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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 Design water line 계획 흘수선( )

 부면: Longitudinal center of floatation(

심의 전후위치)

 주형계수: Prismatic coefficient( )

 방형계수: Blocking coefficient( )

 수선면: Water plane area coefficient(

계수)

 수선면적: Water plane area( )

 : 중앙횡단면적Midship section area( )

 : 수직방향무Vertical center of gravity(

게중심)

 : 길이방Longitudinal center of gravity(

향무게중심)

 : 길이Longitudinal center of buoyancy(

방향부력중심)

 : 수직방향Vertical center of buoyancy(

부력중심)

 : Area pressure reduction factor(운항

범위에 따른 압력감소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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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레저 선박은 주로 를 주재료로 제작되고 있으나FRP(Fiber reinforced plastic) 년대에 들어오면2000

서 FRP 선체에 대한 환경오염 및 해양안전에 관한 법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즉 는 재활용이 불. , FRP

가능하며 폐기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년이상 걸리는 매우 반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선체100 .

재료로서는 강 알루미늄 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설계규격 및 재료설계강도를 제안하고, , FRP

있다 그러나 소형 선박에 적합한 염가 재료에 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형조선산.

업계에서 카누나 카약 선체를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밀도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보트를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하여 실적선을 기초로 선체의 선형을 완성한 뒤

의 소형 선체에 대한 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선체 치수를 결정하였다ISO 12215-5 .

Abstract: Boat or yacht hulls are mainly built using FRP composite materials. FRP boat hull manufacturing

has been restricted since 2000 under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ocean environment safety. FRP composite

materials cannot be recycled and require more than 100 years to biodegrade. Therefore, alternatives to FRP

have been proposed by many boat builders. Steel, aluminum, and FRP are commonly used as boat hull

materials. Their design specifications are proposed as Korean register of shipping. However, the design

specifications for inexpensive materials for a small boat have not yet been studied. Small shipbuilders

manufacture and sell HDPE canoes or HDPE kayaks. In this study, a hull form was designed based on

actual boats. The thickness of an HDPE boat hull was determined based on ISO 12215-5 structural design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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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플레저 선박은 주로 FRP(Fiber reinforced

를 주재료로 제작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plastic)

세일링 보트 레저용 요트(Sailing boat), (Leisure

그리고 낚시 보트 등이 있다yacht) (Fishing boat) .

플레저 보트나 요트 제작업체는 년 현재까지2010

선체 재료로 부피에 비해 강도가 큰 를FRP

이용하고 있으나 년대에 들어오면서2000 FRP

선체에 대한 환경오염 및 해양안전에 관한 법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즉 는 재활용이. , FRP

불가능하며 폐기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년100

이상 걸리는 매우 반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체는 불완전하게 적층되면 수분이, FRP

코어에 쉽게 흡수되어져 일본의 경우 선체FRP

사용 수명을 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15 .

세계 각국에서는 선체의 대체 재료로서FRP

다양한 재료를 제안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알루미늄으로 국내의 경우

규격화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플레저 선박으로는 선체 가격이 너무 비싸

대중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1)

일반 선체 재료로서는 한국 선급의 경우 강,

알루미늄 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FRP

구조설계규격 및 재료설계강도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학회에서도 기존 재료에 대한

파랑하중이나 내구설계방법 등에 대한 구조설계

방법론이 많이 연구되었다.
(2~4) 그러나 소형

선박에 적합한 염가 재료에 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형조선산업계에서

카누나 카약 선체를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5,6)

폴리에틸렌은 물보다 비중이 낮아 물에 뜨는

충분한 부력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 따라서.

구명복 구명보트 구명 튜브등과 같은 제품이, ,

폴리에틸렌의 높은 부력 특성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응용하여.

폴리에틸렌 선박을 제작하게 된다면 선박이 물에

자연스럽게 뜰 수 있다 그러나 선체 전장이 긴.

상업용 선박의 경우 거친 사용 환경에

노출되므로 연성 재료인 폴리에틸렌으로 선체를

제작하기에는 부적합하나 선체 전장이 짧은

플레저 보트의 경우 역학적 특성이 설계하기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을 이용하여(HDPE : High-density polyethylene)

보트를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하여 실적선을

기초로 선체 선형을 완성한 뒤 ISO 12215-5
(8)의

소형 선체에 대한 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선체

치수를 결정하였다.

인장시험2.

