gravity, 0.9는 Tank
에 90% filling함을 의미한다. 

2) IGF CODE에 따른 LNG Fuel tank location 검토  
LNG Fuel tank는 IGF CODE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

로 collision이나 grounding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손
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Table 1 IGF CODE에 따른 fuel tank protection 규정 

Distance Required Actual
from 
Side shell B/5 or 11.5m which is less

Min. 
distance 

적용
from 
Bottom plating B/15 or 2m which is less. -

Min. distance(d)
from boundary of
Fuel tank from
side shell or aft 
terminal

Vc ≤ 1,000 m3,  d=0.8m

2.5m
1,000 m3 ＜ Vc ＜ 5,000 m3,  
d=0.75 + Vc x 0.2 / 4,000 m
5,000 m3 ≤  Vc ＜ 30,000 m3,  
d=0.8 + Vc  / 25,000 m
Vc ≥ 30,000m3, d=2m

여기서, Vc는 20°C 에서 domes과 appendages을 포함한 
개별연료탱크의 100% 볼륨을 의미한다.

3) LNG Fuel Tank 배치 검토 
Upper Deck 선미 Mooring line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

치하였으나 Stowage Reel 과 간섭이 발생하여 선미 배치는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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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LNG Fuel tank 선미배치 

Fig. 2  LNG Fuel tank 선수배치
선미배치 불가능으로 선수배치를 고려한 결과 Winching 

mark와 간섭이 발생하여 Winching mark 선수로 이동 후 배
치 하였다. 

LNG Fuel tank operating을 위한 Fuel Gas Supply Room
도 설계 시 적절한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FGS 
Room에는 한 개의 room으로 두 개의 tank를 운용하는 
Common room과 각 tank 옆에 개별 room을 가지고 운용하
는 Individual room 방식이 있다. 당사는 배치 공간을 고려하
여 Starboard side에 Common room type으로 FGS Room을 
배치 하였다.

4) Visibility Calcul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에 따른 Visibility 요건은 아래와 같다.
Quote
SOLAS Ch. V / Reg. 22 Navigation bridge visibility
1.1 The view of the sea surface from the conning 

position shall not be obscured by more than two ship 
lengths, or 500 m, whichever is the less, forward of the 
bow to 10° on either side under all conditions of draught, 
trim and deck cargo;

1.2 ~ However, in the view described in .1, each 
individual blind sector shall not exceed 5 degrees;

Unquote

Fig. 3 LNG Fuel tank 배치로 인한 Visibility 검토
따라서, Conning position에서 좌우 10° 시야 내 개별 

blind sector는 5 degrees가 넘으면 안 되며 당사는 abt. 3 
degrees로 visibility 조건을 만족 하였다.

5) Lightweight distribution
Level 1 design stage에서 요구되는 Preliminary trim and 

stability, longitudinal strength 검토를 위해 LNG Fuel tank 
적용으로 인한 Lightweight 증가를 고려 하였다. 

∙ LNG Fuel tank  
  - Diameter : 5.6 m
  - Length : 22.5 m
  - Capacity : 425 m3 (based on 100% filling)
  - Weight : 110 ton / tank (including saddle support)
∙ LNG Fuel supply room 
  - 5 m (W) ⅹ 7m (L) ⅹ3.5 m (H)
  - Weight : 20 ton (including pump, pipe, valve 

vaporizer, heater and etc.)
Class recommendation에 따라 LNG Fuel tank weight 

220 ton은 각 tank를 지지하는 saddle support에 집중하중
으로 적용하였다.

Fig. 4  LNG Fuel tank saddle support 위치 
6) Loading condition calculation 
LNG Fuel tank capacity 계산을 위해 3D modeling 

program을 사용하여 compartment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LNG specific gravity 0.45 t/m3 기준으로 90% filling at 
Departure and 10% filling at Arrival로 각 filling ratio에 따
른 Mass (ton)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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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90% filling at Departure condition에서 LNG Mass 산출
산출 된 Mass를 Port and Starboard LNG Fuel tank의 각 

saddle support에 집중하중으로 적용하기 위해 Mass Loads
로 반영하여 Loading calculation을 수행한다.

