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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stiffened and stiffened cylindrically curved plates are often used in ship structures. For example, they can be found on a deck with
a camber, a side shell at the fore and aft parts, and the circular bilge part of a ship structure. It is believed that such cylindrically curved plates
can be fundamentally modelled using a portion of a circular cylinder. From estimations using cylindrically curved plate models, it is known that
the curvature generally increases the buckling strength compared to a flat plate under axial compression. The existence of curvature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both the ultimate and buckling strengths. In the present study, a series of finite element analyses were conducted on stiffened curved plates
with several varying parameters such as the curvature, panel slenderness ratio, and web height and type of stiffener applied. The results of numerical
calculations on stiffened and unstiffened curved plates were examined to clarify the influences of such parameter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buckling/plastic
collapse behavior and strength under an axial compression.

1. 서    론

원통형 곡판 구조부재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저장 용기, 냉각탑 및 선체 외판 구조와 같은 다양한 구조시스템의 요소 부재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선박 구조물은 대표적인 용접 박판 구조물로 종강도 및 횡강도 부재로 평판(Flat plate)을 사용함에 관련된 설계법 및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상당 부분 정립이 되어 있다(Paik, 2018). 그러나, 곡판의 경우는 Fig. 1과 같이 상대적으로 평판과 비교하면 갑판

Fig. 1 Cylindrically local curved plate and stiffened cu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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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캠버(Camber), 선측, 선·수미 및 선저 빌지부(Bilge circle part) 등에 제한적인 구조 부재로 사용되어, 좌굴강도 평가 시 단순 평판에 대

한 곡률(Curvature) 효과만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실정이다(Park and Seo, 2019). 

따라서 선박 구조의 경량화 및 고속화 경향의 특징을 반영한 구조설계를 위해서는 곡판에 대한 다양한 하중 조건에서 따른정밀한 재

료적 기학학적인 비선형 구조거동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선체구조강도 측면에서 선체의 자중 및 중량, 

외력 분포 등으로 발생하는 종 굽힘 모멘트에 선각거더(Hull)가 충분한 강도를 유지 하고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갑판부와 선저부의 

보강판의 압축강도이다. 특히, 선체구조의 안전성 측면에서 압축 최종강도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보강판 구조의 면내압축하중의 증가

에 따른 좌굴(Buckling), 소성(Plastic)과 함께 최종강도에 도달하기까지 복잡한 비선형 거동이 나타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보강 

곡판(Stiffened curved plates)구조 빌지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했다.

선박의 비보강 곡판(Unstiffened curved plate)을 대상으로 최종강도 예측식 개발을 위한 좌굴 및 소성붕괴 비선형수치해석 (Maeno et 

al., 2004)에 관한 연구와 압축하중에서 탄성 좌굴거동에 대해서 곡률을 변화에 대한 고유치 분석을 통한 좌굴모드 및 초기 처짐 효과에 

대한 최종강도 연구가 수행되었다(Park et al., 2008; Kim et al., 2014). 또한, 종방향 압축하중 뿐만 아니라 횡방향압축 및 전단하중 등 다양

한 조합 하중에 대해서 종횡비 및 곡률효과에 대해서 경험식을 제안하였다(Kwen et al., 2004). 

보강 곡판(Stiffened curved plates)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선의 보강재와 곡률효과를 상용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분석(Oh et al., 2011)을 

통한 경험식 개발(Seo et al., 2016), 초기 처짐 및 잔류 응력을 고려하여 압축 및 정수압 하중에 대해서 수치해석법을 이용하여 최종강도 

거동을  분석하였다(Park et al., 2005). Cho et al.(2007)은 6개의 보강곡판에 대한 최종강도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압축 하중에서 곡률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컨테이너 선박의 보강곡판에 대해서 곡률, 세장비, 종횡비, 보강재의 웹 높이 및 초기 처짐 효과에 대해서 방대한 수치해석

을 통하여 보강곡판에 대한 곡률을 기반 정량적인 곡률지수(Curvature factor) 개발(Park and Seo, 2019) 등 최근 대형화 추세의 컨

테이너 선박에 관련 곡판 부재의 붕괴 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보강곡판에 붕괴모드 패턴의 정량화 및 분석 등에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평보강판 구

조는 기존 6개의 고유 붕괴모드 별 특성에 대서 이론적, 해석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붕괴모드 중 최소가 되는 값을 

최종강도로 규명(Paik, 2018)하고 있으나 보강곡판의 선행연구는 주로 곡률, 보강재에 따른 좌굴 및 최종강도 수치해석 측면의 연구

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강곡판의 붕괴 패턴을 명확히 규명을 위하여 선박에 사용이 되는 보강재 종류(Flat-bar, Angle bar, Tee bar)와 

곡률(Flank angle, θ), 판의 세장비(Slenderness ratio, β) 변화에 따른 좌굴 및 탄·소성붕괴 거동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자세히 분석하여 붕

괴모드를 정량화하고자 한다.

