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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부유식 해상 구조물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하중을 

받기 때문에 구조물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

고,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체인 링크로 구성된 

계류선이 사용된다. 체인으로 구성된 계류선(mooring lines)

은 바람, 파랑, 조류 등을 받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수직 및 

수평 운동에 대해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계류선의 기본 선

형(profile)에 대해서는 카테나리 형(catenary type), 톳 형 

(taut type)으로 나눈다. 카테나리 형은 해저 지반에 안착된 

체인의 무게로, 톳 형은 계류선의 길이방향 강성으로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에 저항한다.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천해 해역에서는 카테나리 타입이, 심해 해역에서는 세마이 

톳(semi taut) 또는 톳 방식이 주로 설계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계류선은 일반적으로 체인 링크로 구성되는데, 심해 해

역에서는 계류선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므로 무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류선의 중간 영역은 와이어로프(wire rope)

나 폴리에스터로프(polyester rope) 등이 사용되고, 부유 

구조물과 접하는 영역 및 해저지반에 접촉하는 영역은 체인 

링크로 사용하는 체인-로프-체인 구성이 주로 사용된다. 

부유식 구조물 중, 드릴쉽(drillship) 등 구조물 및 설비의 

작업성이 횡방향 운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물 또는 해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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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선박의 경우, 계류선 뿐 만 아니라 추진기(thruster)를 도

입하여 환경하중에 발생하는 저주파수 대역의 운동을 제어 

한다. 이때 부유식 구조물의 실시간 위치 및 필요 추진력의 

계산 등에 대해서는 Dynamic Positioning(DP)이라는 모니

터링 및 제어 기술을 도입하여 운동을 제어한다.

부유식 구조물의 위치제어를 위한 계류선 설계에 대해서

는 API RP 2SK[1], DNV-OS-E301[2], DNV-OS-E302[3], 

ABS guide[4], BV regulation[5] 등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선급이나 석유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활용하여 수행

이 가능한데, 각 지침에서는 계류 체인 및 로프 등의 적정 단

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및 해석기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각 지침에서 고려하는 하중계수 및 안전율에는 차이가 있으

나 근본적으로 부유식 구조물이 놓이는 대상 해역의 환경 조

건 하에서 계류선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에 대한 강도설계기

준 그리고 상시 응력에 대한 피로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

는 기본적인 설계철학은 모두 동일하다.

Fig. 1과 같이 계류 체인에 의해 계류되는 부유식 해양 플

랜트에서는 Fig. 2(a)와 같이 fairlead 및 winch에 의해 계

류선이 플랫폼에 연결된다. Fig. 2(b)는 fairlead 형상을 간

략히 나타내는데, fairlead의 하부 끝단에서 체인 링크가 고

정된다. 이러한 부유식 플랫폼-계류선을 간략히 표현하면 

Fig. 3과 같다.

일반적으로 체인 링크로 구성된 선 부재는 링크 간의 연결

조건에 따라 축력만 전달하는 구조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체인 링크로 구성된 계류선 역시 1축 부재로 고려되었고, 실

제 부유식 구조물과 계류선을 포함한 전체계 해석 시에도 체

인 계류선의 경우 축력 부재로 고려하여 해석을 하였다.

2005년 Girassol Buoy에 적용된 체인 링크 중 상당수가 

설비 설치 이후 5개월 만에 파손되었고, 이를 조사한 결과 체

인 링크의 파손 원인은 피로 파괴로 규명되었다[6]. 일반적으

로 부유식 구조물의 계류선 설계 시 피로 수명은 설비의 설계 

사용 수명(Design service life)의 10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조사 

결과,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추가의 동적 응력

(Dynamic stress)가 도입되었고 이는 체인 링크에 작용하

는 휨응력이라고 결론을 내었다[6]. 앞서 언급한대로 체인 링

크는 힌지 연결 조건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류 

체인의 경우, 강한 긴장상태에 항상 놓이게 되는데, 강한 인

장력 하에서는 링크의 접촉면에서의 마찰저항으로 인해 휨

강성이 도입되게 된다. 휨강성이 도입된 상태에서 부유 구조

물의 회전 운동이 발생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링크에 휨모

멘트 및 휨응력을 야기하는데, 부유식 플랜트의 지속적인 회

전운동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동적 휨응력을 유발하고 이

는 피로손상 및 피로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6],[7]. 이에 

따라 최근 프랑스 선급인 BV(Bureau Veritas)에서는 강한 

인장력을 받는 계류 체인의 피로 설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마

찰저항에 의해 비롯되는 휨강성 및 계류 체인의 휨응력을 피

Offshore floating platform

(Semi-submersible production unit)

Subsea equips.