은 폴리에틸렌을 인장시험하기 위한 인장시Fig. 1

험편을 나타낸 것으로 KS M 3022
(9)에 규정된 형상

과 치수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인장시험편은. 대림

산업 에서 생산하는 두께 인12 고밀도 폴

리에틸렌 시트 에서 채취(Daelimpoly TR-418BL)

 : Longitudinal pressure distribution factor(길이

방향 압력 분포 계수=1)

 : Loaded displacement mass of the craft

선박의 만재 배수량( =1000kg)

 : Length of the fully loaded waterline at

 만재수선길이( =5.5m)

 챠인 폭: Chain beam( =2m)

 : 설계분류계수Design category factor( =0.5)

 : 동적하중계수Dynamic load factor( =2.3)

 : Deadrise angle at 0.4 forward of its

aft en 수선길이의 지점의 선저경d( 40%

사각=15°)

 : Maximum speed at  만재상태에(

서의 최대속도=20knot)

 : 수직Vertical pressure distribution factor(

방향 압력 분포 계수=0.5)

 : Miminum required thickness of plating

선체의 판두께( ())

 : 패널의 짧Short dimension of the panel(

은 쪽 길이(500mm))

 : 패널의Design pressure for the pannel(

설계 압력(㎡))

 : Corvature correction factor for curved

곡선패널의 곡률수정계수plates( =1)

 : Pannel aspect ratio factor for bending

굽힘강도에 대한 패널 종횡비strength(

계수=0.4)

 : 선체 외판Design stress for hull plating(

에 대한 설계 응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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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하였으며 가공시 발생되는 잔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워터젯 절단기(HAMMER

를 사용하여 가공하HEAD 510 : 3048×1549×150)

였다.
(3)

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트Fig. 2 Daelimpoly

의 공칭응력 공칭변형률 및 진응력 진TR-418BL - -

변형률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한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진항복응력보다-

아래의 영역에서 수행하였다.

은 의 고밀도 폴리에틸렌Table 1 Fig. 2

의 인장시험결과를 정리한Daelimpoly TR-418BL

것이다.

본 연구의 개발 대상인 폴리에틸렌 보트는

해상레저기구로서 강선이나 알루미늄선과 같이

한국선급규격과 같은 별도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제조회사규격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

에서는 플레저보트의 재료설계강도로ISO 12215-5

를 기준으로 인장강도의 로 설정하고FRP 1/2

있다 그러나 폴리에틸렌 보트의 경우 선체.

재료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고연성

재료이므로 재료설계강도를 항복응력의 로90%

설정 하여야 하나 재료의 불확실성을 더 고려하

하여 변형률이 를 일으키는 응력으로 설정10%

하였다 따라서 폴리에틸렌 보트의 설계응력은.

항복응력의 인27% 7.3 이다

선형설계3.

본 연구는 플레저 보트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낚시 보트를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 플레저 보트는 선수가 선미에 비해서

상부로 들려져 있는 활주형 선형을 가지고 있다.

보트 선형 설계에 필요한 주요 치수는

실적선에서 나온 치수를 기초로 하였다 즉 보트. ,

전장 보트 폭 보트 전장에 대한 폭의 비 보트, , ,

엔진 출력 보트승선인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에 각각 나타내었다Table 2 .

은 의 보트 치수를 기준으로Table 3 Table 2

제작하고자 하는 보트의 시제품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장 전폭 전장에 대한 전폭비 엔진등. , , ,

실적선과 거의 동일한 값으로 셋팅하였으나

승객 수는 갑판 크기를 고려하여 명에서7.8

명으로 축소시켰다 이상의 에서 나온6 . Table 3

치수를 기초로 보트 선형설계프로그램인 Rhino

Fig. 1 Dimension of tension specimen Fig. 2 Uniaxial tensile stress-strain curve of
Daelimpoly TR-418BL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Daelimpoly TR-418BL

Density

( / )㎏㎥

Melting

point

( )℃

Low

temperature

brittle point

( )℃

Elastic

modulus

( )㎬

Poisson's

ratio

Yielding

strength

( )㎫

Ultimate

strength

( )㎫

Braking

strength

( )㎫

Elongation

(%)

   950 190 -110 1.1 0.42 38 91 94 810

   950 190 -110 1.1 0.42 27 27 21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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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4.0
(10)를 이용하여 폴리에틸렌 플레저 보트

선체를 설계하였다 은 선체의 정면도. Fig. 3 ,

평면도 측면도 등각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 .

