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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thermal insulation capacity of variant of NO96 LNG (liquefied natural gas) cargo containment insulation 

system. Changing the insulation materials and the insulation layers of conventional GTT NO96 containment system, The thermal 

resistance and BOR(boil off rate) caused by the heat transfer between cryogenic and environmental temperature is discussed. 

Therefore, thermal analysis of LNG CCS(cargo containment system) i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insulation capabilities. Also, BOR 

is evaluated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heat invaded into CCS(cargo containment system). Variant of NO96 CCS such as NO96, 

NO96GW and NO96L3 membrane type during laden voyage is selected for the comparative study. Finite element model for heat 

transfer analysis is conducted by employing the equivalent thermal resistance model to simplify the complex insulation layers. Finally 

the results for each variant model are relatively compared and discussed to minimize the 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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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화된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에 비해 부피가 1/600까지 

어든다는 특징이 있어 해외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액화되어 

LNG선박 등을 통해 수송된다. LNG 운반선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 것은 유체 슬로싱 하 에 견딜 수 있는 단열창의 

강도와 BOG(boil off gas)/BOR(boil off rate) 값을 최소로 

하는 단열성능을 갖춘 화물창 구조에 있으며, 화물창의 단열 

구조는 독립형 구조  멤 인(membrane) 구조 등으로 

나  수 있다(Lee et al., 2014).

본 연구는 멤 인 구조의 일종인 GTT사에서 개발한 NO96 

화물창을 상으로 삼고 단열성능에 해서 연구하 다. LNG 

화물창의 단열성능은 BOG양과 BOR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이는 LNG 선박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요한 설계 

목표 값의 하나이다. 이러한 요성 때문에 BOR/BOG 값을 

낮추기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멤 인 

형 LNG 화물창인 GTT NO96의 단열층을 변형함으로써 

화물창 용 을 보장하고, 단열성능을 높이기 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Gaztransport and Technigaz, 2014; Roh 

and Son, 2012).

2. NO96 화물창

2.1 NO96 화물창의 특징

기존의 GTT NO96 화물창은 Fig. 1과 같이 1차 방벽과 

2차 방벽의 두 개의 단열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단열 

재료로써 펄라이트(perlite)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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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aratus of NO96 LNG CCS insulation panel

(Gaztransport and Technigaz, 2014)

 

Fig. 2 Apparatus of NO96 LNG CCS L03 insulation panel

(Gaztransport and Technigaz, 2014)

        (a)NO96         (b)NO96 GW         (C)NO96 L03

Fig. 3 Dimension of GTT NO96, NO96 GW, and NO6 

L03 insulation

이러한 단열구조  단열재의 소재를 변경한 GW(glass wool) 

모델과 NO96 L3(three layer) 모델이 소개되고 있다. NO96 

GW는 기존 펄라이트를 유리섬유(glass wool)로 체한 

것이며, NO96 L3는 두 개의 단열층을 3개로 분리함과 동시에 

glass wool을 추가하여 단열성능을 변화한 모델이다. Fig. 

2는 NO96 L3 모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2.2 NO96 화물창의 모델

GTT NO96 화물창은 Fig. 3(a)에 보인 바와 같이 펄라이트 

재료를 주요 단열재료로써 이용하고 있으며, 라이우드(ply-

wood) 재료를 경계로 두 개의 단열 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층은 LNG 화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한 Invar 이 

부착되어 있다. NO96 GW는 NO96형의 상자 단열재를 

펄라이트를 유리섬유로 교체한 것으로 치수의 변화는 없고 

Fig. 3(b)에서와 같이 NO96 모델에서 단열재료의 변화만 

있다. NO96 L03는 Fig. 3(c)에 보인 바와 같이 3개의 

단열층을 구성하고 두 개의 유리섬유 층과 1개의 R-PUF 

(reinforced-poly urethane foam) 층을 이용한 변형된 

형태이며 체 단열상자의 두께는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화물창의 열 달 특징

3.1 화물창의 열 달 지배방정식

화물창의 온도 분포는 식 (1)에 보인 바와 같이 체  

열에 지 생성이 고려되지 않은 열확산 방정식을 지배방정식 

으로 표 할 수 있다. 한 주변 공기, 화물창 내 LNG에 의한 

류 열 달은 식 (2)에 보인 바와 같은 류의 열유속 

경계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  


(1)

″ ⋅∞ (2)

여기서, , , 는 각각 열 도 계수, 도, 정압 비열이다. 

