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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 design chart for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through intensive hydroelastic analysis. Using this chart, one can

predict the hydroelastic response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preliminarily at design stage without the cost-demanding

hydroelastic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two new design charts based on the theory of VLFS. The purpose of the first design chart

is to determine RAOs of the maximum longitudinal stress of VLFS considering properties of waves and structures. The design

chart I can be applied to any sizes of VLFS in same aspect ratios and dimensionless stiffness parameters. The second design chart is

developed to take into account the actual wave condition by using the Bretschneider spectrum with Beaufort se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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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유탄성 해석을 통해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설계 차트를 개발했다. 초기 설계단계에 본 챠트

를 이용해서 고비용의 유탄성 해석을 사용하지 않고도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유탄성 거동을 예측이 가능하다. 본 논

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설계챠트 I, II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설계차트 I은 특정 주파수의 파랑에 대한 구조물의 최대응

력 응답진폭함수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설계차트 I의 경우 동일한 변장비와 무차원 구조강성계수를 갖는 모든 구조

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설계챠트 I과 파랑스펙트럼의 적분을 통해 설계차트 II를 개발하였으며, Beaufort 풍력급에 따른

Bretschneider 스펙트럼을 적용해 해상의 환경요인을 고려하도록 구성되었다.

핵심용어 :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설계차트, 유탄성 해석, 파랑스펙트럼, 스펙트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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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VLFS) 기술은 해상공간의 친환경 개발 및 이용성을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해양항만기술로서, 해상공항, 마

리나 리조트, 부유식 항만, LNG 플랜트, 방파제 및 선박접

안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VLFS 개발에 관

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MOB 프로젝트(ONR, 1997~2000),

MHP 프로젝트(NFESC, 1998~2004), 메가 프로젝트(TRAM,

1995~2001) 등이 있으며 주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한국

해양연구원이 1999년 이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KAIST

에서는 2009년 이후 모바일 하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2008; KAIST, 2009).

VLFS에 작용하는 하중은 크게 파랑하중, 계류력, 상재하

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파랑하중은 VLFS에 인

접한 유체의 운동과 VLFS의 변형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파랑하중은 시간에 따라 그 크기가 끊임없이 진동하는 파로

서 이에 의한 구조물의 변위 또는 변형도 동적인 특성을 가

진다.

VLFS의 해석 기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Ando 등, 1983; Bishop 등, 1983). 이 시기의 연구는 부

유구조물의 진동응답특성 해석을 위해 부가질량과 감쇠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체와 부유구조물 간의 상호작용을 간접

적으로 고려하였다. 상기한 방법은 구조물이 강체운동을 하

거나 구조물의 운동이 유체장에 미치는 교란이 2차원에 근

사할 경우에 타당하지만, 부유구조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러한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이후 포텐셜

이론을 이용해 국부적 진동응답에 의한 교란을 직접 평가하

는 방법이 제시되었다(Webster 등, 1994; 이동환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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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VLFS의 해석에 관한 연구를 찾

아볼 수 있다. VLFS의 유탄성 거동에 관한 준해석적인 해

를 구하기 위한 연구(Andrianov, 2005)도 있으며, 국내에서

는 김병완 등(2006, 2008)에 의해 부유식 구조물의 접합부

형태와 모듈 형상에 따른 기초적인 거동 해석 연구가 수행

된 바도 있다.

부유 구조물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구조물의 변형이 작은

것으로 가정해서 강체의 진동으로 모사할 수 있지만, VLFS

의 높이에 비해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VLFS의 동특성은

강체의 동특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부유식 구조물이 요

동이 없는 정수에 의해 지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해당 구

조물의 변형은 탄성지지된 보로 근사할 수 있으며, 구조물의

휨 강성과 탄성지지력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탄성지지 보의

특성길이(characteristic length, λc)를 이용해서 구조물 상의

한 점에 지지된 단위하중에 의한 변형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Suzuki, Yoshida, 1996).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100

m 길이의 사각 바지형 구조물의 해석 결과 파랑의 길이(Lw)

가 100 m인 파랑주기 8초 이상에서는 강체거동과 연성체거

동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VLFS

의 길이 대 높이 비가 50:1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VLFS

의 설계 및 해석에서는 유탄성해석이 필수적이다(ISSC,

2006; 지광습 등, 2008). 

