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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육지와 가까워 수심이 얕아 상대적으로 채굴이 쉬운 근해의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원해에서의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해

의 석유자원은 수심이 깊어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활용이 어렵

기 때문에 채굴을 위한 장비와 이를 정제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설비 등으로 구성된 상부구조물이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설치

되어 수행된다. 이러한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은 Fig. 1

과 같이 그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상 크레인을 활용하여 상부구조물의 모듈 또는 전체를 하부

지지구조물에 설치하는 리프팅(lifting) 설치 공법이며, 다른 

하나는 상부구조물과 하부지지구조물을 각각 제작하여 설치 

장소로 운송한 후 바지선 등을 활용하여 상부구조물을 하부지

지구조물 위에 얹는 플로트오버(float-over) 설치 공법이다. 플

로트오버 설치 공법은 리프팅 설치 공법과 비교하였을 때 해상

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적고 바지선을 용선하는 비용이 해상 크

레인의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훅업(hook-up)이나 모듈의 조립 작업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Seji and Groot, 2007). 플로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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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 Mating Unit (LMU) is a device utilized during the float-over installation of offshore structures that include hyperelastic pads and 

mating part. The hyperelastic pads absorb the loads, whereas the mating part works as guidance between topside and supporting structures 

during the mating sequence of float-over installation. In this study, the design optimization of an LMU for the float-over installation of 

floating-type offshore structures is conduct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an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defined by classification society 

regulations. The initial dimensions of the LMU are referred to the dimensions of those used in fixed-type float-over installation because only 

the location and the number of LMUs are known. The two-parameter Mooney–Rivlin model is adopted to describe the hyperelastic pads under 

given material parameters. Geometric variables, such as the thickness, height, and width of members, as well as configuration variables, such 

as the angle and number of members, are defined as design variables and are parameterized. A sampling-based design sensitivity analysis 

based on latin hypercube sampling method is performed to filter the important design variables. The design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to minimize the total mass of the LMU under maximum von Mises stress and reaction force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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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설치 공법을 활용한 해양구조물의 설치 과정에서 상부구조

물과 하부지지구조물은 다양한 외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각 구조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결합을 위해서는 LMU(Leg 

Mating Unit), DSU(Deck Support Unit), DSF(Deck Support Frame), 

그리고 휀더(fender)와 같은 장비들의 활용이 필수적이다(Tan 

et al., 2008). LMU는 상부 구조물과 하부지지구조물 사이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저감하기 위

한 엘라스토메릭 스택(elastomeric stack)과 원활한 결합을 유

도하기 위한 리셉터(receptor) 부분으로 구성된다.

해양구조물은 설치 위치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갖

기 때문에 각 부분을 최적화 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상세 

과정 및 내용은 기업의 기밀 사항에 해당되어 문헌으로 공개된 

내용이 많지 않다. Yuan 등(2012)은 플로트오버 설치 공법에서 

사용되는 LMU를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 조건들에 

대해 소개하고 유한요소 기반 수치해석 결과와 실 스케일 모형 

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Lee 등(2015)은 플로트오버 결합 과

정에서 재료 비선형 해석을 통해 LMU의 엘라스토메릭 스택

의 반발력을 추정하였으며, 이어서 엘라스토메릭 스택의 요

구 반발력을 만족하는 재료 상수들을 역설계를 통해 도출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Lee et al., 2016). Lee 등(2018)은 최적설

계를 활용하여 고정식 하부지지구조물과 상부구조물의 플로

트오버 설치 과정에서 사용되는 LMU를 개발하였다. Kim 등

(2019)은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 부유식 하부지지구조물의 

플로트오버 설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LMU의 엘라스토메릭 패

드(pad)에 대한 각 인자들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초탄성재료의 

물성치는 시험을 통해서도 추정될 수 있는데, Song 등(2019)은 

압입시험과 유한요소해석 기반 회귀식을 바탕으로 초탄성재

료의 물성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플로트오버 설치 과정

에서 사용되는 LMU에 대해 중량을 목적함수로 하면서 허용 

응력과 반발력을 제약조건으로 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성

능이 개선된 설계를 제안한다. 부재들의 두께, 높이, 그리고 너

비 등과 같은 기하 변수들뿐만 아니라 부재들의 각도와 개수 

등 구성(configuration) 변수들 또한 설계 변수로 고려하였으

며, 설계민감도해석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였다.

