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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a caisson used for breakwater is carried by a floating dock, accompanying stability problem by its existing motions in the dock 
is quite important and should be pre-checked against sea environmental condition. In the stability analysis, the acceleration, velocity, angle of roll 

and pitch motions are important to calculate frictional force and separation force. If separation force becomes bigger than frictional force, serious 

collision may be occurred between caisson and floating dock. In this study, stability evaluation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a caisson on floating 
dock for breakwater was performed by using a commercial program, HydroD and CHARM3D/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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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슨(Caisson)은 바닥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채워질 공간이 

확보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것은 때로 수심이 깊고 

력이 강한 곳에 수평으로 연결되어 방 제로서 활용되기도 한

다. 시설 제작에 따른 비용손실이 많아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

우에는 부 합하고, 이슨 제작장 부근의 수심이 깊은 경우와 

해상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의 해역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지만, 비교  시공이 정확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

이슨 공법의 종류에는 오  이슨, 공기 이슨, 박스형 

이슨 등이 있으며, 이  박스형 이슨은 항만공사의 안벽이

나 방 제에 주로 이용 된다(박기식, 1999).

방 제형 이슨은 형 구조물로서 이슨의 제작 후 운반

하는 방법으로는 이슨을 육상에서 제작하여 기 기선

(Floating crane)에 의해 권양 진수하는 방법, 이슨을 부양식 

독(Floating dock) 에서 제작하여 방 제 설치지역까지 운반

하여 진수시키는 방법, 건식 독(Dry dock)상에서 제작 완료하여 

독(Dock) 내에 물을 주수하여 부양시켜 거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슨을 모래사장에서 제작하여 제작 완료 후 설선을 이용

하여 진수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류재복, 1999; 건설부, 2005). 

하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해상 상태에 따른 이슨과 부

양식 독의 불규칙한 6자유도의 운동응답을 나타내게 되므로 해

상상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교량 이슨 운송에 해서는 조철희 등(2009)에, 그리

고 이슨 인양공법에 해서는 이종화(2000)에 소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양식 독 상에서 방 제용 이슨을 제작한

Fig. 1 Transportation for breakwater caisson by tug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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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이슨의 설치 지 까지 Fig. 1과 같이 운반하는 과정에 있

어서 이들의 안정성 해석을 한 하  산출을 해 상용 로그

램을 이용한 수치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이슨과 부양식 독

의 인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 해석  평가와 운반 가능한 

최  해상환경 조건을 검토하 다.

2. 안정성 평가를 위한 하중 산출 방법

 

해상에 떠있는 구조물은 불규칙한 랑에 의한 하 을 받게 

되므로 불규칙한 6자유도의 운동응답을 나타내게 되며, 이슨

과 같은 구조물이 재된 부양식 독의 경우, 이러한 6자유도 운

동 에서 횡동요(Roll)와 종동요(Pitch)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

하는 횡방향 하 과 종방향 하 이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양식 독을 이용한 방 제용 이슨의 운반

에 있어서 부유체가 횡동요와 종동요 운동을 할 때 횡동요와 

종동요 운동이 단순히 합으로 표 되는 경우와 상호 연성되어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이슨에 발생되는 이탈력을 이슨의 

최 정지마찰력과 비교해 으로써 부양식 독과 이슨의 안정

성을 단하기로 한다.

2.1 횡동요와 종동요의 단순한 합의 경우

부유체의 횡동요와 종동요가 독립 으로 일어나는 경우 횡동

요와 종동요의 합으로 나타낼 때 Fig. 2에서 보듯이, 종동요 시 

경사에 의한 이탈력은 식 (1)과 같이 력에 의한 이탈력과 경

사상태에서의 상하동요(Heave)에 의해 발생하는 이탈력의 합으

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m은 이슨의 질량, g는 력가속도, 는 상하동요방

향의 가속도이며 는 종동요 시 각도이다.

한, 부유체가 운동할 경우 종동요 시의 총 성력은 후 병

진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성력과 회 에 의해 추가 으로 작용

하는 x방향 성분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후동요방향의 가속도, 는 종동요 시의 각가

Fig. 2 Separation force of pitch motion

Fig. 3 Separation force of roll motion

속도, rz는 좌표계 심에서 이슨의 질량 심까지 거리이다.

