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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구조 해석의 종류

전선구조해석전선구조해석

화물창구조해석 (항복강도, 좌굴강도)

상세구조해석 피로강도해석



선체구조해석의 특성

 대형선, 특수선 등 : 전선구조해석을 통한 검증

 산적화물선 이중선체 유조선 등 산적화물선, 이중선체 유조선 등

 구조 강도 평가에 대한 선급 규칙 통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칙 개발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칙 개발

 투명성 (Transparency)

 확고한 이론 배경(Through Theoretical Background) 확고한 이론 배경(Through Theoretical Background)

 일관성 (Consistency)

 화물창 구조강도 평가 (중앙부 선수부 선미부) 화물창 구조강도 평가 (중앙부,  선수부,  선미부)

 항복강도, 좌굴강도, 피로강도 평가

 구체적인 구조강도 평가 방법 제시 구체적인 구조강도 평가 방법 제시

 구조 강도 평가를 위한 Man-hour  증가

⇒ 모델링 지원 하중 및 경계 조건 자동 생성 결과 평가 지원 필요⇒ 모델링 지원, 하중 및 경계 조건 자동 생성, 결과 평가 지원 필요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특성

 엔지니어링 기간 촉박

 다양한 엔지니어링 조건

 환경조건

 자원조건

 선주의 경험

 선주 Spec., 선급 Rule, Flag State Law, Costal State Law, IMO 

Regulation, Industrial Standardsg ,

 잦은 설계 변경

⇒ 효율적 일정관리, 다양한 해석 경험 및 빠른 소프트웨어 지원 필요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for Offshore Structure

BONGA FPSO DSA Project  BAYU UNDAN FSO DSA Project  
Owner : Shell (SHI) Owner : ConocoPhillips (SHI)

MOHO FPU DSA Project  USAN FPSO DSA Project  BP Q204 FPSO DSA Project  MOHO FPU DSA Project  
Owner : Total (HHI)

USAN FPSO DSA Project  
Owner : Total (HHI) 

BP Q204 FPSO DSA Project  
Owner : BP (HHI) Jack-up approval & DSA project

CLOV FPSO DSA Project  
Owner : Total (DSME)

Drilling Rig Life Enhancement Project  
Owner : KNOC 

ICHTHYS FPSO DSA Project  
Owner : INPEX (DSME)



DSA for FPSO Project 

1. Design Brief

2 Main Hull2. Main Hull 
• Cargo Hold Analysis (Fore, Mid and Aft Structure)
• LQ & Laydown Area
• Spectral Fatigue Analysis• Spectral Fatigue Analysis
• Deflection analysis

3. Strength Analysis for Appurtenance Structures 
• Flare Tower foundation
• Crane Pedestal Foundation
• Turret Interface
• Module and pipe rack support
• Riser, Caisson, Mooring Support
4. Accidental Analysisy
• Collision Analysis
• Explosion Analysis
• Dropped Object analysispp j y
• Green water protection frame



Hold analysis of fwd. part with Turret load

Scope of Work
 Strength assessment based on owner’s report
 Strength assessment of longitudinal hull girder 

and primary supporting members, transverse 
bulkheads within fore part of hull

 Strength assessment of longitudinal hull girder 
shears structural members in way of transverse 
bulkheads within fore part of hull.p

 Strength assessment of moon pool structure, 
bogie support structure and gentry support leg 
foundationfoundation

 Yielding and buckl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acceptance criteria