Subsea pipelines

Risers

Mooring 

lines

Fig. 1. Offshore floating platform (Courtesy: statoil)

(a) chain fairlead for FPSO (b) fairlead arm (bardex)

Fig. 2. Mooring lines for offshore floating platforms

Fig. 3. Simple drawing of the floater-fairlead-top chain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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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명 검토 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반영한 전체계 해

석기법의 절차를 제시하였다[8].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계류 체인에서의 휨거동에 대한 연

구에 있어서 Jean et al.(2005)[6]는 실험을 통해 인장력 작

용 시 체인 링크 간 접촉면에서 도입되는 휨강성 특성을 확인

하였고, Bastid와 Smith(2013)[9]은 수치해석을 통해 계류 

체인 링크 간 휨거동이 피로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Pacheno et al.(2002)[10], Pacheno et al.(2003a) [11], 

Pacheno et al.(2003b)[12]은 체인 링크 시험단계 시 발생하

는 잔류응력 및 소성변형에 대해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국

내에서는 임유창 등(2010)[13]이 수치해석을 통해 체인 링크

의 휨거동의 발생원인 및 주요 거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 대

한 수치적 해석 결과를 통해 긴장 상태의 체인의 휨거동 발생 

여부의 현상 확인에 그치고 있다. 임유창 등(2010)[13]의 연

구를 제외하면, 계류 체인의 제작 및 검수과정이 체인의 휨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

구도 매우 미흡하다. 또한, 임유창 등(2010)[13]의 경우, 계류

체인의 면외방향 휨거동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면외방향 휨거동 시 체인링크에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와 

장력 및 사잇각 변화에 따른 최대응력 변화특성을 분석하

지 못했고, 면내 휨거동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인장력이 작

용하는 체인 링크에서의 면내 및 면외 방향 휨 거동을 분석하

였다. 접촉하고 있는 체인 링크를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하고 

경계조건 및 접촉조건을 부여하여 인장력 및 강제 회전운동

에 대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링크에 도입되는 휨강성과 

휨모멘트 및 응력을 분석하였다. 본 해석적 연구를 통해 체

인 링크에 작용하는 인장력과 접촉면에서의 마찰계수 그리

고 시험하중의 크기가 체인 링크의 면내 및 면외 방향 휨거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각 방향으로의 휨거동 시 최대 

응력 발생위치 및 응력발생 패턴을 도출하였다.

2. 체인 계류선의 면내 휨과 면외 휨의 정의

계류 체인 링크의 면내방향 휨(In-plane bending, IPB)

과 면외방향 휨(Out-of-plane bending, OPB)은 Fig.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면 내 및 면 외의 기준은 검토 대상 링

크(각 그림에서 중앙부 링크)의 휨 방향에 따라 구분한다. 

즉, 검토 대상 링크와 좌측에서 접촉하는 링크 간 마찰면에 

발생하는 사잇각 와 이 회전변위가 발생할 때 접촉면에 

작용하는 휨모멘트 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링크에 작

용하는 인장력은 로 정의할 수 있다. 부유식 구조물을 지지

하는 계류선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체인 링크 마찰면

에는 항상 수직력이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접촉면에 마찰력

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링크 마찰면의 경계조건은 힌지가 

아닌 특정 휨강성이 존재하는 경계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6],[8].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축력 가 작용하고 

좌측 링크와 중앙부 링크 간의 사잇각 가 발생할 때 링크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휨모멘트 를 유한요소해석기법을 

