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일반적으로 상온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화물을 해상 

운반할 때에는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의 비등점 이
하인 상태로 액화시켜 운반하며 통상 이러한 선박을 액화가
스운반선이라 한다. 액화가스운반선의 주요 화물인 LNG, 
LPG, LEG 등은 자체적으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대기압 상태
에서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초저온 상태(예, LNG의 경우 
-162OC)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액화가스운반선의 
화물창(Cargo containment system, CCS)을 설계할 때에는 
화물의 비등점을 고려하여 재료 선정에 주의해야 하며 화물
창 손상에 따른 화물의 누출 가능성 또한 고려 대상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액화가스의 안전한 해상 운송을 위
하여 국제적인 표준인 International code for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IGC code)를 제정하였다. IGC code는 배의 크기와는 관계없
이 운송되는 액화가스가 37.8OC의 온도에서 절대압을 기준으로 

Fig. 1 Cargo containment system specified on IGC code
증기압이 0.28MPa을 초과하거나 또는 IGC code 19장에 명
기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IGC code에서는 자
립여부(self-supporting)와 2차 방벽(secondary barrier)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화물창을 분류하며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C형 독립탱크는 일반적으로 중소형 
액화가스운반선에서 채용되는 화물창의 한 형태로써 높은 증
기압을 견딜 수 있도록 압력용기 이론에 준하여 설계되며 이
론적으로 탱크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차 방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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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l arrangement

Fig. 3 Shape of No.2 cargo tank
설치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C형 독립탱크는 보통 단일 
실린더 형태가 많이 쓰이나 화물의 적재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bi-lobe 형상도 종종 사용된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
로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에 따라 LNG 연료 
추진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C형 독립탱크는 
LNG 연료탱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 중 하
나이다.

본 연구는 그림 2에 제시된 22K LPG/Ammonia/VCM 운
반선의 2번 화물창(C형 독립탱크)에 대하여 초기 설계 단계
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치수 계산방법과 유한요
소해석 기법을 이용한 구조강도 및 피로강도 평가방법을 다
루고 있다.

일반적인 C형 독립탱크의 형상은 단일 실린더 몸체에 앞
뒤가 반구인(hemispherical head) 형상을 취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2번 탱크는 그림 3과 같이 bi-lobe형 몸체에 앞뒤는 
접시구형(torispherical head)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선체와 
화물창과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적재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함
이다. 탱크의 중심에는 수밀 격벽이 설치되지만 각 lobe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액화가스의 증기압은 격벽
에 작용하지 않으며 화물창이 full loading 상태일 경우 각각
의 lobe는 단일 탱크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22K LPG/Ammonia/VCM 선박의 기
본적인 제원은 다음과 같다.

Length O.A   159.70 m
Length B.P   152.00 m
Length Scant.   150.40 m
Breadth 26.60 m
Depth               17.40 m
Design Draft     8.40 m
Scantling Draft    11.05 m
Speed 16.70 knots

Block coefficient    0.7428

2번 화물창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Material                     13MnNi6-3/LT-FH-36
Min. tensile strength 490 N/mm2

Min. yield strength 345 N/mm2

Design vapour pressure 5.3 bar g
Vacuum design 0.763 bar abs
Hold space SRV set pressure 0.08 bar g
Design cargo                 NH3
Cargo density       682 Kg/m3

2. Acceleration by IGC code
2.1 Guidance formula for acceleration components
해상의 파랑 하중에 의해 독립탱크의 무게중심에서 발생

하는 무차원 가속도 성분(acceleration components)은 
IGC code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식은 북대서양
(North Atlantic) 해역에서 10-8의 확률 수준을 고려하며 배
의 길이가 50m를 초과한 선박에 적용된다. 참고로 여기서 
계산된 가속도 성분은 중력 가속도 대비 무차원 값으로써 
az 가속도 성분에 중력 가속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Longitudinal accel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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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verse acceleration;
 ± 







 

 (2)

∙ Vertical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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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L0 = 선박의 길이
CB = 선박의 방형 계수
B = 선박의 너비
x = 선박의 중앙부에서 탱크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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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선체 중심선에서 탱크의 무게중심까지의 횡방향 거리
z = 선박의 실제 흘수에서 탱크의 무게중심까지의 수직 거리
V = 선박의 속도
K = 일반적으로 1이지만 특수한 적재상태 및 선형을 갖는 

경우 다음 식을 따른다.
  = 13GM/B, 여기서 K≥1이고 GM = metacentric height

이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각각의 가속도 성분은 표 1과 
같다.

