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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선주  

선사들의 부담이 가 되었다. 이에 한 방안으로는 

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장착, 액화천연가스 (LNG) 연

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LNG 추진선에 

한 수요가 재 가장 높다. 

  LNG 연료는 기존 선박용 디젤 연료 비 열량이 높

아 연료비  운 비 감이 가능하다. 한 LNG를 

체 연료로 사용할 경우 99%의 황산화물 (SOX)과 

미세먼지 (PM), 80%의 질소산화물 (NOX), 20%의 

이산화탄소 (CO2) 감이 가능하다1).

  LNG를 운송하는 LNG선의 경우, 화물창 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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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rden on ship owners and shipping companies has increased due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 
(IMO's)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gulations involve using low sulfur oil, in-
stalling scrubbers, and using liquefied natural gas (LNG) fuel. Among them, the demand for LNG propulsion ships 
is currently the highest. The most widely used storage device for LNG fuel is the IMO type C tank. The structure of 
the IMO type C tank is divided into a container part (pressure vessel) and a support part (saddles). In general, epoxy 
resin for load-bearing and wooden blocks are applied between the pressure vessel and saddles. When the saddles of 
the saddle-tank integrated fuel tank are welded to a hull, melting of the resin or burn-damage on the wooden blocks 
may occur due to the welding hea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saddle is checked, 
and the appropriate minimum height of the saddle is proposed to prevent the functional loss of the resin and wooden 
blocks during the installation of the saddle-tank integrated fuel tank. In addition, the initial deformation of the saddle 
according to the welding direction and sequence is evalua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welding on the installation 
of the saddle-tank separated fue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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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가스 (BOG, boil-off gas)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 상선들은 LNG 연료를 보 할 수 있는 

장 장치가 필요하다. LNG 연료의 장 장치로 가장 

리 사용되는 것은 IMO C형 탱크이다.

  Fig. 1과 같이 IMO C형 LNG 연료탱크는 통상 선

박의 엔진이 있는 기 실에 가까이 배치하는데, 선체 

내부에 연료탱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두거나, 

는 상갑  에 설치한다. LNG는 폭발성 물질이므로 

상갑  에 설치되는 IMO C형 LNG 연료탱크의 경

우, IGF 코드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에 따라 선실과 연료탱크가 

1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 연료탱크를 마주하고 

있는 선실 구역에 소방수 살포 시스템 (water spray 

system)이 요구된다2). 한 계류 치 (mooring winch) 

등의 의장품들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 선교 (navigation bridge)에서 방 가시성 

(visibility)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료 공 을 목 으로 연료탱

크를 가능한 선미에 배치되도록 시도 하지만, 연료탱크

가 선미로 배치될수록 연료탱크의 높이가 선교에서 바라

보는 방 시야 각에 큰 향을 미친다.

  하지만 타 연료탱크 시스템과 비교 시 용 률이 좋지 

않은 IMO C형 탱크의 경우, 연료탱크의 길이는 짧고 

직경을 크게 하는 것이 용 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

만 연료탱크의 직경이 커질수록 체 높이가 높아지고, 

이는 가시성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연료탱크의 직

경을 늘리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료탱크를 규정에서 정하는 범  내에서 최

한 선미 배치하면서도 용 률을 높이고, 가시성까지 확

보하기 해서는 연료탱크 지지 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MO C형 탱크는 크게 연료탱

크 부와 지지 부로 구분된다. 일반 으로 연료탱크 부 

(pressure vessel)와 지지 부 (saddles) 사이에는 하  

지지 (load-bearing) 용 에폭시 진과 우든 블록이 

시공되는데, 특히 Fig. 2와 같은 새들-탱크 일체형 연

료탱크를 선체에 설치 시, 용 열에 의해 진이 녹거

나 우든 블록에 burn-damage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LNG 연료탱크의 설치 시, 용 열에 의한 

진과 우든 블록의 손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새들의 최

소 높이가 정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선박의 사양  선주의 요청에 따라 연료탱크 시스템

의 구성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 Fig. 3과 

같은, 새들을 선체에 용  후 연료탱크를 설치하는 새

들-탱크 분리형 연료탱크 시스템의 경우, 먼  설치된 

Fig. 1 Ship design considering visibility

Fig. 2 Saddle-tank integrated fuel tank
Fig. 3 Tank lowering of the saddle-tank separated fue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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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이 용 열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설치 

에서 새들의 변형을 확인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 달 해석을 통해 새들-탱크 

일체형 연료탱크의 진과 우든 블록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새들의 최소 높이를 제안하고, 열변형 해석을 

통해 새들-탱크 분리형 연료탱크의 설치 에서 용

열이 새들의 변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2. 연료탱크

2.1 연료탱크의 종류

  IMO에서는 Fig. 4와 같이 LNG 탱크를 분류한다3). 