한편, Fig. 3과 같이 횡동요 시 경사에 의한 이탈력은 종동요 

시와 마찬가지로 력에 의한 이탈력과 상하동요에 의한 이탈

력의 합으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단, β는 횡동요로 인해 생기는 각도이다.

횡동요 시의 총 성력은 부유체의 좌우 동요에 의한 성력

과 회 에 의해 추가 으로 작용하는 y방향 성분의 합이 되며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는 좌우방향의 가속도, 그리고 는 횡동요 시의 각

가속도를 나타낸다.

최종 으로, 종동요와 횡동요가 발생할 경우의 이탈력은 식 

(5)와 같이 주어진다.

 (5)

 

    (6)

 

    (7)

 
다음으로, 마찰력은 식 (8)과 같이 수직항력과 마찰계수의 곱

으로 나타내어진다. 마찰계수는 동 인 운동 마찰계수와 정

인 정지 마찰계수가 있으며, 운동상태의 마찰계수가 정지상태

의 마찰 계수보다 작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탈

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Concrete)로 

만들어진 이슨과 강제(Steel)로 만들어진 부양식 독의 경우 항

만설계기 (건설부, 2005)을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µ(정지마

찰계수)는 0.4로 가정하여 이용하 다.

Ffriction = − µ×N (8)

이탈력과 같은 방법으로 종동요와 횡동요 시 경사상태에서 

수직항력은 각각 식 (9)  (10)과 같으며, 횡동요와 종동요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직항력은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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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ximum coefficient of friction

Max. coeff. of friction

Steel to steel 0.3

Steel to concrete 0.4

Concrete to concrete 0.5

  

  
 (9)

 

  
  (10)

    (11)

이 때, wz는 x방향 각속도이며 wy는 y방향 각속도이다. 식 (9) 

와 (10)에서 마지막 두 항들은 비선형(2nd-order) 항들이다. 여

기서, 식 (11)에서 횡동요와 종동요가 동시에 일어날 때의 마찰

력은 처음 두 항은 단순합이 아닌 것에 유의해야 한다.

2.2 횡동요와 종동요의 상호 연성의 경우

횡동요와 종동요가 연성되어 일어나는 경우에 해서는 

Bae(2008)에 소개되어 있으며, 식 (12)와 같이 이탈력을 성력

과 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먼  성력은 식 (13)과 같이 부양식 독과 이슨의 상  

치에 따른 상  속도와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

   


× ××  (13)

여기서 는 가속도, 그리고 
는 각가속도를 나타낸다.

식 (13)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각각의 항은 다음과 같다.

    




  
  
  































  
  
  



























  


   
 

 











  
  
  




















(14)

단, rx, ry, rz는 회 심에서부터 이슨의 무게 심까지 거리

를 나타내며,  , 
, 
는 각각의 방향에 한 각속도이다.

력에 의한 힘을 고려하기 해 횡동요와 종동요의 부유체 

연성운동을 고려하는 오일러 연속 변형(Euler sequence trans- 

formation)의 선수동요(Yaw)-종동요-횡동요가 일어나는 경우를 

고려하 다. 선수동요-종동요-횡동요의 회  변환 행렬은 식 

(15)~(17)과 같으며, 최종 으로 변환행렬은 식 (18)과 같이 구

해진다. 수직항력을 이용하여 식 (8)로부터 마찰력을 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지마찰계수는 횡동요와 종동요의 합으로 구해

지는 마찰력에 사용된 계수와 같은 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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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여기서, γ는 선수동요 시 각도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종동요

와 횡동요의 연성 운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수동요의 회  변

환행렬은 단 행렬로 둔다. 시간 역의 식 (12)와 (13)에서 비선

형 항들을 제외하면 2.1 에서의 선형 항들로 귀착된다.

