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6호(2014.12) 625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27(6)

pp.625∼633, December, 2014

http://dx.doi.org/10.7734/COSEIK.2014.27.6.625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 평가에 한 연구

정 한 구1․양  순2†

1
군산 학교 조선공학과, 

2
서울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Strength Analysis for the Plate System of the Mark Ⅲ

Cargo Containment

Han-Koo Jeong
1
 and Young-Soon Yang

2†

1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Kunsan National Univ., Gunsan, 573-701, Korea

2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RIMSE, Seoul National Univ., Seoul, 151-744, Korea

Abstract

Mark Ⅲ CCS plate is considered in this paper to perform its strength assessment. Mark Ⅲ CCS plate i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tacking various non-metallic engineering materials such as plywood, triplex and reinforced PU foam that are supported by series 

of mastic upon inner steel hull structure. From the viewpoint of structural analysis, this plated structure is treated as a laminated 

anisotropic structure. Commercially available general purpose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s such as MSC PATRAN and MARC 

are used to develop the finite element (FE) model of the Mark Ⅲ CCS plat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LNG cargo that the 

Mark Ⅲ CCS plate deals with, it is subjected to a wide range of temperature variations, i.e. about -163℃ to 20℃.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of the Mark Ⅲ CCS plate at these temperature levels are considered in the FE model. Using the developed FE model, 

strength assessment procedure is developed incorporating various anisotropic failure criteria such as Hashin, Hill, Hoffman, Maximum 

stress and Tsai-Wu. The strength assessment is performed within the initial failure state of the Mark Ⅲ CCS plate and, as a result, 

failure details such as failure locations and loads are identified.

Keywords : anisotropic failure criteria, failure loads, FE model, laminated anisotropic structure, LNG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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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인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무역량이 2010년의 4,550억m3에서 2020년에 7,810억m3 

(Pareto Securities, 2012)으로 늘어날 것으로 측되는 가

운데 액화천연가스 화물을 장하고 운송하는 방열 화물창의 

구조 안 성 평가를 한 해석기법의 개발과 이로부터 제시된 

결과를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방열 화물창 시스템의 구조형식을 보면 독립형 화물창

과 맴 인형 화물창으로 나  수 있으며, 이들은 액화천연

가스 화물의 수 방지  단열을 이루고 아울러 선체 강 구

조물을 보호하기 해 스테인 스 스틸(stainless steel), 복

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물

이며 신뢰성 확보를 해 이  구조로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

는 맴 인형 방열 화물창  Mark Ⅲ 방열  구조물을 택

하고 이의 손 강도 평가를 한 해석 차와 기법을 개발 수

행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Fig. 1은 Gastransport & Technigas(GTT)사의 Mark 

Ⅲ 방열  구조물과 이를 기반으로 건조된 액화천연가스 선

박의 화물창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처럼 Mark 

Ⅲ 방열  구조물은 합 (plywood), triplex, 강화된 폴리

우 탄 폼(reinforced PU foam, RPUF) 등을 층한 후 

액화천연가스 화물과 하는 면에 형의 스테인 스 강을 

설치하고 내부 강 기반 선체(inner steel hull)와 연결되는 부

에는 mastic을 설치한 복합 층 구조물로 각 구성 재료들은 

길이 3m, 폭 1m를 표  크기로 하여 제작된다(www.gt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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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rk Ⅲ cargo containment system(www.gtt.fr)

(a) configuration of Mark Ⅲ system, (b) inside of 

LNG integrated tank employing Mark Ⅲ system

문헌 조사를 통해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구조 성능 

 강도 평가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주요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e 

등(2007)은 LS-Dyna 3D를 이용하여 Mark Ⅲ 방열  구

조물의 동 응답 해석을 수행하여 련 해석기술 확립을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Lee 등(2008a; 2008b)은 슬로싱 

하 을 받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동 응답 거동 특성

을 악하기 해, 수면낙하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LS- Dyna 

3D에 기반한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설계 다변화에 한 

내충격 응답해석 기술에 해 연구하 다. Kim 등(2010)은 

상온 상태에서 슬로싱 하 을 받는 Mark Ⅲ 방열  구조물

에 한 피로 실험을 수행하여 S-N curve를 도출하 으며, 

Nho 등(2011)은 미국선 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에서 제시한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구

조해석 모델링 방법을 개선한 삼각형 응답함수를 이용한 간이 

구조해석 방법을 제안하 다.