2. 보강곡판의 수치해석

2.1 해석모델 선정

선박의 빌지부 곡판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종에 대해서 곡판의 붕괴모드 특성 규명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종 중에 빌지부의 곡률

Fig. 2 Double span/double bay model of stiffened curv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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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at bar

(b) Angle bar (c) Tee-bar

Fig. 3 Typical shapes of curved plate and stiffener

Table 1 Number of elements in circumferential/radial direction

Part Number of elements

Plate 10

Stiffener web 6

Stiffener flange 4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stiffened curved plate

Material High tensile steel

Elastic modulus () 205.8 GPa

Poisson ratio () 0.3

Yield stress ( ) 352.8 MPa

이 가장 크게 설계되는 컨테이너선박을 대상으로 Fig. 2와 같은 해석모델을 선정하였다.

대상 보강 곡판은 연속적인 보강판 구조를 이루고 있고 보강곡판주위에 다양한 종류의 주변부재(보강재, 대형 거더)로 구성되어 있다. 

수치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단순 지지로 가정하고 압축하중에 의해서 보강곡판이 좌굴 되는 동안 하중 변과 및 비하중변이 면내 방향

으로 직선을 유지하는 경계조건을 구현하였다. 또한, 대형 거더 효과를 위하여 대해서 양단 절반으로 대칭 조건 구현하여 1 bay (1/2+1/2 

bay) 유한요소해석모델을 선정하였다. 

전술한 것과 같이 고려된 세 가지 형상에 대해서 검토하였다(Fig. 3). 보강재 웹 높이(hw)는 50mm ~ 400mm이고, 웹 두께 (tw)와 플랜지 

두께(tf)는 각각 12mm와 15mm로 고정하여 보강재의 웹 높이에 대한 붕괴특성을 검토하였다. 곡판의 판두께 (tp)는 구간 12mm ~ 26mm으

로 변수로 정하여 판의 세장비에 대한 붕괴특성을 검토하였다. 곡판의 폭(b)과 길이(a)는 각각 1,000mm와 3,000mm로 고정하였고, 또한 

곡률에 해당하는 Flank angle는 5에서 45도까지 변수처리 하였다.

판의 유한요소모델은 원주 방향에 대한 유한요소 길이 방향 종횡비(a/b)는 1.0을 유지하며 10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보강재의 웹 높

이와 플랜지 폭은 각각 6개와 4개로 구현하여 국부적인 좌굴 현상이 묘사될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Table 1).

비선형해석은 재료와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기하학적 비선형성인 대변형해석은 2차 좌굴(Secondary buckling) 현상도 묘

사 가능한 호장증분법(Arc-length method)을 사용하였고, 재료적인 비선형은 완전탄소성체 가정하여, 등방성 경화(Bilinear isotropic 

hardening)모델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재료 물성값은 Table 2와 같다.

2.2 초기결함

선박 구조물에 보강 곡판 제작 시 필렛(Fillet) 용접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용접에 의한 잔류 응력과 초기 처

짐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초기 처짐은 기하학적 비선형 거동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평보강판의 경우는 판의 처짐 방정식인 식 (1)과 보강재는 식 (2)로 좌굴형상(Buckling mode shape)으로 가정하여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곡판의 경우는 곡률에 따는 처짐식이 평판과 상이하므로 고유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처짐 형상은 고유치

해석을 통한 모드분석을 통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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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처짐의 크기는 용접에 기인한 값으로 구조물의 평보강판의 판 및 보강재를 적용한 Smith(1988)가 제안한 초기 처짐의 크기를 각

각 식 (3), 식 (4)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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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opl는 판의 초기 처짐, woc는 Column type의 보강재의 처짐, wos는 Side ways type의 보강재 처짐, 여기서 m과 n은 각각 x 방향(길이)

과 y 방향(폭)의 좌굴반파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판세장비와 두께에 따른 함수로 보강곡판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초기처짐 크기를 적용

하였다(ISO, 2007). 본 연구에서는 용접에 의한 용접 잔류 응력은 고려되지 않았다.

