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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투묘 실험시 젖은 모래와 마른 모래에서의 특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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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새로운 형태의 앵커 개발, 안 한 묘박 상황에 한 모의 실험 연구 등을 하여 실내에 장비된 앵커투묘실습장을 이용한다. 

실험실습장에서의 주된 투묘  주묘실험은 부분 모래 는 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래에서의 실험은 편의상 건 모래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앵커가 사용되는 분야는 물속이기 때문에 젖은 모래에 한 특성을 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C-14형과 ASS형 두 종류의 앵커모형을 이용하여 길이 6m의 수조에서 앵

커 형태별 기 투묘상태에 한 장력을 측정하 고 그 특성을 상호 비교하 다. 한 마른 모래 상태와 젖은 모래 상태에서의 앵커 형태

별 주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여러 상황에서의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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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에서 정박시 선박은 앵커를 이용하여 선박의 안 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해  깊은 곳에서 이용되는 앵커를 

실제로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앵커투묘실습장을 

만들어 실험을 실시하여 앵커에 한 주묘  주특성에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실험은 부분 모래 는 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래에서의 실험은 편의상 건 모래에서 실

행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앵커가 사용되는 분야

는 물속이기 때문에 젖은 모래에 한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 ( 략) ‥‥‥

2. 수조실험

2.1 앵커 제원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앵커로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ig. 1 Model anchor type

Table 1 앵커제원

Dimensions AC-14 ASS

W (kg) 6.75 9.30

θ (°) 35 42

Ls (mm) 275 302

Lf (mm) 159 150

Df (mm) 142 220

W : Weight anchor      θ : fluke angle 

Ls : Length of shank    Lf : Length of fluke

Df : Distance of flu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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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는 아래와 같다.

Fig. 2 실험 수조

‥‥‥ ( 략) ‥‥‥.

2.3 실험조건

Fig. 3 앵커의 기 투묘상태

‥‥‥ ( 략) ‥‥‥.

3. 실험결과

3.1 실험결과의 분석

 

 (1) 주 운동의 비교

젖은 모래와 마른모래에서의 주 운동을 비교하기 하여 

fluke가 고드는 주 깊이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아래 그림

과 같다. 

Fig. 4  ASS형 앵커의 젖은 모래에서의 주 깊이 비교

‥‥( 략)‥‥.

(2) 주계수의 비교

젖은 모래 상태에서의 주묘시 주력 특성을 악하기 하여 

장력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략) ‥‥‥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젖은 모래에서와 마른 모래에서의 주 운동의 특성은 

젖은 모래에서 보다 마른 모래에서 ‥‥‥( 략)‥‥‥.

 (2) 주묘시 주력의 장력을 비교한 결과 젖은 모래에서 

Case 1 상태가 가장 큰 주력 상태를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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