한편, 이방성  이론과 손 기 들을 이용한 상온  극

온 상태에서의 단순화된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 평가를 수행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Jeong et 

al., 2010; 2011). 복합재료 역학을 활용하여 수행된 이들 

연구에서는 이론  해를 이용한 계로 Mark Ⅲ 방열  구

조물의 형상구 과 경계조건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제약

을 보완하기 해 유한요소기법을 활용한 단순화된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 평가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Jeong et al., 2014).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순화된 Mark Ⅲ 방열  구조물

에서 선 에서 제시하는 형상과 경계조건을 갖는 Mark Ⅲ 

방열  구조물로 환하고 이의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여 

손 강도 평가를 수행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생성된 유한요소 모델로부터 응력  변형률 등이 계산되

었으며 이들은 다양한 이방성 손 기 들인 Hashin, Hill, 

Hoffman, Maximum stress  Tsai-Wu 등에 해당되는 

최종 강도 값들과 함께 입력되어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를 계산하 다. 액화천연가스 화물의 특성상 Mark 

Ⅲ 방열  구조물은 상온(약 20℃)에서부터 극 온(약 

-163℃)에 이르는 범 한 온도 범 를 경험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온도 차이가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에 미치는 향을 살피기 해 유한요소 모델을 상온 상

태에서 재료 물성치만을 고려한 경우와 상온과 극 온 상태

에서 재료 물성치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생

성하고 손 강도 평가를 수행하 다. 해석결과로, 손이 발

생되었을 때의 하  크기와 손이 일어난 치 등을 알 수 

있었다.

2. 손 기

복합 층구조물의 강도 평가에 사용되는 손 기 은 복

잡한 수학  표 식을 가지는데, 이는 재료의 이방성과 작용 

하  상태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손 모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 층구조물을 구성하는 층(layer) 재료의 응

력과 변형률 등과 같은 구조 응답성은 상응하는 구성 층 재

료의 최종 강도 값들과 함께 손 기 안에서 비교 평가되어 

복합 층구조물의 손 여부를 단하게 된다. 이때 구성 

층 재료의 응력, 변형률  최종 강도 값들은 동일한 재료 

좌표축에 존재해야 한다. 손 기 은 공통 으로 다음과 같

은 재료의 최종 강도 표기법을 갖는다. , 는 섬유 방향

으로의 인장  압축강도를, , 는 섬유에 수직한 방향

으로의 인장  압축강도를, 그리고 , 는 섬유의 두께 

방향으로의 인장  압축강도를 각각 나타낸다. 더불어 , 

, 는 , ,  평면에 한 단강도를 각각 나

타낸다.

손 기 의 일반 인 표 식은 식 (1)과 같이 주어진 하

에서 계산된 응력과 재료의 최종 강도에 한 함수로 표

되며(Ochoa et al., 1990), 계산된 손 지수가 1에 도달

했을 때 복합 층구조물의 손이 발생하 다고 단한다.

    (1)

본 논문에서는 Maximum stress, Hill, Hoffman, Tsai- 

Wu 그리고 Hashin 손 기 들을 사용하 으며 각각의 

손 기 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Maximum stress 손 기 에서는 계산된 방향별 응력 

값들과 이들에 상응하는 섬유 방향별 최종 강도 값들을 식 

(2)에 정의된 표 식을 활용하여 손 지수(FI: Failure 

Index)를 계산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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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Material Properties, 
Geometry and, 

Allowable Strength Values

Development of FE Models
(MSC Patran)

Calculate Stresses at each 
Layer of MarkIII CCS Plate

(MSC Marc)

Failure Criteria
(Maximum Stress Failure Criterion,

Hill Failure Criterion,
Hoffman Failure Criterion,
Tsai-Wu Failure Criterion,
Hashin Failure Criterion)

Has Failure
occurred?