는 선형 설계된 보트의 수력학적 특징을Table 4

각각 나타낸 것이다 선박의 경우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 기본적인 유체역학적 특성이 유사한

관계로 주요 제원 간에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트의 경우 선형이 복잡한 차원. 3

곡면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계획 흘수는

이다 주형계수0.277m . 는 중앙 단면에 의한

체적에 대한 배수 체적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선형 설계된 보트의 경우 이다 이0.654 .

값은 바지 선박이 이고 구축함이 으로0.95 0.63

설계 보트가 거의 구축함 정도로 배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횡단면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설계4.

플레저 보트에 적용하는 구조설계규격은

국내의 경우 한국선급에서 년도에 제정한2011

해양레저선박지침(11)이 있으며 한국공업규격에서

는 해양레저선박에서 사용되는 재료 및 작업장에

(a) Plane view (b) Isoview

(c) Side view (d) Front view

Fig. 3 Line drawings of polyethylene pleasure boat

Table 4 Hydrostatic properties of polyethylene boat

Item

Displacement (kg) 1000 (S.W)

Length overall (m) 6.51

Length load waterline (m) 4.742

Beam at deck (m) 2.091

Beam at  (m) 1.961

Max freeboard (m) 0.968

Dead rise at transom degree 14

Draft (m) 0.277

 (m) 3.875 AFT of F.P

Prismatic coefficient () 0.654

Block coefficient () 0.378

Waterplane coefficient () 0.75

 71.9

 (m) 0.492 above keel

 (m) 4.094 AFT of F.P

 (m) 3.969 AFT of F.P

 (m) 0.091 below DWL

Table 2 Statistical mean of boat specifications

Overall length

(m)

Overall width

(m)

Aspect ratio Engine horse power

(ps)

Number of crew

(Person)

6 2.15 0.374 139 7.8

Table 3 Design dimension of polyethylene boat

Overall length

(m)

Overall width

(m)

Aspect ratio Engine horse power

(ps)

Number of crew

(Person)

6.5 2.1 0.35 13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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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격만 제안하고 있고 구조설계에 대한

규격은 제안하지 않고 있다.
(12) 특히 한국선급,

이나 한국공업규격에서 제정한 해양 레저 선박에

대한 규격은 규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ISO

있다 한편 플레저 보트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플레저 선박 검사 매뉴

얼만 제정하고 있어 플레저 보트 구조설계규격에

대한 정확히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13) 따라

서 국내의 경우 플레저 보트 검사 지침에 의하면

보트 제조자가 어떠한 재료를 이용하여 선박을

제조하여도 플레저 선박 검사만 통과하면 선박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ISO 12215-5
(8)에 의한 플레저 선박

구조 설계 기준을 이용하여 폴리에틸렌 선체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하는 에서 제안. ISO 12215-5

하고 있는 선박 구조설계 기준을 나타내었다.

폴리에틸렌 보트의 구조해석모델은 에서Fig. 4

보는 것처럼 보트 선체는 단일 선체이며 단일

선체를 보강하기 위하여 종방향 중심선에 종통

용골을 설치하고 선측에 종방향 보강재인 거더를

구성하였다 또한 선체의 횡방향을 보강하기. ,

위하여 갑판 하부에 늑골 및 격벽을 설치하였다.

구조설계에서 사용한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은

상용해석프로그램인 를ANSYS Workbench R12

이용하였으며 선형 해석만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은 의ANSYS Workbench R12 Design

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메쉬는 보트Modeler

선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메쉬를 주로Triangle

부여하였다 는 로 설정. Mesh method Tetrahedrons

하고 은 로 설정하였다Mesh Sizing 24mm .

4.1 선저 압력

보트가 항해할 때 선저가 받는 압력은 선수가

가장 크며 선미가 가장 낮다 따라서 선체에.

가해지는 해수의 압력 분포는 선수에서부터 선체

길이의 는 최대값을 가지고 나머지 는40% 60%

최대값의 를 가진다 식 과 및 식 은75% . (1) (2) (3)

각각 선저 압력과 기초선저압력 및 최소선저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식 과 식 중에서 큰 값을. (1) (2)

설계선저압력으로 사용한다 기초선저압력은 선박의.