VLFS의 유탄성 거동분석을 위해서는 구조물의 동특성과

유체의 동특성, 상호작용에 따른 동특성의 교란 등을 동시에

분석해야 하며, 상당한 해석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해석

에 소요되는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조물의 고유치 벡

터를 기저로 하여 변위계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 이와 같은 기법은 내진 관련 연구 등에서도 채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유체장까지 동시에 해석해

야 하는 관계로 동일한 자유도를 가지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해석 시간과 비교해서 약 2~3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양한 방향에서 진입하는 입사파의 영향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에, 해석 비용은 입사파 수에 비례해서 추가적

으로 증가하게 된다. 

VLFS의 설계는 전술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유탄성 해석

절차가 필요하지만, 해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

로 커서 유연하고 신속한 설계 진행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유탄성 해석을 하지

않고도 VLFS의 유탄성 거동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

계차트를 개발하였다. 본 설계차트를 개발하기 위해 면밀한

이론적인 근거에 기반한 무차원 공간에서 VLFS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규모 유탄성 해석을 통해 설계챠를 개발하였다.

2. VLFS의 유탄성 거동 및 설계

2.1 유탄성 거동의 해석방법

유탄성 거동의 해석의 핵심은 유체와 구조체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것이다. 구조체에 인접한 유체는 유체동역학에 의

해 지배되며, 여기서는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 유체를

가정한 선형 포텐셜 이론을 사용한다(Newman, 1994). 유체

의 포텐셜 는 입사파의 포텐셜 ΦI, 산란파의 포텐셜 ΦS, 방

사파의 포텐셜 ΦR의 합으로 표현된다.

 (1)

여기서, 방사포텐셜은 구조체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되는 포텐

셜을 의미하며, 변위계를 구성하는 각 기저벡터가 해당 포텐

셜을 생성한다. 유체 포텐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Laplace 방정식 : 

(b) 자유수면 경계조건(z=0): 수면에서 압력이 없음

(c) 구조물 경계조건: 구조물의 경계면에서는 구조물의 속

도와 유체의 속도는 동일

(d) 바닥면 경계조건: 바닥면에서 유체속도가 0

(e) 방사조건: 유체 파는 외해로 방사되며 다시 되돌아오지

않음

위의 조건을 이용하면 구조체 표면에 작용하는 선형화된

압력 p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Reza 등, 2006).

 (2)

z와 t는 각각 연직 방향 좌표와 시간, ρ는 단위질량, g는 중

력가속도를 의미한다. 식 (2)의 압력을 이산화 시키면 다음과

같은 구조체 표면의 절점력 F와 모멘트 M을 얻을 수 있다.

(3)

(4)

여기서, n는 구조체 표면 법선벡터, r은 모멘트 팔길이를 의

미하는 위치벡터이다. 전술한 조건들과 식 (3)과 (4)의 절점

력 및 모멘트를 구조체의 이산화된 진동 방정식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산화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5)

mij, dij, kij는 이산화된 구조질량, 구조감쇠, 구조강성, aij,

bij, cij는 각각 부가질량(added mass), 감쇠(damping), 유체

Φ ΦI ΦS ΦR+ +=

Φ
2

∇ 0=

p ρgz– ρ∂Φ ∂t⁄–=

F pn Sd
s
∫∫=

M p r n×( ) Sd
s
∫∫=

ω
2

mpq apq+( )– iω bpq dpq+( ) cpq kpq+( )+ +[ ]qp

j 1=

N

∑ F p
exct

=

그림 1. VLFS의 설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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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학(hydrostatic) 계수, 는 구조체 변위계의 기저 벡터

의 크기를 의미한다. 즉, 구조체의 고유벡터를 기저벡터로 채

택할 경우, 는 각 고유벡터의 크기가 되고, 이 경우 구조

물의 변위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여기서, 는 p차 고유벡터를 의미한다. p=1부터 까

지는 강체운동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무한대차의 고유벡터

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차수의 고유벡

터를 사용한다. 는 식 (3)과 (4)에 주어진 파랑의 가

진력을 의미하며, 편의상 힘과 모멘트를 구분하지 않았다.

2.2 VLFS의 일반적인 설계절차와 응답진폭함수 RAO

VLFS의 설계절차는 그림 1에 요약된 바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VLFS의 활용목적에 맞게 설

계초기에 단면을 가정한 후 그림 1에 제시된 단계 별로 가

정된 단면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그림 1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VLFS의 유탄성 해석을 수행하는데 설계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식 (1)에서 (6)까지의 유탄성 해석은 개별 진동수 ω의 단

위 파에 대해 수행되는데, 해석결과로 얻어진 식 (6)의

는 p차 고유벡터 의 크기와 진동위상 θp로 구성된 복

소수이다.

