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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양시추 생산설비의 상부구조(topside structure)에 설치된 공정설비(process module)에

서 가스 출에 의한 가스폭발 하 에 한 해양구조물의 비선형 동  거동응답 특성 악을 악하기 

하여 LS-DYNA 코드의 유체-구조 연성(Fluid-Stry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용하여 폭발 압력 를 

보다 정확하게 구 하기 한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keywords : 폭발하 (explosion loading), 해양구조물(offshore structure), 비선형 동  구조해석(nonlinear 

dynamic structural analysis), LS-DYNA 코드, 유체-구조 연성해석(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1. 서 론

FPSO를 포함한 해양 랜트 구조물은 그 운용 특성 상 가스와 기름에 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해양 랜트에 폭발이 발생하면 치명 인 구조 손상이나 침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폭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이고, 발생 시 구조의 안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스폭발 시나리오의 설정 

시에는 공정설계(process design)에서의 입력 자료가 필요하며, 재 해양산업계에서의 폭발하  산정은 이론

/경험  모델이나 산유체동역학(CFD) 모델과 함께 확률론  시나리오 처리 기법에 기반한 험도 평가

(risk assessmen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폭발물이나 육상/수  구조물에 한 하  특성  구조응

답 특성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가스폭발하 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동 응답 특성  구

조안 성평가 기법에 해서는 재까지 산업규격이나 국제규정 등에 의한 명확한 설계기 이 미비하여, 국

제공동연구 등을 통한 일부 지침서(guidances)에 의존하고 있다(DNV, 2004; NORSOK, 2009).

본 연구에서는 해양시추 생산설비의 상부구조(topside structure)에 설치된 공정설비(process module)에서

의 가스 출에 의한 가스폭발 하 에 한 해양구조물의 동 응답 특성 악  구조해석/설계 기  마련에 

을 맞추고 있다. 즉, 상부구조의 주요 구조부재(structural members), 방폭벽과 갑 (blast wall and 

deck)  피난구역 등을 상으로 하여, 폭발 압력 (blast wave)가 이들에 미치는 향  동 /비선형 구

조응답에 따른 하   구조응답의 변화, 구조물의 손 단 기  등을 정립함으로써, 폭발에 한 구조설

계기 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김규성 등, 2008; 윤기  등, 2009).

가스폭발 하 산정에 사용되는 CFD 코드는 구조물의 내충격 응답해석이 불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LS-DYNA 코드(LSTC, 2009)의 유체-구조 연성(Fluid-Strycture Interaction; FSI) 해석기법을 용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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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동  비선형 거동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정확한 구조응답을 추정하고자 한다. 폭약폭발(charge 

explosion)과 가스폭발은 상이하므로 가스폭발 압력 의 설계하 은 앞에서 언 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가

스운(gas cloud)의 폭발 경계면에 폭발 압력 의 설계하 을 용하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폭발

용 FSI 해석용 모델의 검증을 하여 폭약폭발에 따른 폭발 압력 를 경계치에서 측정하고 경계치에 용하

여 검증하 다. 이에 앞서 LS-DYNA code의 FSI 해석기법을 사용한 폭약폭발 시뮬 이션에 따른 압력 의 

달과정과 경계  구조물의 상호간섭 효과 등을 추정하여 본 연구의 이해를 높 다.

2.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폭약폭발 시뮬 이션

Fig. 1은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폭약폭발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한 시나리오와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바닥의 반사(reflection) 유무에 따른 폭약 압력 의 형상과 압력  응답을 각각 Fig. 2와 3에 

나타내었다. 바닥에 의한 압력  반사와 바닥에 가까울수록 압력 의 극치가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직경 0.5m와 1.0m의 실린더에 의한 간섭효과에 한 충격 의 과정과 구조물의 요소 2번(e2)에서의 

응력  변형응답을 Fig. 4에 나타내었으며, 구조물의 충격 에 한 간섭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a) w/o reflection

(b) w/  reflection
Fig. 1 Configuration of charge explosion Fig. 2 Pressure propagation according to reflection B.C.

   

(a) w/o reflection                             (b) w/  reflection

Fig. 3 Pressure responses according to reflection B.C.

             

(a) no cylinder     (b) d=0.5m cylinder   (c) d=1.0m cylinder       (d) stress                (e) deformation

Fig. 4 Pressure propagation and responses according to interface reflectio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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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압력  경계면 용 모델

FSI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설계하  폭발 압력 를 가스운의 경계면에 용하는 해석기법을 개발하기 하

여 가스폭발 FSI 해석 모델로부터 가스운 경계면 치에서 측정한 폭발 압력 를 경계면에 용하여 검증하

다. Fig. 5(a)  (b)는 각각 폭약폭발 모델(charge model)  압력 경계면 용 모델(air pressure model)

을 보여주고 있다. 자의 폭약폭발 모델에서 0.5m 치에서 측정한 압력 를 후자의 반경 0.5m 경계면에 

용하여 Fig. 5(c)에서와 같이 0.5m  1.0m에서 두 모델의 압력 를 비교하 다. Fig. 5(e-f)와 (g-h)는 이

들 두 모델에서의의 압력  과정과 이들의 압력 의 응답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a) charge model               (b) air pressure model        (c) pressure measuring point     (d) thin layer charge model

    

(e) pressure propagation in charge model                 (f) pressure propagation in air pressure model

 

      

   (g) pressure response A(50cm)        (h) pressure response B(100cm)

        

  (i) pressure propagation in thin layer charge model         (j) pressure response A(50cm)   (k) pressure response B(100cm)

