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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e basic theory and a new development of for the residual strength prediction program of the asymmetrically 

damaged ships, being capable of searching moment-curvature relations considering neutral axis mobility. It is noted that moment 

plane and neutral axis plane should be separately defined for asymmetric sections. The validity of the new program is verified by 

comparing moment-curvature curves of 1/3 scaled frigate model where the results from new algorithm well coincide with experimental 

and nonlinear FEA results for intact condition and with nonlinear FEA results for damaged condition. Applicability of new algorithm is 

also verified by applying VLCC model to the newly developed program. It is proved that reduction of residual strengths is visually 

presented using the new algorithm when damage specifications of ABS, DNV and IMO are applied. It is concluded that the new 

algorithm shows very good performance to produce moment-curvature relations with neutral axis mobility on the asymmetrically 

damaged ship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program based on the developed algorithm can largely reduce design period of FE 

modeling and increase user conven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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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dual strength(잔류 강도), Iterative-incremental approach (증분 반복법), Average compressive strength (평균 압축 강도)

1. 서 론
선박은 해상에서 조류, 바람, 파도 등의 극한 환경 및 충돌, 

좌초, 폭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원
유운반선, 화학운반선과 같은 선박에 있어서 충돌 및 좌초와 같
은 사고는 구조적 손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위협하게 된
다.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신개념 선박 건조 기준 (GBS, goal based ship construction 
standard)을 통하여 비손상 선박의 종강도 뿐만 아니라 좌초 
및 충돌과 같은 중대 손상 (major damage) 선박의 잔류 종강
도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박은 충돌 또는 좌초로 인한 침수 및 횡경사된 상태에서도 
주변 항구에 피항을 위한 최소한의 강도를 가져야하는데 최소한
의 강도를 통상적으로 잔류 종강도로 정의한다. 잔류 종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설계식, 간이 해석 (simplified method), 비선
형 유한 요소 해석 (nonlinear FEA) 등이 주로 사용된다.

Maestro and Marino(1988), Wang, et al.(2002), Paik, et 
al.(1998)은 손상 선박의 잔류 종강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Maestro and Marino(1988)는 압축을 받는 보강판에 대
한 유효면적의 개념을 도입하여 손상을 입은 비대칭 선체단면에 
대한 소성 모멘트를 추정하였으며, Paik, et al.(1998)은 대칭 
손상을 가정하고, 손상 부분의 구조 부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
여 잔류 종강도를 평가한 바 있다.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법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멘트 증가에 따른 
보강판 요소의 붕괴 현상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델링 및 해석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
니라, 종강도는 요소의 크기와 초기 변형도에 매우 민감한 단점
이 있다.

접수일 : 2010년 12월 24일  승인일 : 2011년 5월 15일  † 교신저자 : jmchoung@inha.ac.kr, 032-860-7346 

Vol. 48, No. 3, pp. 281-287, June 2011

DOI : 10.3744/SNAK.2011.48.3.281

대한조선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비대칭 손상 선박의 잔류 종강도 평가를 위한 간이 해석 알고리즘 개발

282 대한조선학회논문집 제48 권 제3 호 2011년 6월

간이 해석법은 통상 선체에 작용하는 곡률을 점진적으로 증
가시키면서 굽힘 모멘트와의 관계를 찾아가는 증분 반복법 
(incremental-iterative approach)을 의미하는데, Smith, et al. 
(1988)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현재 IACS (2010a, b)에
서 비손상 선박의 최종 종강도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
하고 있다. 이 방법은 보강판의 평균 압축 강도를 예측하는 방
법에 따라 해의 정확도가 좌우된다. 증분 반복법은 기하학적 형
상이나, 하중이 대칭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비대칭 선박 
또는 손상에 대한 엄밀해는 아직 제시된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증분 반복법을 이용하여 비대칭 손상된 선체의 잔류 종강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 탑재한 프로그램
의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 프로그램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잔류 종강도 예측 프로그램 개발
2.1 모멘트 평면과 중립축 평면의 정의