Table 1 Dimensionless acceleration component on each 
cargo tank
No.1 tank No.2 tank No.3 tank No.4 tank

ax 0.201 0.201 0.201 0.201
ay 0.655 0.618 0.606 0.618
az 0.819 0.571 0.472 0.570

2.2 Dimensionless design acceleration
독립탱크의 무게중심에서 작용하는 무차원 설계 가속도

(design acceleration) aβ는 정적 하중인 중력과 동적 하중인 
파랑 하중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며 임의의 가속도 방향 β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는 중력가속도와 무차원 가속
도 성분의 조합을 나타낸다. 독립탱크의 특정 위치에서 최대
의 내부 액체 압력(internal liquid pressure)을 계산하기 위하
여, 설계 가속도 aβ는 가속도 방향 β가 0≤β≤βmax의 범위 
내에서 반복 계산을 통해 선택되어야 한다.

Fig. 4 Acceleration ellipsoid (MSC, 2014)

Fig. 5 Acceleration ellipse in yz-plane and zx-plane (DNV, 
2016)

하지만 3차원 상의 가속도 방향 β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계산 과정이 매우 방대하므로 C형 독립탱크의 설계를 목적
으로 그림 5와 같이 무차원 설계 가속도 aβ를 yz-평면과 zx-
평면으로 각각 분할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DNV 
CN No. 31.13 2016 & LR Rules for ships for liquefied 
gases 2013)

yz-평면에서 임의의 가속도 방향 β에 대한 무차원 설계 
가속도 계산방법은 Sejanovic, et al. (2004 & 2005)과 LR 
선급의 규정(LR Rules for ships for liquefied gases 2013) 
등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하기 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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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K = 90˚-β
ax, ay, az = 무차원 가속도 성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zx-평면에서 작용하는 무차원 설계 
가속도 aβ를 계산할 수 있다.

3. Internal design pressure in
IGC code

3.1 Minimum design vapour pressure
IGC code에 따라 C형 독립탱크의 설계 기준은 기존의 압

력용기 이론에 파괴 역학과 균열 진전 이론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또한 IGC code는 최소의 설계 증기 압력(minimum 
design vapour pressure)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C형 독립
탱크에 작용하는 동 응력(dynamic stress)을 충분히 낮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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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탱크의 사용기간 동안 초기의 표면결함이 외판 두께의 절
반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C형 독립
탱크에서 2차 방벽이 요구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 최소의 설계 증기 압력;
    (7)

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A = ∆

 


 = design primary membrane stress
∆ = allowable dynamic membrane stress
C = Max (h, 0.75b, 0.45l)
h = 탱크의 높이
b = 탱크의 너비
l = 탱크의 길이
ρr = 설계온도에서 화물의 비중
위의 방법을 통해 계산된 2번 화물창의 최소 설계 증기 압

력은 0.360MPa이다. 이는 2번 화물창의 설계 증기 압력
(Design vapour pressure = MARVS)인 0.53 MPa보다 작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3.2 Pressure calculation points
내부 설계 압력(internal design pressure)을 계산하는 이

유는 결국 해당 압력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적절한 강도를 갖
는 구조물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압력 
계산 위치를 선택할 때에는 탱크의 자체 형상과 실제 운항조
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
한 2번 화물창의 압력 계산 위치는 그림 6과 같다.