3. 케이슨 운반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

3.1 주파수영역 수치 시뮬레이션

Fig. 4에서 보듯이, 이슨은 울산 남방 제(해석 치A)에서 

부양식 독 상에서 제작되어져 부양식 독에 실린 채 울산 용연

동 면 해상(해석 치B)으로 인선(Tug boat)에 의해 Fig. 1과 

같이 운반되어 진다. 이때 운반선의 속도는 약 2knot 정도로 아

주 느리다. 운반 해역은 수심이 평균 20m정도로 고가 높지 

않고 비교  잔잔한 해상상태이며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해상 조건하에서 해석을 수행하 다. 단, Case 1, 2, 3은 Table 3

과 같이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고가 1.25~2.5m 사이의 

SS4에 해당되며 향은 Fig. 5에 보이듯이 0
o
, 45

o
, 90

o
로 설정했다.

Fig. 6과 같이 이슨은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로, 높이

Fig. 4 Location of caisson building (A) and installa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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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vironmental condition (SS-4)

Wave

Hight [m]
Frequency [rad]

(components)
Direction [

o
]

Case 1 1.5 0~1.6 (33) 0, 45, 90

Case 2 2.0 0~1.6 (33) 0, 45, 90

Case 3 2.5 0~1.6 (33) 0, 45, 90

Table 3 WMO sea-state code

Sea-state number Significant wave height Characteristics

0 0.0 Calm

1 0.0~0.1 Calm

2 0.1~0.5 Smooth

3 0.5~1.25 Slight

4 1.25~2.5 Moderate

5 2.5~4.0 Rough

6 4.0~6.0 Very rough

7 6.0~9.0 High

8 9.0~14.0 Very high

9 > 14.0 Phenomenal

Fig. 5 Wave direction

Fig. 6 Caisson model with total weight of 10,700 ton

20.0m, 폭 25.5m, 길이 43.0m이고 량은 10,700ton이다. Fig. 7

에는 이슨을 운반하는 부양식 독의 단면도를 나타내며, 량

은 15,000ton 이고 높이 25.4m, 폭 47.2m, 길이 72.0m, 그리고 

부양식 독에 이슨을 실었을 때 흘수는 6.0m이다. 이슨과 부

양식 독 각각의 제원은 Table 4와 5에 나타낸다.

성력과 이탈력에 한 식 (7)과 (13)에서 필요로 하는 각속

Fig. 7 Schematic view of floating dock

Table 4 Caisson specification with total weight of 10,700 ton 

Height 20.0 m Breadth 25.5 m

Length 43.0 m Weight 10,700 ton

Draft 5.6 m Draft (towing) 13.0 m

Table 5 Floating dock specification with total weight of 15,000 ton

Height 25.4 m Breadth 47.2 m

Length 72.0 m Dock in breadth 33.9 m

Draft 1.9 m Full draft 6.0 m

Pontoon depth 6.4 m Dead weight 14,514 ton

도  각가속도 등을 포함한 응답특성 값들에 한 정보는 

DNV(Det norske veritas)에서 개발한 랑-부유체의 상호유체

력에 한 주 수  시간 역 해석을 한 상용 로그램인 

HydroD를 이용한 시뮬 이션 결과 값을 용하 다. 단, 부양 

독와 이슨의 운반 시 고려되어야 할 외력으로는 불규칙

(Irregular waves)로 인한 랑 외력 외에 풍력과 인력을 들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주 수 역 해석 수행 시 풍력과 

인력의 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3.2 시간영역 수치 시뮬레이션

시간 역 수치 시뮬 이션에서는 주 수 역 해석에서 고려

되지 않았던 비선형 랑 외력, 풍력, 인력을 고려하기 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 다. 먼  불규칙 로 인한 랑 외

력을 고려하기 해 SS4 상태에서 유의 고와 주기를 각각 Hs =

1.88m와 Ts = 8.8s를 이용하여 Pierson-Moskowitz의 랑 스펙

트럼을 Fig. 8과 같이 설정하 다. 비교를 해 SS3(Hs = 0.88, 

Ts = 7.8s)과 SS5(Hs = 3.25, Ts = 9.7s)의 조건하에서도 시뮬 이션

을 수행하 다. 한, 바람의 향을 고려하기 해 SS4의 평균 

풍속인 19knot(약 10m/s)를 이용하여 Fig. 9와 같이 API 풍하

 스펙트럼을 가정하 다. 즉, 바람이 작용하는 방향은 선수

(Head sea)의 방향인 180o이고, 작용 은 부양식 독의 외벽 노

출면의 심과 이슨의 노출면의 심 이 된다. 이 때 투 면

은 992.63m2이다. 한편, 인선에 의해 인되는 이슨과 부

양식 독의 속도는 조류(Current)에 의한 상 속도에 의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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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paration and frictional forces for T = 9 s (Summation)