LNG 탱크는 크게 독립형과 멤 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립형 탱크는 완성된 탱크를 선체에 탑재하는 

방식이지만, 멤 인형 탱크는 선체 내부에 단열 시스

템이 직  설치되는 방식이다.

  IMO C형 독립 탱크는 Table 1과 같이 압력용기로 

분류되며, Fig. 5와 같이 단일 실린더 형, 두개 는 

세개의 실린더가 결합된 bi-lobe, tri-lobe 형이 있다. 

  IMO C형 탱크는 압력용기 코드인 ASME BPVC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VIII를 

토 로 IGF 코드를 따르므로 상당히 보수  설계가 이

루어지며 출 (leak)에 한 고려가 배제된다. 따라서 

타 탱크들에 필요한 2차 방벽이 필요하지 않다4,5). 특

히 모든 LNG 추진선에 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높은 연료탱크 유형이다.

IMO Classification of LNG Vessels

Independent Tanks Integral Tanks

Type A
p < 700mbar

Full secondary barrier

Type A
p < 700mbar

Partial secondary barrier

Type A
p > 2,000mbar

No secondary barrier

Membrane Tanks
p < 700mbar

Full secondary barrier

Based on classical
ship structure
design rules

Based on first -
principle analysis
and model tests

Pressure vessels,
based on pressure
vessel code

Spherical (Moss)

Prismatic (IHI SPB)

Cylindrical

Bilobe

GTT No 96

GTT Mark III

GTT CS 1

Fig. 4 IMO classification of LNG vessels

Type

Independent Type A Independent Type B Independent Type C Membrane

Volume efficiency Good Good / Normal Normal Good

Secondary barrier Complete
secondary barrier

Partial secondary
barrier Unnecessary Complete

secondary barrier
Application in LNG 

carrier
Possible but 

maybe inefficient Moss / SPB Compression type GTT No. 96 GTT Mark III
GTT CS 1

Application in LNG 
fuel tanks

Possible but 
maybe inefficient

Possible and 
efficient but no 
example so far

All LNG fueled 
ships use this type

Possible and efficient but no 
example so far

Max. design pressure 0.07MPa 0.07MPa 1.0MPa 0.07MPa

Strengths / Weakness High costs
High reliability
Problem with 

BOG treatment

High reliability,
Possible to store 

BOG

Sloshing issue, Not accepted 
in interim guideline 

MSC.285(86)

Fig. 5 Kinds of IMO type C tanks

Table 1 Characteristics of each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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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MO Type C tank

  2.2.1 탱크의 구성

  일반 인 IMO C형 LNG 연료탱크의 구성은 Fig. 

6과 같다. 

  새들은 선체에 설치되어 연료탱크를 지지하고, 연료

탱크는 액화된 천연가스를 장한다. 상부 랫폼은 연

료를 FPR (fuel preparation room)로 이송하여 엔

진으로 연료를 공 하도록 한다. 새들은 극 온의 연료

를 장하고 있는 연료탱크의 열수축에 응하기 해 

Fig. 7과 같이 고정 새들과 슬라이딩 새들로 구분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새들과 연료탱크 사이에는 

Fig. 8과 같이 우든 블록과 진이 하  베어링 역할

을 하며 연료탱크를 지지한다. 연료탱크 시스템의 제

작, 운송  설치 간에 발생하는 미소한 변형은 우든 

블록과 새들 사이의 공차로 보상한다. 그 공차는 통상 

20mm 정도 수 이며, 그 공간에 진을 채워 양생 

(curing)한다.

3. 평가 개요

3.1 평가 상

  평가 상은 Fig. 9의 직경 9m, 길이 29m 규격의 

1,750CBM LNG 연료탱크이다. 연료탱크를 구성하는 

자재는 Table 2와 같다.

  열 달 해석과 열변형 해석은 범용 비선형 유한요소 

코드인 MSC Marc를 사용하여 진행하 다.

3.2 열 달 해석 조건

  열 달 해석을 통해 용 이 진과 우든 블록에 미치

는 열 향을 평가한다. 열 달 해석은 하 기 상갑  

상부 (강  온도 60℃)에 설치되는 연료탱크를 Table 

3의 열 달 계수 값을 참고하여 바람이 불지 않는 자연

류 조건 (5W/(m2K))에 하여 평가하 다. 한 

업에서 제공하는 용 차서 (WPS, welding proce-

dure specification)를 만족하는 조건  입열량이 높

은 조건을 용하 다. 이는 진과 우든블록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수 인 평가를 하기 함이다. 

  열 달 해석을 한 용  사양과 상세 모델링은 Fig. 

10과 같으며, 모델링 열원 형상은 Fig. 11의 3차원 

열원 모델에 가장 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Goldak의 

이 -타원체 열유속 분포 형상을 용하 다. 이는 아

크 용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 입력 모델로써, 아

크 용  과정의 열을 용융풀 (molted weld pool)과 

같은 크기의 체 으로 분산시킨다7,8).