Fig. 6 Pressure calculation points

3.3 Largest liquid height (zβ)
일반적으로 유체의 의한 압력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 할 

수 있다.
Pliquid = density × acceleration × liquid height (8)

독립탱크의 특정 위치에서 액체 수두(liquid height)는 그
림 7과 같이 독립탱크 자체 형상과 고려하는 가속도 방향 β
에 의해 계속 변화한다.

Fig. 7 Determination of liquid height for arbitrary point of 
tank (MSC, 2014)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탱크의 특정 위치에서 최
대의 내부 액체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방향 β가 
0≤β≤βmax의 범위 내에서 반복 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
산의 편리성을 위해 독립탱크 내의 특정 위치에 대하여 임의
의 가속도 방향 β를 변수로 하는 액체 수두 결정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단일 실린더형 몸체에 반구형상을 갖는 C형 독
립탱크의 액체수두는 Sejanovic, et al. (2004 & 2005)과 
DNV 선급의 CN No. 31.13 (2016)등에서 계산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lobe 몸체에 접시구형을 갖는 
C형 독립탱크의 액체 수두 계산을 위해 하기 계산식을 고안
하였다.

 
∙ yz-plane for bi-lobe tank;
z  ･sin  ･cos   ･･sin (9)
∙ zx-plane for torispherical ends;
z  ･sin ･cos  ･cos  (10)

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8을 통해 표
현 하였다.

C = 탱크의 중심선에서 lobe의 원심까지의 횡 방향 거리
R = 실린더 외판의 내부 반지름
r = 접시구형의 내부 반지름
x = 독립탱크의 평행부가 끝나는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이

며 평행부의 선택은 가속도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y = lobe의 원심을 기준으로 횡 방향 좌표
z = lobe의 원심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 좌표

Fig. 8 Definition of symbol for liquid height



허광현･강원식･박봉균

Special Issue of SNAK, October 2017 97

3.4 Internal liquid pressure
IGC code에 따라 내부 액체 압력(internal liquid pressure)

은 중력인 정적 하중과 파랑에 의한 동적 하중이 조합된 결
과로써 그 값은 하기 식을 통해 계산된다.

 
× 


 (11)

여기서, aβ는 무차원 설계 가속도, ρ는 설계 온도에서 화
물의 밀도, zβ는 압력 계산 위치에서 가속도 방향 β를 고려
한 액체 수두이다.

3.5 Internal design pressure
IGC code에 따라 탱크의 특정 위치에서 내부 설계 압력

(internal design pressure)은 하기 식과 같이 설계 증기 압력
과 내부 액체 압력의 합으로 계산된다.
   max  (12)

여기서, P0는 설계 증기 압력, Pgd는 내부 액체 압력이다.

4. Rule scantling of shell thickness
4.1 Applied extent of calculation

C형 독립탱크의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는 여러 선급 규정
과 ASME code 및 EN 13445 등을 통해 계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BS, LR, DNV 선급 규정을 통해 2번 화물창의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를 계산하였다. 계산식의 적용 범위는 
그림 9와 같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탱크의 

Fig. 9 Applied extent of calculation equation

경우 제작상의 이유로 접시구형에 plate seam이 있고 그 이
후로는 일반적으로 반구형상과 동일하게 일정한 반지름을 갖
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이는 접시구형을 transition 영역과 
반구형상 영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설계치수 계산에 있어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4.2 Requirement of ABS class
ABS 선급의 Rules for building and classing steel vessels 

(2014) 규정에 따라 내부 압력에 따른 외판 두께 최소 요구
치는 다음과 같다.

∙ Cylindrical shell;
 ･･･

･
 (13)

∙ Torispherical and hemispherical head;
 ････

･･
 (14)

4.3 Requirement of LR class
LR 선급의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classification 

of ships (2012) 규정에 따라 내부 압력에 따른 외판 두께 최
소 요구치는 다음과 같다.