2. 부유식 LMU 초기설계

2.1 엘라스토메릭 스택 설계

LMU의 엘라스토메릭 스택은 하중을 저감하고 충격을 흡

수하는 역할을 하며 초탄성재료인 엘라스토머(elastomer)와 

스페이서(spacer)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고

정식 하부지지구조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개발된 LMU의 제

원과 부유식 하부지지구조물에서 LMU가 설치될 위치를 고려

하여 엘라스토메릭 스택의 초기 제원을 결정하였다. 

엘라스토머의 변형 에너지 밀도 함수(strain energy density 

function) 를 식 (1)과 같이 2 파라미터 Mooney-Rivlin 모델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Mooney, 1940; Rivlin,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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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1차, 2차 변형률 불

변량(deviatoric strain invariant), 재료 상수들, 탄성 체적비(elastic 

volume ratio), 그리고 비압축성 파라미터(incompressibility para-

meter)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엘라스토머와 스페이서 등 구

조용 강철들의 영률과 포아송 비(Poisson’s ratio)는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Cambridge University, 2003; Harris and Piersol, 

2002), 초탄성재료의 재료 상수들은 Table 2와 같다. 아울러 엘

라스토머는 비압축성으로 고려하였다. 

   

Fig. 1  Lifting(left) and float-over(right) installation of offshore 

structures(Kim et al., 2019)

Fig. 2  Initial dimension of elastomeric stack for floating type L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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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셉터 설계

LMU의 리셉터는 상부구조물과 하부지지구조물의 원활한 

결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리셉터의 초기설계는 Fig. 3과 

같이 결합을 위한 깔때기 모양의 리셉터, 수평 및 수직 방향 보

강 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제원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2.3 경계 조건 및 수치해석 모델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플로트오버 설치를 위한 LMU의 경

계조건은 Fig. 4와 같다. LMU의 엘라스토머 스택 최하단에 고

정 경계조건을 부여하였고,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플로트오버 

설치에서 설계 조건인 수직 아래 방향 변위 하중 500mm를 리

셉터 부분에 인가하였다. 또한 초탄성재료인 엘라스토머와 구

조용 강철인 스페이서 사이 접촉을 구현하기 위해 마찰계수 

0.3의 마찰 조건(frictional)을 부여하였다.

LMU 수치해석 모델은 ANSYS DesignModeler 2019 R2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20 절점 헥사헤드론(20 node hexa-

hedron, Hex20) 요소를 활용하였다. LMU 초기설계의 수치해

석 모델은 264,312개의 절점과 50,928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2.4 LMU 초기설계의 수치해석 결과

LMU 초기설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ANSYS Mechanical 

2019 R2를 활용하여 대변형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였다. LMU 초기설계의 수치해석 결과는 Fig. 5에 도식하였으

며, 총 질량, 최대 폰-미세스(von-Mises) 응력, 그리고 반발력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아울러 해양구조물에 대한 선급 규정에

서는 일반적으로 구조용 강철에 대해 수치해석 결과 350MPa 

이하의 폰-미세스 응력이 작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고려한 상부구조물의 무게와 플로트오버 설치 공

법에서 부유체 운동해석 결과로 도출된 하중 및 안전계수를 

고려하였을 때 각 LMU에서 7,500ton 이상의 반발력이 필요하

다. LMU 초기설계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대 응

력은 엘라스토머 스택의 상판에서 1,382MPa이 도출되었으며, 

반발력은 4,900ton으로 나타난다. 이는 LMU의 응력 허용 조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and elastomeric pad

Property Value

Young’s modulus of steel(MPa) 210×103

Poisson’s ratio of steel 0.3

Allowable stress of steel(MPa) 3.50×102

Young’s modulus of elastomeric pad(MPa) 0.20×101

Poisson’s ratio of elastomeric pad 0.49

Table 2  Material constants of elastomer

Parameter Value




(MPa) 5.2228




(MPa) 2.2409

Table 3  Initial dimension of receptor for floating type LMU

Member name Initial value

Number of stiffeners 8

Stiffener thickness(mm) 50

Number of upper plates 6

Upper plate thickness(mm) 40

Number of lower plates 8

Lower plate thickness(mm) 40

Receptor angle(degree) 150

Receptor thickness(mm) 40

Receptor height(mm) 2455.3

Fig. 3  Initial design of LMU receptor part

Fig. 4  Boundary and contact conditions of LMU

Table 4  Performance of initial LMU

(a) Mass(ton)
(b) Max. von-Mises 

stress(MPa)