A DSA for Jack-up Drilling Rig

1. In-place Global Analysis

2 Transit Global analysis2. Transit Global analysis 

3. Fatigue Analysis

4 Local Analysis4. Local Analysis

1. Hull-Cantilever interaction

2 Spudcan leg interaction2. Spudcan-leg interaction

3. Leg-hull interaction

5 Ultimate capacity of damaged leg5. Ultimate capacity of damaged leg

6. Plan approval

7. In-house S/W for7. In house S/W for
SACS post processing

8
8



DSA & Life Enhancement of Semi-Submersible Rig

 Global Structural Analysis 

 Fatigue Life Evaluation and Structural Reinforcement

 full spectral-based fatigue analysis

Ri   & A i  C diti  A t Rig survey & As-is Condition Assessment



Experiences on Offshore Plant : Accidental Loads

Collision Dropped Objects

Explosion

Deformed shape and effective plastic strain 
distribution of inside structure



Collision Analysis using LS-DYNA



Safety Engineering for Jacket

Scope of Work

1 Philosophy1. Philosophy
• Safety Philosophy
• Escape, Evacuation and Rescue Philosophy

2. Study & Report
• HAZID study report
• RAM study report• RAM study report
• HAZOP study report
• SIL study report
• Risk Assessment reportRisk Assessment report

3. Analysis & report
• Fire Explosion and Dispersion Analysis• Fire, Explosion and Dispersion Analysis
• Natural Ventilation Study
• Flare and Vent Study Report
• Major Accidents Hazards Consequences analysisMajor Accidents Hazards Consequences analysis



Engineering Software Development Policy

1. 자체 개발

 선급의 고유 업무 영역, 기술 확보 필요

 최고 기술 보유 및 개발 인력 확보 시 최고 기술 보유 및 개발 인력 확보 시

2. 공동 개발

 선급의 고유업무 영역, 기술확보 필요

 최고 기술 보유 미비 및 개발인력 부족 시

3. 상용코드 구입

 일반적인 업무 영역, 기술확보 불요



Engineering Software Development Policy

1. Modeler

 Structural Analysis : 자체 개발Structural Analysis : 자체 개발

 Motion Analysis : 자체 개발

 CFD : 상용

2. Solver

 Structural Analysis : 상용

 Motion Analysis : 자체/공동 개발

 Structural/Hydrodynamic Coupling : 공동 개발

 Stochastic Analysis : 자체 개발

 CFD : 상용

3. Loads Mapping

 대부분의 경우 자체 개발



Software for Ship and Offshore Engineering

1. Structural Analysis
• SeaTrust-HOLDAN/ISTAS/FANSYS• SeaTrust-HOLDAN/ISTAS/FANSYS
• IPSAP (서울대 개발) 구조해석 Solver
• SACS and its KR post-processor
• PATRAN, NASTRANPATRAN, NASTRAN
• ANSYS, LS-DYNA

2. Process Analysis
• HYSIS

3. Risk Analysis
• LEAK FLACS PHASTLEAK, FLACS, PHAST

4. Reliability Analysis
• MAROS, RELEX, eSILentia

5. CFD analysis
• ANSYS CFX FLACS



자체 개발 : SeaTrust Series

 SeaTrust-HullScan (SeaTrust-Holdan)
• Pre/Post Processor for FEM 
• Reduction of man-hours by automatic and manual 

mesh generation
• Include FEM solver (IPSAP)Include FEM solver (IPSAP)
• Provide interface of MSC/NASTRAN

 SeaTrust-ISTAS SeaTrust ISTAS
• Sea-keeping and hydrodynamic  module
• Load generation module
• Structural analysis module

 S T t FANSYS SeaTrust-FANSYS
• Stochastic spectral fatigue analysis system
• based on direct fatigue method



SeaTrust-ISTAS / FANSYS



공동 개발 : WISH-Offshore

Muiti body
 Finite depth
Mooringg



공동 개발 : Hydro-elasticity

WILS2 model test(Hydro-elasticity)
WILS3 model test(Slamming)
WISH-FLEX
 Fatigue damage induced by springing and whipping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의 적용 예(BP FPSO Projects)

1. 환경 조건

 Scatter Diagram => Met Oceang

 Wind sea, Swell sea Information and Combination Method

 Wave spectrum, Wave Spreading, Wave Heading

 Return Period (10,000 YR, 100 YR, 10 YR, 1 YR)