∙ Cylindrical shell;
 ･･･

･
 (15)

∙ Torispherical head;
 ･･

･･
 (16)

∙ Hemispherical head;
 ･･･

･
 (17)

여기서 0.75는 부식마진(corrosion addition)이며 C형 독
립탱크의 경우 적재 화물이 탱크 재질의 부식을 유발하지 않
을 경우 부식마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4.4 Requirement of DNV class
DNV 선급의 Rules for classification of Ships (2012)과 

Classification notes No. 31.13 (2016) 규정에 따라 내부 압
력에 따른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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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lindrical shell;
 ･･ ･

･
 (18)

∙ Torispherical head;
 ･･

･･
 (19)

∙ Hemispherical head;
 ･･ ･

･
 (20)

  
4.5 Calculation results of shell thickness

22K LPG/Ammonia/VCM 운반선의 2번 화물창에 대하여, 
IGC code에 정의된 내부 설계 압력에 따른 ABS, LR, DNV 
선급 규정의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는 그림 10, 11과 같이 
계산되었다.

그림 10의 bi-lobe형 몸체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를 검토
하면 단면 위치(A~D)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이 계산
되었다. 이는 본 선박의 2번 화물창의 형상적인 특성과 가속
도 성분에 따른 결과이다. 2번 화물창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
은 0.961(길이/폭)으로 거의 같다. 하지만 각각 종 방향과 횡 
방향 가속도 성분의 비는 0.325(ax/ay)로써 상대적으로 횡 방
향 가속도 성분이 약 3배정도 크다. 따라서 본 선박 2번 화
물창의 bi-lobe형 몸체 외판에 작용하는 내부 설계 압력은 
전체적으로 zx-평면이 아닌 yz-평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
반적으로 단일 실린더 형 몸체에 탱크의 폭 대비 길이가 훨
씬 큰 형상을 갖는 C형 독립탱크의 경우 탱크의 중앙부에서 
멀어질수록 zx-평면의 종 방향 가속도 성분에 영향을 받은 
내부 설계 압력에 의하여 탱크의 중앙부 대비 외판 두께 최
소 요구치가 증가한다.

Fig. 10 Thickness requirement of bi-lobe shell

Fig. 11 Thickness requirement of torispherical head
그림 11의 계산 결과를 검토하면 transition 영역의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의 경우 LR 선급과 DNV 선급간의 결과값은 
동일한 반면 ABS 선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LR 및 
DNV 선급의 접시구형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 결정식의 K항
(LR: shape factor, DNV: factor taking into account the 
stress at the conjunction)과 ABS 선급 결정식의 M(=)항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접시구형을 제외하고 bi-lobe형 몸체와 반구형상의 최소 
두께 요구치는 ABS, LR, DNV 선급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는 각 선급간에 실린더형 외판과 반구형상의 최소 두께 요구
치 결정식이 형태상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동일함
을 알 수 있다.

5. Buckling evaluation
5.1 External design pressure on IGC code

IGC code에 따라 C형 독립탱크의 외판 및 보강재의 배치
는 압축 응력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압력(external pressure)
에 대하여 압력 용기 좌굴 이론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IGC 
code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부 설계 압력을 정의하고 있다.
∙ External design pressure;
       (21)

여기서 IGC code에 정의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 P1 = setting value of vacuum relief valves. For vessels not 

fitted with vacuum relief valves, P1 shall be specially 
considered, but shall not, in general, be taken as 
less than 0.025 MPa

∙ P2 = the set pressure of the pressure relief valves (PRVs) 
for completely closed spaces containing pressure 
vessels or parts of pressure vessels; elsewhere P2=0



허광현･강원식･박봉균

Special Issue of SNAK, October 2017 99

∙P3 = compressive actions in or on the shell due to the weight 
and contraction of thermal insulation, weight of shell 
including corrosion allowance and other miscellaneous 
external pressure loads to which the pressure vessel 
may be subjected.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weight of domes, weight of towers and piping, 
effect of product in the partially filled condition, 
accelerations and hull deflection. In addition, the local 
effect of external or internal pressures or both shall 
be taken into account

∙ P4 = external pressure due to head of water for pressure 
vessels or part of pressure vessels on exposed decks; 
elsewhere P4 = 0

본 연구에서 22K LPG/Ammonia/VCM 운반선의 2번 화물
창에 적용된 외부 설계 압력은 0.038MPa이다.