만재 배수량을 만재수선길이 및 챠인 폭으로 나눈

값에다 설계 분류계수와 동적하중계수를

고려하여 구한다 본 선체의 경우 기초선저압력.

은 기호 설명에서 나온 각 파라미터의

값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 0.024 이다. 선저압력은

기초선저압력에다 운항범위에 따른 압력감소계수와

길이 방향 압력분포계수를 곱하여 구한 값으로 본

선체의 경우 이다 한편 최소선저압력은0.006 .

선박의 만재배수 량과 만재수선길이 및

설계분류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본 선체의

경우 이다0.019 .

는 선저 압력을 보트에 부하하기 위한 선체Fig. 4

구조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모델을

종방향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면을 축 방향의x, y, z

변위와 회전 자유도를 고정시켰다 선저에 부하되는.

압력은 식 의 선저압력과 식 의 최소선저압력 중(1) (3)

큰 값을 설계선저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선체의

경우 선저압력보다 최소선저압력이 0.019 보다 더

크므로 설계선저압력이 최소선저압력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값은 0.019 이다 한편 선저에 부하되는. ,

압력은 선체 종방향에 대하여 선수부터 선미까지 그

압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즉 선수의 선저에. ,

부하되는 압력은 최소선저압력 0.019 로 설정하고

선미의 선저에 부하되는 압력은 최소선저압력의 인75%

로 부하한다0.014 .

(a) Structural model

(b) Boundary condition

Fig. 4 Boat structural model for bottom pressure

  ×× 
  (1)

 ×


× 

×  (2)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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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shing for the boat subjected to bottom
pressure

는 선저 압력을 선체에 부하하기 위한Fig. 5

선체 구조 해석모델의 메쉬를 나타낸 것으로

보트 선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메쉬를Triangle

부여하였으며 개의 노드와 개의859,605 438,545

요소를 사용하였다.

선측 압력4.2

보트는 항해시 선체 측면에서의 파도로 인하여

선측에 큰 압력을 받으면서 선체의 굽힘응력을

유발한다 따라서 선체는 이에 대한 저항력을.

가져야 한다 은 선측 압력을 보트에. Fig. 6

부하하기 위한 선체 구조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모델을 횡방향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면은 도심을 지나는 위치로서 축x, y, z,

방향의 변위와 회전 자유도를 고정시켰다 선측에.

부하되는 압력은 선체 종방향에 대하여 선수부터

선미까지 그 압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즉. ,

식 의 값은 선측의 선저에 부하되는 압력 값 중(4)

최대값이며 선미의 선측에 부하되는 압력은

최대값의 를 적용해야 하나 식 의 최저값과75% (6)

비교하여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경우엔

식 의 값보다 식 의 값이 높으므로 선측압력(4) (6)

최소값인 식 의 값 로 부하하였다(6) 0.00396 .

은 선측 압력을 부하하기 위한 보트Fig. 7

구조 해석모델의 메쉬를 나타낸 것으로 보트

선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메쉬를Triangle

부여하였으며 개의 노드와 개의951,338 484,861

요소를 사용하였다.

갑판 압력4.3

선체 갑판은 선박의 항해 범위에 따라 다른 압

(a) Structural model

(b) Boundary condition

Fig. 6 Boat structural model for side pressure

력을 받으며 항해 비율이 증가할수록 압력은 크

게 증가된다 즉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보트의. ,

경우 항해범위가 보호수역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설계 분류가 급이며 이러한 보트의 갑판D

압력은 원양까지 나갈 수 있는 설계 분류 급A

보트 갑판 압력의 정도의 압력만 받는50%

것으로 고려된다 은 갑판 압력을 보트에. Fig. 8

부하하기 위한 보트 구조해석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모델에서 외측 선저 부분만hull x,

축 방향의 변위와 회전 자유도를 고정시켰다y, z .

갑판 압력은 선저나 선측압력과 같이 보트

종방향에 대한 압력분포계수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갑판 전체에 균일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 다음 식은 플레저 보트에 가하는 갑판.

압력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보트의 경우 갑판 압력이 이다0.005 .

는 갑판 압력을 부하하기 위한 보트 구조Fig. 9

해석모델의 메쉬를 나타낸 것으로 보트

Fig. 7 Meshing for the boat subjected to side
pressure

  × × 

× × × 
 

(4)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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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model

(b) Boundary condition

Fig. 8 Boat structural model for deck pressure

Fig. 9 Meshing for the boat subjected to deck
pressure

선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메쉬를Triangle

부여하였으며 개의 노드와 개의2,539,081 1,289,826

요소를 사용하였다.

