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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부유구조체의 설계를 해서는 랑하 하에서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특성과 구조거동에 한 평가가 요구된다. 부유

구조체의 구조거동 평가에서는 랑하 에 의한 압분포가 반 되어야 하지만, hydrodynamic 해석모델과 구조해석 모델 

사이의 압 연계가 어려워 정확한 구조거동 평가가 어려웠던 문제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랑하 하에서 형 부유

구조체의 정확한 구조거동 평가를 목 으로 랑운동-구조거동 통합해석을 실시하 다. AQWA에 의한 hydrodynamic 해

석을 바탕으로 부유구조체에 작용하는 압 분포를 ANSYS Inc.에서 제공하는 Workbench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ANSYS의 구조해석 모델에 연계하 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랑운동-구조거동 통합해석은 랑하 에 의해 부유구조체

에 발생하는 압분포를 구조해석 모델에 정확하게 반 할 수 있어 랑하 에 의한 부유구조체의 구조거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부 슬래 의 인장응력은 랑 입사각 0°의 경우에 가장 불리하고, 하부 슬래 의 

인장응력은 랑 입사각 45°의 경우에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부유구조체, Hydrodynamic 해석, 구조해석, 통합해석, 랑운동, 압분포, 구조거동

Abstract

In order to design floating structures, it should be required to evaluate hydrodynamic motions and structural behavior under the 

wave loadings. Then, structural behavior of floating structures should be evaluated including the effects of wave-induced hydraulic 

pressure subjected to floating structures. However, there has been a problem to exactly evaluate structural behavior of floating 

structures since it was difficult to directly connect wave-induced hydraulic pressure resulting from hydrodynamic analysis with 

structural analysis model.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ctly evaluate structural behavior of floating structures under the wave 

loading, integrated analysis of hydrodynamic motion and structural behavior was carried out to the large-scaled floating structure. 

The wave-induced hydraulic pressure resulting from hydrodynamic analysis AQWA were directly mapped to structural analysis 

model ANSYS bia Workbench interface of ANSYS Inc..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integrated analysis of 

this study evaluate exactly structural behavior of floating structures under the wave loadings since this method can directly reflect 

wave-induced hydraulic pressure resulting from hydrodynamic analysis to structural analysis model. Also, as the results of 

structural behavior evaluation, it was found that the tensile stress on the top slab was maximized at the wave direction of 0°, and 

tensile stress on the bottom slab was maximized at the wave direction of 45°, respectively.

Keywords : floating structures, hydrodynamic analysis, structural analysis, integrated analysis, motions, 

wave-induced hydraulic pressure, structur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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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유구조체의 설계를 해서는 랑하 하에서 부유구조체

의 운동특성과 구조거동에 한 평가가 요구된다. 부유구조체

의 사용성( 는 안정성) 평가를 한 랑운동 특성은 일반

으로 AQWA, WAMIT 등에 의한 hydrodynamic 해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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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랑운동-구조거동 통합해석 흐름도

해 평가된다(Clauss 등, 2009; Cheetham 등, 2007; Palo, 

2005).

부유구조체의 구조설계를 한 구조거동 평가 측면에서는, 

hydrodynamic 해석에 의해서도 랑하 에 의해 부유구조체

에 발생하는 개략  단면력을 얻을 수 있다(ANSYS, 2010). 

그러나 형 부유구조체의 hydrodynamic 해석 모델은 일반

으로 외부 부재만으로 구성되고(내부 부재는 제거됨), 해석

결과도 부유구조체의 특정부 에 한 제한  단면력만을 산

출하므로, 부유구조체의 체  구조거동 평가와 구조설계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hydrodynamic 해석에

서는 부유구조체의 거동을 강체거동으로 가정하지만, 실제의 

형 부유구조체는 탄성거동을 나타내므로 hydrodynamic 해

석에 의한 제한  단면력 조차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 엔후탄 등, 2009; 지 습 등, 2010). 이를 해결하기 

해 형 부유구조체의 탄성거동을 고려하는 랑운동 해석

기법인 hydroelastic 해석 방법이 개발되었지만(홍사 , 

2007; Kim, 2011), 재까지 자체 개발 로그램(in-house 

code)에 으로 의존하여 범용성이 격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유구조체의 구조설계를 한 구조거동은 hydro 

dynamic 해석결과 랑하 에 의해 부유구조체에 발생하는 

압 분포를 외 하 으로 작용시켜 ANSYS, ABAQUS 등에 

의한 구조해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구

조거동 해석을 해 필수 인 hydrodynamic 해석에 의한 

압을 구조해석 모델과 연계시키는 압 매핑(mapping) 과정

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소모 인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특성은 해양 문가의 역으로, 구조