Fig. 6 General composition of the IMO type C LNG 
fuel tank

Fixed support Sliding support

Epoxy resin
Laminated wood

Fig. 7 Fixed and sliding saddle

Wooden
block

Resin

Fig. 8  Detailed composition of the saddle

Fig. 9 IMO type C LNG fuel tank

Table 2 Material for each item in the fuel tank

Item Material
Pressure vessel 9% Nickel
Wooden block Laminated wood
Load bearing Epoxy resin

Saddle DH36
Seat DH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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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열 달 해석 모델

  열 달 해석 모델은 Fig. 12와 같이 높이가 가장 낮

아 열 달이 많이 발생하는 새들 앙부에 한 칭 

모델을 용하 으며, 3차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여 

weld path 해석을 진행하 다. 8-  육면체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용 부는 입열량과 용  속도를 고려하

여 약 4.5mm로, 기타 부 는 10 ~ 15mm로 모델링 

되었다. 

  Fig. 13과 같이 외기에 노출된 모델의 표면에는 자

연 류 조건을, 모델의 단면에는 완  단열 조건을 

부여하 다.

3.4 열변형 해석 조건  모델

  열변형 해석은 실 인 열두 가지 용  시나리오들을 

2차원 쉘 요소를 용하여 SDB (strain as direct 

boundary) 법으로 진행하 다. SDB 법은  두께와 

용  각장의 길이에 따른 용  각 변형량의 실험 계측 

데이터를 토 로, 유한요소해석에서 가상의 온도와 가

상의 열 수축율을 이용하여 실제의 용  각 변형을 구

하는 방법이다9-13). 

  LNG 연료탱크의 설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 으로는 

  ① 새들을 선체에 먼  용 하고 압력용기를 탑재하

는 방법

  ② 새들 에 압력용기를 임시 탑재하여 새들을 선체

에 용 한 뒤 압력용기를 본 탑재하는 방법

  ③ 일체형 연료탱크를 설치하는 방법

이 있다.

  열 달 해석은 용 이 진과 우든 블록에 미치는 열

Fig. 12 Analysis target for heat transfer analysis

Natural 
convection

h = 5W/m2K

Adiabatic condition

Fig. 13 Boundary conditions for heat transfer analysis

Table 3 Approximate values of heat transfer coefficient6)

Conditions of heat transfer W/(m2K)
Gases in free convection 5-37
Water in free convection 100-1200
Oil under free convection 50-350

Gas flow in tubes and between tubes 10-350
Water flowing in tubes 500-1200

Oil flowing in tubes 300-1700
Molten metals flowing in tubes 2000-45000

Water nucleate boiling 2000-45000
Water film boiling 100-200

Film-type condensation of water vapor 4000-17000
Dropsize condensation of water vaper 30000-140000

Condensation of organic liquids 500-2300

Welding detail
• Current: 260 [A]
• Voltage: 31 [V]
• Speed: 27CPM [cm/min]
• Initial temperature: 60 °C
• Natural convection

Fig. 10 Welding detail

Fig. 11 Goldak’s double-ellipsoid heat flux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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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 이었다면, 열변형 해석은 용

열이 새들의 변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다. 따라서 

열변형 해석에서는 ②와 ③의 경우와 같이 새들에 추가

인 구속이 없는, 새들을 독립 으로 설치하여 가장 열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①의 경우에 해 평가를 진행한다.

  열변형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과 경계 조건은 

Fig. 14, 15와 같다. 4-  쉘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요소의 크기는 50 × 50mm로 모델링 되었다. 해석 모

델은 1/4 칭 모델로써 모델의 단면에는 칭 경계

조건을 용하 으며, 선체 지지부의 하단은 고정 경계

조건을 용하 다. 

4. 평가 결과

4.1 열 달 해석 결과

  열 달 해석은 용  방향과 순서를 고려하여 Fig. 

16의 여덟 가지 시나리오로 수행하 다.

  진 시공 부  , 여덟 가지 용  시나리오의 해석 

결과에서 가장 온도가 높게 평가된 치와 각 해석 결

과에서의 온도변화는 Fig. 17, 18과 같다.

   결과의 최  온도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Fig. 17과 Table 4를 통해 새들 상 의 온도는 새들

의 웹 임 (web frame)과 앙부 라켓이 교차하

는 지 에 가까울수록 높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은 

류에 의한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내부 역이며 선

체 길이 (X), 폭 (Y) 방향 용 선에서 도되는 열이 

교차하는 부분이므로 상 가능한 결과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새들 상  앙 지 의 온도 변

화는 Fig. 19와 같다. 새들 상 의 앙 지 은 용

선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용  종료 이후에 최고 온도에 

도달했다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4-node shell FE model for heat deformation 
analysis

Fig. 15 Boundary conditions for heat deformation anal-
ysis Fig. 16 Welding scenarios for heat transf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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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eak temperature position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to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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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새들 모델의 최소 높이는 800mm 

이상이며, 이는 문제없이 인도된 실 선이므로 모든 시

나리오에서 진과 우든 블록에 손상을 입힐 수 의 열

향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실선 제작을 통해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새들의 높이에 따른 열 향을 측하기 해 새들 센

터 라인에서, 용  비드로부터의 높이 방향 거리에 따

른 온도를 Fig. 20에 시나리오별로 비교하 다. Fig. 