2. 구조해석 적용 선급 Rule

 LR + DNV + IACS CSR + BV + KR

3. 피로해석 수행 부위

1. 거의 모든 응력 집중 부위에 대한 해석 => Memory 문제

2. Low Cycle Fatigue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1. 개발자의 엔지니어화, 엔지니어의 개발자화

 엔지니어의 작업순서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필요 엔지니어의 작업순서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필요

 작업능률 극대화

 선주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선주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2. 모델작업 효율화

 CAD 프로그램과의 연동 CAD 프로그램과의 연동

 자동 모델러

3. 계산속도 향상

4. 요소기술력 강화



모델작업 효율화 방안

 Auto Fine Mesh (2014. 6 Auto Fine Mesh (2014. 6 예정예정))

개발
완료완료

 Bracket toe
 Opening 주변
 Corrugation BHD



모델작업 효율화 방안

 Project Project 관리관리 방법방법 개선개선 (2014. 10 (2014. 10 예정예정))

1 Project
 Model
 Loading / BC
 Result Result

< Aft P t > < Mid P t > < F d P t >< Aft. Part > < Mid. Part > < Fwd. Part >

< Fine mesh > < Fatigue mesh >



구조해석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하드웨어)

기존의 개별적인 개발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

 전체 SW의 보유 라이선스 이용과 동시에 20여
명의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용(Linux),  
3D 설계 그래픽용 (Windows), 2D 설계그래픽

로 전환

계 래픽용 ( ) 계 래픽
(Windows) 용으로 연구원 IT 자원 서비스 제공
 일부 해석용 S/W의 사용 운영체제를 병렬계

산 형태로 변경(Windows ⇒ Linux)
 S/W의 그래픽 사용 특성에 따라 3D  & 2D 

시스템 선정 배치해서 시스템 효율성 제고시스템 선정, 배치해서 시스템 효율성 제고

HPC CAE 및 2D/3D VDI  인프라 구성

 HPC CAE : Hexa(6) Core 2 CPU 2대HPC CAE : Hexa(6) Core 2 CPU 2대
 3D CAD : Hexa(6) Core 2 CPU 5대
 2D CAD : Hexa(6) Core 2 CPU 2대
 Storage   : 24 TB

초 속컴퓨팅 기반 클라우 컴퓨팅 솔루션초고속컴퓨팅(HPC)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플랫폼으로 CAD(2D,3D)/CAE 업무 통합 시스템 구축



구조해석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소프트웨어)

 웹 기반 다중 해석 작업 절차 자동화

해석 절차 자동화로 다중 반복 해석 성능 개선

웹 기반 다중 해석 작업 절차 자동화
구조해석(NASTRAN 등) 다중 반복 해석 수행 후, 
적합한 결과 도출함
 다중 해석 전처리(Pre) 작업 환경 간소화 개선
 웹 기반 다중 해석 실행 환경 자동화

(기존 업무 효율 대비 2배~5배 개선)(기존 업무 효율 대비 2배~5배 개선)
 다중 해석 작업 스케줄링화, 작업 처리량 극대화

웹 기반 고성능 HPC 환경 구축으로 해석 성능 개선

 대규모 다중 core를 통한 병렬 계산 수행 가능
병렬 계산에 필요한 대규 컴퓨팅 자원을 병렬 계산에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자체 클라우드 자원을 통해 확보

 유동적인 클라우드 자원 재구성을 통해 고
성능 병렬 처리 해석 가능

웹 기반 SW 개발테스 환경 통한 운영웹 기반 SW 개발,테스트 환경 통한 운영

 웹 기반 고속 원격 그래팩 처작업 처리
 웹 기반 2D 애플리케이션 가상화(VDI) 작업
 데이터 통합 관리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구축 (2013년)

향후, 조선소, 엔지니어링사, 관계기관 및 대학 등
협업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구축 (SaaS,Aaa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k kwww.k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