(c) Reaction 

force(ton)

Initial design 23.32 1,382 4,900

Requirement - Less than 350 More than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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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반발력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설계로 최적설계

를 통해 설계 조건을 만족하면서 성능이 향상된 LMU 최적설

계(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3. 부유식 LMU 최적설계

3.1 설계 변수 정의

LMU의 성능을 향상하고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 변수를 정의하였다. 설계 변

수는 부재들의 두께, 높이, 그리고 너비와 같은 기하 변수들과 

리셉터의 각도 및 보강재들과 엘라스토머의 개수 등 구성 변수

들을 포함한다. 다만, 설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리셉터와 엘

라스토머 스택의 높이는 고정되는 제약 조건이 부여되고, 이

로 인하여 결합(mating) 부와 샤프트(shaft)의 길이 그리고 엘

라스토머 스택을 구성하는 부재들을 매개화하였다. 뿐만 아니

라 엘라스토머와 스페이서의 관계 또한 매개화 될 수 있다. 설

계 변수들과 매개화된 결과는 Fig. 6에 정리하였다. 또한 Fig. 6

에 설계 변수는 파란색으로, 부재들의 이름은 붉은색으로 표

기하였으며 설치 조건으로 인해 고정된 값은 녹색으로 명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설계 변수는 총 13개이다. 설계 변수

들의 초기 값과 하한 및 상한 값은 Table 5에 정리하였다. 

3.2 샘플링 기반 설계민감도해석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LMU의 성능 함수는 구조물의 총 중량,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 폰-미세스 응력, 그리고 경계 조건에

서의 반발력이다. 앞서 정의한 13개의 설계 변수들에 대하여 각 

성능 함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Advanced Latin hypercube 샘플

링 방법을 활용하여 설계민감도해석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총 

200개의 샘플링이 수행되었으며, 설계민감도해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설계민감도해석 결과의 정확도는 CoP(Coefficient 

of Prognosis)로 표현되며, 이 때 각 설계 변수들의 영향 또한 

CoP를 통해 알 수 있다. Table 6의 설계민감도해석 결과를 살

펴보면, 모든 성능 함수들에 대한 CoP가 99% 이상으로 매우 

(a) geometry (b) displacement

(c) von-Mises stress (d) stress at stiffeners

 (e) stress at stack upper plate (f) strain at elastomers

Fig. 5  Analysis results of initial LMU

Table 5  Design variables and bounds

Design variable Initial
Upper 

Bound

Lower 

Bound

Number of stiffeners 8 4 8

Stiffener thickness(mm) 50 25 100

Number of upper plates 6 2 6

Upper plate thickness(mm) 40 20 60

Number of lower plates 8 4 8

Lower plate thickness(mm) 40 20 60

Receptor angle(degree) 150 140 150

Receptor thickness(mm) 40 20 100

Stack upper plate thickness(mm) 40 20 200

Stack lower plate thickness(mm) 40 20 60

Number of spacers 4 2 4

Spacer thickness(mm) 25 20 50

Elastomer width(mm) 281.25 150 500

Fig. 6  Design variables and parame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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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설계민감도해석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는 엘라스토

머의 너비임을 알 수 있고 최대 폰-미세스 응력은 엘라스토머 

스택의 상판의 두께와 수직 보강재(stiffener)의 개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계 변수들의 CoP 합계는 각 성

능 함수의 전체 CoP와 다를 수 있다. 이는 설계 변수들의 상관

관계에 의한 영향으로 현재 중량에서는 약 3%, 반발력에서는 

약 1%, 그리고 최대 폰-미세스 응력에서는 약 40%의 설계 변

수 상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설계민감도해

석 결과 각 성능함수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 리셉터 

각도와 엘라스토머 스택의 하판 두께는 필터링하여 총 11개의 

설계 변수를 사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3.3 LMU 최적설계

LMU의 최적설계는 앞서 수행한 설계민감도해석 결과를 바

탕으로 진화 알고리듬(evolutionary algorithm)을 활용하여 ANSYS 

workbench 2019 R2와 결합된 Dynardo optiSLang 7.4.1을 사용

하여 수행되었다. 최적설계의 정식화는 식 (2)와 같이 하였으며, 

목적함수는 LMU의 총 중량이고 제약 조건은 허용 응력과 요

구 반발력이다. 이 때 허용 응력 제약 조건에 5%의 안전 계수

를 부여하여 LMU에 작용하는 최대 폰-미세스 응력이 330MPa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LMU mass

  

 Max vonMises stress≤ MPa



 Reaction force≥ MPa

(2)

LMU의 각 성능함수들에 대한 최적설계 이력은 Fig. 7에 도

식하였다. 총 4,100 번의 설계 생성을 거쳐 수렴하였으며, 3124 

번째 설계가 최적의 해로 도출되었다. 