Case 1 Case 2 Case 3

Separation
force [MN]

Frictional
force [MN]

Separation
force [MN]

Frictional
force [MN]

Separation
force [MN]

Frictional
force [MN]

00
o

04.72 42.40 06.32 42.39 07.92 42.33

45
o

13.78 42.07 18.43 41.67 23.09 41.06

90o 24.17 39.43 33.65 36.83 42.14 33.34

Table 7 Separation and frictional forces for T = 9 s (Coupling)

Case 1 Case 2 Case 3

Separation
force [MN]

Frictional
force [MN]

Separation
force [MN]

Frictional
force [MN]

Separation
force [MN]

Frictional
force [MN]

00
o

01.79 42.39 02.35 42.39 02.89 42.33

45o 04.37 42.07 05.88 41.67 07.40 41.06

90
o

17.47 39.43 23.29 36.83 29.07 33.34

Fig. 8 Pierson-Moskowitz (P-M) wave spectrum 

Fig. 9 Wind spectrum

되었으며, 조류의 속도는 1m/s로 설정하 다. 인력은 같은 

속도의 조류가 선수 쪽으로부터 작용할 때의 힘과 동일하게 추

정되었다. 단, 이슨과 부양식 독의 부유체와 인선 사이에 

상호 Rope에 의한 내부계류 시스템이 고려되었다. 총 시뮬 이

션 시간은 이슨의 제작장에서 이슨의 진수 치까지의 거

리를 고려한 6200s이다. 본 시간 역 해석에는 미국의 Texas 

A&M 학에서 자체 개발되어 상호 계류된 복수의 해상 부유

식 구조물의 주 수-시간 역 해석이 가능한 로그램인 

CHARM3D/HARP를 사용하 다.

4. 해석 결과 및 토론

4.1 주파수영역 해석

인시 부유체는 계류선과 인선의 향을 무시한다면 

Surge-Sway-Yaw의 공진주기는 0이다. 하지만 Heave-Roll-Pitch

는 유체복원력이 있으므로 공진주기가 존재하며 각각 0.6-0.75- 

0.75rad/s가 된다. Fig. 10은 상용 로그램 HydroD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해서 얻은 6자유도 운동에 한 응답진폭함

수(Response amplitude operator, RAO)를 나타낸다. 후동요

(Surge)는 향이 0o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좌우동요(Sway)

는 90o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들은 의 주 수가 0.2rad/s

(주기≈ 30s) 이하의 주 수 역에서 동요량이 격히 커진

다. 횡동요과 종동요의 경우 향이 각각 90o와 0o에서, 주 수

가 약 0.7rad/s(주기≈ 9s)일 때 동요량이 각각 크게 나타난다. 

이 때 횡동요의 경우, 실제 상황에서는 성 등의 향으로 동

요량이 다소 감소 할 수 있다. 한편, 상하동요와 선수동요(Yaw)

의 경우 각각 향이 90o와 45o일 때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하동요와 선수동요의 최  동요량은 각각 1.05, 

0.643rad/s이며 부양식 독의 건 의 높이가 0.4m이므로 입사

의 크기에 따라 독의 갑 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형 이슨 운반시 안정성 해석을 하기 하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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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ponse amplitude operator as a function of frequency

(5), (8)  (12)로부터 각각 이탈력과 마찰력을 구하 다. 이 때, 

횡동요와 종동요의 속도와 가속도에 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

다. Figs. 11~12는 종동요와 횡동요의 속도에 한 주 수 역

의 응답특성을, Figs. 13~14는 가속도에 한 주 수 역의 응

답특성을 각각 나타낸다. 속도와 가속도의 응답특성은 종동요

의 경우 향이 0°일 때 가장 크며, 주 수가 약 0.7rad/s(주기

≈ 9s)에서 최고 정 을 보인다. 횡동요의 경우는 향이 90
o
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나며 종동요와 마찬가지로 주 수가 약 

0.7rad/s(주기≈ 9s) 부근에서 최고 정 을 보인다.