Fig. 18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top plate after cooling

Table 4 Maximum temperature of each scenario in the top plate [℃]

Dist. [mm] SC 1 SC 2 SC 3 SC 4 SC 5 SC 6 SC 7 SC 8

0.00 61.625 61.678 61.621 61.675 61.643 61.649 61.650 61.654 

3.00 61.625 61.678 61.620 61.675 61.642 61.648 61.649 61.654 

6.50 61.624 61.677 61.619 61.674 61.641 61.647 61.648 61.653 

10.00 61.623 61.675 61.618 61.672 61.639 61.646 61.646 61.652 

19.75 61.617 61.668 61.612 61.664 61.630 61.639 61.637 61.645 

29.50 61.609 61.657 61.603 61.654 61.618 61.630 61.625 61.636 

39.25 61.599 61.646 61.594 61.643 61.605 61.620 61.612 61.626 

49.00 61.590 61.634 61.585 61.631 61.592 61.609 61.599 61.615 

58.75 61.580 61.623 61.575 61.620 61.578 61.599 61.585 61.605 

68.50 61.571 61.611 61.566 61.608 61.565 61.588 61.572 61.594 

78.25 61.561 61.600 61.557 61.597 61.552 61.578 61.559 61.584 

88.00 61.552 61.588 61.547 61.586 61.539 61.567 61.546 61.573 

97.75 61.542 61.577 61.538 61.574 61.526 61.557 61.533 61.563 

107.50 61.533 61.566 61.528 61.563 61.513 61.547 61.520 61.552 

117.75 61.523 61.554 61.519 61.551 61.500 61.536 61.507 61.542 

127.00 61.513 61.542 61.509 61.540 61.490 61.525 61.495 61.531 

136.75 61.503 61.530 61.499 61.528 61.480 61.514 61.486 61.520 

146.50 61.492 61.517 61.488 61.515 61.470 61.502 61.475 61.508 

156.25 61.481 61.504 61.477 61.501 61.459 61.490 61.465 61.496 

166.00 61.468 61.489 61.465 61.486 61.448 61.476 61.453 61.482 

175.75 61.454 61.472 61.450 61.469 61.434 61.461 61.440 61.467 

185.50 61.437 61.451 61.434 61.449 61.419 61.442 61.424 61.448 

195.25 61.415 61.425 61.412 61.423 61.398 61.419 61.404 61.424 

205.00 61.369 61.368 61.366 61.366 61.355 61.368 61.361 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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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그래 는 각기 다른 시간에서의 각 지 별 최  

온도를 시나리오 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거리에 따라 

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동시간에 발생

한 온도가 아님을 알린다. Fig. 21은 특정 시나리오에

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온도 분포이다.

  용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기능의 상실을 막기 

한 최소 내열 온도는 진이 70℃, 우든 블록이 90℃

이다. Fig. 20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열 달 해석 결과는 용  방향과 순서가 열 달 측면

에서는 특정할 만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 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의 결과를 통해, 진이 임계온도 70℃

에 도달하지 않기 해서는 새들의 최소 요구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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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emperature history at the center point of the 
saddle’s top plate (Scenar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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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emperature changes by scenario depending on the distance from the weld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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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emperature distribution changes over time (Scenar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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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mm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용  비드로부터 

400mm 떨어진 치에서의 시나리오 별 최고 온도와 

최  온도는 0.2% 차이 밖에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 열변형 해석 결과

  열변형 해석은 Fig. 22의 용 선 분포에 해 Table 

6의 열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하 다. 이는 업에서 

실행 가능한 실 인 시나리오들이다.

  열변형 해석 결과를 분석하기 앞서,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차원 솔리드 모델

을 2차원 쉘 모델화 하게 되면 새들 아치부 상  두께

의 반에 해당하는 치수의 변화가 발생한다. 해당 모

델은 실 이 있는 LNG 연료탱크로써 정확한 치수로 

모델링이 되었으나, 3차원 솔리드 모델을 2차원 쉘 모

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미소하지만 수치 에러가 발생

하 다. 따라서 해석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해 변환

된 2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정보를 토 로, 해석 모델의 

아치 심, 반지름을 Fig. 23과 같이 재계산하 다.