(7)

점 (x, y, z)의 변위는 식 (6)과 (7)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응답진폭함수(Response amplitude operators, RAO)로 통칭

되는 단위 파에 발생하는 한 점의 최대 변위는 식 (6)의 최

대 진폭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여기서  대신 응력 나 모멘트 

를 사용하면 응력이나 모멘트의 RAO를 구할 수 있다. 그림

4는 개별 기저벡터에 해당하는 RAOp를 중첩하여 최종

RAO를 구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일단 변위, 응력

또는 모멘트 등에 대한 RAO가 결정된 후에는 해당 유의파

고를 RAO에 곱해서 실제 입사파에 의한 거동을 계산한다. 

2.3 VLFS의 설계유의단면

설계시 제어해야 하는 구조물의 거동은 크게 변위와 단면

력(또는 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대 응답을 발생하는

부위는 대부분의 VLFS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연직변위

가 가장 큰 부위는 구조물 중앙부와 선수부, 선미부이며, 모

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최대 곡률 부위는 구조물 중앙

부로 보고되고 있다(Riggs 등, 2007; 삼성중공업, 2008; 지

광습 등, 2008; Kim 등, 2009). 그러므로, 초기 설계 단면

의 선정은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구조물 중앙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 중앙부위

를 설계 대상 단면으로 가정했으며, 특히 중앙단면 상판의

종방향 굽힘응력을 대상으로 설계 챠트를 개발하였다.

3. VLFS 설계챠트 개발

3.1 설계차트 도출을 위한 설계변수

VLFS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전형적인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의 변수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설계차

qi

qi

ui up x y z, ,( )qp

p 1=

∞

∑=

up x y z, ,( )

F i

exct

qp up

qp qp
0

cos ωt θp+( ) isin ωt θp+( )+[ ]=

RAO x y z, ,( )  up x y z, ,( )qp
0
cos θ

p
( )

p 1=

∞

∑

2

up x y z, ,( )qp
0
sin θ

p
( )

p 1=

∞

∑

2

+=

up x y z, ,( ) σp x y z, ,( ) Mp x y z, ,( )

그림 2. 복소 공간에서 표현된 응답진폭값(RAO)

표 1.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

Lw(T) 파랑길이
 (wave length)

S(f) 파랑 스펙트럼
 (wave spectrum)

Ls, Ws, Ds 구조물길이, 폭, 깊이
a(f) 파랑 진폭 

(wave amplitude)

T, f 파랑주기, 파랑주파수
σxx 길이방향 응력

(longitudinal stress)

θ 파랑입사각
 (wave induced angle)

Mu 최대굽힘종강도
(ultimate bending capacity)

 S 단면계수
(section modulus)

표 2. 설계 챠트 개발용 무차원 매개변수

ξ 변장비 (aspect ratio)
Ss 구조강성계수

(stiffness parameter)

 무차원 파랑길이 
(dimensionless wave length)

L

그림 3. 동일 변장비의 유탄성 거동의 등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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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설계차트의 적용성을 높이고 일반

화하기 위해서는 무차원 변수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설계차트의 개발을 위해 표 2와 같은 세 가지

무차원 변수를 도입하였다. 

유탄성 거동의 속성상 변장비(aspect ratio, ξ)가 같은 다

른 크기의 유탄성 거동은 서로 동일하게 된다(그림 3). 변장

비가 변동하는 경우 VLFS와 유체의 상호작용도 변동하기

때문에 설계차트 개발시 변장비를 필요한 무차원 변수로 고

려해야 한다. 변장비는 식 (9)와 같이 구조물의 길이 Ls를

폭 Ws으로 나누어 정의했다.

 (9)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ξ=5와 10에 대해 설계차트를 개

발했으며 그 외의 변장비에 대해서는 보간법을 사용한다.

ξ
Ls

Ws

------=

그림 4. 설계차트 I, 최대응력 응답진폭함수 (변장비 ξ=5)



第30卷 第3B號 · 2010年 5月 − 319 −

파랑길이와 VLFS의 길이의 비인 무차원 파랑길이 를

사용하면 변장비와 구조강성계수가 동일한 다양한 크기의

VLFS에 대해 설계차트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무차원 파랑길이 는 식 (10)과 같다. 