2.3 고유치 모드

좌굴 모드를 분석을 위하여 고유치 해석을 범용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ANSYS, 2015)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고유치 모드는 기하학

적인 특성을 통한 붕괴모드를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전술한 것처럼 대상 보강곡판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따른 수치해석적인 처짐식 혹

은 해석적인 초기 처짐 형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선박 구조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Flat-bar 보강재를 포함한 보강곡판 모델에서 보강재의 웹 높이가 변경될 때 곡률에 따른 탄성 좌굴강

도특성에 대하여 Fig. 4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 곡률(Flank angle)이 증가함에 따라 좌굴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동일한 탄성 

좌굴강도에서 곡률이 10도보다 낮은 경우는 보강재의 높이 변화에 따른 좌굴강도 증가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lat-bar 보강재

의 형상 특성에 따라, 압축 하중에 대해 약한 비틀림 강성으로 인하여, 보강재의 웹의 높이를 증가될수록 탄성 좌굴강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웹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웹에서 좌굴이 발생하는 Tripping 붕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유치해석을 통하여 분석된 좌굴 모드는 Fig. 5와 같이 크게 4가지 특성으로 구분되어서 질 수 있다. (1) Fig. 5(a)와 같이 보강재가 길

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측면으로 좌굴 되는 형상으로 이 모드는 웹 높이가 큰 경우에 발생하였다. (2) Fig. 5(b)는 축 압축 하에서 평보강

판과 같이 대표적인 곡판 및 보강재가 국부 좌굴 모드이다. (3) 보강재가 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는 Fig. 5(c)와 같이 판이 전

체적으로 기둥형 좌굴 형태를 나타낸다. (4) 마지막으로 Fig. 5(d)와 같이 곡판에서 국부적인 좌굴 현상이 발생하고 보강재는 높이가 크고 

비틀림 강성이 높을 때 관찰이 되었다.

기존의 평보강판은 6가지의 붕괴모드를 제시하였다(Paik, 2018). Mode I은 보강재의 치수가 작아서 보강재와 판재 모두 붕괴, Mode II

는 판에 의한 붕괴로서, 2축 압력이 작용할 때 판재만 붕괴하는 현상이다. Mode III - V는 보강재에 의한 붕괴로, Mode III은 보강판이 

Beam-column 형태로 붕괴, Mode IV 는 보강재의 웹에 좌굴이 일어나는 붕괴형태, 보강재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Tripping 현상이 발생하

는 Mode V, 그리고 전단면 소성 때문에 붕괴하는 Mode VI이 있다. 각각의 붕괴모드별 이론적 및 수치 해석적 해를 도출하여 가장 작은 

값을 보강판의 최종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평보강판의 붕괴모드 특성과 유사한 보강곡판의 붕괴모드가 고유치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재료적 기하학적

인 비선형성을 고려된 최종강도 붕괴모드 특성을 규명하고자 탄성좌굴 및 탄소성좌굴거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Fig. 4 Elastic buckling strength of stiffened curved plates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flat-bar stiffener)

(a) Overall stiffener buckling (b) Local panel buckling-1

(c) Overall panel buckling (d) Local panel buckling-2

Fig. 5 Typical buckling modes of stiffened curved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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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탄성 좌굴거동(Elastic Buckling Behaviour) 

해석 보강곡판을 탄성체로 가정하고 기하학적인 비선형을 고려한 탄성 좌굴거동은 곡판에 곡률효과에 따른 다양한 기하학적인 붕괴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료적인 특성을 탄성으로 가정하고 기하학적인 비선형인 대변형해석을 통하여 보강곡판의 좌굴 거동

을 분석하였다. 

 세 종류의 보강재에 대해서 보강재의 웹 높이(hw=400mm)로 고정하여 곡률 변화에 따른 무차원 탄성 좌굴강도와 변형률을 Fig. 6과 같

이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곡률 증가에 따라서 탄성 좌굴 강도는 보강재형상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6(b)의 Angle-bar 보강재

의 Flank angle이 20도인 경우 탄성 좌굴거동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차 좌굴 현상으로 하중증가에 따라서 처

짐모드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강재의 형상과 곡률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기하학적인 불안정성이 발생 하는 것이 기존 평판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Flat bar 및 

Angle-bar 보강재는 곡률이 45도인 경우는 해당 변형률 범위 내에서 2차 좌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45도 이상은 원통형 실린더형상