거동은 구조 문가의 역으로 나뉘어져, 해양 문가에 의한 

hydrodynamic 해석에서는 랑운동 평가로 제한되고, 구조 

문가에 의한 구조거동 해석에서는 hydrodynamic 해석에 

의한 실제의 압 분포를 신하여 가상의 간략한 압모델에 

의한 유사정 해석(Allen 등, 2006; Jeong 등, 2010)이 빈

번하게 이용되어 구조거동 평가 측면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유구조체의 설계과정에서 핵심  사항인 

랑운동과 구조거동 특성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hydrodynamic 해석 로그램인 AQWA와 구조해석 로그

램인 ANSYS를 연계한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해석과 랑하

에 의한 구조거동 해석을 통합 으로 실시하 다. 해석모델

은 400m(길이)×100m(폭)×20m(높이) 규모의 콘크리트 부유

식 안벽을 상으로 하 으며, AQWA에 의한 hydrodynamic 

해석을 바탕으로 랑하 하에서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특성

을 평가하 다. 랑하 하에서 부유구조체의 구조거동 특성

은 hydrodynamic 해석 결과인 부유구조체에 작용하는 압

을 ANSYS Inc.에서 제공하는 Workbench 인터페이스 이용

하여 ANSYS의 구조해석 모델과 연계하여, 랑하 으로 인한 

실제 부유구조체의 구조거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 다.

2. 랑운동-구조거동 통합해석

AQWA-ANSYS 연계에 의한 랑하 을 받는 부유구조

체의 랑운동-구조거동 통합해석 흐름도는 그림 1에 나타내

었다. 1단계에서는 상 부유구조체의 구조해석 모델링을 실

시한다. 구조해석 모델링은 부유구조체를 구성하는 외벽  

내벽 등 모든 부재를 포함한다. 구조해석 모델링을 바탕으로 

구조해석 매쉬를 생성하고 질량(mass), 성(inertia) 등 

부유구조체의 물리  정보를 생성한다.

2단계에서는 hydrodynamic 해석을 한 모델링을 실시

한다. Hydrodynamic 해석에서는 내부 부재가 불필요하므

로 1단계의 구조해석 모델링에서 내부 부재를 제거하여 

hydrodynamic 해석을 한 모델링을 실시하고 매쉬를 생성

한다. 이때, hydrodynamic 해석 모델에서는 내부 부재가 

제거되었으므로, 1단계의 구조해석 모델로부터 생성된 성, 

질량 등의 부유구조체에 한 물리  정보를 추가하여 내부 

부재의 향을 반 해 주어야 한다. Hydrodynamic 해석에

서 랑하 에 따른 부유구조체의 압은 성력과 균형이 

맞아야 하고 해석 모델의 성력은 질량행렬과 성행렬을 

기 으로 계산되므로, hydrodynamic 해석 모델과 구조해석 

모델 사이의 질량과 성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요하다. 3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의 hydrodynamic 해석 모델과 입력

된 랑하 에 해 hydrodynamic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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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구조체 세부 제원 부유구조체 물성

슬래  두께 0.65m 콘크리트 압축강도() 40.0MPa

외벽 두께 0.65m 콘크리트 인장강도() 3.0MPa

내벽 두께 0.30m 콘크리트 단 량() 24.0kN/m
2

내벽 간격 10.0m 콘크리트 탄성계수() 33,935MPa

표 1 부유구조체 세부제원  물성치

그림 3 랑하 의 특성

x

z

dw

Wave load Hs

(a) 측면도(a) 측면도

x

y

Bs

Ls

ß

Wave load
(b)평면도(b) 평면도

그림 2 해석모델

결과인 부유구조체의 랑 운동과 압 분포를 산출한다.

4단계에서는 3단계 hydrodynamic 해석으로부터 산출된 

압을 1단계에서 생성된 구조해석 모델에 외 하 으로 작

용시키는 압 매핑(mapping)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의 

압 매핑은 ANSYS Inc.에서 제공하는 Workbench 인터

페이스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효율 으로 수행되었다. 5단계

에서는 4단계에서 외 하 으로 작용된 압에 해 부유구

조체의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랑하 하에서의 변형도  

부재별 응력을 산출한다.