(10)

여기서, Lw는 파랑길이(m), Ls는 VLFS의 길이(m)를 의미한

다. 수심의 변화에 따라 유체의 포텐셜도 영향을 받는다. 문

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무한수심을 고려하면 파랑의 길이는

식 (11)와 같이 파랑주기와 일대일로 표현할 수 있다(Wang

등, 2008).

 (11)

여기서, T는 파랑주기(sec)를 의미한다. 

단면의 휨강성은 탄성계수와 단면 이차모멘트의 곱과 같다.

Lee와 Newman(2000)이 도입한 무차원화 방식을 채택하면

L

L

L
Lw

Ls

------=

Lw 1.56T
2

=

그림 5. 설계차트 I, 최대응력 응답진폭함수 (변장비 ξ=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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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와 같은 무차원 강성계수을 얻을 수 있다.

(12)

여기서, Ss는 무차원 구조강성계수, E는 탄성계수, I는 단면

이차모멘트, ρs는 VLFS 구성재료의 단위중량, g는 중력가

속도, L은 구조물의 길이를 의미한다. 

3.2 설계차트 I: 단일 파랑에 대한 응답챠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설계챠트 I,

II를 개발하였다. 설계챠트 I은 단위파랑의 특징과 VLFS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응력의 RAO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계차트 I에서 고려한 단위파랑의 특징은 파랑

입사각(wave induced angle, θ), 무차원 파랑길이(dimen-

sionless wave length, )이며, 고려한 구조적 특징은 무차

원 구조강성계수(dimensionless stiffness parameter, Ss)와

변장비(aspect ratio, ξ)이다(Lee, Newman, 2000). 

변장비, 무차원 구조강성계수가 동일한 경우 일반화시켜 적

용할 수 있다. 설계차트의 횡축은 무차원 파랑길이이며, 종

축은 최대응력의 RAO이다. 0.70×10−6 부터 4.90×10−6 까지

강성비에 대해 응답곡선을 도출하였다. 0o부터 90o까지 일곱

구간에 걸쳐 개별적인 설계차트를 개발하였다. 설계차트 I을

이용해 유탄성 해석의 수행 없이 최대응력의 RAO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와 5는 변장비 5와 10에서 개발된 설계차트I로 개

별 변장비 당 7개의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차트I

내의 7개의 그래프는 상술한 바와 같이 0o에서 90o까지 일

곱 구간으로 분할한 각각의 파랑입사각에 대한 해석 결과이

다. 설계차트 I의 도출을 위해 수심을 무한으로, 흘수를 구

조물 깊이의 1/4로 고정하여 해석조건을 간략화하였다. 

제시한 설계차트 I은 무차원 구조강성계수의 증가에 따라

최대응력의 RAO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무차원 파랑길

이와 파랑입사각 역시 RAO에 영향을 미치며, 최대응력의

RAO는 파랑입사각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단파장에서 발

생한다. 변장비의 차이도 RAO에 주요한 영향인자이며 변장

비 5의 경우가 변장비 10의 경우에 비해 최대응력의 RAO

가 약 5배 정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

3.3 설계차트 II: 불규칙 파랑에 대한 응답챠트

불규칙 파랑은 다수의 스펙트럼을 가진 파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파랑 스펙트럼을 통해 모사

된다. 유탄성 해석 결과를 실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영역의 실제 파랑을 구성하는 각 파랑에 대한 RAO를

모두 고려한 최대 굽힘종강도(ultimate bending capacity,

Mu)를 계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Bretschneider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최대굽힘종강

도 설계차트를 개발하였다. Bretschneider 스펙트럼은 식 (9)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3)

여기서, H1/3은 유의파고(m), T1은 평균주기(average wave

period, sec), f는 파랑의 주파수(rad/sec)를 의미한다. 파랑

주파수에 따른 스펙트럼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유의파고와

평균주기이며 이 값들은 VLFS가 위치할 실해상의 해상상태

에 의해 결정된다. 

식 (13)에서 유의파고 H1/3과 평균주기 T1은 해상의 기상

상태를 그림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12단계까지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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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f( ) 17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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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eaufort 풍력급에 따른 파랑스펙트럼

그림 7. 설계차트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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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Beaufort 풍력급에 의해 결정된다(Journee와 Massie,

2001). 단위 주기당 스펙트럼 에너지의 관계로부터 임의의

주파수 fi에 해당하는 파랑의 진폭 ai은 다음 식 (14)로 부

터 구할 수 있다.