으로 보강재보단 원통형 곡판 기하학적인 특성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평보강판의 경우는 2차 좌굴 현상은 

특정한 종횡비에서 큰 세장비를 갖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곡판의 경우는 이러한 곡률효과가 기하학적인 좌굴모드 변화에 따른 2차 좌굴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a) Flat-bar stiffener (b) Angle-bar stiffener (c) Tee-bar stiffener

Fig. 6 Average stress-average strain relationships for stiffened curved plates under axial compression (hw = 400 mm)

2.5 탄소성 좌굴거동(Elastic / plastic Buckling Behaviour) 

재료적인 비선형을 고려한 탄소성 대변형해석을 통하여 대상 보강 곡판의 붕괴모드 특성을 규명하였다. 탄성 좌굴거동해석과 동일하

게 판의 세장비, 곡률, 보강재의 웹 높이에 대해서 보강재별 좌굴 강도 및 붕괴 거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7은 세종류의 보강재에 대한 탄소성 좌굴강도거동에 대한 결과이다. 재료적인 등방경화모델인 탄-소성 모델(Elastic perfect plastic 

model) 적용에 따라서 탄성 좌굴 강도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강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료적인 소성효과로 인하여 탄성 좌굴 

(a) Flat-bar stiffener (b) Angle-bar stiffener (c) Tee-bar stiffener

Fig. 7 Buckling/plastic collapse behaviour of curved stiffened plates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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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hw

(mm)

Flat-bar Angle-bar T-bar

5 d 10 d 20 d 30 d 45 d 5 d 10 d 20 d 30 d 45 d 5 d 10 d 20 d 30 d 45 d

1.59

150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200 D D C C C D D D D D A A A D B

250 D C C C C A A A D D A A A D C

300 C C C C C A A A D D A A C C C

400 C C C C C A A A A D A C C C C

1.97

150 D D D D D D D D D D A A A D D

200 A A C C C A A A D B A A A A C

250 A A C C C A A D D D A A A A C

300 A C C C C A A A A C A A A A C

400 C C C C C A A A C C A A A C C

2.30

150 D D D D D A D D B B A A A A D

200 A T A C C A A A A B A A A A B

250 A A C C C A A A A C A A A A C

300 A A C C C A A A A A A A C C C

400 A C T C C A A C C C A A A C C

2.76

150 A A A D D A A A D D A A A A B

200 A A A C C A A A A D A A A A A

250 A A C C C A A A A B A A A A A

300 A A C C C A A A A A A A A A A

400 A C C C C A A A C C A A A A C

3.45

150 A A A A A A A A D D A A A A D

200 A A A A A A A A A B A A A A A

250 A A C C C A A A A B A A A A B

300 A T C C C A A A A A A A A B B

400 A C C C C A A A A C A A C C C

Note: A is Local collapse, B: Local stiffener collapse, C is Overal stiffener collapse, D is overall panel collapse, T is stiffener collapse by tripping 

Table 3 Collapse modes of stiffened curved plates 

거동에 나타나는 2차 좌굴이 현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2차 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항복이 발생하고 재료적인 항복영역이 주변 부재

로 확산되어, 좌굴모드 변화 없이 초기 고유치 모드가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Table 3과 같이 총 75개의 시리즈 해석을 통하여 5종류의 붕괴모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고유치해석을 통한 4종류의 특성과 

유사함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A-mode) Overall Collapse Mode: Flat-bar 보강재가 있는 보강곡판은 보강재 높이가 낮거나 Flank angle 크면 곡판의 국부좌굴이 되기 전 

보강재가 기둥좌굴형태로 붕괴되는 모드로 Fig. 8(a)와 같다. 

(B-mode) Local collapse mode-plate induced: 곡판이 보강재보다 상대적으로 국부적으로 먼저 붕괴되고 곡판형상에 따라서 보강재가 붕

괴되는 모드로 판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붕괴모드로 Fig. 8(b)와 같은 경우이다. 

(C-mode) Overall stiffener collapse- stiffener induced: 보강재가 판에 비해 강성 높고 보강재가지배적으로 보강재가 기둥형상으로 측면으로 

붕괴되는 모드로 Fig. 8(c)와 같은 현상이다.

(D-mode) Stiffener induced collapse by tripping: 보강재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Tripping 현상으로 보강재의 플랜지 없거나 웹 높이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붕괴 모드로 Fig. 8(d)와 같다.

