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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강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

재생에너지는 풍력, 조력, 태양력발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육상보다는 해

상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 해상플랜트의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플랜트는 수심에 따라 고정식

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유식 해상플랜트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비용이 비싸고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완 할 부분이 많아 주로 고정식 해상플랜트가 설치된다. 고정식 해상플랜트는 수심 60m 이하에 

주로 설치되는 구조물로써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설치심도와 플랜트의 하중에 부합되는 jack-up rig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수심 60m 이하의 해저면은 점성토 또는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어 무거운 하중의 jack-up rig의 작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차분법의 대표적인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FLAC 3D를 이용하여 연안에서 해상플랜트 설치를 위한 rig 작업 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본론

 수치해석을 위한 물성 데이터는 부산 외곽순환도로 해안구간 기본설계 지질조사보고서 중 10공의 시추주상도를 

분석 후 N치, 구성물질, 습윤상태를 기준으로 도로설계실무편람(한국도로공사, 1996), Bowles(1996)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밀도, 체적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점착력, 마찰각 등의 입력물성을 산정하여 지반을 모델링하였다.

지반에 가해지는 하중은 jack-up rig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해상플랜트 설치를 위한 jack-up rig는 유효하중

과 설치심도에 따라 rig가 선정되며, rig의 spud can은 유효하중과 크기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3~6개이다. 각 

spud can이 받는 하중을 0 부터 증가시켜 침하양상을 확인하고 점성토와 사질토의 지반에서 침하정도를 분석하였다.

3. 결론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상플랜트 작업 시 연안지반의 침하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작업 전 rig 

선정 및 하강속도 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반의 침하정도를 예측함으로 해상플랜트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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