″는 열유속(Heat flux)이며, ∞는 류 유체의 온도를 

의미한다.

3.2 열 달 재료 특성

각 화물창에 사용된 재료의 열 달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하 다. 방열 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치는 Choi 등 

(2012)의 실험 결과를 참조하여 사용하 으며, Fig. 4에 그 

값을 도시하 다. Fig. 4에 도시된 값은 Table 2에서와 같다. 

화물창의 재료들  유리섬유와 펄라이트 재료는 단열성을 

유지하기 해 내부에 질소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열 달 

해석 시 체 체 에서 질소가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하여 열 도 

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부피는 기공율(porosity)로 주어지며, 

다음의 식 (3)은 질소가 차지하는 기공율()를 고려하여 

산정한 유리섬유  펄라이트 상자의 등가 열 도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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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 (3)에서 는 등가 열 도 계수, 1는 질소 가스의 열 도 

계수, 2는 유리섬유 는 펄라이트 재료의 열 도 계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의 기공율은 0.7, 펄라이트는 

0.42로 가정하 다(Majouli et al., 2011).

등가 열 도 계수를 계산하기 해서 고려된 질소의 열 도 

계수는 Table 3과 Fig. 5에서와 같으며, 기공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각 재료의 등가 열 도 계수는 Table 4에서와 같고 

이를 도시하면 Fig. 6에서와 같다.

Material

Thermal 

conductivity

(W/m K)

Density

(kg/m
3
)

Specific heat

(J/kg K)

Invar 13.8 8,130 480

Plywood
Temperature 

dependant

(Table 2, Fig. 4)

680 1,210

Glass wool 24 700

Perlite 105 387

R-PUF 125 1,382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insulation components

Temp.(℃)
Thermal Conductivity(W/m K)

Glasswool Perlite Plywood R-PUF

-163 0.032 0.018 0.02 0.062

-133 0.033 0.024 0.024 0.074

-72 0.034 0.036 0.029 0.095

-30 0.035 0.044 0.035 0.108

10 0.036 0.052 0.04 0.118

Table 2 Thermal conductivity of insulation material

Temp.(℃) Thermal Conductivity(W/m K)

-163 0.011

-133 0.013

-72 0.018

-30 0.021

10 0.024

Table 3 Thermal conductivity of nitrogen

Temp.

(℃)

Thermal Conductivity(W/m K)

Glasswool+ 

Nitrogen

Perlite+ 

Nitrogen
Plywood R-PUF 

-163 0.017 0.015 0.02 0.062

-133 0.019 0.019 0.024 0.074

-72 0.023 0.029 0.029 0.095

-30 0.026 0.035 0.035 0.108

10 0.028 0.041 0.04 0.118

Table 4 Thermal conductivity of insulation material 

with nitrogen

Fig. 4 Thermal conductivity of insulation materials

Fig. 5 Thermal conductivity of nitrogen

Fig. 6 Thermal conductivity of insulation material 

mixed with Nitrogen 

4. 열 달 해석을 통한 BOR/BOG 계산

4.1 열 달 해석모델

BOR/BOG 계산을 한 열 달 해석모델은 Fig. 7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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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eometry of heat transfer model for BOG/BOR

같이 화물창과 선체의 일부를 선택하여 모델을 작성하 다. 

NO96, L03, GW 모델은 Fig. 3에서 제시된 화물창의 수치에 

따라 각각 화물창 부 를 다르게 하여 모델을 작성하 다. 

열 달 해석모델에 용된 류조건은 LNG와 하는 면은 

선체 내부에서 유체에 의한 강제 류조건을 부여하 으며 선체 

외부에서는 선체가 해수 는 공기와 하는 부 마다 류 

조건을 계산하여 계산된 류계수 값을 반 하여 계산하 다. 