Fig. 6 산출 된 LNG Mass를 각 condition에 Mass load로 반영 
7) Longitudinal Strength Check 
LNG Fuel tank 반영 후 Loading calculation을 수행하고 

종강도 변화를 검토 한다.
Table.2 LNG Fuel tank 배치에 따른 longitudinal strength 변화 

검토
선미 배치 선수 배치

HARBOUR INTACT HARBOUR INTACT
Max. S.F(Positive) 99.8 % 100.5 % 99.4 % 98.5 %
Min. S.F(Negative) 112.8 % 97.4 % 99.1 % 101.5 %
Max. B.M(Positive) 102.4 % 98.9 % 99.7 % 98.9 %
Min. B.M(Negative) 100.7 % 100.7 % 100.0 % 99.9 %

당사의 경우, LNG Fuel tank 적용 전과 비교하여 Strength 
측면에서는 선수 배치가 더 유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8) Structural Analysis (Fine mesh analysis)
구조 해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 보강이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 해석 결과 Upper deck abt. 15.5 ton, Bunkering 
stiffener 0.05 ton 증가되어 Hull weight가 LNG Ready - S 
notation 적용 전과 abt. 15.55 ton 증가 되었다.

Fig.7  Von mises stress of Upper Deck

Fig.8  Von mises stress of Stiffener
9) 구조도 상세 반영 – Cargo Hold Construction 
구조해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

하고 Upper Deck 위 saddle support가 설치 될 공간에 
foundation을 추가하였다. 

Fig. 9  LNG Fuel tank saddle support 위치 foundation 추가 
10) ABS 추가 도면 승인 목록 
- Preliminary Trim and Stability
- Ship Main Particulars & General Arrangement
- LNG fuel tank arrangement
- The actual still water bending moments considering 

all loading condition are to be within the current 
design values.

- Fine mesh analysis for the LNG fuel tank support 
area 

- The detailed reinforcement drawings

5. 결 론
LNG Ready – S notation은 향후 Tier III 조건을 만족 시키

기 위한 방안으로 Dual Fuel Engine을 설치 하고자 할 때, 
LNG Fuel tank 적용을 고려하여 Upper deck 하부 구조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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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ABS 선급의 Notation이다.  
LNG Fuel tank는 ECA (Emission Control Area) 운항일수

를 고려하여 적정 용량이 산정되어야 한다. LNG Fuel tank 
Upper Deck 배치 시 Fuel tank protection은 IGF CODE 기
준으로 검토 되어야 하며 Upper deck의 각종 의장품과의 간
섭 및 Visibility를 고려 하여야 한다. 

Preliminary Trim & Stability calculation 시, 추가적인 구
조 보강으로 인한 Lightweight 증가를 고려하고 LNG Fuel 
tank loading은 saddle support에 집중하중으로 적용하여 계
산하여야 한다.  ABS선급 Notation을 부여 받기 위해서 LNG 
Fuel tank 영향을 반영하여 계산 된 도면이 별도 선급승인이 
요구된다. 

LNG Fuel tank 선수 배치 기준으로 longitudinal strength가 
shear force (negative) abt. 1.5% 증가 및 Bending moment 
(hogging) abt. 1.1% 감소 됨을 확인하였고, Loading 
calculation에 따른 구조해석 결과 Upper deck 15.5 ton, 
Buckling stiffener 0.05 ton 증가 되었으며, 각 LNG Fuel tank 
weight 220ton을 고려하여 총 Lightweight는 abt. 236 ton 증가
됨을 확인 하였다. 

본 검토를 통하여, LNG Fuel tank 적용으로 인한 longitudinal 
strength 영향이 2% 이내로 미미하고 stability와 visibility 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LNG Ready 
notation 적용 시에는 Upper deck 상 LNG Fuel tank 와 각종 
equipment 와의 간섭, IGF CODE에 따른 Fuel tank protection
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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