선체가 자유 수면 대비 만큼 횡경사 되었을 때, 선체에 작용하
는 수직 굽힘 모멘트 (수직 굽힘 모멘트는 중력 방향으로의 하중
에 의한 모멘트이므로 호깅 모멘트 및 새깅 모멘트만을 의미하지
는 않음)는 자유 수면과 직교한다고 가정한다. 선체의 회전 대신 
모멘트 작용 각도를 회전 시키면 자유 수면과 평행을 이루는 평
면을 모멘트 평면으로 정의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횡경사 이후에도 횡경사 이전의 선체 좌표계를 사용한다고 가
정하였을 때 (선장 방향 x, 선폭 방향 y, 선고 방향 z), 단면 전체
가 y평면 (xz 평면)에 대하여 재료 대칭성을 유지하고, 단면의 형
상도 대칭성을 유지하고, 하중의 대칭성도 유지할 때 비로소 단
면은 대칭으로 간주될 수 있다(Choung & Kim, 2010).

단면이 완벽한 대칭이면서, 단면의 어떠한 부재도 좌굴 또는 
항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모멘트 평면은 도심을 통과하는 탄성 
중립축 평면과 동일하다. 그러나 모멘트 증가로 인하여 일부 압
축 영역이 좌굴하거나 항복한다면, 압축 영역과 인장 영역의 모
멘트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 중립축은 인장 영역으로 이동할 것이
며 이를 비탄성 중립축 평면으로 정의한다. 전술한 3가지 대칭성
을 모두 만족한다면 모멘트 평면은 비탄성 중립축과 계속 평행하
게 이동할 것이다. 즉 중립축의 이동만 발생하고 회전은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세 가지 대칭성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탄성 중립축 평면은 도심을 통과하지만 모멘트 평면과는 평행을 
이루지는 않는다. 더욱이 모멘트가 증가하면 일부 단면에서는 비
탄성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비탄성 중립축은 이동과 회전
을 하기 시작한다. 현재 IACS (2010a, b)에서 제시하는 증분 반
복법에서는 완전 대칭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탄성 중립축을 
찾는 알고리즘이 제시되어 있으며, 중립축의 이동과 회전을 동시
에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IACS (2010a, b)에서 제시하는 인장 및 압축 
영역의 하중 평형 조건외에 하중 벡터 평형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중립축의 이동과 회전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하중 벡터 평형 조건은 압축을 받는 영역의 하중 도심과 
인장을 받는 영역의 하중 도심을 연결하는 하중 벡터는 반드시 
모멘트 평면과 직교해야 하는 조건이다(Boresi, et al., 1992).

Fig. 1 Definition of moment plane
2.2 보강판 요소 정보

증분 반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체 중앙 단면도를 이루는 
보강판 요소 및 판 요소로 이산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판 요소
로서는 PL(plate bar)을 지원하며, 보강판 요소는 FB (flat bar), 
TB (tee bar), AB (angle bar)를 지원하며, 모서리 요소 (hard 
corner element)로서 HLB1 (hard corner angle bar1), HLB2 
(hard corner angle bar2), HCB (hard corner cruciform), HFB 
(hard corner flat bar)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8가지 요소가 공간
상에서 이루는 위치와 각도를 정의함으로써 선체의 중앙 단면을 
구성할 수 있다. 8가지 요소의 형상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요소
의 형상, 위치, 각도뿐만 아니라 각 요소의 재료 정보 (초기 항복 
강도 및 탄성 계수)가 동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Table 1은 
완성된 입력 파일의 예를 나타낸다.