통해 분석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우측 링크의 중앙부에 

기준점(reference point)를 가정하였는데, 이 기준점에 강

제 회전을 주어 좌측 접촉면에 링크 사잇각 및 휨모멘트를 

발생시켰다. 기준점에서 가한 강제 회전 변위와 이때 이 점

에서 발생되는 모멘트 반력을 , 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는 힘의 평형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_


sincos (1)

_ sincos (2)

(a) IPB

(b) OPB

Fig. 4. OPB-IPB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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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체인 링크에서의 휨 
거동

3.1 해석 모델 및 해석방법

강한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계류 체인 링크에서의 휨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BAQUS V6.13을 활

용하여 재료, 기하, 접촉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모

델은 Fig. 5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중앙부 링크와 함께 양 쪽에 

접촉하는 링크의 반절만을 모델링하여 해석에 고려하였다. 해

석 모델은 8절점 솔리드 요소(C3D8I of ABAQUS Standard)

를 사용하였고 왼쪽 링크 단면은 고정단 조건, 오른쪽 링크 

단면은 하중재하 단면으로 고려하였다. 하중 및 강제 회전변

위 재하에 있어서는 Fig. 5(a) 표기된 기준점(좌표축 표기)

에 재하하였는데, 이를 위해 오른쪽 링크의 단면은 기준점에 

대해 구속 조건(coupled constraint condition in ABAQUS)

을 주었다. 링크 간 접촉조건(contact condition)에 대해서

는 면접촉 조건을 부여하여 증분-반복해석 단계마다 변화하

는 체인 링크 간 접촉면 변화를 반영하였고, 이를 위해 접촉

면의 법선 및 접선방향 마찰특성을 모두 부여하였다. 법선방

향의 경우 “Hard contact”를 적용하고 접촉 이후 절점 간 분

리특성을 허용하였다. 또한 접선방향의 경우 “Penalty” 마

찰 옵션을 특정 마찰계수와 합께 적용하여 접촉면에 수직력

이 작용할 때 접촉면에서 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하였다.

본 해석 연구에서 고려한 체인 링크는 직경  

를 갖는 studless 체인 링크이고 기하형상은 Fig. 6과 같은 

치수를 따라 모델링하였다[3].

재료 모델로는 체인 링크의 비탄성 해석에 일반적으로 적

용하는 Ramberg-Osgood 재료모델(식 (3))을 적용하였다. 

 










 

 


 (3)

여기서,

 = nominal stress,  = nominal strain

=yield strength, =Young’s modulus

=yield offset, =hardening exponent[14]

본 연구에서는 R3S 재질의 체인 링크를 가정하였고 이에 

대한 재료 물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Ramgerg-Osgood 재료모델을 통해 정의하기 위한 

(a) ISO view

(b) plan view

Fig. 5. Finite element model

Fig. 6. Standard dimension of the offshore mooring chain links

Table 1. Material properties

Particular Unit Value

Yield strength,  MPa 490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MPa 770

Ultimate tensile strain, US % 15

Young’s modulus, E MPa 2.09E5

Poisson ratio,  - 0.3

Minimum breaking load, MBL kN 17,347

Proof load kN 12,143

Hardening exponent,  9.498

Yield offset,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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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hardening exponent)과 (yield offset) 역시 

Table 1에 표기되었다. Fig. 7은 본 해석연구에서 고려한 

R3S의 응력-변형률관계를 나타낸다.

체인 계류선은 실제 설치 전에 최소파단하중의 70%에 해

당하는 축력을 재하하는 시험을 통해 반드시 검사한다. 본 

해석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Table 1에 나타난 시

험하중의 재하-해제 과정을 해석하여 이 때 발생하는 국부 

소성 변형이 면내/면외 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

다. Table 1의 체인 링크의 최소 파단 하중 및 시험하중은 식 

(4)를 통해 계산하였다[3].

 ×  (4)

where =outer diameter of the chain link(mm)

체인 링크의 검사과정을 포함한 해석 단계는 Fig. 8과 같다. 