3. 상 부유구조체  해상조건

본 연구의 해석 상구조물은 콘크리트 부유식 안벽으로 

콘크리트 부유구조체의 상세 제원은 실제 설계에서 도출된 

단면을 바탕으로 하 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상 

부유구조체의 기본제원은 그림 2와 표 1에 상세히 나타내었

다. 그림 2의 부유구조체 규모는 길이(Ls) 400m, 폭(Bs) 

100m  높이(Hs) 20m이다. Hydrodynamic 해석을 

한 해양조건은 1,000m(길이)×1,000m(폭)×35m(수심)으로 

설정하 으며, hydrodynamic 해석에 용된 랑하  특성

은 그림 3에서 고(Hw) 5.4m. 장(Lw) 45m  랑주

기(Pw) 5.37 를 용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랑하

의 입사각()을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0°, 45°, 90° 

의 세 방향으로 설정하여, 입사각에 따른 부유구조체의 랑

운동과 구조거동 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랑하

하에서 부유구조체의 순수한 랑운동을 평가하기 하여 

계류시스템은 용하지 않았다.

이상의 해석조건에 한 형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구조거동 특성을 검토하기 하여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먼 ,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을 수행하여 회

(diffracrion)과 방사(radiation) 등 부유구조체 주변 해

역에서의 동 특성과 부유구조체에 작용하는 압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hydrodynamic 시간응답 해석을 통하여 부

유구조체의 랑운동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압을 외 하 으로 매핑하여 부유구조체에 발생하는 부재

별 응력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4. 부유구조체의 랑운동 해석

4.1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

부유구조체의 랑운동을 검토하기 해, 먼  AQWA 해

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

을 수행하 다.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은 식 (1)

의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ANSYS Inc., 2010).

∆








  (1)

식 (1)은 라 라스 방정식이며, 여기서 포텐셜()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부유구조체의 포텐셜은 첩

의 포텐셜을 나타낸다.






  (2)

식 (2)에서 는 부유구조체의 6 자유도에 한 방사 포

텐셜, 는 랑으로 인한 포텐셜, 는 입사 의 회  포

텐셜을 각각 나타낸다.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은 

의 식 (1)과 식 (2)을 바탕으로 수행되며, 경계조건은 자

유수면에서의 압력과 해 면에서의 랑 운동속도가 “0”이라

는 두 가지 경계조건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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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ve direction 0°

(b) Wave direction 45°

(c) Wave direction 90°

그림 4 입사각에 따른 랑하 (Wave Surface)

(a) Wave direction 0°

(b) Wave direction 45°

(c) Wave direction 90°

그림 5 랑의 회 (diffraction)  방사(radiation)

자유면 경계조건 




     (3)

해 면 경계조건 

     (4)

그림 5는 랑하 의 입사각에 따른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을 통한 상 부유구조체 주변 해상의 랑 

회 (diffraction), 방사(radiation) 등 동 특성에 한 

wave contour를 나타낸다. 그림 5에서 색 계열의 등고선

은 고의 상승을, 블루 계열의 등고선은 고의 하강을 각

각 나타내며, 랑하 에 따라 부유구조체 인근에서의 고

는 최고 7.92m에 이르러 랑하 의 고 5.4m 비 약 

2.52m의 고가 추가 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5(a)는 랑 입사각 0°인 경우로, 랑 진행방향인 양 단

부에서 고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림 5(b)는 랑 입사각 45°의 경우로, 부유구조체 주변에서 

체 으로 고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여 주변 해역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c)는 랑 입

사각 90°의 경우로, 랑 압사각 0°의 경우와 유사하게 랑 

진행방향인 양 측면부에서 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부유구조체의 쪽 부분에서는 블루계열 등고선이 두껍게 

치하여 심한 고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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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eave 거동 그림 9 Pitch 거동

그림 7 Sway 거동 그림 10 Roll 거동

그림 8 Surge 거동 그림 11 Yaw 거동

4.2 Hydrodynamic 시간응답 해석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Hydrodynamic 시간응답 해석을 수행하

다. 시간응답 해석은 부유구조체 무게 심에서의 랑운동 

특성을 평가하기 한 것으로, 시간응답 해석에서 랑하

으로 인한 부유구조체의 응답 RAO는 식 (5)에 나타낸 방정

식을 통하여 계산된다.

  (5)

여기서, 는 구조물 질량, 는 추가 질량, C는 감쇠, K

는 hydrostatic 강성, F는 랑하 인 입사 하 과 회  하

을 각각 나타낸다.