   
(a) FB        (b) TB        (c) AB        (d) HFB

      
   (e) HLB1     (f) HLB2      (g) HCB       (h) PL
Fig. 2 Types of section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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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 of input file
EID Pattern Type Web Dir Y-loc Z-loc Pressure bp tp
1 FLAT FB 270.0 -1140.0 2235.0 0.0 750.0 14.5
2 FLAT AB 180.0 -2915.0 2784 0.0 850.0 15.5
3 FLAT TB 0.0 -950.0 0.0 0.0 950.0 23.5
4 FLAT HFB 0.0 -1140.0 0.0 0.0 950.0 18.0
5 FLAT HLB1 180.0 -3000.0 30500.5 0.0 426.0 17.0
6 FLAT HLB2 180.0 -9400.0 14960.0 0.0 475.0 20.80
7 FLAT HCB 0.0 1140.0 3000.0 0.0 950.0 19.00
8 FLAT PL 332.1 -2867.0 311.6 0.0 954.0 19.00
bw tw bf tf s0p s0w s0f Ep Ew

175.0 11.5 0.0 0.0 235.0 235.0 0.0 206000.0 206000.0
250.0 10.0 90.0 14.0 235.0 235.0 235.0 206000.0 206000.0
650.0 11.5 200.0 28.5 235.0 235.0 235.0 206000.0 206000.0
500.0 14.5 0.0 0.0 235.0 235.0 0.0 206000.0 206000.0
273.3 16.7 0.0 0.0 235.0 235.0 0.0 206000.0 206000.0
550.0 38.2 0.0 0.0 235.0 235.0 0.0 206000.0 206000.0
400.0 16.0 0.0 0.0 235.0 235.0 0.0 206000.0 206000.0
2362.0 19.0 0.0 0.0 235.0 0.0 0.0 206000.0 0.0

2.3 평균 압축강도 간이식
증분 반복법에서 보강판 또는 판 요소의 평균 압축 강도를 정

확히 예측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IACS (2010a, b)에
서는 모서리 요소가 압축을 받을 때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탄성 
강소성 곡선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보강판 또는 
판 요소의 경우 압축시 좌굴로 인한 압축 강도의 저하는 고려해
야 한다 (Fig. 3 참조).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Cho, et al. (1998)과 
IACS (2010a, b)에서 제시한 평균 압축 강도 간이식을 선택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ho, et al. (1998)의 평균 압축 
강도 간이식은 최종 강도의 함수로 표현되며, 본 프로그램에서
는 Lee (1992), Paik, et al. (1996), Cho, et al. (1998)이 제시
한 최종 강도 간이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
다. IACS (2010a, b) 평균 압축 강도 간이식의 경우, 5가지 붕
괴 모드별 평균 압축 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소의 최종 강도를 제시하는 모드에 대한 평균 압축 강도를 간
이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였다.

stiffened plate & hard corner 
elements under tension

hard corner elements 
under compression

Fig. 3 Typical stress strain curves for hard corner, plate, 
and stiffened panel elements

2.4 단면 GUI, 손상의 적용, 계산 조건 설정
본 연구에서는 비손상 및 손상 선박의 종강도를 계산이 가능하

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손상의 경우 충돌 및 좌초로 인한 
손상의 크기와 위치를 ABS(1995a, b), DNV(2009), IMO(1978)
의 규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Fig. 4(a)는 선체 단면 정보 파일을 읽은 후의 단면을 나타내
고 있으며, 보강판 요소를 GUI상에서 선택할 경우 평균 압축 강
도 및 세장비 (판 세장비, 보강재 세장비, 보강판 세장비)를 가
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4(b)는 손상을 정의하기 위한 규
정을 선택하고, 손상을 가시화한 결과를 나타낸다.

손상 후 선체의 횡경사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횡경사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수렴 조건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횡경사 후 초기 도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요소
까지 거리의 2/3를 중립축의 이동 범위로 설정하여 이동 탐색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본값으로 20등분을 제시하였다. 또한 횡경
사 각도 즉,  모멘트 평면으로부터 특정 각도 범위 내에서 특정 
각도 증분으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기본
값은 ±45도 탐색 각도 및 1도 증분 각도).