End 
Strength Assessment

Define 
Applied Load Manufacturer, 

Classification 
Society, Experiment

Start 
Strength Assessment 
of MarkIII CCS Plate

Increase the 
Applied Load

YES

NO

Fig. 2 Strength assessment procedure for Mark Ⅲ 

CCS plate

Hill 손 기 에서는 재료를 직교 이방성으로 가정하며 

각 섬유 방향별 인장  압축 시 최종 강도 값들이 동일하다

고 가정한다. 손 지수는 식 (3)의 다항식을 활용하여 계산

하며, 이때 , , 그리고 는 인장 시 최종 강도 값으로 

통일하 다.


 

 
  (3)

 
 


 

 
 

 
 

 

Hoffman 손 기 은 수정된 Hill 손 기 으로 각 섬유 

방향별로 인장  압축 시 서로 다른 최종 강도 값들을 고려하

다. 손 지수는 식 (4)의 다항식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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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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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서 다항식으로 표 되는 Tsai-Wu 손 기 은 식 (6)

을 활용하여 손 지수를 계산한다.




 


 


  (6)







 
 


 

 
 

   

여기서, , , 는 , ,  평면에 한 상

호 강도 계수 값을 각각 나타낸다.

Hashin 손 기 은 섬유 손과 기지 손을 구별한다. 

따라서 인장과 압축하의 섬유와 기지에 한 독립 인 수학

 표 식을 활용하여 손 지수를 계산한다.

인장을 받는 섬유 손의 경우,

 
 

 
   (7)

압축을 받는 섬유 손의 경우,

  (8)

인장을 받는 기지 손의 경우,

  
 

 
 

 
  (9)

압축을 받는 기지 손의 경우,

  
 ×   

 (10)


 

 
 

 
 



여기서, 는  평면에 한 단 강도를 나타낸다. 식 

(7)~(10)  어느 하나의 식의 손 지수가 1보다 큰 값을 

얻으면 손이 발생한 것으로 단한다. 로써, 만일 식 

(7)의 손 지수가 1보다 크면 인장에 의해 섬유에 손이 

발생된 것으로 단한다.

3. 강도 평가 차

외력을 받는 복합 층구조물의 강도 평가에 있어서, 구조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각 구성 층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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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GPa)

Plywood RPUF Mastic Steel hull

Temperature

20℃ -163℃ 20℃ -163℃ 20℃ 20℃

 7.7 11.3 0.13 0.19 2.877 200.0

 7.7 11.3 0.13 0.19 2.877 200.0

 0.52 0.6 0.055 0.105 2.877 200.0

 3.29 4.83 0.046 0.072 1.1065 78.74

 0.2 0.25 0.012 0.023 1.1065 78.74

 0.2 0.25 0.012 0.023 1.1065 78.74

 0.17 0.17 0.4 0.32 0.3 0.27

 0.1 0.1 0.24 0.22 0.3 0.27

 0.1 0.1 0.24 0.22 0.3 0.27

 0.04 0.06 0.0024 0.0024 0.015 -

 0.04 0.065 0.0024 0.0024 0.015 -

 0.04 0.046 0.0024 0.0024 0.015 -

 0.04 0.046 0.0024 0.0024 0.015 -

 0.002 0.002 0.0014 0.0014 0.015 -

 0.02 0.02 0.002 0.002 0.015 -

 0.0028 0.0028 0.0014 0.0014 0.015 -

 0.0028 0.0028 0.0014 0.0014 0.015 -

 0.0028 0.0028 0.0014 0.0014 0.015 -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Mark Ⅲ CCS plate system

Fig. 3 Sectional view of Mark Ⅲ CCS plated structure

 

Fig. 4 Geometry of the FE model of Mark Ⅲ CCS 

plated structure

고 해당 재료의 최종 강도 값들은 앞 에서 기술된 손 기

들과 함께 필수 요건들이다. 이로부터 각 구성 층에 한 

개별 인 강도 평가가 수행되며 이들 개별 결과를 통합하여 

복합 층구조물의 손 강도를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ark Ⅲ 방열 화물창 내의  구조물을 

상으로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강도 평가 차를 확립

하 다. 이 강도 평가 차에서 외력 하 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규칙성을 가지고 증가하는 정  형태의 하 으로 고려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기 구조설계 단계에서 활용되어 이후 진행되