(T-mode) Stiffener induced collapse by web buckling: 보강재가 웹 높이가 크고 플랜지는 강성이 높은 경우로 주로 웹이 국부적인 판 형태

로 붕괴되는 모드로 Fig. 8(e)와 같다. 

정의된 붕괴 모드별로 전체 시리즈해석결과를 보강재 종류와 판의 세장비로 따른 붕괴 모드를 Table 3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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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collapse (hw = 150 mm; β= 1.59; θ= 5 d)

(b) Local collapse-plate induced (hw = 50 mm; β = 1.59; θ = 10 d)

(c) Overall stiffener collapse- stiffener induced 
(hw = 400 mm; β = 3.45; θ = 20 d)

(d) Stiffener induced collapse by tripping 
(hw = 400 mm; β = 2.30; θ = 20 d)

(e) Local stiffener collapse-Stiffener induced 
(hw = 400 mm; β= 2.76; θ = 45 d)

Fig. 8 Typical collapse modes of stiffened curved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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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강도 붕괴모드 특성

유한요소 시리즈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주요 붕괴모드는 최종강도 특성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보강 곡판의 면내 압축 시 최종강도는 

Figs. 9-11에 보강재별로 곡률, 보강재 높이와 판의 세장비로 도시하였다. 또한, 보강재의 영향에 따른 최종강도 특성 규명을 위하여 보강

재를 고려한 경우와 곡판만 고려한 비보강 곡판의 경우에 대한 최종강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9 판의 세장비가 낮고 곡률이 평판과 유사한 경우(Flank angle 10도 미만)에는 비보강 곡판에 대해서 보강 곡판의 최종강도가 작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ig. 8(a)에서 보강 곡판이 국부 좌굴 전에 Column 형태의 전체좌굴을 하는 붕괴모드(A: Overall 

collapse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 

Fig. 9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of stiffened curved plate with flat-bar stiffener under axial compression

Fig. 10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of stiffened curved plate with 

angle-bar stiffener under axial compression

Fig. 11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of stiffened curved plate 

with tee-bar stiffener under axial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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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bar 보강 곡판의 경우는 보강재 높이(hw=250mm)에서 판의 세장비가 같은 보강 곡판에서 가장 높은 최종강도가 나타났다. 이는 웹 

높이가 낮은 보강재의 굽힘 강성은 낮고, 높이가 높은 보강재는 비틀림 강성이 낮아지므로 이 상황에 해당하는 보강 곡판의 조건에서는 

길이 방향 유효단면적(Effective Area)은 크더라도 최종강도는 오히려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Angle-bar의 경우는 Fig. 10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보강재의 플랜지 효과로 웹에 회전구속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같은 곡률과 판의 세장

비의 경우에 보강재의 높이증가에 따라서 보강곡판의 최종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Flat-bar 보강재와의 차이점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Flat-bar 보강곡판의 최종강도는 보강재의 높이가 낮으면 반대의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는 Fig. 8(c)와 같은 붕괴모

드 특성이 판의 국부 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보강재가 기둥 형태의 좌굴이 발생하는 붕괴 모드(C: Overall stiffener collapse- stiffener 

induced )로 설명된다.

Fig. 10과 Fig. 11에서, Angle-bar와 T-bar 보강재의 최종강도는 유사한 강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붕괴모드 시 

Angle-bar 보강재가 낮은 최종강도를 보여준다. 이는 플랜지는 회전구속의 차이점으로 확인된다.

4.결    론

본 논문은 보강 곡판의 좌굴 및 붕괴모드에 규명을 위하여 정밀한 비선형 수치해석을 통하여 탄성/소성 대변형거동, 최종강도 및 붕괴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보강 곡판은 선박의 빌지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 종류의 보강재와 곡률, 보강재 높이 및 판의 세장비에 대해

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일반적으로 보강재 높이와 곡률의 증가는 보강곡판의 탄성 및 탄소성 좌굴 강도가 증가하고, 탄성 좌굴의 경우는 복잡한 2차 좌굴 

거동이 발생하지만 재료적인 소성효과를 고려한 탄소성좌굴거동에는 2차 좌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평보강판에 비해 보강곡

판이 기하학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이므로 재료적인 비선형을 고려한 탄소성 좌굴기준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2) 붕괴모드의 특성 도출을 위하여 시리즈 탄소성 대변형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곡판의 붕괴모드를 기존