최적설계 결과는 Table 7에 정리하였다. 이 때 LMU 초기설계

에서의 응력 과다로 인하여 목적함수인 중량은 감소되지 못하

고 약 30% 증가하였으며, LMU에 작용하는 최대 폰-미세스 응력

은 307.18MPa로 약 78% 저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LMU 최적

해의 반발력은 약 7,900ton으로 요구 반발력 조건인 7,500ton

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Design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Design variable Mass
Reaction 

force

Max. von-Mises 

stress

Number of stiffener 6% 0% 38%

Number of lower plate 16% 0% 0%

Number of upper plate 7% 0% 0%

Stiffener thickness 12% 0% 0%

Lower plate thickness 22% 0% 0%

Upper plate thickness 6% 0% 0%

Receptor thickness 10% 0% 0%

Stack upper plate thickness 8% 3% 76%

Spacer thickness 2% 1% 0%

Elastomer width 10% 86% 21%

Number of spacer 3% 10% 4%

Total CoP 99% 99% 99%

(a) Mass

(b) Max. von-Mises Stress

(c) Reaction Force

Fig. 7  Design optimization history

Table 7  Design optimization results

Response (a) Initial design (b) Optimal design (c) (b)/(a)(%)

Mass(ton) 23.32 30.58 131.13

Max. von-Mises 

stress(MPa)
1,382 307 22.21

Reaction 

force(ton)
4,900 7,878 1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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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설계로 도출된 LMU의 최적해와 초기설계를 비교하여 

각 설계 변수들의 변화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결과를 살펴

보면, 초기설계에서 최대 폰-미세스 응력이 작용하던 엘라스

토메릭 스택의 상판 두께가 최적 해에서 약 4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영향이 컸던 스티프너의 개수는 해당 설계 

변수의 상한인 8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엘라스토머의 너비

와 스페이서의 개수의 변화량은 미미하였다. 이는 해당 설계 

변수들이 LMU의 반발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용 응력 

조건과 요구 반발력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형태로 최적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부분의 부재들의 두께가 증가하

였는데, 이는 LMU에 작용하는 폰-미세스 응력이 허용 응력 조

건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LMU 

최적해의 중량은 초기설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최대한 중량

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리셉터 상하부 보강판의 

개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LMU의 초기설계와 최적설계 결과 도출된 최적설계(안)의 

형상은 Fig. 8에 비교 및 도시하였다. 최적설계 결과 설치 조건

을 만족하기 위해 LMU의 높이는 변함이 없으나, 초기설계에

서 최대 폰-미세스 응력이 작용하던 엘라스토메릭 스택의 상

판 두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리셉터 부의 상하부 보

강판의 개수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엘라스토머의 

폭이 증가하고 높이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같은 초탄성재료로 성분의 배합과 제

조 과정에 따라 그 특성이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이러한 초탄

성재료의 거동을 표현하는 재료 상수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

설계를 통해 도출된 특정 물성을 갖는 초탄성재료를 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기성

품으로 존재하는 초탄성재료의 물성을 초기설계에서 활용하

면서, 엘라스토메릭 스택의 매개화된 설계 변수들을 변화시켜 

요구 반발력 조건을 만족시켰다. 엘라스토머의 너비가 증가하

고 스페이서들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른 엘라스토머의 높이 변

화와 LMU의 초기설계 및 최적설계 결과에서 반발력을 Table 

9에 정리하였다. 설계 요구 조건에 의해 엘라스토메릭 스택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엘라스토메릭 스택의 상하판 두

께, 스페이서 두께, 엘라스토머 높이, 스페이서 개수, 그리고 

엘라스토머 개수의 설계 변수들이 매개화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매개화를 통해 결정된 초탄성재료의 물성 변