먼저 시험 하중을 재하하고 이후 하중을 제거하여 체인 링크의 

시험 후 발생하는 소성변형을 고려하였다. 이후 체인 링크에 

장력을 도입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계류선이 2,200kN~

3,400kN의 장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총 7가지의 장력을 

재하 하였다. 실제 부유식 구조물이 환경 하중에 의해 지속

적으로 운동하면 이 부유체를 지지하는 계류선의 장력 역시 

그에 따라 변화한다. 체인 링크에 작용하는 장력이 변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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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pplied stress-strain curve for R3S chain links

Fig. 8. Loading sequence

(a) proofloading

(b) unloading

(c) nominal tension

(d) OPB rotation

(e) IPB rotation

Fig. 9. Deformation shape of the chain links (solid: deformed 

shape, wire: initia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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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간 마찰면에 도입되는 마찰력 및 휨강성이 변화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력의 크기에 따른 마찰면에서의 휨강성 및 

휨모멘트 그리고 최대 주응력을 분석하고자 위와 같이 도입

되는 장력의 범위를 가정하였다.

유한요소해석 상에서 시험 하중 및 장력 등 축력과 면내 및 

면외방향 휨변형은 모두 오른쪽 체인의 단부와 연계된 기준점

(coupled constraint reference point)에 재하하였다. 본 연

구의 핵심이 되는 체인 링크 마찰면에서의 사잇각  발생 시 

도입되는 휨모멘트 는 step 4에서 이 기준점에 회전각 

를 강제 변위로 부여한 해석을 수행하여 이 기준점에서 반력

으로 발생하는  를 얻고, step 3에서 재하한 장력 와  

그리고 를 식 (1) 또는 (2)에 대입하여 마찰면에서 발생하

는 휨모멘트 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체인 링크 간의 

사잇각 는 해석 후 변위를 이용하여 바로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하는 계류 체인에서의 휨거동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로 마찰면의 마찰계수 역시 고려한다. 이를 

위해 0.3, 0.5, 0.7의 정지마찰계수를 고려하였다.

Fig. 9는 Fig. 8의 단계해석을 거치며 도출되는 체인 모델

의 변형형상을 나타낸다. Fig. 9(a)와 (b)는 계류 체인의 시

험단계 시 각각 시험하중의 재하 및 완전해제 후의 변형 형상

을 나타내고 (c)는 장력 재하 후 형상 그리고 (d), (e)는 면외 

및 면내 방향의 강제 회전에 의한 변형 형상을 나타낸다. 특

히 Fig. 9(d), (e)의 경우,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단

계에서 재하한 장력을 유지하며 기준점에 강제 회전변형을 

주어 얻어진 체인 링크 모델의 변형 형상으로, 이때 왼쪽 및 

중앙부 체인 링크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사잇각 및 휨모멘트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식 (1)과 (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3.2 시험하중재하-제거 (Proofloading-unloading) 

후 링크 소성 변형 및 잔류응력 분석

Fig. 10은 시험하중재하-제거 해석 시 하중 재하점(refer-

ence point)에서의 하중-변위곡선을 나타낸다. 하중 재하 

전 서로 선 접촉 상태에 있던 링크들은 하중이 증가하면서 면 

접촉으로 바뀌고 마찰면에서 극심한 응력 집중이 발생하며 

소성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하중 재하 구

간에서는 극심한 비선형 반응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하중제

거 구간에서는 선형 반응이 확인된다. 하중의 제거 이후 각 

링크에 발생한 소성 변형에 의해 링크 전체 구간에서는 초기 

길이 대비 53.22mm의 소성 변형이 생성된다. Fig. 11은 시

험하중 제거 이후 링크의 변형 형상을 나타낸다. 소성변형은 

주로 중앙 링크의 수평 구간에서 휨변형, 각 링크의 접촉면

에서의 지압에 의한 압축변형 및 중앙 링크 곡면의 중앙부 

(crown)의 인장변형 등으로 나타난다.