의 평보강판의 붕괴모드와 유사한 5개로 (A) 전체붕괴모드, (B) 국부붕괴모드-곡판기준, (C) 전체보강재 붕괴모드- 보강재 기준, (D) 트

리핑에 의한 보강재 붕괴모드, (T) 보강재 웹 좌굴에 의한 보강재 붕괴모드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당 붕괴특성과 최종강도의 영향을 분

석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보강곡판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정의된 보강곡판 붕괴모드는 해당 붕괴특성에 대한 각각의 처짐 특성을 고려한 이론해석법에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것

이고, 이후 도출된 붕괴모드별 이론해석법 및 해석적 방법의 처짐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4) 추후 연구로 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붕괴모드 특성 검증연구가 필요하고 이후 검증된 붕괴모드별 보강 곡판의 최종강도 예측식 개

발 등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ANSYS. (2015). Introduction to Material Nonlinearities. ANSYS11.0 User’s Manual, ANSYS Inc., USA.

Cho, S.R., Park, H.Z., Kim, H.S., & Seo, J.S. (2007).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s on the Ultimate Strength of Curved 

Stiffened Plates.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actical Design of Ships and other Floating Structures, Houston, 

Texas, USA, 453-60.

ISO. (2007).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Structure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Their Limit State Assessment. International 

Standard ISO 18072-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eneva.

Kim, J.H., Park, J.S., Lee, K.H., Kim, J.H., Kim, M.H., & Lee, J.M. (2014). Computational Analysis and Design Formula Evelopment 

for the Design of Curved Plates for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Structural Engineering Mechanics. 49(6), 705-726. 

https://doi.org/10.12989/sem.2014.49.6.705

Kwen, Y.W., Park, Y.I., Paik, J.K., & Lee, J.M. (2004).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Characteristics for Ship Curved Plate Structures. 

Proceedings of the Annual Autumn Meeting, SNAK, Sancheong Korea, 351-356.

Maeno, Y., Yamaguchi, H., Fujii, Y., & Yao, T. (2004). Buckling/ Plastic Collapse Behaviour and Strength of Bilge Circle and Its 

Contribution to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Ship’s Hull Girder.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Conference, Toulon, France.

Oh, Y.C., Kim, K.T., & Ko, J.Y. (2011). Investigation for Collapse Mode of Stiffened Curved Plate with Tee Shaped Stiffen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17(3), 295-300. https://doi.org/10.7837/kosomes.2011. 17.3.295



Joo-Shin Park, Yeon-Chul Ha and Jung-Kwan Seo

Park, H.J., Cho, S.R., Chung, J.N., & Lee, D.B. (2005). Ultimate Strength Analysis of Curved Stiffened Shell of Container Bilge Strake. 

Proceedings of The Annual Autumn Meeting, SNAK, Yongjin, 189-195.

Paik, J.K. (2018). Ultimate Limit State Analysis and Design of Plated Structures.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Park, J.S., & Seo, J.K. (2019). Development of Design Factor Predicting the Ultimate Strength for Wide Spacing in Container Curved 

Bilge Structures.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24, 526-542. https://doi.org/10.1007/s00773- 018-0572-0

Park, J.S., Iijima, K., & Yao, T. (2008). Characteristics of Buckling and Ultimate Strength and Collapse Behaviour of Cylindrically 

Curved Plates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Advanced Materials Research, 33-37, 1195-1200. https://doi.org/10. 

4028/www.scientific.net/AMR.33-37.1195

Seo, J.K., Song, C.H., Park, J.S., & Paik, J.K. (2016). Nonlinear Structural Behaviour and Design Formulae for Calculating the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Curved Plates under Axial Compression. Thin-Walled Structures. 107, 1-17. https://doi. 

org/10.1016/j.tws.2016.05.003

Smith, C.S., Davidson, P.C., Chapman, J.C., & Dowling, P.J, (1988). Strength and Stiffness of Ship’s Plating under In-plane Compression 

and Tension. Royal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s Transactions, 130(1988), 227-296.

Author ORCIDs and Contributions

Author name ORCID Contributions

Park, Joo Shin 0000-0001-5335-8151 ①②③

Ha, Yeon Chul 0000-0003-3591-8471 ④

Seo, Jung Kwan 0000-0002-3721-2432 ④⑤

① Conceived of the presented idea or developed the theory

② Carried out the experiment or collected the data

③ Performed the analytic calculations or numerical simulations

④ Wrote the manuscript

⑤ Supervi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