는 상세 구조설계 단계에 유용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재료 물성치

Table 1은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 평가를 

해 사용된 재료 물성치를 보여주고 있다. Mark Ⅲ 방열  

구조물이 다루는 액화천연가스 화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

온(20℃)과 극 온(-163℃) 상태에서의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구성 재료인 합 , 강화된 폴리우 탄 폼, mastic 

그리고 Mark Ⅲ 방열  구조물을 지지하는 강 기반 선체에 

한 재료 물성치를 표에 나타내었다. 이들 물성치는 주로 미

국선 회(2006)의 자료를 사용하 으며 일부 자료  극

온시의 자료는 미국선 회의 련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이

유로 2006년 노르웨이선 회(det norske veritas, DNV)에

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 다. 한 가지 언 할 사항

은, 강 기반 선체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을 지지하는 구

조물로써 강도 평가를 해 요구되는 최종 강도 값들은 요구

되지 않는 이유로 표에서 제외되었다.

5. 유한요소 모델링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강도 평가를 한 유한요소 모

델은 상용화된 범용 유한요소 로그램인 MSC사의 PATRAN

과 MARC를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Fig. 3는 유한요소 모델 

생성에 사용된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보이는 바와 같이 Mark Ⅲ 방열  구조물은 형 스

테인 스 강  mastic 등의 등방성 재료와 합 , Triplex, 

그리고 120kg/m3의 도를 갖는 강화된 폴리우 탄 폼 등의 

이방성 재료로 혼합된 복잡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다양한 구

성 재료를 기반으로 한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델 생성에 선 에서(ABS, 2006; DNV, 2006; KR, 2014) 

제시한 모델링 지침을 용하 다. 그 결과 형 스테인 스 

강과 Triplex 구성 재료들은 생략된 간략화된 유한요소 모델

을 생성하 다. Fig. 4는 생성된 유한요소 모델의 기하학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한국선 회(Korean Register of Shipping, 

KR)에서 제시한 모델링 지침에 따라 상하부의 합 , 상하부

의 강화된 폴리우 탄 폼 그리고 mastic 등은 3mm, 8mm, 

10mm, 20mm 크기의 Hex 8의 고체요소를 그리고 지지 

구조물인 강 기반 선체는 8mm, 20mm 크기의 Quad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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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elements

Shell elements

Fig. 5 Developed FE model of Mark Ⅲ CCS plated 

structure

Fig. 6 Symmetric boundary conditions applied to 

Mark Ⅲ CCS plate according to KR guidance (2013)

Fig. 7 Clamped and symmetric boundary conditions 

applied to steel hull structure according to KR 

guidance(2013)

Fig. 8 Actual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through-thickness direction of Mark Ⅲ CCS plate

(Han et al., 2009)

Fig. 9 Constant and variable temperature assumptions 

in the through-thickness direction of Mark Ⅲ CCS plate

곡면요소를 혼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 다. 아울러 

노르웨이선 회(2006)에서 제시하는 다수의 slits을 상부

의 합 과 상부의 강화된 폴리우 탄 폼 치에 고려하여 유

한요소 모델을 생성하 다.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델 크기는, 길이 

3,030mm, 폭 1,020mm이며 높이는 구성 재료들인 25mm

의 mastic, 9mm의 상부 합 , 12mm의 하부 합 , 100mm

의 상부의 강화된 폴리우 탄 폼 그리고 170mm의 하부의 강

화된 폴리우 탄 폼 등의 두께 치수를 합한 316mm로써 총 

31개의 mastic을 포함하 다. 한, 강 기반 선체 지지 구조

물의 경우 길이는 5,600mm, 폭은 2,200mm 그리고 높이는 

2,10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이 완성된 Mark Ⅲ 방열  구조물

의 유한요소 모델이 Fig. 5에 나타나 있으며 체 380,760

개의 요소와 408,309개의 이 사용되었다. 유한요소 모

델에서 구성 재료들의 모든 (node)은 서로 공유되었으

며 강 기반 선체 구조물과 연결되는 mastic의 하단 부는 고

정 경계 조건으로 구 하기 해 해당 방향으로의 모든 변

를 제한하 다. 상부의 합 에 액화천연가스 화물 으로 

인한 하 을 횡 분포 하 으로 고려하 으며 이 때 하 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규칙성을 가지고 증가하는 정  형태로 

고려하 다.