  각 시나리오 별 해석 결과는 Fig. 24의 ① ~ ④ 지

Dist. [mm] SC 1 SC 2 SC 3 SC 4 SC 5 SC 6 SC 7 SC 8 Tmax/Tmin

104.72 102.98 105.48 100.59 102.71 106.92 105.67 107.42 106.79 1.068 

154.25 90.21 90.80 89.61 90.20 91.13 90.92 91.20 91.10 1.018 

203.77 82.34 82.61 82.04 82.36 82.47 82.56 82.47 82.49 1.007 

253.30 76.85 77.11 76.75 76.98 77.02 77.01 77.03 76.96 1.005 

302.83 73.21 73.14 73.15 73.05 73.29 73.21 73.28 73.21 1.003 

352.36 70.40 70.48 70.34 70.44 70.37 70.47 70.35 70.46 1.002 

400.00 68.34 68.29 68.32 68.25 68.38 68.31 68.39 68.32 1.002 

450.00 66.64 66.78 66.61 66.76 66.66 66.72 66.68 66.72 1.002 

500.00 65.48 65.46 65.46 65.46 65.46 65.49 65.47 65.50 1.001 

550.00 64.46 64.42 64.46 64.41 64.48 64.43 64.49 64.44 1.001 

600.00 63.58 63.66 63.58 63.65 63.62 63.59 63.64 63.60 1.001 

650.00 62.94 62.98 62.93 62.98 62.90 62.96 62.91 62.97 1.001 

700.00 62.42 62.40 62.41 62.40 62.41 62.42 62.42 62.43 1.000 

750.00 61.98 61.97 61.98 61.97 61.99 61.96 61.99 61.96 1.001 

800.00 61.66 61.66 61.71 61.71 61.68 61.68 61.69 61.68 1.001 

820.00 61.63 61.68 61.62 61.67 61.64 61.65 61.65 61.65 1.001 

Table 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each scenario at vertical centerline [℃]

X1

X6

X2
X3

X4
X5

X7

Y1

Y5

Y6

Y2
Y3

Y4

Fig. 22 Weld line distribution of heat deformation anal-
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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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8517.9)

Fig. 23  Recalculation of 2-D FE model’s dimension [mm]

①

③

②

④

Fig. 24  Designated point for assessment



용 에 기인한 IMO C형 LNG 연료탱크 지지 구조의 온도분포와 변형에 한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40권 제2호, 2022년 4월  127

에 해 정리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③, ④ 지 의 Z 변 는, 해석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①, ② 지 의 이동을 고려하여 이에 한 상  변  

③’, ④’로 나타내었다.

Table 6 Weld scenarios for heat deformation analysis

Sequence SC1 SC2 SC3 SC4 SC5 SC6 SC7 SC8 SC9 SC10 SC11 SC12
1 X7 X1 Y6 Y1 X7 X1 Y6 Y1 X7 X1 X1 X7
2 Y6 Y1 Y5 Y2 X6 X2 Y5 Y2 X6 X2 Y6 Y1
3 X6 X2 Y4 Y3 X5 X3 Y4 Y3 X5 X3 X2 X6
4 Y5 Y2 Y3 Y4 X4 X4 Y3 Y4 X4 X4 Y5 Y2
5 X5 X3 Y2 Y5 X3 X5 Y2 Y5 X3 X5 X3 X5
6 Y4 Y3 Y1 Y6 X2 X6 Y1 Y6 X2 X6 Y4 Y3
7 X4 X4 X7 X1 X1 X7 X1 X7 X1 X7 X4 X4
8 Y3 Y4 X6 X2 Y6 Y1 X2 X6 Y1 Y6 Y3 Y4
9 X3 X5 X5 X3 Y5 Y2 X3 X5 Y2 Y5 X5 X3

10 Y2 Y5 X4 X4 Y4 Y3 X4 X4 Y3 Y4 Y2 Y5
11 X2 X6 X3 X5 Y3 Y4 X5 X3 Y4 Y3 X6 X2

12 Y1 Y6 X2 X6 Y2 Y5 X6 X2 Y5 Y2 Y1 Y6
13 X1 X7 X1 X7 Y1 Y6 X7 X1 Y6 Y1 X7 X1

Table 7 Y & Z displacement of the designated points of each scenario [mm]

Y displacement
Position

① ② ③ ④

SC1 0 0 -0.090938 -0.090962 
SC2 0 0 -0.092602 -0.092627 
SC3 0 0 -0.092542 -0.092567 
SC4 0 0 -0.089975 -0.090001 
SC5 0 0 -0.093020 -0.093044 
SC6 0 0 -0.090610 -0.090633 
SC7 0 0 -0.090423 -0.090448 
SC8 0 0 -0.092064 -0.092090 
SC9 0 0 -0.091774 -0.091797 
SC10 0 0 -0.091840 -0.091863 
SC11 0 0 -0.096928 -0.096954
SC12 0 0 -0.086342 -0.086365

Z displacement ① ② ③ ④ ③' ④'