는 보트에 부하되는 압력 유Fig. 10 Fig. 15

형에 따른 최대 응력 및 총변형 양상을 최소와

최대 선체 두께에 대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hull

다 또한 는 보트에 부하되는 압력 유형. , Table 5

에 따른 최대 응력 및 총변형의 발생장소를

(a) 4

(b) 15

Fig. 10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in polyethylene
boat subjected to bottom pressure

각각 나타낸 것이다 선저 압력의 경우 선수 격벽과.

건현에서 선측압력의 경우 선체 외판과 건현에서, ,

갑판압력의 경우 갑판과 건현에서 각각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최대응력과 총변형이 발생되는 위치를.

선체 단면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중앙 단면에서

가장 큰 응력과 총변형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상술의 다양한 압력을 견디기 위하여 선체 중앙

단면 부근에 횡방향으로 늑골을 종방향으로,

거더 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최대응력과(Girder)

총변형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였다.

은 보트에 부하되는 압력 유형에 따른 최대Fig. 16

응력 및 총변형을 각 선체 두께에 따라 각각hull

나타낸 것이다 설계 응력은 폴리에틸렌 항복응력의.

인 로 설정한 결과 폴리에틸렌 보트 선체의27% 7.3

설계유용영역은 두께가 이상인 영역에hull 10.6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폴리에틸렌.

판의 제조 규격 선체 의 최적 두께로서 로hull 11

설정하여야 하나 선측 압력의 경우 선체 두께에

따른 최대응력선도에서 특이점이 발생된다.

즉 선저 압력의 경우 건현부에서 최대 응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측 압력은 선체 두께hull

까지는 건현부에서 최대 응력을 나타내다가12

선체 두께 에서 최대 응력 발생 장소가hull 15

변하게 된다.

즉 선체가 선측 압력을 받는 경우 유한요소모델이,

모델이라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선체 부품Solid

 ×× ×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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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b) 15

Fig. 11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in polyethylene
boat subjected to side pressure

(a) 4

(b) 15

Fig. 12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in polyethylene
boat subjected to deck pressure

사이에 접촉응력이 발생하여 응력 집중 정도가

달라지며 두께 에서는 상갑판 쪽에서 최대응력이15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선체 두께가 이상이hull 12

되면 보트에서 발생되는 최대 응력이 더 이상 감소

되지 않고 도리어 증가하고 있어 보트 선체가

이러한 구조로 제조되는 경우 선체 최적 두께는

인12mm 것으로 생각된다.

은 선체 두께가 와 인 경Fig. 17 Hull 12 15

(a) 4

(b) 15

Fig. 13 Total deformation distribution in polyethylene
boat subjected to bottom pressure

(a) 4

(b) 15

Fig. 14 Total deformation distribution in polyethylene
boat subjected to side pressure

우의 선측압력을 받을 때 각각의 최대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에서 최대응력은 전방. Fig. 17(a)

건현부에서 발생되나 에서 최대응력 은Fig. 17(b)

선측 보강재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응력 집중.

장소의 이동으로 인하여 선체 두께가 두꺼워

진다고 해서 응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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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b) 15

Fig. 15 Total deformation distribution in polyethylene
boat subjected to deck pressur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강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접촉응력장소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선체 길이가 이상 이하의 레저보트 및2.5m 24m

요트를 설계하는 경우 선체 외판 두께는 크게

선체 사용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재료로는

와 강 및 알루미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FRP .

식 는 단일 선체 외판의 최소 두께 를 구하는(9) t

식이다.

식 의 각 변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폴리에(9)

틸렌 선체의 선체 선형 및 항해구역에 따라 결정

되며 그 값은 기호설명에 표시하였다 패널 압력.

(a) Von-Mises stress

(b) Total deformation

Fig. 16 Maximum Von-Mises stress and total deformation
in each structural model according to hull
thickness

는 선체 패널에 작용하는 선저압력과 선측압력

및 갑판압력 중 가장 큰 압력인 최소선저압력으

로 설정하였으며 그 값은 절에서 나온 값인4.1

0.019 으로 설정한다. 또한 각 선체 재료의 설계,

강도 는 와 강 및 알루미늄 선체 규격FRP
(14),(15),(16)에서 요구하는 최소인장강도 및 항복응력

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선체의 설. , FRP

계응력은 강선 선체의 설계응력은147MPa,

알루미늄 선체의 설계응력은 로212MPa, 186MPa

설정하였다 따라서 와 강 및 알루미늄 선체. FRP

외판 두께는 각각 이다3.18mm, 2.24mm, 2.39mm .