생성된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델은 Mark 

Ⅲ 방열 화물창에서 일부를 추출한 구조물로 한국선 회

(2013)의 모델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용하

다. Fig. 6과 같이 상부의 합 과 상부의 강화된 폴리우

탄 폼 단면의 길이와 폭 방향으로 칭조건을 용하 다. 

한 강 기반 선체 구조물에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

와 회 을 제한한 고정 경계조건과 칭 경계조건을 용

하 다.

한편, 액화천연가스 화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온(20℃)

과 극 온(-163℃) 상태에서의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구

성 재료 물성치를 유한요소 모델에서 사용하 다. Fig. 8은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실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Han et al., 2009). 일차 방벽에서의 온도는 -163℃,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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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erature variation scheme in the material 

properties of Mark Ⅲ CCS plate

(a) Deformation distribution

(b)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Fig. 11 Structural responses of plywood and reinforced 

PU foam

(a) Deformation of inner steel hull structure

(b) von Mises stress of inner steel hull structure

Fig. 12 Structural responses of inner steel hull structure

방벽에서의 온도는 -110℃ 그리고 하부의 합 , mastic  

강 기반 선체 지지 구조물 지 에서의 온도는 20℃로 진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8의 자료를 이용하여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온

도 분포 고려 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

다. Fig.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첫째로 Mark Ⅲ 방열  구

조물의 운용 환경을 20℃로 고정하여 해당 재료 물성치를 사

용하 다. 둘째로 상이한 온도 분포가 Mark Ⅲ 방열  구조

물에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Fig. 8에서 보여  

일·이차 방벽  하부의 합 과 mastic 지 에서의 세 가지 

온도를 기 으로 상부의 합 에는 -163℃, 상부의 강화된 폴

리우 탄 폼에는 -163℃~-98℃, 하부의 강화된 폴리우 탄 

폼에는 -98℃~20℃ 그리고 하부의 합 , mastic  강 기

반 선체 구조물은 20℃의 온도 분포를 각각 갖는 것으로 가정

하 다.

특히 상하부의 강화된 폴리우 탄 폼은 다른 구성 재료들

에 비해 상 으로 큰 부피를 차지하므로 이들의 두께 방향

으로, 극한 온도인 -163℃와 20℃를 경계로 하여 Fig. 1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료 물성치를 선형 으로 변화시킨 후 

이로부터 추출된 값들을 유한요소 모델에서 사용하 다. 참

고로, 실제 상하면의 강화된 폴리우 탄 폼에서의 온도 변화

는 정확히 선형 이지 않으나 해석의 단순함을 해 선형  

변화를 가정하 다. 아울러 본 유한요소 모델에서는 극 온

의 향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수축 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6. 해석 결과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 평가를 수행하기 

앞서 임의의 하 을 유한요소 모델에 용하여 체 인 구

조 응답성을 살펴보았다. 200kPa의 분포하 을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상부 합 에 횡 하 으로 용하 으며 합

, 강화된 폴리우 탄 폼 그리고 강 기반 선체 지지 구조물

에 한 결과가 Fig. 11과 Fig. 12에 각각 나타나 있다. 먼

 Fig. 11을 보면 합 , 강화된 폴리우 탄 폼의 경우 최  

처짐인 5.31mm가 상부 합 에 존재하는 slit에서 찰되었

으며 최  합 응력은 mastic과 하는 하부 합  부분에

서 찰되었다.

Fig. 12에 보이는 강 기반 선체 지지 구조물의 경우 최  

처짐인 4.56mm는 종 보강재 간의 수평 강 기반 선체 평

에서 발생하 으며 최  합 응력은 간의 수직한 강 기반 

선체 평 이 종 보강재와 교차하는 부분에서 발생하 다.

