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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액체화물운반선 운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해상환 (Ship-to-ship)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STS 계류의

경우, 일반 인 부두에서의 계류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 으로 안 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별도의 기 이 부

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S계류의 특성을 악하기 해 상용 수치해석프로그램인 OPTIMOOR 프로그램 이용한 STS 계류

시뮬 이션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 다. 상해역은 여수항의 D2 정박지를 모델링하 으며, 상 선박의 모델링은 VLCC-VLCC의 Case로

선정하 다. 이 수치해석과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STS 계류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STS 계류안 성 평가에 한 기

을 확립하고자 하 다. 수치해석 시뮬 이션 결과, STS 계류는 선박 재화상태, 기상상태( 주기 고 향) 만남각, 그리고 계류삭의

기장력 등에 따라 변화함을 확인하 다. 한 Risk Matrix를 작성하여 해당 해역에서의 안 외력범 를 설정하 다. 이 결과를 통해 STS

의 계류 특성을 악할 수 있으며, 계류안 성 평가 기 을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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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ship-to-ship has emerged around the world as the volume of tanker carriers increases. In the

case of STS mooring, a safety review should be carried out on other standards since th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the mooring

at a typical wharf. However, there is no separate standard about ST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STS mooring simul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OPTIMOOR program, a commercial numerical analysis program, to identify STS mooring

characteristics. The target sea area is modeled at D2 anchorage of Yeosu Port in Korea, and modeling of the target ship is selected

as the case of VLCC-VLCC. Based on this, we tried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STS mooring safety evaluation.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S mooring changes depending on the ship load condition, weather condition(wave period and wave height),

encounter angle and pre-tension of mooring line. In addition, a risk matrix was created to set the safe external force range in the sea

area. It is expected that the mooring characteristics of the STS can be grasped by this result and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the mooring

safety assess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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