SC1 0.020384 0.016777 -0.086170 -0.086213 -0.065787 -0.069437 
SC2 0.021411 0.018675 -0.087729 -0.087773 -0.066318 -0.069099 
SC3 0.020034 0.016287 -0.089025 -0.089071 -0.068991 -0.072785 
SC4 0.020621 0.016708 -0.088990 -0.089035 -0.068369 -0.072327 
SC5 0.021286 0.018858 -0.084524 -0.084566 -0.063238 -0.065708 
SC6 0.021862 0.019304 -0.084310 -0.084352 -0.062449 -0.065048 
SC7 0.020490 0.016658 -0.089046 -0.089092 -0.068556 -0.072434 
SC8 0.020148 0.016320 -0.088960 -0.089006 -0.068812 -0.072686 
SC9 0.021586 0.019048 -0.084328 -0.084370 -0.062743 -0.065322 
SC10 0.021564 0.019107 -0.084504 -0.084546 -0.062940 -0.065438 
SC11 0.021246 0.018921 -0.089036 -0.089082 -0.067790 -0.070161 
SC12 0.020485 0.016509 -0.084359 -0.084400 -0.063874 -0.06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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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의 결과에서 ①, ② 지 은 +Z 방향의 변

가, ③, ④ 지 은 -Y 방향의 변 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새들 아치의 형상이 Fig. 25와 같이 원형에서 타

원형에 유사한 형상으로 변형될 것을 상할 수 있다.

  열변형 해석의 결과는 Fig. 26, 27과 같다.

  용  순서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용  진행 

 발생하는 변 를 추 한 결과를 Table 8과 Fig. 

28에 나타내었다. 웹 임과 라켓을 번갈아 가며 새

들 외부에서 내부로 용 이 진행되는 시나리오 1과 정

반  경우인 시나리오 2, 그리고 웹 임과 라켓이 

정반  방향에서 하나씩 용 이 진행되며 최종 변 가 

가장 크게 발생한 시나리오 11을 비교하 다. 앞서 첨

(y0, z0)

a

b

Fig. 25 Schema of the deformed saddle

Fig. 26 Total deformation after welding (Scenario11, 
scale factor = 50)

Weld
sequence

SC1 SC2 SC11
Weld
path

Y-displacement ③
[mm, anticlastic]

Weld
path

Y-displacement ③
[mm, anticlastic]

Weld
path

Y-displacement ③
[mm, anticlastic]

0 - 0 - 0 - 0

1 X7 0.062397 X1 -0.017394 X1 -0.017394

2 Y6 0.086844 Y1 -0.031711 Y6 0.005416

3 X6 0.134632 X2 -0.070216 X2 -0.031070

4 Y5 0.155705 Y2 -0.075136 Y5 -0.010248

5 X5 0.171166 X3 -0.120281 X3 -0.036129

6 Y4 0.180979 Y3 -0.103734 Y4 -0.025865

7 X4 0.193692 X4 -0.093125 X4 -0.013454

8 Y3 0.190315 Y4 -0.080335 Y3 -0.016080

9 X3 0.164081 X5 -0.066154 X5 -0.001065

10 Y2 0.157761 Y5 -0.043299 Y2 -0.007046

11 X2 0.121673 X6 -0.002335 X6 0.038720

12 Y1 0.109512 Y6 0.021505 Y1 0.025949

13 X1 0.090938 X7 0.092602 X7 0.096928

Table 8 Displacement tendency according to different welding sequence

Fig. 27 Y-displacement of point ③ & ④ (Scenario11, 
scale factor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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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된 그림들의 변  방향과 동일하게 표 하기 해 반

 부호를 용했음을 알린다.

  Table 7에 정리된 바와 같이 폭 방향 최종 변 는 

약 0.09mm 수 으로 각 시나리오 별 차이는 크지 않

다. 하지만 용  순서에 따라 용 이 진행되는 동안의 

경향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새들의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되는 시나리오 1에서는 새들의 외부를 용 하는 

동안은 새들이 외부로 변형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용

이 반 이상 진행된, 상 으로 새들 내부를 용 하는 

동안은 새들이 내부로 변형하며 0.2mm 수 까지 발생

했던 변 가 0.09mm 수 으로 떨어진다. 반 의 경

우인 시나리오 2는 먼  새들의 내부가 용 되는 동안 

새들이 내부로 변형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외부 역으

로 용 이 이동하면서 외부로 변형하는 양상을 보인다. 

새들의 내부와 내부를 번갈아 가며 용 하는 시나리오 

11에서는 변형이 늘었다 었다 하는 지그재그 양상을 

보인다.

  Table 7의 변 가 발생한 ① ~ ④ 지 의 새로운 좌

표 ①’ ~ ④’를 이용하여 ①’ - ③’ 지 을 지나는 원과 

②’ - ④’ 지 을 지나는 타원의 제원을 Table 9에 나

타내었다.

  변형된 새들 아치의 형태로부터 타원의 이심률 (eccen- 

tricity)과 진원도 (OOR, out of roundness)를 계산

하 다. 각 시나리오별로 이심률과 진원도는 미소한 차

이만 있을 뿐이며, 이 값들로부터 새들의 변형된 형상

도 정(正)원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료탱크는 새들과 동심을 이루기 보다는 Fig. 