(14)

그림 6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된 불규칙 파에 대한 VLFS의

응답은 설계차트 I에서 얻은 RAO에 파랑스펙트럼의 진폭을

곱하여 적분해서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최대굽힘

종강도 Mu를 식 (15)와 같이 이산화하여 계산할 수 있다.

 (15)

여기서, As는 유의단면의 단면적, Larm은 단면의 모멘트 팔

길이, 즉, 단면의 높이, σ(fi)s는 파랑 에 대한 응력의 RAO

를 의미한다. 이 최대굽힘종강도를 단면의 단면계수와 같이

도시하면 그림 8부터 9까지의 설계챠트 II가 얻어진다.

S fi( )df
1

2
---ai

2
=

Mu AsLarm σ fi( )a fi( )∑=

그림 8. 설계차트 II : 최대굽힘종강도 Mu (변장비 ξ=5, Ls=3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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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설계차트 II의 적용 절차이다. 먼저 설계하고자

하는 VLFS의 변장비, 구조물 길이, 무차원 구조강성계수 등

을 가정하고, VLFS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상의 극한 해상상

태를 Beaufort 풍력계급을 이용해 결정한다. VLFS의 가정과

해상상태를 설계차트 II에 적용해 최대굽힘종강도, 시공재료

강도, 및 필요단면계수(Sreq)를 선정할 수 있다. 결정된 필요

단면계수가 초기 가정에 의해 결정된 설계단면계수(Sdes)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결정된 설계조건을 이용해

VLFS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필요단면계수가 설계단면계

수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 구조강성계수의 가정을 수정하여

위의 절차를 재수행한다. 설계차트의 활용방법과 타당성 검

토는 설계예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설계차트 II: 최대굽힘종강도 Mu (변장비 ξ=10, Ls=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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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차트 적용예제

실제 설계 시 제시한 설계차트의 적용가능성을 설계예시를

통해 제시하였다. 설계예시를 위한 VLFS의 기본 가정으로

변장비 5, 구조물 길이 300 m, 무차원 구조강성계수 Ss

=2.80×10−6로 각각 선정하였으며, VLFS 예와 기본단면은

그림 10과 같이 가정하였다. 기본 가정을 이용해 계산된 설

계단면계수 Sdes는 약 5.7 m3이다. 해상상태는 최악의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버포트 풍력급 12단계인 허리케인을 선정

하였다. 

전술한 설계조건을 설계차트 II에 적용하면 최대 굽힘종강

도는 약 1600×103 kNm로 예상된다. 시공재료강성을 100

MPa로 가정하였을 경우 필요단면계수 Sreq는 약 16 m3으로

설계단면계수에 비해 큰 값을 가지므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한다. 시공재료강성을 400 MPa로 선정하였을 경우 필요단면

계수는 4 m3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은 설계단면보다 작으므

로 설계조건을 만족하지만, 재계산된 무차원 구조강성계수는

약 3.30×10−6으로 가정한 값보다 크다(그림 8). 재계산된 무

차원 구조강성계수를 적용할 경우 최대굽힘종강도는 약

1750×103 kNm로 예상된다. 시공재료강성을 앞서와 같이

400 MPa로 선정하였을 경우 필요단면계수는 약 4.2 m3으

로 앞선 가정의 결과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조건과 기본가정을 만족한다. 재계산된 구조강성계수를

적용해 유탄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설계차트II에 의해 도

출된 최대굽힘종강도와 약 5%내의 오차로 근사하였다. 본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차트를 실제 VLFS의 설계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석비용이 높은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의 해석단계를 간단화함으로써,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설계챠트를 개

발하였다. 본 설계챠트는 변장비, 무차원 구조강성계수, 무차

원 파랑길이의 무차원 설계변수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크기의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설계챠트는 다양한 입사각을 가지는 개별 파랑에

그림 10. 설계차트 적용 예, 3D 사각형 부유체

그림 11. 설계차트 II의 적용



− 324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의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중앙의 종방향 응력이며, 파

랑의 진폭을 곱할 경우 발생응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유의파랑이 주어질 경우 첫 번째 설계챠트를 이

용해서 발생응력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불규칙 파랑을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두 번째 설계챠트를 개

발하였다. Beaufort 풍력급에 따른 Bretschneider 스펙트럼과

첫 번째 설계챠트의 곱을 적분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를 활용해서 재료의 필요 강성 및 단면계수를 신속하게

선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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