열 달 해석은 화물창의 각 재료들을 도(Conduction) 

문제로 가정하여 계산하 으며, 선체 내부에 포함된 공기 한 

도체로 가정하여 식 (1)에서 제시된 열확산 방정식을 

계산하 다. 열 달 계산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4.2 열 달 류 계수 계산

등가 열 도 계수를 산정하기 해서는 앞 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열 도 계수를 이용하지만, 재료의 물성치가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선 각 층 재료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여야 한다. 온도 분포 계산을 해서 세 가지 화물창 

구조에 하여 정 (static) 상태를 가정하여 열 달 해석을 

실시하고 각 부재의 심 온도를 표 온도로 이용하여 열 도 

계수의 표값을 산정하 다. 선체 외부에서의 류조건은 

해수면 아래  해수면 로 나 어지며, 각각 해수 는 

기와 수평  수직한 류 열 달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수면 상하, 수직  수평면 4가지 경우에 하여 류 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반 하여 열 달 해석을 수행하 다.

4.2.1 선체 외부의 류 계수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선박이 일정한 속도로 운항하기 

때문에, 선체 외부에서 공기와 하는 면과 해수와 하는 

면에서 일정한 강제 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선체 내부에서 

공기가 채워져 있는 Compartment에서 공기에 의한 자연 

류가 발생하고, LNG와 하는 화물창 내부에서는 강제 

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체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기 해서 

공기 물, LNG 화물과 하는 각각의 면에 한 류조건을 

가정하기 한 류 계수() 값을 계산하여 반 하 다. 공기 

 해수에 의해 강제 류가 일어나는 선체 외 에 하여는 

Whitaker 식(Öziʂik, 1985)을 용하여 무차원 Nusselt 

수()를 구한 후 류 계수를 산정하 다. 수는 선속 

를 표속도로 용하고 선체길이 을 표 길이로 하여 

식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류 열 달계수 

()는 식 (6)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5)

 
∙

   (6)

여기서, 는 동 성계수(m²/sec)이며, 식 (4)에서의 은 

Nusselt 수를 의미한다. Pr은 Prandtl 수를 의미하며, 이는 

물리 으로 동 성 계수와 열확산특성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Heo et al., 2003).

4.2.2 선체 내부의 류 계수

선   선측 내부에 존재하는 공기 층 내부에서는 공기에 

의한 자연 류(natural convection)이 작용한다. 선  수평부의 

선체 부재의 자연 류 계수는 McAdam식(Öziʂik, 1985)을 

사용하고, 선측 수직 평 에 해서는 Warner식을 각각 사용 

하여 계산하 다. 

▪수평 평 의 류 열 달 계수

수평 평 의 류 열 달 계수는 식 (7)~(8)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는 무차원 계수로서 Grashof 수를 의미하며, 

이는 부력과 성 간의 상 인 비율을 의미한다.

 ⋅ (7)

 
∙

 
 ⋅ 



∆ (8)




⋅⋅∆
(9)

▪수직 평 의 류 열 달 계수

수직 평 은 식 (10), (11)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 (10)



황세윤․이장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9권 제1호(2016.2) 57

(a) NO96

(b) NO96 GW

(c) NO96L03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vertical side 

under water line

(a) NO96

(b) NO96 GW

(c) NO96L03

Fig. 9 Overall heat flux vector in the membrane on 

the vertical side

Fig. 10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vertical side under water line

 
∙

 
 ⋅ 



∆ (11)

여기서, 는 력 가속도, 는 체 팽창계수를 나타낸다. 의 

식들을 사용하여 산정한 류 계수는 각 부 별로 Table 5에 

정리하 다(Heo et al., 2003; Zakaria et al., 2012).

Convection Surface Convection coeff.

Hull Side(Air) 13.79

Hull Bottom(Sea water) 7473.7

Vertical Inside(Air) 18.71

Horizontal Inside(Air) 26.19

Membrane(LNG) 3000

Table 5 Heat convection coefficients

4.3 열 달 해석 결과

LNG 화물창에 해서 각각 열 달 해석을 수행하여 Fig. 