5.2 Applied rules
ABS 선급과 LR 선급의 경우 C형 독립탱크 좌굴과 관련한 

평가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ASME code 또는 
EN 13445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DNV 선급의 Rules 
for classification of Ships (2016)과 Classification notes No. 
31.13 (2016)의 규정을 이용하여 22K LPG/ Ammonia/VCM 
운반선의 2번 화물창에 대한 좌굴강도를 평가하였다.

5.3 Cylindrical shell
∙ The buckling capacity (elastic instability) of the cylindrical 
she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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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The external pressure causing yield of the circumferential 
membrane stress;

  ･

･ (23)

∙Acceptance criteria;
 ≤ 




  (24)

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D = 실린더의 외부 지름
L = 보강재 사이의 유효 거리이며 그림 12 참조

n = n>Z인 범위 내에서 Pc를 최소로 하게하는 값
σF = 상온 상태에서 재질의 항복 응력
E = 상온상태에서 재질의 탄성계수 (modulus of elasticity)
ν = Poisson’s ratio

Fig. 12 Effective length of cylinders subject to external 
pressure

5.4 Hemispherical head
∙The buckling capacity of the hemispherical head;
  ･･

 
 (25)

∙The pressure corresponding to general membrane yield;
  ･

･ (26)

∙Acceptance criteria;
 ≤ 


 

  (27)

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t = 부식 마진을 제외한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
R = 구형의 외부 반지름
σF = 상온 상태에서 재질의 항복 응력
E = 상온상태에서 재질의 탄성계수 (modulus of elasticity)

5.5 Stiffening rings
∙The minimum requirement of moment of inertia;
 ･

････


(28)

∙The permissible length of the shell contributing to the 
moment of inertia;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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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t = 부식 마진을 제외한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
D = 실린더의 외부 지름
Ds = 보강재의 중립축까지의 지름
L = 보강재 사이의 유효 거리이며 그림 12 참조
E = 상온상태에서 재질의 탄성계수 (modulus of elasticity)

5.6 Results of buckling evaluation
22K LPG/Ammonia/VCM 운반선 2번 화물창에 대하여, 

IGC code에 정의된 외부 설계 압력에 따른 DNV 선급 규정
의 좌굴강도 평가결과는 하기와 같다.

∙Cylindrical shell
The buckling capacity (elastic instability) of the cylindrical 

shell;
Pc = 2.674bar이며 변수 n에 따른 buckling capacity 

(elastic instability) 의 변화는 그림 13과 같다.

Fig. 13 Buckling capacity depend on parameter n
The external pressure causing yield of the circumferential 

membrane stress;
Py = 12.942bar

Acceptance criteria;
Ped = 0.38bar ≤ Min(Pc/4, Py/3) = 0.668bar

∙Hemispherical head
The buckling capacity of the hemispherical head;