하중 평형에 대한 평형 조건과 하중 벡터에 대한 평형 조
건을 수렴 조건으로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
서 제시하는 수렴 조건의 기본값은 하중 오차 0.7%, 하중 벡
터 오차각 1.3도이다. 사용자가 수렴 조건을 다시 정의할 수 
있다.

IACS (2010a, b)에서는 단면을 구성하는 특정 보강판 요소
의 평균 압축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의 3배에 도달하면 계산을 
종료시킬 것을 권장하지만, 횡경사로 인한 면적 2차 모멘트의 
증가는 선박의 종강도 또는 잔류 종강도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압축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의 5배에 도달하면 
계산을 종료시키도록 기본값을 설정하였다. 이 또한 사용자가 
값을 지정할 수 있다.



비대칭 손상 선박의 잔류 종강도 평가를 위한 간이 해석 알고리즘 개발

284 대한조선학회논문집 제48 권 제3 호 2011년 6월

(a) GUI for section elements and slenderness ratios

(b) GUI for damage realization and calculation parameters
Fig. 4 GUIs for residual strength prediction of intact and damaged ships

Fig. 5 GUI for result verification of residual strength calculation

2.5 결과 GUI
Fig. 5는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나타내는 GUI로서, 모멘트-곡

률 선도뿐만 아니라, 중립축의 이동 및 회전 경로를 추적할 수 있
는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단면에 대한 각종 탄소성 정보

즉, 적용한 모멘트 평면, 단면적, 탄성 중립축 평면의 위치, 탄성 
중립축 평면에 관한 면적 2차 모멘트, 압축 및 인장 영역에 대한 
탄성 단면 계수, 탄성 중립축 평면에 관한 항복 모멘트/항복 곡
률, 완전 소성 중립축 평면의 위치, 완전 소성 중립축 평면에 대
한 완전 소성 모멘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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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연구
3.1 함구조 종강도 비교

본 논문에서는 함구조 (frigate) 1/3 축소 모형 실험 결과 
(Dow, 1991)를 바탕으로 비손상 선박에 대하여 개발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Fig. 6(a)에 보인 바와 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증분 반복법 해석을 수행하였고, 또한 Fig. 6(b)
와 같은 유한 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도 병
행하였다. 재료의 항복 응력은 245MPa이었으며, 탄성 계수와 프
아송비는 일반적인 강재의 물성치를 적용하였다. 증분 반복법 해
석 수행시 IACS (2010a, b)의 평균 압축 강도를 적용하였다.

Fig. 7은 횡경사 0도 (새깅 조건)에 대하여, 계산 결과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실험, FEA 및 증분 반복법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FEA와 증분 반복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Model for incremental iterative approach

(b) Model for FEA approach
Fig. 6 Models for 1/3 scaled fr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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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longitudinal ultimate strength of 
frigate hull girder

3.2 함구조 잔류 종강도 비교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손상 선박의 잔류종강도의 유효성을 검

증하기 위해 ABS(1995a, b) 충돌 손상 규정을 함구조(frigate) 
1/3축소 모형에 적용하여 새깅 조건에서 FEA 및 증분 반복법의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Fig. 8(a)는 ABS충돌 손상 규정을 적용한 개발 프로그램의 
GUI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8(b)는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증분 반복법을 이용한 해석 수행시 비손상 조건과 동일하
게 IACS (2010a, b)의 평균 압축 강도를 적용하였다.