Hydrodynamic 시간응답 해석에서의 랑하  조건은 

diffraction 해석에서와 동일하며, 세 가지 입사각의 랑하

에 한 부유구조체 6 자유도에서의 랑운동 해석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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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그림 6∼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6은 랑 입사각에 따른 heave 거동 특성을 나타낸

다. Heave 거동 특성은 랑 입사각 90°일 때 약 0.010m

의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랑 입사각 0°의 경우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7은 랑 입사각에 따른 sway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Sway 거동 특성은 랑 입사각 90°

일 때 0.127m의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랑 입사각 

0°와 45° 경우에는 미미한 sway 거동이 발생하 다. 그림 8

은 랑 입사각에 따른 surge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Surge 

거동 특성은 랑 입사각 0°일 때 0.05m의 가장 큰 값을 나

타내었으며, 랑 입사각 90°의 경우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

었다.

그림 9는 랑 입사각에 따른 pitch 거동 특성을 나타내

며, 랑 입사각이 0°일 때 약 0.0057°의 가장 큰 pitch 거

동을 나타내었다. 그림 10은 랑 입사각에 따른 roll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Roll 거동 특성은 랑 입사각 90°일 때 

약 0.048°의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랑 입사각 0°와 

45°의 경우에는 미미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12는 랑 

입사각에 따른 yaw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Yaw 거동 특성

은 랑 입사각 45°의 경우에만 약 0.003°의 값을 나타내었

으며, 0°와 90°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5. 부유구조체의 구조거동 해석 

5.1 랑하 에 따른 압 분포

랑하 하에서 부유구조체의 구조거동을 평가하기 해서

는 랑하 으로 인하여 부유구조체에 발생하는 압을 알아

야 하며, 이는 4.1 의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으

로부터 얻을 수 있다. 부유구조체의 구조해석에 이용되는 

랑하 은 hydrodynamic 해석 경우와 동일하지만, 구조해석

에서는 특정 랑 상각에서의 압에 한 정 해석을 수

행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랑의 상각이 90°인 경우의 

압에 한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용된 3가지 랑 입사각에 한 부유구조

체 하면에서의 압 분포는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압 분

포 패턴은 랑 입사각에 따른 랑하 의 진행방향과 유사

하게 분포하 다.

랑하  입사각에 따른 부유구조체 하면에서의 압 분포

는, 랑 입사각 45°의 경우에 -0.064∼0.065MPa로 가장 

큰 압이 발생하 으며, 랑 입사각 0°의 경우에는 -0.031

∼0.028MPa  랑 입사각 90°의 경우에는 -0.047∼

0.028MPa의 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Wave direction 0°

(b) Wave direction 45°

(c) Wave direction 90°

그림 12 랑 입사각에 따른 부유구조체 하면의 압 분포

5.2 압에 따른 구조거동

랑하 에 의해 부유구조체에 발생한 압을 ANSYS 구

조해석 모델에서 외 하 으로 작용시켜 주기 해 ANSYS 

Inc.에서 제공하는 Workbench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ANSYS 구조해석 모델로의 압 매핑을 실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유구조체의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구조해석을 

바탕으로 압 작용에 따른 부유구조체의 부재별 응력을 산

출하 으며, 그 결과는 부유구조체의 상부․하부 슬래 에 

하여 각각 그림 13∼그림 15에 도시하 다.

그림 13은 랑하 의 입사각이 0°일 때 랑하 의 압

으로 인해 부유구조체의 길이방향으로 생성되는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응력 분포 패턴은 압의 경우와 유사하게 

랑 입사각에 따른 랑하 의 진행방향으로 분포하 다.

랑하  입사각에 따른 부유구조체 상부 슬래 에서의 응

력 분포는, 랑 입사각 0°의 경우에 -0.016∼0.216MPa의 

휨 응력이, 랑 입사각 45°의 경우에 -0.165∼0.06MPa의 

휨 응력이, 랑 입사각 90°의 경우에는 -0.069∼0.058 

MPa의 휨 응력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랑하  

입사각에 따른 부유구조체 하부 슬래 에서의 응력 분포는 

랑 입사각 0°의 경우에 -0.202∼0.085MPa의 휨 응력이, 

랑 입사각 45°의 경우에 -0.172∼0.250MPa의 휨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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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입사각

상부 슬래 하부 슬래 인장

응력비

(상부/하부)

압축응력

(MPa)

인장응력

(MPa)

압축응력

(MPa)

인장응력

(MPa)