Fig. 12는 시험하중 재하-제거 이후 중앙 링크 좌측부의 

변형형상(scale factor: 2.0)을 소성 변형율과 함께 나타낸

다. 이 그림처럼 시험하중의 제거 이후에 극심한 소성 변형

Fig. 10. Load-displacement curve of proofloading-unloading test 

(axial plastic deformation after unloading = 53.22mm)

Fig. 11. Deformation after proofloading-unloading test

Fig. 12. Plastic strain of left side of the center chain link – Max:

0.070 (tensile), Min: -0.120 (com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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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부 구간에 나타나는데, 특히 좌측 링크와 접촉하는 면

에서 지압에 의한 압축 소성 변형이 크게 나타나고, 곡면의 

중앙부(crown)에는 인장 소성 변형이 두드러진다. 이 국부 

소성변형은 접촉하는 링크 간의 락킹효과(locking effect)

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체인 링크에 인장력이 작용할 때 접

촉면 마찰에 의한 휨강성을 더욱 크게 도입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시험하중 테스트에 의한 접촉면 소성변형이 OPB/IPB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절에서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시험하중재하-해체 해석 후 중앙부 체인 링크의 잔류응력

에 대해 Fig. 13에 표기한 위치(링크 중앙부 및 곡률부)에서 

표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의 분포를 Fig. 14에 표기하였다. 

검토 결과, 중앙부 표면에서는 348.2MPa(항복응력 대비 71%), 

-551.57MPa(112.6%)의 인장 및 압축 응력이 발생하였고, 곡률

부의 경우 234.82MPa(47.9%), -422.26MPa(86.2%)의 응력

이 각각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시험조건에 대해서 상당

한 수준의 응력이 잔류응력으로 잔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결

과적으로 체인 링크의 최대 응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뿐 만 아니라 피로 수명의 측면에서도 평균 응력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피로 수명 측면에서도 부담을 주게 된

다. 이렇듯 파단 하중의 70% 수준까지 직접 재하하는 현행 체

인 시험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도입되는 면내/면외 휨강성 특성 및 장력의 크기 효과 

분석

Fig. 15는 계류 체인에 작용하는 인장력에 따른 링크 사잇

각 - 휨모멘트(
 _, 

_) 관계를 하

중-변위곡선의 형태로 나타낸다. 작용하는 인장력이 클수

록 동일 사잇각에 대한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크게 나타남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축력이 증가할수록 마

찰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도입되는 휨강

성 역시 커짐에 따른 것이다.

Fig. 16은 각 거동에 대해 도입되는 휨강성(단위: deg)

을 링크에 작용하는 인장력에 대해 표현하는데, 작용하는 인

장력이 증가할수록 링크 마찰면에 도입되는 휨강성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면내/면외 방향의 휨강성을 직접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면

내 휨강성이 동일 조건에 대해 면외 휨강성보다 크게 나타난

다. 이는 각 휨강성에 대해 마찰에 대한 휨강성 뿐만 아니라 

링크 자체의 휨강성 역시 기여함에 따른 것으로, 링크의 구

조 특성 상 면내 방향 휨강성이 면외 방향 휨강성보다 크므로 

결과적으로 사잇각-휨모멘트 관계에서의 휨강성은 면내 방

향 휨강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동일 사잇각 발

생 시 체인 링크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의 측면에서는 면외방

향에 대한 체인 링크 자체 휨강성이 작기 때문에 면외 방향 

Fig. 13. Location for checking the residual stress after proofloading-

unloading analysis

(a) center section

(b) corner section

Fig. 14. Distribution of the residual stress at the specific surfaces 

after proofloading-unload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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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시 더 크게 발생한다. 이는 후속절의 응력 평가 부분에

서 잘 나타난다.

