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 크레인이 알루미늄 선체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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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1

3. 결과 및 고찰

최근 작업용 장비들의 대형화로 인해 기존 선박들이 크레인 장
비에서 발생하는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사례가 늘어나
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작업 도중 위험상황을 발생시키며, 큰 인
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레인의 탑재
및 운용이 알루미늄 선체에 미치는 현상을 분석하고 영향에 견딜
Fig. 3. Total Deformation

수 있도록 알루미늄 선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소프트웨어(Ansys WB 18.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알루미
늄 선체의 크레인 탑재 부분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보기 위해
Fig.1과 같이 기관실의 선수격벽부터 선미격벽까지 국부적으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크레인의 회전에 따른 영향을 검토
하기 위해 선수방향(0�°)을 기준으로

30�°, 0�°, 30�°, 60�°, 90�°,

Fig. 4. Von-miss stress
Table 1. Total deformation and Von-miss stress result

120�°, 150�°�총 7방향 Case. 1~7로 구별하여 진행하였다.
Case.1
Case.3
Case.5
Case.7

Deformation Von-miss
Deformation Von-miss
[mm]
stress [MPa]
[mm]
stress [MPa]
0.60635
102.02
Case.2 0.60248
143.93
0.59508
150.01
Case.4 0.60546
118.53
0.59753
109.36
Case.6 0.59967
97.879
0.59289
104.85

4. 결 론
Fig. 1. Hull Model and Geometry

모든 Case의 Max값에서 알루미늄의 항복응력(215MPa) 대비
70% (150MPa) 이하의 결과가 나타난 것과 변형이 1mm 미만으
로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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