경 없이도 LMU의 요구 반발력을 만족하는 최적설계를 도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에서는 LMU의 초기설계와 최적설계로 도출된 최적

설계(안)의 각 부재들에 대한 폰-미세스 응력을 도식하여 비교

하였다. 또한 Table 10에서 각 부재별 최대 폰-미세스 응력을 

비교하여 최적설계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최적설계의 결과로 최대 폰-미세스 응력이 작용하던 엘라스토

머 스택 상판에서의 응력이 허용 응력 이하 수준으로 저감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페이서와 보강재에서도 약 25~35% 정도 

Table 8  Comparison of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 (a) Initial (b) Optimal (c) (b)/(a)(%)

Number of stiffeners 8 8 100.00

Stiffener thickness(mm) 50 80.12 160.25

Number of upper plates 6 4 66.67

Upper plate thickness(mm) 40 59.08 147.71

Number of lower plates 8 5 62.50

Lower plate thickness(mm) 40 53.32 133.30

Receptor thickness(mm) 40 80.04 200.11

Stack upper plate thickness(mm) 40 155.41 388.52

Number of spacers 4 4 100.00

Spacer thickness(mm) 25 48.01 192.04

Elastomer width(mm) 281.25 292.59 104.03

Fig. 8  Comparison of initial and optimal designs

Table 9  Comparison of elastomeric stack dimension and reaction force

Design variable (a) Initial (b) Optimal (c) (b)/(a)(%)

Number of elastomers 4 4 100.00

Elastomer width(mm) 281.25 292.59 104.03

Spacer thickness(mm) 25 48.01 192.04

Elastomer height(mm) 270.00 228.51 84.63

Reaction force(ton) 4900 7878 160.78

Table 10  Comparison maximum von-Mises stress of initial and 

optimal designs

(a) Initial(MPa) (b) Optimal(MPa) (c) (b)/(a)(%)

Stack upper plate 1,382 300 22%

Spacers 315 239 76%

Stiffeners 346 218 63%

Upper plates 81 106 131%

Lower plates 117 121 103%

Receptor 327 30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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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폰-미세스 응력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리셉터 

부의 상부 보강판의 경우 최대 폰-미세스 응력이 약 30% 증가

하였으나 허용 응력 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리셉터 부의 

하부 보강판과 리셉터의 경우에는 초기설계와 비슷한 수준의 

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플로트오버 설치 과정

에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저감하고 원활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LMU에 대해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선급 규

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용 응력 조건과 요구 반발력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개발하였다. 설계 변수는 부재들의 기하학

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각도와 개수 등 구성 변수들도 포함하

여 정의되었으며,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매개화하

였다. 설계민감도해석을 통해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별하였으

며, 진화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설계 결과 LMU 초기설계와 비교하여 LMU에 작용하

는 최대 폰-미세스 응력은 약 80% 저감되었으며 LMU의 성능

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반발력은 약 60% 개선되어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경우를 참조한 LMU 초기설계가 만족하지 못하

던 허용 응력 조건과 요구 반발력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초기설계에서 과도한 

응력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LMU의 중량은 초기설계에 비해 

증가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진화 알고리즘은 근

사 최적설계 방법론으로, 예측된 값과 최적설계 검증 해석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최적설계로 도출된 최적해의 

응력 및 반발력 등 제약 조건이 정식화 과정에서 설정한 값과 

차이가 있다. 이는 도출된 근사 최적해를 시작점으로 하여 직

접 최적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수렴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추가

적인 중량 감소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추가 최적설계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추후 보완을 통해 최적

설계 결과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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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LMU(Leg Mating Unit)는 해양구조물의 플로트오버 실치에서 활용되는 장비 중 하나로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과 결합부로 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설계를 통해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플로트오버 설치용 LMU의 성능을 개선하여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설

계를 개발하였다. 초기설계는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플로트오버 설치용으로 개발된 것의 제원을 참조하였으며, 초탄성재료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해 Mooney-Rivlin 모델을 활용하였다. 설계민감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에 따라 설계 변수들을 선별하였고, 진화 

알고리듬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설계 문제에서 목적함수는 LMU의 중량이며, 제약 조건은 LMU에 작용하는 최대 폰-미

세스 응력과 LMU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반발력이다.

핵심용어 : 부유식 해양구조물, 플로트오버 설치, Leg Mating Unit, 설계민감도해석, 최적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