 

3.4 체인링크 간 면내/면외 휨거동에 대한 마찰면 마찰

계수의 효과 분석

Fig. 17은 마찰면에서의 마찰계수가 면내 및 면외방향 휨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먼저, 변형이 작은 구간, 즉 

변형이 진전되는 초기에서 하중-변위곡선 상의 기울기 차이

는 마찰계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

장력이 도입되어 링크 간 락킹 상태에서는 마찰면의 특성은 

전체 거동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미끌림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의 하중-변위곡선의 기울기는 마찰계수

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

(a) OPB

(b) IPB

Fig. 17. Effect of friction coefficient of the contact surface 

(applied tensile force: 3,000kN)

(a) OPB

(b) IPB

Fig. 15. 
 curves for interlink OPB/IPB behavior 

(friction coefficient=0.7)

Fig. 16. Induced bending stiffness at the contact surface (friction 

coefficien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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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마찰계수에 따라 미끌림 (slip)의 발생 시점에 차

이가 나타남에 따라 마찰면에서의 마찰계수가 클수록 링크 

간 상대회전운동의 시점이 늦춰져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

잇각 발생 시 링크에 도입되는 휨모멘트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5 체인링크 간 면내/면외 휨거동에 대한 체인링크 시험

과정의 영향

Fig. 18은 체인의 시험과정이 체인 링크의 면내 및 면외방

향 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에 잘 나타

난 대로 시험 시 고려하는 시험하중 크기에 따라 체인링크 휨

거동이 명확히 달라지는데, 더 큰 시험하중을 겪은 체인 링

크가 상대적으로 큰 초기 휨강성을 갖고, 이에 따라 동일 사

잇각 발생 시 더 큰 휨모멘트를 받는다. 이는 앞서 검토한대

로 시험단계 후 링크 접촉면에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이것이 

체인 링크 간의 락킹을 더욱 공고히 함에 따른 것으로, 본 해

석결과는 시험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성변형이 체인 링크접촉

면에 도입되는 휨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

한다. 부유식 구조물의 지속적인 회전 운동에 따른 계류 체

인 링크의 회전 운동이 발생할 때 과도한 휨강성은 결과적으

로 부가적인 휨응력을 유발하여 체인 링크의 피로 수명에 큰 

부담을 야기하므로 현행 체인 링크의 시험방법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해석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4. 체인 링크의 면내/면외 휨거동에 따른 발생 
응력 검토

Fig. 19(a)와 (b)는 체인 링크의 면 외 및 면 내 방향 사잇

각 발생 시 체인 링크에 발생하는 최대 주응력의 분포를 나타

내고 응력 검토 결과를 토대로 Fig. 20과 같이 각 거동 시 최

대 주응력 발생 위치를 도출하였다. 사실 최대 응력은 링크 

간 직접 접촉 구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나, 이는 근본적

으로 지압에 의한 압축응력 성분이고 이는 피로 거동에 있어

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구

간을 제외하고 최대 주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도출하였다. 

(a) OPB

(b) IPB

Fig. 18. Effect of the proofloading-unloading test (applied tensile

force = 3,000kN, friction coefficient = 0.7)

(a) OPB

(b) IPB

Fig. 19. Maximum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due to OPB/IPB 

behavior (applied tensile force: 3,000kN, friction coeffi-

cient: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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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ig. 20의 면외방향 휨거동에 의한 응력이 최대인 위치

는 Jean et al.(2005)에서 언급된 Girassol buoy의 계류 체

인 피로파괴 위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1은 Fig. 20에 표기된 각 거동에 대한 최대 응력 발

생 위치에서의 사잇각 증가에 따른 면내/면외방향 휨거동 시 

발생응력(최대 주응력)을 표현한다. 전반적으로 Fig. 15의 

하중-변위곡선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체인 

링크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클수록 동일 사잇각에 대한 발생 

응력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앞선 휨강성 및 휨모멘트 비

교에 있어서는 면내 방향의 휨거동 시 더 크게 나타났으나, 

응력은 체인 링크 자체의 휨강성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면외

방향 거동에 대한 응력이 면내 방향 거동에 대해 두 배 이상

의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9의 면외방향 

휨응력에 대한 위험 위치는 인장력에 대한 응력집중 위치와 

상당히 근접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부유식 플랫폼의 운동에 

대해 계류 체인의 장력 및 상대회전각이 변화하는데, 이에 

대한 변동 응력에 대한 피로 손상은 면외방향 휨거동에 대한 

최대 응력 발생 구역에서 누적된다. 부유식 구조물은 환경하

중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동하므로 계류 체인의 설계에 있어

서 인장력에 의한 축응력의 변동성분 뿐만 아니라 면내 및 면

외방향 휨거동에 의한 응력의 변동성까지 고려하여 피로 수

명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시험 하중의 재하 및 제거를 통한 검사과정을 거친 