Table 6~7은 RAO의 최  동요가 나타난 주기가 약 9s일 

때 각의 향에 하여 Case 1~3의  진폭(Wave amplitude)

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반 한 이탈력과 마찰력의 결과를 

보인다. 여기서 변 -속도-가속도의 RAO에 근거한 주 수 역 

해석에서는 각 성과 경사에 의한 이탈력의 상이 정확히 고

려되지 않으므로, 그 상이 정확히 고려되는 시간 역 해석에 

비해, 결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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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ponse amplitude operator of pitch velocity

Fig. 12 Response amplitude operator of roll velocity

Fig. 13 Response amplitude operator of pitch acceleration

Fig. 14 Response amplitude operator of roll acceleration

Table 8 RAO of velocity and acceleration due to ship motion 

for T = 9 s and wave direction of 90o

Roll Pitch

Velocity
[m/s]

Acceleration
[m/s

2
]

Velocity
[m/s]

Acceleration
[m/s

2
]

Case 1 4.19E-01 2.98E-01 7.65E-08 5.45E-08

Case 2 5.59E-01 3.97E-01 1.02E-07 7.26E-08

Case 3 6.99E-01 4.96E-01 1.28E-07 9.08E-08

일종의 안 계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종동요와 횡동요의 단순한 합으로 계산된 마찰력과 이탈력은 

Table 6과 같으며 Cases 1~3의 모든 향에 해서 마찰력이 

이탈력보다 커 안정함을 보인다. 한편, 종동요와 횡동요의 연성

을 고려한 경우 이탈력과 마찰력은 Table 7과 같으며 단순 합으

로 계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Cases 1~3의 모든 향에 해 

마찰력이 이탈력 보다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동요와 횡동

요의 단순한 합으로 계산된 결과는 종운동과 횡운동의 연성을 

고려한 경우보다 마찰력과 이탈력이 크게 계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종운동과 횡운동의 연성을 고려하 을 경우는 마찰

력이 향과 고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과 7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 던 향 90o, 주기 약 9s에

서 횡동요와 종동요의 속도와 가속도에 한 주 수 역의 응

답 값을 Table 8에 정리하 다. Figs. 15~17은 Cases 1~3에 하

여 향이 90o 일 때 주기에 한 마찰력과 이탈력의 분포를 

종동요와 횡동요의 합의 경우와 연성을 고려하 을 시의 경우

에 하여 나타낸다. 이 때 마찰력과 이탈력의 값은  진폭 값

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역에서 마찰력이 이탈력보다 커 안

정함을 보이며, 주기가 약 9s 부근에서 최 값이 나타나고 있

다. 한 주기가 약 9s 부근에서 종동요와 횡동요의 연성을 

고려하 을 경우 마찰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비선형 항들을 포함한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마

찰력은 비슷하나 이탈력은 지 않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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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rictional and separation forces of case 1 for 90
o

Fig. 16 Frictional and separation forces of case 2 for 90
o

Fig. 17 Frictional and Separation forces of case 3 for 90
o

4.2 시간영역 해석 

시간 역 해석 결과를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해 

주 수 역의 결과로 재변환하여 주 수 역 스펙트럼 해석을 

통해 얻은 RAO와 비교하 다. 이때, 시간 역에서의 응답특성

은 FFT로 재변환된 스펙트럼을 입력된 랑 스펙트럼에 의해 

무차원화시켜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횡 (Beam sea)의 상황에

서 이슨을 운반하는 부양식 독에 조류가 작용하는 경우로 가

정하 으므로 수평면에서의 운동특성은 수직면에서의 운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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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parison of heave between frequency and time 

domain analysis 

Fig. 19 Comparison of roll between frequency and time domain 

analysis

에 비해 상 으로 작아 무시할 수 있어 상하  횡동요의 결

과에 해서만 주 수 역 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

Figs. 18~19에는 각각 상하동요와 횡동요의 주 수 역과 시

간 역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단, 술한 바와 같

이 시간 역에서의 응답특성은 입력된 랑 스펙트럼(Fig. 8)을 

살펴보면 주 수가 0.6rad/s 이하에서는 랑 에 지가 거의 0

이므로 시간 역 해석결과의 RAO 값들은 물리 으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다. 반 으로 주 수와 시간

