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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대형 부유식 해상 구조물(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및 상부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실시간 그래픽환경에서 가상 목업을 이용해 가시화하였다. 구조물 자체의 탄성 변형이 고려
된 유탄성 응답해석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실시간 가시화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3차원 환경에서의 VLFS 및 해양파 가시화 결과와, VLFS 및 상부구조물 
거동의 연동 결과를 소개하였다. 

 

1. 서론 

초대형 부유식 해상 구조물(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VLFS)은 해상 위에 km 급의 대규모 구조물
을 설치하고 이를 플랜트, 저장시설, 도로, 항만, 공항, 
유원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해양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기술이다. 국외의 경우 일본, 미국 등에서 구조
물의 설계 및 운용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국내의 경우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해양연구
원에서 이와 관련된 설계/해석기술 및 가상 목업
(Digital Mock-up, DMU) 구축을 통한 설계의 실증구조
물 적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2] 
설계해석의 경우, 일반 해상 구조물은 강체 운동으

로 해석될 수 있지만, 크기가 km 급인 초대형 해상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 자체의 탄성 변형이 고려된 
유탄성 응답 해석 및 구조 해석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상 목업을 통한 VLFS 구조물과 해양 및 

주변환경의 가시화는 비전문가에게는 VLFS 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전문가에게는 해석된 수치데이
터를 실제와 흡사한 가상환경에 시각화 함으로써 동
적 거동 시뮬레이션에 대한 모델검증과 실증구조물의 
설계 보완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VLFS 및 주변 해양환경의 동적거동

에 대해, 유탄성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가상현실환경의 DMU 를 통해 실시간 가시화하
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2. 유탄성 해석 데이터  

수 킬로미터의 구조물과 수십~수백미터의 파장이 고 

 
(그림 1) VLFS 예 (여수 마리나리조트) 

려된 수치해석은 해석 요소수가 증가되어 고유함수전 
개법 등의 단순화 해석이론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된 고유함수 전개법 기반
의 유탄성해석 솔버인 Eigplate-MS 를 통해, 해양파의 
입사각과 주기에 따른 VLFS 유탄성 해석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대상 모델은 여수 해양엑스포를 위해 개
념적인 설계가 제안된 마리나리조트(가로 500m 세로 
300m)와 주변해양(가로 1,100m 세로 900m)을 적용하
였다. 해석용 그리드는 VLFS 의 경우 가로 101 개 및 
세로 61 개, 주변해양은 가로 221 개 및 세로 181 개로
서 총 46,162 개의 그리드 노드를 생성하여 구성하였
다. 해석된 결과는 해양파의 입사각(H)과 해양파의 주
기(T)에 따라 파일로 구분되어 지며, 입사각은 총 7
종류(0, 15, 30, 45, 60, 75, 90 Degree), 주기는 총 21종류
(5~25 sec)에 따라 총 147 개의 파일로 구성되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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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파일은 그림 2와 같이, 해석영역(해양 및 구조물)
의 고정된 x, y 값과 해당 지점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
는 z 값으로 구성된다. 이때, z 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
는 실제 구조물 및 해수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한 파
라메터로 사용되어 진다.  

(그림 2) 유탄성 해석 데이터 

3. DMU 가시화 연동  

앞선 유탄성 해석 데이터를 통해, 2 차원 좌표에 대
응하는 특정 지점의 높이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DMU 를 통해 가시화하면, 해양파 및 전체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삼차원 가
상현실 환경에서의 VLFS DMU 는 아래와 같이 두 가
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1) 탄성변형이 고려된 VLFS 평면과 해양 
(2) 강체로 표현되는 상부 구조물 및 객체 
VLFS 평면상의 건축구조물, 나무, 자동차 등의 객
체는 (2)에 해당하며, 형상이 변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인 VR 용 형상모델링 툴인 3DS MAX 를 사용하여 모
델링하였다. (1)의 경우, 그 형상이 설정한 파라메터에 
따라 시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가시화 시
스템에서는 매 업데이트 주기마다 해석결과를 이용하
여 그 형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1)과 (2)는 서로 
평면에 연결되어 있는 기하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1)
의 거동변화에 따라 (2)에 해당하는 각 객체의 거동도 
서로 연동되어야 한다.   

 

 
(그림 3) VLFS 및 상부구조물 거동의 개념도 

 
3.1 VLFS 평면 및 해양의 실시간 가시화 
실시간 가시화 시스템에서 형상이 매 프레임마다 

변할 경우, 일반적인 정적 모델을 활용할 수 없기 때
문에, 각 메쉬의 정점(Vertex)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구현하였다. 즉, 해석결과값에 대응하는 
Vertex List 로 구성된 평면을 생성하고, 각 평면의 높
이값은 현재 시간을 파라메터로하는 복소값 계산을 
통해 구하며, 수직법선벡터는 현재 Vertex 와 인접한 2
개의 Vertex 로 구성되는 벡터외적으로 구하였다. 이들
은 적절한 계산에 의해 그래픽 하드웨어에서 제공하

는 VertexBuffer 의 Position, Normal, Texture Coordinate
값으로 저장되며, 실시간 버퍼 복사모듈에 의해 직접 
그래픽카드로 전송되어 실시간 성능을 확보하였다. 
그림 4 는 VLFS 와 해양의 거동을 가시화한 결과이다.  

 
(그림 4) VLFS 및 해양의 유탄성해석 가시화 

3.2 강체 구조물 거동과의 연동 
VLFS 의 거동에 따라 그 표면에 부착된 상부 구조

물의 움직임을 연동하기 위해, 각 상부 구조물이 해
석데이터의 어느 위치에 매칭되는지 미리 계산하고, 
그 부분의 높이값과 법선값을 이용해 구조물의 6 자
유도 움직임을 상세히 묘사할 수 있다. 먼저 강체의 
중심점을 VFLS 표면에 위치시킨 다음, 그 좌표에 해
당하는 높이값으로 강체의 위치를 설정하며, 법선값
을 이용해 Pitch 값과 Roll 값을 구하고, 이를 통해 구
조물 중심에서의 방향값을 설정하였다. 그림 5 는 
VLFS 의 거동에 따른 상부 구조물의 거동을 연동하
여 가시화한 결과이다.  

 
(그림 5) VLFS 와 상부구조물의 거동 연동 가시화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VLFS 설계모델의 해석결과를 가상
환경에서 DMU 를 통해 가시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 설계보완, 개념 홍보 등 다
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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