0° -0.016 0.216 -0.202 0.085 2.54

45° -0.165 0.06 -0.172 0.250 0.24

90° -0.069 0.058 -0.098 0.085 -

표 2 부유구조체 상부․하부 슬래 의 최 응력

그림 16 랑하  방향에 따른 최 인장응력

(a) 상부 슬래

(b) 하부 슬래

그림 13 랑 입사각 0° 경우의 응력 분포

(a) 상부 슬래

(b) 하부 슬래

그림 14 랑 입사각 45° 경우의 응력 분포

(a) 상부 슬래

(b) 하부 슬래

그림 15 랑 입사각 90° 경우의 응력 분포

이, 랑 입사각 90°의 경우에는 -0.098∼0.085MPa의 휨 

응력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해석 결과에 따

른 부유구조체 상부․하부 슬래 에서의 최 응력은 각각 표 

2와 그림 1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랑 입사각 0°의 경우 상부 슬

래 의 최 인장응력은 약 0.216MPa로 나타나 하부 슬래

의 최 인장응력 0.085MPa 보다 약 2.54배 높은 인장응력

을 나타내었다. 랑 입사각 45°의 경우 상부 슬래 의 최

인장응력은 약 0.06MPa로 나타나 하부 슬래 의 최 인장응

력 0.250MPa의 약 0.24배 수 의 인장응력을 나타내었다.

부유구조체의 유탄성 해석에 한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

과에서는, Kim(2011)은 변장 비(폭 : 길이 비) 1:5를 갖는 

부유구조체에 해 랑하  입사각을 0°, 30°, 60°, 90°의 

4가지를 가정한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결과 랑하

 입사각 30°와 60°에서 상 으로 큰 변형률(곡률)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랑하  입사각 

30°와 60°에서 상 으로 높은 길이방향 응력이 발생할 것

으로 평가된다. 지 습 등(2010)은 다양한 랑하  입사각

에 한 유탄성 해석을 통해 부유구조체 앙부 상부 슬래

에서의 길이방향 최  휨응력과 이의 설계차트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연구결과, 본 해석모델과 유사한 변장비 1:5

의 경우 온화한 해상조건에서는 랑하  입사각 0°와 75° 

근처에서 최  휨응력이 발생하지만, 해상조건이 험해질수록 

랑하  입사각 45°~60° 구간에서 길이방향 최  휨응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랑하  입사각 측

면에서 부유구조체의 길이 방향으로 최  응력이 발생되는 

입사각은 30°~60° 범 내에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

에서는 랑하 의 입사각 0°, 45°, 90°의 세 가지 경우에 

해서만 분석하 으므로 입사각 45°에서 최  응력이 발생

한 것은 기존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

외에 지 습 등(2010)의 연구에서는 부유구조체 앙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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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슬래 의 응력만을 상으로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

부 슬래 와 하부 슬래 의 체 면을 상으로 최  응력을 

검토하 으므로 보다 정확한 결과일 것으로 단된다.

랑하  입사각 0°와 90° 경우의 부유구조체 거동은 그

림 9~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축 방향에 해 

단순한 거동만을 나타내고, 즉 입사각 0°의 경우에는 pitch 

거동만 나타나고 입사각 90°의 경우에는 roll 거동만 나타남, 

각각의 거동 특성에 따라 상부 슬래 와 하부 슬래 에 응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입사각 45°의 경우에

는 그림 9~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yaw 거동이 주된 

거동이지만 pitch 거동과 roll 거동이 함께 나타나는 복잡한 

거동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세 가지 거동특

성에 따른 응력 성분들이 함께 발생하여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부 으로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최종 으로, 부유구조체 상부 슬래 의 인장응력은 랑하

 입사각 0°의 경우에 가장 불리하고, 하부 슬래 의 인장

응력은 랑하  입사각 45°의 경우에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부 슬래 의 인장응력이 상부 슬래  보다 

약 1.16배 더 크게 발생하여 보다 요한 구조설계 지배인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랑하 하에서 형 부유구조체의 정확한 

구조거동 평가를 목 으로 랑운동-구조거동 통합해석을 실

시하 다. AQWA에 의한 hydrodynamic 해석을 바탕으로 

부유구조체에 작용하는 압 분포를 ANSYS Inc.에서 제공

하는 Workbench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ANSYS의 구조해

석 모델에 반 하 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랑운동-구조거동 통합해석은 랑하

에 의해 부유구조체에 발생하는 압분포를 구조해석에서 

정확하게 반 할 수 있어 랑하 에 의한 부유구조체의 구

조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구조체의 구조거동에서 상부 슬래 의 인장응력은 

랑하  입사각 0°의 경우에 가장 불리하고, 하부 슬래 의 

인장응력은 랑하  입사각 45°의 경우에 가장 불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하부 슬래 의 인장응력이 상부 슬래  

보다 약 1.16배 더 크게 발생하여 보다 요한 구조설계 지

배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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