Pc = 1.856bar

The pressure corresponding to general membrane yield;
Py = 13.368bar

Acceptance criteria;
Ped = 0.38bar ≤ Min(Pc/3, Py/3) = 0.619bar

∙Stiffening rings
The minimum requirement of moment of inertia for 

stiffening rings;
Ix-required = 44,284cm4

Ix-actual  = 53,604cm4

위의 계산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2번 화물창은 IGC code
에 정의된 외부 설계압력에 대하여 DNV 선급의 C형 독립탱
크의 좌굴강도 평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6. Structure strength analysis
6.1 Supporting mechanism and analysis method
C형 독립탱크는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에 의한 6 자유도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선체 구조물에 의해 적절히 지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실린더 형태인 C형 독립탱크의 경우 
fixed support, sliding support, anti-rolling support, 
anti-floating support가 이 기능을 담당한다. Bi-lobe 형태의 
C형 독립탱크의 경우 자체적인 형상 특성으로 인하여 
anti-rolling support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이외에는 단일 실린
더 형과 동일하다. Anti-floating support는 선박의 침수 시에 
해수에 의한 독립탱크의 부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일반
적인 운항조건하에서 bi-lobe 형태의 C형 독립탱크는 fixed 
support와 sliding support에 의해 지지된다.  그림 14와 15는 
본 연구의 2번 화물창에 적용된 지지 구조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sliding support가 2개의 wood 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독립탱크가 
수축 또는 팽창 그리고 변형이 발생하였을 때 탱크와 선체의 연결 
구조에 지나친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선박의 hull girder motion(예: hogging & sagging)은 
C형 독립탱크 자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16은 
22K LPG/Ammonia/VCM 선박에 Hull girder bending moment 단일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2번 화물창에 작용하는 등가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응력 분포를 살펴보면 지지구조 주변에 약간의 응력이 발생
할 뿐 2번 화물창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14 Section view of support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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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levation view of supporting structure

Fig. 16 Effect of hull girder bending moment on No.2 cargo 
tank

본 연구에서 구조 해석의 주요 목적은 앞서 3.5절에서 계
산한 내부 설계 압력에 대해 2번 화물창의 구조적 응답을 검
토하는 것이므로 선체구조를 생략하고 그림 17과 같이 독립
탱크에 직접 경계 조건을 부여하였다.

Fig. 17 Boundary condition for No.2 cargo tank

6.2 Load case for structure strength analysis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조해석의 load case는 앞서 2.2절

에서 다룬 설계 가속도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표 2
와 같다. 1번 load case의 경우 가속도 방향 β의 각도가 0O

인 경우로써 가장 큰 설계 가속도가 발생한다. 2번과 3번 하

중 조건은 각각 yz-평면과 zx-평면에서 가속도 방향 β의 각
도가 최대인 경우이다. 4번 하중 조건은 C형 독립탱크 제작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수압 검사(hydrostatic test)를 가정
한 것으로 이때의 압력은 IGC code에 따라 설계 증기 압력
의 1.5배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Table 2 Load case for structure strength analysis
LC Plane β aβ Pgd_max Pvapor
1 None 0˚ 1.571 0.154 0.53
2 yz-plane 36˚ 0.98 0.129 0.53
3 zx-plane 13˚ 0.852 0.1008 0.53
4 None 0˚ 1 0.168 0.795

(Unit = MPa)

6.3 Results of structure strength analysis
본 연구의 구조해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인 운항 

조건인 LC1~3에 대하여 Dome opening 주변부를 제외하면 
내부 설계 압력에 대한 2번 독립탱크의 전체적인 등가응력은 
IGC code의 primary general membrane stress 허용치를 만
족하였다. 이는 IGC code에서 규정한 내부 설계 압력에 대
하여 ABS, LR, DNV 선급 규정을 통해 C형 독립탱크의 외판 
두께를 설계하였을 때 IGC code에서 규정한 허용응력 기준
치를 만족함을 의미한다. 수압검사 상황을 이상화한 LC4의 
경우에도 IGC code의 허용치인 항복응력의 90%를 넘지 않
았다.

Table 3 Result of structure strength analysis
LC Positon Peak stress1) Allowable stress
1 Dome opening 192 N/mm2 1632) / 2452) N/mm2

2 Dome opening 195 N/mm2 1632) / 2452) N/mm2

3 Dome opening 188 N/mm2 1632) / 2452) N/mm2

4 Dome opening 282 N/mm2 310.53) N/mm2

1) Equivalent primary membrane stress 
2) General / local allowable stress in IGC code
3) 90% of yield stress of material

Load case에 관계없이 최대응력은 dome opening 주변에
서 발생하며 이는 명백히 해당 위치에서 독립탱크의 구조적 
불연속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운항 조
건(LC1~3) 중에서 구조해석 결과 최대의 등가응력은 2번 하
중조건의 195N/mm2이었다. 이는 IGC code 기준으로 equivalent 
primary general membrane stress 허용치를 초과하나 그 범위
가 그림 18과 같이 매우 국부적이며 equivalent primary local 
membrane stress 허용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또한 dome 
opening 주변부는 강도 보상을 위해 double plate 구조를 사용
하므로 좀더 정교한 구조해석 모델을 이용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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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quivalent primary membrane stress in load case 2

