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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로부터 제안된 복합소재 선체구조 적층판 경량
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36피트 급 고속정 MPatrol 36의 경
량 최적설계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탄소섬유의 비강
도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Laminate Weight of Bottom(Kg/m 2)

1. 개요 및 연구목적

Carbon Fiber Optimum GC = 52%
Laminate Weight of Bottom = 13.9Kg/m2

복합소재 선체구조 적층판 경량화 알고리즘을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RP)에 맞춰 사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를
사례선박에 적용하여 경량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재설계

Fig. 1. Unit-Weight (Kg/m2) Changes of Bottom-Plate with
respect to Glass Content.

모델에 대해서는 국제선급규정을 적용하여 종강도를 설계
원안과 비교 검토하였다. 설계원안과 경량화설계안에 대한

Original Case
Gc_Single-Skin: 40%

선체중량 비교, 검토는 3차원 CAD 모델을 각각 구축한 후
적층판 무게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선체중량을 추정하였다.

Light-Weight Case
Gc_Single-Skin
Bottom: 52%
Side: 58%

3. 결과 및 고찰

Weight(Kg)
Structure

연구결과 경량 최적화를 위해서는 선저판의 경우 약 30%,
선측판의 경우 약 45%의 탄소섬유 함침율 증가가 필요한 것
으로 도출되었고, 이러한 경우 설계원안 대비 선체중량을
약 12.5% 경량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량화설계
안의 선체 종강도 평가결과 규정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설
계원안 대비 종강도에 대한 안전 마진도 소폭 상승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Hull
Plating

Single-Skin

Weight
Reduction
(%)

Original
Case

Light-Weight
Case

Bottom

428.00

371.83

13.1%

Side

149.65

133.59

10.7%

577.65

505.42

12.5%

Sub Total

Fig. 2. Comparison of Weight in Original and Light-Weight
Case with Optimum GC.
본 연구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RF-2017R1D1A3B03032051)과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
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의 지원(No. 10053831)을 받

First Author : hzq910413@gmail.com, 061-240-7238
Corresponding Author : dkoh@mmu.ac.kr, 061-240-7318

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임을 밝히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