Fig. 5 Spherical charge and air pressure models

동일한 치에서의 폭발 압력 를 경계면에 가하 지만 압력  경계면에서부터 잘 달되지 않았고 경계

면을 지나 큰 압력 가 다시 발생하는 등 비정상 인 유동흐름이 발생하 다. 이러한 은 폭발충격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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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히 압력  만이 아니라 충격 의 질량, 에 지  운동량 등도 달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5(c)에서와 같이 구형의 경계면에 매우 얇은 층의 폭약을 사용하 을 경우 Fig. 5(i)  (j-k)에서와 같

이 경계면에 압력 만 가한 경우와는 달리 압력 를 잘 달할 수 있었고 경계면에 압력 만 가했을 경우에 

발생하 던 비정상 인 유동흐름은 발견하지 않았다. 압력면에 가할 압력 의 크기와 형상은 얇은 폭약의 두

께, 폭약 화 과 화 시간간격 등을 조정함으로써 구 이 가능하므로 이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Fig. 6(a)  (b)는 평면 압력 를 생성시키기 하여 오른쪽 면에 얇은 평 폭약을 폭발시키고, 50cm 떨

어진 치에서 측정한 압력 를 평면 경계면에 용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Fig. 6(c-d)  (e-f)는 이

들 두 모델의 압력  과정  압력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구형의 경계면 용 모델과는 달리 압력  

과정  압력  응답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넓은 역의 평면 가 작용할 경우 용

가능하다.  

(a) flat charge model                              (b) flat pressure model

(c) shock response of flat charge model                        (d) shock response of flat pressure model

     

(e) pressure response at A(50cm)     (f) pressure response at B(100cm)

Fig. 6 Flat air pressure model

4. Load_Blast_Enhanced Option을 이용한 폭발해석 시뮬 이션 기법

LS-DYNA 코드의 FSI 해석기법에 사용되는 ALE 요소는 1 Gauss Point를 사용하므로 폭발 압력 는 요

소 내에서 1개의 평균값으로 가지므로 요소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형 해양 랜트 생

산설비의 상부구조의 주요 구조부재, 방폭벽과 갑   피난구역 등의 폭발 구조응답 해석을 ALE 요소로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방 한 계산시간이 요구된다. LS-DYNA 코드에서 상구조물 주 에만 ALE 요소를 

사용하는 Load_Blast_Enhanced(LBE) Option을 사용한다면 매우 효율 이고 정도(accuracy) 높게 넓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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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폭발 응답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Fig. 7(a-b)에서와 같이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역에 ALE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와 Fig. 7(c-d)에서와 가

이 LBE Op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 하여 비교 검토하 다. 자의 경우 폭약은 Initial_Volume_Fraction 

Option을 사용하여 폭약을 직  모델링하지 않았고, 후자는 폭약의 질량과 치만이 필요하다. 두 가지 기법

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상호 간섭효과도 고려하 다. Fig. 8과 9는 각각 두 가지 기법에 한 폭발 압력 의 

달과정과 구조물의 앙 에서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a) structure in ALE          (b) structure w/ cylinder in ALE   (c) structure in LBE       (d) structure w/ cylinder in LBE

Fig. 7 Scenarios of ALE and LBE analysis techniques

(a) structure in ALE (b) structure in BLE

(c) structure with cylinder in ALE (d) structure with cylinder in BLE

Fig. 8 Pressure responses according to analysis technique and interaction effect of cylinder

    

(a) structure in ALE & LBE (b) structure w/ cylinder in ALE & LBE    (c) interaction of cylinder in ALE   (d) interaction of cylinder in LBE

Fig. 9 Deformation responses according to analysis technique and interaction of cylinder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ALE 기법은 ALE 요소의 한계로 인하여 압력  달에 문제가 있음을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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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LBE 기법은 폭발 압력 의 경험식에서 바로 구한 압력 를 ALE 경계요소(ambient 

요소)에 직  용 가능하므로 방 한 역의 폭발 시뮬 이션에 필요한 계산시간과 정확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계 폭발하 은 폭약의 개수와 양, 화 치  화시간 등을 조 하여 구 할 수 있으

므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고찰

본 논문에서는 해양시추 생산설비의 상부구조에 설치된 공정설비에서 가스 출에 의한 가스폭발 하 에 

한 해양구조물의 비선형 동  거동응답 특성 악을 악하기 하여 LS-DYNA 코드의 FSI 해석기법을 

용하여 폭발 압력 를 보다 정확하게 구 하기 한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폭약 폭발에 의한 응답과

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개발 기법을 검증하 고, LS-DYNA code의 FSI 해석기법을 사용한 폭약폭발 시뮬

이션에 따른 압력 의 달과정과 경계  구조물의 상호간섭 효과 등을 추정하 다.

폭약폭발과 다소 상이한 가스폭발에 용할 FSI 해석기법으로서 가스운의 경계면에 폭발 압력 의 설계하

을 용시키는 폭발 시뮬 이션 결과에 일 성을 갖지 못하여 본 연구기간의 부분을 이 기법개발에 소

진하 으나, LS-DYNA 코드의 FSI 해석에 용할 ALE 기법의 ALE 요소의 한계를 Load_Blast_Enhanced 

기법의 용 타당성을 도출함으로서 방 한 역의 폭발 시뮬 이션에 효율 인 계산시간과 정확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계 폭발하 은 폭약의 개수와 양, 화 치  화시간 등을 조 하여 구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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