7. Fatigue strength analysis
7.1 Fatigue strength analysis process

본 연구에서 2번 화물창의 피로강도 계산은 ABS 선급의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Liquefied Gas Carriers With 
Independent Tanks (2010)와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Liquefied Gas Carriers With Independent Tanks (2010) 규정을 
참고하였다. 피로강도 평가 방법으로써 북대서양 해상환경에서 
피로수명 20년을 설계 허용치로 선정하였으며 high cycle 피로
손상과 low cycle 피로손상을 모두 고려하였다.

7.2 Fatigue strength calculation point
앞서 6장의 구조강도 해석결과를 검토하면 dome opening 

주변에서 가장 높은 등가응력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위치는 그림 19와 같이 double plate 구조로 되어 있어
서 보통의 mesh size를 이용한 구조해석으로는 강도를 평가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Fig. 19 Structure design in way of dome opening are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0과 같이 dome opening 위

치에서 double plate 위쪽 면과 dome plate가 용접되는 곳을 
피로강도 계산 위치로 선택하였고 요소의 크기가 t X t인 매
우 정교한 구조해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20 Outside view of fatigue damage calculation position

7.3 High cycle fatigue damage
본 연구의 피로강도 계산에 있어서 high cycle 피로손상은 

ABS 선급의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Liquefied 
Gas Carriers With Independent Tanks (2010) 규정을 참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로강도 계산 위치로 지정
한 dome opening 주변은 hull girder motion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vertical & horizontal bending moment는 본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직 동적 가속도에 의한 내부 
설계 압력의 변화만을 고려하였다.

Fig. 21 Load case for high cycle fatigue damage
(ABS, 2010)

ABS 선급 규정에 따라 high cycle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30)

여기서, Df1은 full load condition에서 누적 피로손상, Df2
는 normal ballast condition에서의 누적 피로손상이다.

여기서, Full load condition상의 누적 피로손상은 하기 식
과 같이 계산된다. 

  


_  


_  


_  


_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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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응력 변동 범위의 장기 분포는 Weibul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각 load pair jk에 대한 누적 피로손상은 하기 
식과 같다.

_ 

 ･ln 

 


･_･ 

  (32)

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γ = long-term stress distribution parameter
ai = proportion of the ship’s life
NT = number of cycles in the design life
fo = factor for net time at sea
DL = design life in seconds
L = ship length
m, K2 = S-N curve parameters
fRi_jk = stress range of load case pair jk at the 

representative probability level of 10-4

NR = number of cycles corresponding to the probability 
level of 10-4

 = complete gamma function
 = incomplete gamma function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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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stress range at the intersection of the two segment 
of S-N curve

∆  = slope change of the upper-lower segment of 
the S-N curve

위의 방법을 통해 계산된 2번 화물창의 high cycle 피로손상은 
거의 0(1.9X10-8)에 가까운 값이 계산되었다. 일반적으로 누적 
피로손상은 응력 변동폭에 비례하는데, dome opening 주변부
는 화물창의 가장 상부로써 응력 변동폭을 유발하는 내부 유체 
압력(Pgd)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강도
는 설계 증기 압력(P0 = 0.53MPa)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내부 유체 압력에 의한 응력 변동폭이 매우 작아지게 된다.

이는 IGC code에 명기된 C형 독립탱크의 설계 원리인 설계 
증기 압력을 일정 이상으로 하여 동하중에 의한 탱크 표면의 
초기 결함이 총 설계수명 동안 두께의 절반 이상으로 진전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과 매우 부합하는 해석결과라고 판단된다.