8에서와 같이 각각의 화물창에 해서 정 인 상태에서의 

온도분포결과를 계산하 다. NO96 화물창의 최  분포는 

4.34oC이며, GW 화물창에서는 4.55oC, L03 화물창에서는 

4.49oC로서 NO96 화물창보다 GW  L03 화물창의 단열 

성능이 더 우수하게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Fig. 

9에서와 같이 열유속의 분포를 확인하 을 때도 최  열 유속이 

NO96 모델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 10과 Fig. 11은 각각의 화물창 모델에 해서 

선체를 포함하는 화물창에서의 온도분포와 열유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화물창에서의 

온도 분포는 유사하지만, 부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유속 

분포가 일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Fig. 11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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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heat flux distribution on the 

vertical side under water line

같이 열 유속의 분포는 NO96, L03, GW 화물창 순으로 

열유속이 다르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4 단열구조의 등가 열 도 계수 산정

화물창 체를 상으로 BOR  BOG를 계산하기 해서는 

3차원 열 달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층의 형상을 모두 

반 하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 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단열층의 여러 층 재료를 단일한 층 

구조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 이다(Han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층 재료의 표 열 도 

계수를 이용하여 방열구조를 단일한 층의 열 도 부재로 

치환하 다. 다층구조를 가진 열 도체가 류  도체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식 (12)~(14)를 이용하여 등가 열 도 

도를 계산할 수 있다.

∆ 
∆



∆
(12)

여기서, 는 열량, ∆은 온도 차이를 의미하며, 는 

열 달 표면면 , 은 총열 항을 의미한다.






(13)

 








(14)

여기서, 는 heat transfer rate를 의미하며, 는 주  

열 류 계수, 는 LNG 열 류 계수, 는 방열  열 도 

계수, 는 방열  두께를 의미한다(Heo et al., 2003; 

Zakaria et al. 2012). 

Table 6은 선체에서 발생한 온도  열 유속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선체에서의 온도 분포는 선형  

으로 변하므로 부재의 간 지 의 온도를 표 온도로 

가정하 으며, 각 화물창에 해서는 Table 7~9에 보인 바와 

같이 각 단열 구조별로 단열층의 표 열 도 계수를 합산하여 

가정하 다.

Type Temperature Ratio Heat flux Ratio

NO96 4.3387 100% 12.258 100%

NO96 GW 4.551 104.9% 8.5419 69.7%

NO96 L3 4.4851 103.4% 9.5739 78.1%

Table 6 Temperature and heat flux at steel plate

Components Thickness(m) k 1/U

Invar 0.0007 13.5 5.19E-05

Plywood 0.01 6.38E-02 1.57E-01

Perlite+N₂ 0.23 2.02E-02 1.14E+01

Plywood 0.01 8.42E-02 1.19E-01

Invar 0.0007 13.5 5.19E-05

Plywood 0.01 8.45E-02 1.18E-01

Perlite+N₂ 0.3 3.25E-02 9.24E+00

Plywood 0.01 1.18E-01 8.48E-02

Total 0.5714 27.4032 21.1189

Table 7 Heat convection coefficients of NO96

Components Thickness(m) k 1/U

Invar 0.0007 13.5 5.19E-05

Plywood 0.01 6.37E-02 1.57E-01

Glass wool+N₂ 0.23 1.95E-02 1.18E+01

Plywood 0.01 8.72E-02 1.15E-01

Invar 0.0007 1.35E+01 5.19E-05

Plywood 0.01 8.75E-02 1.14E-01

Glass wool+N₂ 0.3 2.48E-02 1.21E+01

Plywood 0.01 1.18E-01 8.47E-02

Total 0.5714 27.4007 24.3708

Table 8 Heat convection coefficients of NO96GW GW 

Components Thickness(m) k 1/U

Invar 0.0007 13.5 5.19E-05

Plywood 0.01 6.38E-02 1.57E-01

Glass wool+N₂ 0.2 2.00E-02 1.00E+01

Plywood 0.01 8.55E-02 1.17E-01

Invar 0.0007 1.35E+01 5.19E-05

Plywood 0.01 8.58E-02 1.17E-01

Glass wool+N₂ 0.122 2.29E-02 5.33E+00

Plywood 0.02 9.94E-02 2.01E-01

R-PUF 0.208 3.56E-02 5.84E+00

plywood 0.01 1.18E-01 8.48E-02

Total 0.5914 27.531 21.846904

Table 9 Heat convection coefficients of NO96 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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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hull block

(a) NO96

(b) NO96 GW

(c) NO96L03

Fig. 13 Heat flux vector in LNG insulation system

4.5 등가모델을 이용한 열 달 해석

앞 에서 얻은 등가 열 도 계수  등가 층 구조를 

이용하여 단일 화물창에 하여 열 달 해석을 수행하 다. 