이러한 결과를 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Fig. 18 .

고밀도폴리에틸렌을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선급규격의 규칙을 적용하면 선체 두께는

이다 한국선급규격에서 제안하는 설계 선6.63mm .

  ××


×

×
(9)

Table 5 Locations of maximum Von-Mises stress and total deformation

Parameter

Pressure type
Maximum Von-Mises stress Maximum total deformation

Bottom pressure Forepeak bulkhead, Freeboard Forepeak bulkhead, Freeboard

Side pressure Shell plating Freeboard

Deck pressure Deck Deck, Fre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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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

(b) 15

Fig. 17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in 12mm and
15mm hul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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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inimum required thickness for various
boat hull materials

체 치수만으로 평가하면 고밀도폴리에틸렌 선체

두께가 가장 두껍고 강선 선체 두께가 가장 얇으

며 그 차이는 전자의 선체 두께가 후자의 선체

두께에 비하여 배 이상이 된다 그러나 폴리2.96 .

에틸렌은 아직까지 레저 보트 선체재료로 인정받

지 못한 불확실성이 큰 선체재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응력을

로 훨씬 낮추어 설정한 선체두께를 에7.3MPa Fig. 17

표시하였다 폴리에틸렌 선체 두께가 인 것을. 12mm

고려하면 폴리에틸렌 선체 두께는 강선 선체에 비

하여 배이상 두꺼워 진다 따라서 폴리에틸렌5.35 .

선체 두께는 선급 규격에 의한 선체 두께에 비하여

배이상 두껍게 설계되어져 있다1.8 .

한편 소형강선이 선체 전장이 이하인 것, 24m

및 설계항해범주가 연근해 유의파고 이하 인( :4m )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폴리에틸렌

보트는 선체 전장이 대략 이고 설계항해범주6m

가 보호수역 유의파고 이하 으로 전자가 후자( :0.3m )

에 비하여 사용조건이 훨신 더 열악하다 따라서.

폴리에틸렌 보트의 선체 환경 불확실성이 강선의

선체 환경 불확실성에 비하여 매우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폴리에틸렌 보트 선체 두

께는 재료 및 환경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선급 규격에 비하여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

만 배의 몇배 이상으로 두껍게 설계되어져 있1.8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과제에서 폴리에틸.

렌 보트 선체 두께가 강선에 비하여 몇배 정도

더 두꺼워 져야지만 레저 보트로서의 충분한 내

구성을 가지는 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결 론5.

본 연구는 폴리에틸렌 보트에 대한 인장시험과

선형 및 구조 설계를 수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폴리에틸렌 보트의 경우 선체 재료가 고밀도(1)

폴리에틸렌으로 고연성 재료이므로 재료설계

강도를 항복응력의 로 설정 하여야 하나 재료의90%

불확실성을 더 고려하여 항복응력의 로 설정한27%

결과 폴리에틸렌 보트의 설계응력은 이다7.3 .

보트 선형 설계에 필요한 주요 치수는(2)

실적선에서 나온 치수를 기초로 하여 주형계수

를 구한 결과 로서 구축함과 비슷한0.654

선형이어서 설계 보트가 배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횡단면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재료 불확실성을 고려한 플레저(3) ISO 12215-5

보트 구조설계 및 제작에 관한 규격에 의하여 고속

플레저 보트를 구조 설계한 결과 선체 두께 가12㎜

가장 낮은 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상에서는12㎜

선체 각 부품 사이의 접촉 응력에 의한 국부응력이

발생하여 선체 두께 를 폴리에틸렌 보트의 최12㎜

적 선체 두께로 선정하였다.

최대응력과 총변형 발생 위치는 압력 유형에(4)

따라 다른 위치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선저 압력의

경우 선수 격벽과 건현에서 선측압력의 경우 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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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과 건현에서 갑판압력의 경우 갑판과 건현에서,

각각 발생되고 있다.

폴리에틸렌 보트의 경우 한국선급규격에서(5)

제안하는 선체 두께는 이나 구조설계에서6.63mm

구한 선체 두께는 로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12mm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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