7.4 Low cycle fatigue damage
본 연구의 피로강도 계산에 있어서 Low cycle 피로손상은 

ABS 선급의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Floating 
Offshore Liquefied Gas Terminals (2010) 규정을 참고하였
다. full loading condition의 하중 조건은 앞서 high cycle 피
로손상 계산에 사용한 하중 조건인 그림 21과 동일하다. 
Ballast loading condition의 경우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 IGC 
code에 정의된 external pressure를 고려하였다. 화물창의 
설계 수명인 20년 동안 고려된 총 low cycle 횟수는 1200번
이다. 참고로 IGC code에서는 최소1000번을 요구한다.

ABS 선급 규정에 따라 low cycle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33)

여기서, 각 항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 S-N curve parameters
 = 1200
 = ･

 = ･, 최소 1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 static stress range for low cycle


  = ･ln







 



 ln



 = long-term stress shape
 = stress range associated with probability of exceedance 

of 1/Ns
  

위의 방법을 통해 계산된 2번 화물창의 low cycle 피로손
상은 약 0.079이다.

7.5 Combined fatigue damage
High cycle 피로손상과 low cycle 피로손상을 모두 고려한 

총 누적 피로손상은 ABS 선급의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Floating Offshore Liquefied Gas Terminals (2010) 규정에 
따라 하기 식과 같이 계산된다. 

 


 



  

  (34)

여기서,    는 low cycle 피로손상, 는 
high cycle 피로손상이다.

위의 방법을 통해 계산된 총 누적 피로손상은 설계수명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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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대하여 0.079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피로수명은 (Tlife 
= Tdesign / DMcomb) 250년을 초과한다.

8. Conclusion
본 연구는 IMO C형 독립탱크에 대하여 설계 초기단계에

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치수 계산과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것으로 22K LPG/Ammonia/VCM 운반선의 2번 화물창을 예
로 들어 실제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 및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IGC code에 정의된 내부 액체 압력(Pgd)을 계산하기 
위하여 bi-lobe형 독립탱크에 적용할 수 있는 액체 수두(Zβ) 
결정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탱크 내부 특정 위치에서 
임의의 가속도 방향 β가 0≤β≤βmax인 범위 내에서 내부 액
체 압력의 반복적인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2) IGC code에 정의 된 내부 설계 압력(Peq)을 ABS, LR, 
DNV 선급의 C형 독립탱크 외판 두께 최소 요구치 결정식에 
적용한 결과 접시구형의 경우 DNV 선급과 LR 선급은 결과값
이 동일한 반면 ABS 선급의 요구치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 이외에 실린더형 외판과 반구형상의 최소 두께 
요구치는 ABS, LR, DNV 선급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
해 각 선급간에 실린더형 외판과 반구형상의 최소 요구치 결
정식이 형태상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3) 내부 설계 압력과 각 선급 규정을 통해 계산된 외판 두
께간의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 결과 일반적인 
운항조건에서 dome opening 주변부를 제외하면 2번 화물창
의 전체적인 등가응력은 IGC code의 primary general 
membrane stress 허용치를 만족하였다. 이는 IGC code에 
정의된 내부 설계 압력에 대하여 ABS, LR, DNV 선급 규정
을 통해 C형 독립탱크의 외판 두께를 설계하였을 때 IGC 
code에서 규정하는 허용응력 기준치를 만족함을 의미한다.

4) 본 연구의 구조해석에서 고려한 모든 하중 조건에 대
하여 최대 응력은 dome opening 주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는 해당 위치에서 독립탱크의 구조적 불 연속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dome opening 주변은 제거된 부재
의 보상을 위해 double plate가 부착되어 있어 보통의 요소 
크기의 구조해석 모델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로강
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5) ABS 선급 규정을 참고하여 북대서양 해상 환경에서 2
번 화물창의 피로강도를 평가한 결과 high cycle 누적 피로
손상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계산되었다. 이는 파랑에 의한 
내부 설계 압력의 변동폭 대비 설계 증기 압력이 충분히 크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IGC code에 정의된 C형 독립탱크의 설계 원리
인 최소 설계 증기 압력의 규정을 통해 화물의 누출 가능성
을 제어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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