열 달 해석모델은 1개의 화물창을 상으로 각 화물창 단열 

구조별로 동일한 선체 구조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Fig. 13은 각각의 화물창의 등가 열 도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화물창에서의 열유속 분포이다. 정 상태의 온도분포는 

Fig. 12에서와 같이 각각의 모델에서 동일하게 계산되었으며, 

열유속 분포는 Fig. 13에서와 같이 분포함을 확인하 다. 

BOG/BOR계산을 해서 본 해석에서 계산된 열유속을 이용 

하 다.

4.6 BOG/BOR 계산 

BOG은 화물창 외부로부터의 열 입력에 의하여 발생하며, 

화물창 각 부 의 온도  열유속을 측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값이다. BOG  BOR은 식 (15), 식 (16)과 같은 간략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Heo et al., 2003).

 
 × (15)

 
 ×× (16)

여기서, (J/sec)는 침입한 열량, (kg/m³)는 도를 의미 

하며, (m³)는 LNG 화물창의 체 이며, 는 기화 잠열 

(J/Kg)을 의미한다.

Table 10은 식 (15), (16)을 이용하여 구한 BOG/BOR 

값이다. 세 화물창 구조의 정확한 BOG/BOR 값보다는 상  

인 변화량만을 유의하게 활용한다면, NO96 GW, NO96 

L3가 기존 형태보다 약 16%, 7%의 BOR 감소되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Cargo

containment
BOG(kg/day) BOR(%/day) Ratio

NO96 756207.7 0.04409496 100%

NO96 GW 636804.1 0.03713245 84.21%

NO96 L3 702969.4 0.0409906 92.95%

Table 10 Comparison of BOG and BOR for CCS’s 

based on the simplified calculation 

5. 결    론

본 연구는 LNG 화물창의 일종인 GTT NO96의 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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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NO96 화물창의 BOG(boil off gas), BOR(boil off rate)을 감소시키기 한 노력으로 단열재료  단열층을 변

화시켜서 개발된 NO96-GW, NO96-L03의 방열구조에 해서 BOG, BOR 값을 계산하고 단열성능을 비교․평가하 다. 두 

가지의 변형된 NO96 모델을 기존의 NO96 방열과 단열층  단열재료의 차이 을 비교하고, 각각의 열 항  BOG/BOR 

값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 다. 열 항 값은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정  열평형 상태를 가정하여 열유

속과 온도분포를 통하여 단열성능을 비교하 다. 계산에 사용된 화물창의 모든 재료물성치는 온도 의존값으로서 반 하여 

-163
oC에서의 극 온 상태에서 특성을 반 되었다. 각 화물창의 BOG, BOR 계산은 국부 열 달 해석을 통해 방열 에서 발

생하는 열유속을 계산하고, 등가모델을 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각 화물창의 단열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해서 검토하 다.

핵심용어 : 증발가스, 증발율,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열 달

단열구조를 상으로 단열성능과 BOR의 상 인 변화를 

악하기 한 계산과정  그 값을 제시하 다. 이 결과 각 

단열구조 별 단열성능의 상 인 크기가 변함을 수치 으로 

확인하고 그 수 을 정성 으로 악할 수 있었으며 NO96 

모델에서 개선된 GW  L03 모델의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BOR/BOG 값을 좀 더 엄 하고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선체 구조의 반   단열창 내의 

커 러, 측면과 선 , 갑  등의 연결부의 상세한 단열구조를 

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 류열 달 계수와 선체 

온도의 상호 연성 계를 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며,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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