29와 같이 새들 상 의 앙부에서 원에 가까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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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Displacement tendency by scenario

Scenario

a (length of
major axis)
of ① - ③

[mm]

b (length of
minor axis)
of ① - ③

[mm]

Eccentricity
of ellipse
① - ③

OOR
(Dmax-Dmin)
① - ③

[mm]

a (length of
major axis)
of ② - ④

[mm]

b (length of
minor axis)
of ② - ④

[mm]

Eccentricity
of ellipse
② - ④

OOR
(Dmax-Dmin)
② - ④

[mm]

SC1 5017.890476 5019.110826 0.022050 2.440701 5017.894083 5019.082103 0.021756 2.376039 

SC2 5017.889449 5019.138009 0.022304 2.497120 5017.892185 5019.116309 0.022085 2.448249 

SC3 5017.890826 5019.130300 0.022222 2.478947 5017.894573 5019.100465 0.021919 2.411784 

SC4 5017.890239 5019.112996 0.022072 2.445514 5017.894152 5019.081833 0.021753 2.375363 

SC5 5017.889574 5019.130928 0.022239 2.482707 5017.892002 5019.111692 0.022044 2.439381 

SC6 5017.888998 5019.114342 0.022096 2.450689 5017.891556 5019.094055 0.021889 2.404998 

SC7 5017.890370 5019.115936 0.022098 2.451132 5017.894202 5019.085417 0.021786 2.382430 

SC8 5017.890712 5019.126941 0.022193 2.472459 5017.894540 5019.096455 0.021883 2.403829 

SC9 5017.889274 5019.122108 0.022163 2.465667 5017.891812 5019.101985 0.021958 2.420347 

SC10 5017.889296 5019.123026 0.022171 2.467460 5017.891752 5019.103559 0.021973 2.423614 

SC11 5017.889614 5019.177568 0.022653 2.575909 5017.891939 5019.159195 0.022470 2.534513 

SC12 5017.890375 5019.066938 0.021651 2.353127 5017.894351 5019.035227 0.021321 2.281754 

Table 9 The specification of the deformed saddle in each scenarios

Fuel Tank

Gap

Fig. 29 Schema of the fuel tank installation after weld-
ing of the s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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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설치된다. 따라서 연료탱크 설치 에서는 새들 

상 의 진원도 보다 새들 양 끝단 ③, ④ 지 의 치

가 요하다.

  ③, ④ 지 이 새들 내부로 변형 시, 연료탱크 설치 

 간섭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통상 새들과 

연료탱크의 우든 블록 사이는 20mm 정도의 공차를 

용하며, 이 공간에 진이 도포된다. 따라서 진이 

당한 두께로 도포되어 로드 베어링 역할을 충분히 하

고, 연료탱크 설치 시 문제를 방지하기 해서는 새들

이 내부로 많이 변형되는 것을 피해야한다.

  반면 ③, ④ 지 이 새들 외부로 변형 시, 연료탱크

가 설치  한쪽으로 기울 수 있으며, 사용되는 진 

양의 증가로 자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한 새들이 내부 는 외부로 변형이 발생하는 두 

경우 모두에서 새들 양 끝단 상  에 설치되는 연료

탱크 부유 방지 설비 (AFD, anti-floating device) 

설치 작업이 용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Fig. 30과 

같은 AFD와 연료탱크 단열재 간의 간섭 문제는 연료

탱크, 새들, AFD를 제작 공차에 따라 제작하 음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품질 문제이다. 따라서 기 설계 

비 최소의 변형이 발생하는 설치 공법이 요구된다.

  Table 10은 Table 7의 결과를 평균으로 재정리한 

결과이다. 시나리오별로 용  진행 방향  변형의 정

Scenario
Average of total

relative displacement
③, ④ [mm]

Brackets'
welding

direction (X)

Web frame's
welding

direction (Y)
δ/δmin Workability Remark

SC12 0.108628 Inward Outward 1.000 Bad

Small
displacement

↑
│
│
│
│
↓

Large
displacement

SC6 0.110803 Outward Outward 1.020 Normal
SC9 0.111919 Inward Outward 1.030 Good
SC10 0.112062 Outward Inward 1.032 Good
SC5 0.113193 Inward Inward 1.042 Normal
SC1 0.113337 Inward Inward 1.043 Good
SC4 0.114233 Outward Outward 1.052 Normal
SC7 0.114675 Outward Inward 1.056 Normal
SC2 0.114730 Outward Outward 1.056 Good
SC8 0.116129 Inward Outward 1.069 Normal
SC3 0.116592 Inward Inward 1.073 Normal
SC11 0.118979 Outward Inward 1.095 Bad

Scenario
Average of

Y-displacement
 ③, ④ [mm]