(a) Model for incremental iterative approach

(b) Model for FEA approach
Fig. 8 Models with collision damage by ABS for 1/3 

scaled frigate
Fig. 9에서는 횡경사 0도(새깅 조건)에 대해 FEA와 증분 반복

법을 이용한 계산 결과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Table 2는 새깅 조건에서 FEA와 증분 반복법으로 계산된 비손

상 상태에서의 최종 종강도 값과 비대칭 손상 상태의 최종 잔류 
종강도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Fig. 9 Comparison of residual longitudinal ultimate strength 
of frigate hull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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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ultimate residual longitudinal       
 moment of frigate hull girder (N·mm)

condition FEA Iterative-Increment
Intact 1.02E10 1.03E10

damaged 9.15E09 8.88E09

3.3 VLCC 잔류 종강도 비교
함구조 축소 모형의 비손상 상태에 대한 실험 결과, 유한요소해

석 결과 및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간이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이 해석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함구
조 축소 모형이 충돌 손상을 가질 때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간이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충분히 타당한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간이 해석법을 
비손상 및 손상 실선에 적용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Table 3 Dimensions of the VLCC
(length) (breadth) (depth) Frame Space
320 m 60 m 30.5 m 5.68 m

Table 3에 보인 바와 같은 주요 치수를 가지는 대형 유조선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에 ABS (1995a, b), DNV 
(2009), IMO (1997)의 충돌 및 좌초 손상을 적용하여 잔류 종강
도를 평가하였다.

통상적으로 유조선의 경우 새깅 조건 (모멘트 평면 0도)에서 
종강도의 최소치를 보이지만 선저부 손상을 감안하여 호깅 조건 
(모멘트 평면 180도)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모멘트 평면이 회전
할 경우 잔류 종강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호깅 및 새깅 조건만 고려하였다.

통상적으로 충돌 손상의 경우 IMO (1997, 이하 MARPOL로 지
칭) 손상이 가장 크며 호깅 및 새깅 조건에서 모두 최소 모멘트를 
나타내었다(Fig. 10(a) 참조). 반면 DNV (2010)는 가장 큰 좌초 
손상을 가정하기 때문에 잔류 종강도의 현저한 감소를 보임을 
Fig. 10(b)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Table 4는 새깅 및 호깅 조건에서 비손상 종강도 및 ABS 
(1995a, b), DNV(2009), IMO(1997)의 충돌 및 좌초 손상 규정
을 적용한 잔류 종강도 를 나타내었다.

Table 4 Comparison of ultimat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s  
 for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N.mm)

Damage collision grounding
sagging hogging sagging hogging

Intact 1.64E13 2.13E13 1.64E13 2.13E13
ABS 1.42E13 1.94E13 1.60E13 2.03E13
DNV 1.28E13 1.83E13 1.35E13 1.45E13
IMO 1.16E13 1.64E13 1.61E13 2.03E13

(a) Collision

(b) Grounding
Fig. 10 Comparison of moment curvature curves for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4. 결 과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손상된 선박의 잔류 종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비대칭 손상 선박에 대한 잔류 종강도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하여 선박 단면의 비대칭성을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3가지 
대칭성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면 비손상 선박이라도 비대칭 단
면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비대칭 단면에서 탄성 중립축 평면은 항상 도심을 통과하지만 
모멘트 평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멘트 평면은 중립축 평
면과 반드시 분리 취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비대칭 단면에서 일부 요소가 좌굴하기 시작하면 중립축 평면 
(비탄성 중립축 평면)은 도심을 벗어나 이동과 회전하기 시작하
며, 이를 탐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중 평형 조건과 하중 벡터 
평형 조건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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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를 구성하는 보강판 요소를 8개의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다양한 평균 압축 강도 간이식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손상의 구현 및 중립축의 추적이 모두 가능하도록 GUI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3 함구조 모
델을 대상으로 비손상 상태와 비대칭 손상 상태의 종강도를 평가
하였다. 비손상 상태의 경우, 실험, 유한요소해석 그리고 증분 반
복법 결과에 대해 상당히 유사한 모멘트-곡률 곡선을 얻을 수 있
었다. 그리고 ABS(1995a, b) 충돌 손상 규정을 적용한 비대칭 
손상의 경우 유한요소해석과 증분 반복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잔
류 종강도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VLCC를 대상
으로 증분 반복법을 이용하여 모멘트 곡률을 도출하였다. 손상
의 가정에 따른 최종 굽힘 모멘트의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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