외력을 받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구조 응답성을 

이해한 후 Fig. 2에 나타난 강도 평가 차에 따라 손 강

도 평가를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 확립된 강도 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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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Tsai-Wu criterion(at 20℃, FL=155.3kPa)

Fig. 14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maximum stress criterion(at 20℃, FL=169.4kPa)

Fig. 15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Hoffman Criterion(at 20℃, FL=152.7kPa)

Fig. 16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Hill 

Criterion(at 20℃, FL=73.9 kPa)

Fig. 17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Hashin 

Criterion(at 20℃, FL=152.4kPa)

Fig. 18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Hill 

criterion(at -163℃~20℃, FL=74.0 kPa)

Fig. 19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maximum 

stress criterion(at -163℃~20℃, FL=174.4kPa)

Fig. 20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Hoffman 

criterion(at -163℃~20℃, FL=156.6kPa)

Fig. 21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Tsai-Wu 

criterion(at -163℃~20℃, FL=160.0kPa)

Fig. 22 Failure index distribution at failure using Hashin 

criterion(at -163℃~20℃, FL=156.8kPa)

는 Mark Ⅲ 방열  구성 재료들의 응력과 최종 강도를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 강도 평가에서는 강도 기반의 결과

인 손 지수, 손 치 그리고 손 하  등을 보여주고 

있다. Fig. 9에서 보여  온도 분포 가정에 따른 서로 다른 

재료 물성치 사용에 근거한 두 가지 경우의 유한요소 모델에 

해서 각각 해석을 진행하 다. 상부 합 에 하는 액화

천연가스 화물을 횡 분포하 으로 고려하 으며 하 의 크기

는 0 Pa에서부터 손이 발생할 때까지 진 으로 증가시

켰다. 이 때, 유한요소 모델의 각 요소로부터 계산된 응력 값

들은 평균화 되어 앞 에서 기술된 이방성 손 기 에 입

력되고 이후 손 지수를 계산하 다.

Fig. 13~Fig. 17은 강 기반 선체 구조물에 지지되어 있

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에, 운용 환경을 20℃로 가정한 

경우의 손 강도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그림에서 

손 지수 분포를 통한 손 하 (FL)값과 손이 발생된 

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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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Criteria

Failure Location Failure Load(kPa)

Temperature Assumption

20℃ -163℃~20℃ 20℃ -163℃~20℃

Maximum 

stress
Bonded area between 

lower plywood and 

mastic

169.4 174.4

Hill 73.9 74.0

Hoffman 152.7 156.6

Tsai-Wu 155.3 160.0

Hashin 152.4 156.8

Table 2 Strength assessment results of Mark Ⅲ CCS plate

특히 Fig. 13은 Tsai-Wu 손 기 을 선택하여 손 강

도 평가 결과의 이해를 돕기 해 체 Mark Ⅲ 방열 과 

하부 합 에 한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손 강도 평가를 이번에는 강 기반 선체 구조물에 

지지되어 있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에 해 운용 환경을 

-163℃~20℃로 가정한 경우에 해 진행하 고 그 결과가 

Fig. 18~Fig.22에 나타나 있다. Fig. 18은 Hill 손 기

을 선택하고 손 강도 평가 결과의 이해를 돕기 해 

체 Mark Ⅲ 방열 과 하부 합 에 한 결과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Table 2는  두 가지 온도 분포 가정을 갖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 평가 결과를 비교 정리하여 보

여주고 있다. 20℃의 온도 분포를 가정한 경우 Maximum 

stress 손 기 을 기반으로 한 유한요소 모델로부터 가장 

큰 손 하 을 얻었으며 Hill 손 기 을 기반으로 한 유

한요소 모델로부터 가장 작은 손 하 을 얻었다. 이 두 결

과를 경계로 Tsai-Wu, Hoffman 그리고 Hashin 손 기

을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들 순서로 손 하  값이 감소하

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163℃~20℃의 온도 분포를 가정

한 경우 Hill 손 기 을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이 가장 작

은 손 하 을 제시하 으며 maximum stress 손 기

을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이 가장 큰 손 하 을 제시하

다. 이들 손 하  값들을 경계로 Tsai-Wu, Hashin, 그

리고 Hoffman 손 기 을 사용하는 유한요소 모델들 순서

로 감소하는 손 하  값을 제시하 다.