Brackets'
welding

direction (X)

Web frame's
welding

direction (Y)
δ/δmin Workability Remark

SC12 -0.086354 Inward Outward 1.000 Bad

Small
displacement

↑
│
│
│
│
↓

Large
displacement

SC4 -0.089988 Outward Outward 1.042 Normal
SC7 -0.090436 Outward Inward 1.047 Normal
SC6 -0.090622 Outward Outward 1.049 Normal
SC1 -0.090950 Inward Inward 1.053 Good
SC9 -0.091785 Inward Outward 1.063 Good
SC10 -0.091852 Outward Inward 1.064 Good
SC8 -0.092077 Inward Outward 1.066 Normal
SC3 -0.092554 Inward Inward 1.072 Normal
SC2 -0.092614 Outward Outward 1.073 Good
SC5 -0.093032 Inward Inward 1.077 Normal
SC11 -0.096941 Outward Inward 1.123 Bad

Table 10 Total relative displacement of the designated points of each scenarios

Fig. 30 AFD installed normally (left) and interference 
between AFD and insul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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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표기하고 작업성을 정성 으로 분류하 다.

  몇차례 언 되었듯이 연료탱크 설치의 에서는 ③, 

④ 지 의 치가 요하므로 해당 지 들의 변 를 기

으로 결과를 정리하 다. 

  용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량은 총 변 와 Y 

방향 변  결과 모두에서 시나리오 12가 가장 작게 나

왔고, 시나리오 11이 가장 크게 나왔다. 하지만 해석 

결과 기 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 12는 정반 의 

치를 번갈아 오가며 작업을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이

는 작업자가 상갑  몇 미터 에 치한 높고 좁은 선

체 시트 상 을 용  장비를 들고 비계나 사다리를 이

용해 수차례 왔다 갔다 해야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

업은 작업자의 피로도가 올라가 용  품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한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는 모두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해당 시나리오의 작업성은 나

쁘다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11은 시나리오 12와 마

찬가지로 정반 의 치를 번갈아 오가며 작업을 해야

하고 한 변형량도 가장 크게 발생한다.

  작업성이 좋다고 평가된 시나리오 1, 2, 9, 10은 새

들의 웹 임과 라켓을 번갈아 가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한 방향으로 진행했다가 지났던 경로를 다

시 돌아오는 용  방식이다. 작업성이 보통이라고 평가

된 시나리오 3 ~ 8은 웹 임이나 라켓을 한번에 

용 하고 남은 용 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성이 좋다고 

평가된 시나리오 보다는 다소 작업자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고 주요하게 리되어야 되는 

항목에 따라 용  시나리오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선박의 DP (dynamic positioning)에 필

요한 아지무스 스러스터 (Azimuth thruster)는 360

도 회 하고 완벽한 수 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진원

도와 평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체에 용  되어야한

다. 이 경우, 제품의 형상이 다르므로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는 없지만, 시나리오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반드

시 시나리오 12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료탱크 설치 시 새들과 연

료탱크의 우든 블록 간에 약 20mm 정도의 공차를 

용하므로 해석을 통해 계산된 용  변형량은 연료탱크 

설치의 에서 봤을 때는 큰 향을 주지 않을 것이

다. 하지만 해석결과는 이론식과 정확한 조건하에 진행

이 되었고, 실제 상황은 어떤 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함으로

써 어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료탱크 새들 구조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여러 구조

물의 시공방법을 정함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MO C형 LNG 연료탱크의 설치과정

에서 발생하는 용 과 련한 열 달 해석과 열변형 해

석을 진행하 다.

  그 목 은 새들-연료탱크 일체형 LNG 연료탱크 시

스템의 설치 과정에서 새들을 선체 시트에 용 하면서 

발생하는 용 열이 새들과 연료탱크 사이에 치한 

진과 우든 블록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새들-연료

탱크 분리형 LNG 연료탱크 시스템의 설치 과정에서 

새들을 선체 시트에 용  시 발생하는 용 열에 의한 

새들의 열변형이 연료탱크 설치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기 함이다.

  그 결과,

  1) 열 달 해석의 여덟 가지 용  시나리오에서 발

생하는 용 열은 시나리오별로 아주 미소한 차이만 있

었으며, 용  순서와 방향의 변경에 따른 특정할 만한 

경향은 없었다.

  2) 새들 상 이 진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한 

내열 온도에 도달하지 않기 해서는 약 400mm 정도

의 새들 최소 높이가 요구된다. 새들 상 의 최고 온도

가 진의 내열 온도 이하라면 내열 온도가 더 높은 우

든 블록은 문제가 없다.

  3) 열변형 해석의 열두 가지 용  시나리오에 의한 

새들의 열변형은 용  순서와 방향에 따라 최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설치 공차보다 충분

히 작은 값이다.

  4) 용  변형량과 작업성에 한 정량 /정성 인 분류

로 필요에 따른 선택지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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