계류 체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장력을 받고 있을 때는 링크 

간 접촉면에서는 면내 및 면외방향 휨강성이 도입되고, 이 

접촉면에서 사잇각이 발생할 때 링크에는 회전방향에 대한 

휨모멘트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응력 역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세 해석을 통해 계류 체인의 면내 및 면외방향 휨거동

에 대한 휨강성 및 휨응력 크기 및 최대 휨응력 발생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계류 체인에 작용하는 장력 

와 사잇각 를 변수로 하는 면내/면외 휨응력식을 회귀분석

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즉, 본 해석기법은 결과적으로 계류 

체인의 휨거동을 고려한 피로손상도 평가에 있어서 동적 면

내 및 면외방향 휨거동에 의해 유발되는 응력 평가에 활용될 

(a) plan view

 

(b) ISO view

Fig. 20. Hot-spot for OPB-IPB induced stresses

(a) OPB

(b) IPB

Fig. 21.  -OPB/IPB induced stress curves at the hop spots 

(friction coefficien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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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해석기법을 포함한 계류 체인의 피로손상도 평

가의 절차는 Fig. 22와 같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강한 인장력

을 받을 때 접촉하고 있는 계류 체인 링크 간의 휨거동에 대

해 연구하였다. 본 해석을 통해 링크 간 사잇각이 발생할 때 

링크 접촉면에 도입되는 면내 및 면외방향 휨강성과 휨모멘

트 그리고 이에 따라 유발되는 체인 링크에서의 응력을 분석

하였고, 체인 링크에 작용하는 인장력, 마찰면 마찰계수 그

리고 체인 링크의 시험과정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본 해석기법을 이용하면 접촉하는 체인 링크에 도입되는 

휨강성 및 응력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 해석기법

을 통해 체인 링크의 직경 및 형상(stud/studless) 그리고 

재질(steel grade)가 면내 및 면외 휨거동에 미치는 영향 분

석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석 결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사잇각과 인장력을 

변수로 갖는 체인 링크의 면내/면외방향 휨강성과 응력 집중

계수 그리고 응력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휨강성 수식은 

부유식 구조물-계류선 및 라이저의 전체계 해석 시 계류 체인 

간의 회전강성모델에 바로 적용하면 Bureau Veritas(2014)[8]

에서 권장하는 면내 및 면외방향 휨 특성을 고려한 계류선의 

유체-구조해석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응력 추정식

은 전체계 해석에서 도출되는 시간이력 인장력 및 링크 간 사

잇각 결과를 입력 값으로 하여 링크의 hop-spot에서의 피

로수명 분석을 위한 시간이력응력 추정에 바로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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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부유식 구조물의 위치 제어를 위한 계류 체인 링크의 휨 거동에 대해 다룬다. 일반적으로 체인 구조는 링크 간 연결조건

에 따라 축력만 전달하는 구조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체인에 강한 인장력이 작용할 때, 접촉하는 두 링크 간의 마찰력에 의해 휨 강성이 

도입되게 된다. 특히, 부유식 플랫폼의 계류선은 강한 인장력이 유지되는데, 물리적으로는 긴장 상태에 있는 체인 링크 간 접촉면에 마찰특성

에 의해 휨 강성이 도입되면 환경하중을 받는 플랫폼에 회전 운동이 발생할 때, 계류선에도 회전 변위를 일으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설계 

시 고려하지 못한 휨모멘트 및 휨응력이 체인에 작용하게 된다. 실제 2005년 Girrasol Buoy 플랫폼의 해상 설치 후 5개월 만에 파손된 

계류 체인의 사고 조사 시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휨 거동에 의한 부가 피로손상 누적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긴장상태에 있는 체인에 도입되는 휨 강성 및 휨 응력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핵심용어 : 계류 체인, 마찰, 응력집중, 비선형해석, 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