역 해석 결과의 경향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SS3의 경

우 상 으로 선형 인 랑 조건이므로 시간 역 해석의 결

과는 주 수 역 해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랑 상태가 극심해

지는 SS4나 SS5의 경우 비선형  효과로 인해 응답이 어드는 

Fig. 20 Frictional force and escape force from top to bottom at 

SS3, SS4, and SS5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주 수가 0.7rad/s 이하의 장주기 랑 

환경 하에서는 시간 역의 응답특성이 상 으로 커질 가능성

이 있으며, 부유체의 안정성 평가를 해서는 주 수와 시간

역 해석의 한 배합이 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간 역 해석을 통하여 산출된 마찰력과 이탈력을 

Fig. 20에 나타낸다. 술한 바와 같이 시간 역 해석에서는 

성과 경사로 인한 모든 성분들의 상이 정확히 고려된다. 

한, 주 수 역 해석에서는 비성형 랑 외력이나 풍하 , 

성 항이나 외력, 는 인력 등이 무시되었다. 시간 역에서

의 마찰력과 이탈력의 해석 결과는 SS3~4에서 마찰력이 이탈력

보다 2배 이상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침수가 되어 마찰계수가

가 어들지 않는다면, 이슨과 부양식 독은 운반시 안정한 상

태를 유지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SS5에서는 이탈력이 마찰

력에 근 하므로 작업이 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간 역의 해석 결과에서 최  동요에 따른 

인력 해석을 통하여 견인선의 유효동력을 추정하여 보았다. 단, 

Fig. 1에서와 같이, 부양식 독은 인선에 의해 두  계류되어 

견인되며, 두 간의 거리는 l = 16.5m로 주어진다. 따라서 두 

에 걸리는 힘과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towing = FT1 + FT2 (20)

Mz = (FT2 − FT1) × l (21)

여기서 FT1와 FT2는 부양식 독과 인선이 계류된 에서의 

각각의 인력을 나타낸다.

평형 모형(Equivalent plate model)을 통하여 마찰 항과 형

상 항을 포함한 랑과 조류 에서의 성 항(Viscous drag)

이 산출되며, 거기에 랑과 바람으로 인한 외력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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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stimation of effectible horse power at SS4

랑에 의해서도 방향의 시간 평균력(mean drift force)이 발

생하며 비선형계산으로 그 크기를 산출할 수 있다. 의 외력들

에 의해 순간 최 /최소 인력  평균 인력이 발생하게 되

며, Fig. 21에는 이슨 운반 시 고의 조건에 따른 견인선의 

순간 최  인력을 유효마력(Effective horse power, EHP)으로 

나타낸다. 순간 최  인력은 랑하 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

수상태에서의 인력보다 훨씬 크게 된다. 결과 으로 고가 

증가함에 따라 순간 최  인력은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단, 이때의 방향은 선수방향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방 제용 형 이슨을 운반 할 때 해상

상태에 따른 안정성 해석이 요하다. 특히 부양식 독을 이용해 

이슨을 운반하는 경우 독과 이슨 간의 마찰력과 이탈력에 

따라 이슨이 부양식 독과 충돌하거나 이탈하여 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양식 독과 이

슨 바닥면 간의 마찰력 산정 시 마찰계수 0.4를 사용하여 안정

성 해석을 수행하 으나, 만약 갑 침수 등 해수에 의해 젖은 

상태가 되면 Yang et al.(2009)의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

 정지마찰계수는 1/2이하로 히 어들어 사고의 험성

이 더욱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양식 독 상에서 방 제용 이슨을 제작한

후 이슨의 설치 지 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안

정성 해석  평가와 운반 가능한 최  해상환경 조건을 검토

하 다. 안정성 해석을 한 하  산출 식을 도출하 으며, 상

용 로그램인 HydroD와 CHARM3D/HARP를 이용해 주 수 

 시간 역 해석을 통해 이슨과 부양식 독의 인 시 동  

안정성과 이에 따른 작업가능성(Workability)에 한 안 성을 

검토하 다. 특히, 랑환경이 선형 이지 않은 해역에서의 작

업 안정성 평가를 해서는 주 수와 시간 역 해석의 상호 

한 배합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해상상태가 거칠어

질수록 시간 역해석의 신뢰성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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