손 치의 경우, 서로 다른 온도 분포 가정을 갖는 유한

요소 모델들이 손 기 의 선택에 계없이 동일한 치인 

하부 합 과 mastic간의 국소 합 부분에서 손이 발생함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 기반 선체 구조물에 지지되어 있

는 Mark Ⅲ 방열 에 임의의 하 을 주어 구조  거동을 

살펴보았을 때 최  합 응력이 mastic과 하는 하부 합

 부분에서 찰 되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참고로 

각 유한요소 모델로부터 동일한 손 치가 제시된 이유로 

Fig. 13과 Fig. 18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에서는 하부 합

에서의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공통 으로 Hill 손 기 을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이 가장 

낮은 손 하 을 제시하 는데 이는 Hill 손 기 이 갖는 

섬유 방향별 인장과 압축 최종강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인

한 것으로 단된다. 다양한 손 기 을 사용함에 따라 모델

링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서로 다른 손 하  값들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163℃~20℃ 온도 변화를 가정한 유한

요소 모델이 20℃만을 가정한 유한요소 모델에 비해 많은 차

이는 아니지만 상 으로 높은 손 하 을 제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손이 발생한 하부 합 과 mastic간의 국소 

합 부분에 20℃에 해당되는 재료 물성치가 사용되었으며 이 

외의 부분에서는 -163℃~20℃ 온도 범 를 고려한 변화하는 

재료 물성치를 사용함이, 반 으로 해석상 Mark Ⅲ 방열  

구성 재료의 경화 발생과 같은 재료 물성에 변화를  것으로 

측 되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손 하  결과에는 큰 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강도 평

가를 한 해석 차와 기법을 개발하여 수행한 내용을 다루

고 있다. Mark Ⅲ 방열  구조물을 강 기반 선체 구조물에 

지지되어 있는 복합 층구조물로 고려하 으며, 상용화된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생

성하고 시간에 따라 규칙 으로 증가하는 하  조건하에서 

구조  응답성을 계산하 다. 계산된 구조 응답성은 다양한 

이방성 손 기 인 Hashin, Hill, Hoffman, maximum 

stress 그리고 Tsai-Wu을 포함하는 손 강도 평가 차 

내에서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하 과 손이 발생

한 치를 제시하는데 사용되었다.

액화천연가스 화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구성 재료가 모두 상온(20℃)에서의 재료 물성

치를 갖는다는 가정과, 상온에서부터 극 온(-163℃~20℃)

에 이르는 넓은 범 의 온도 범 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유

한요소 모델을 각각 생성하 으며 이로부터 손 강도 평가

를 진행하 다. 서로 다른 손 기 의 선택으로 인한 모델

링 불확실성과 Mark Ⅲ 방열  구조물에 가정한 온도 범

에 따라 손 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최  합 응력이 상되는 mastic과 하는 하부 합 의 

국소 합 부분에서 손이 발생하는 것과 액화천연가스 화

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온에서 극 온에 이르는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구성 재료 물성치 사용이 상 으로 높은 

손 하 을 제시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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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운송을 해 사용되는 맴 인형 Mark Ⅲ 화물창 시스템의 주요 구조물인, 방열  구조물

의 손 강도 평가를 수행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Mark Ⅲ 방열  구조물을 복합 층 구조물로 고려하 으며 상용화된 범

용 유한요소 로그램인 MSC사의 PATRAN과 MARC를 사용하여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

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화물의 특성으로 인해 Mark Ⅲ 방열  구조물이 하는 상온에서 극 온에 이르는 범 한 온도 

분포에 따른 재료 물성치 변화를 유한요소 모델에 포함하 다. 이 유한요소 모델을 기반으로 손 강도 평가 차가 확립되

었으며, 이 때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손 발생 여부를 단하기 해 Hashin, Hill, Hoffman, maximum stress, 그리고 

Tsai-Wu와 같은 이방성 손 기 들을 사용하 다. Mark Ⅲ 방열  구조물의 반 인 구조  거동을 이해하 으며 이후 

기 손 역에서 강도 평가를 수행하여 손이 발생되었을 때의 치와 하  등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이방성 손 기 , 손 하 , 유한요소 모델, 이방성 층 구조물,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시스템, 재료 물성치, 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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