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공학회지 제31권 제6호, pp 397-404, 2017년 12월 / ISSN(print) 1225-0767 / ISSN(online) 2287-6715

1. 서    론

최근 육지와 도서간 혹은 국가와 국가를 잇는 전력망과 해상

풍력단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해저케이블

(Submarine cabl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해저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세계 해양을 연결하

여 위성통신과 함께 통신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저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육상에 비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가동 중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

다. 특히 해저케이블의 외력에 의한 손상 중 가장 큰 위해요인

은 어로 활동으로 그중 70% 정도가 크고 작은 어선의 앵커로 

인해 수심 20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Jung et al., 

2007). 그 사례로 2006년 제주도와 해남을 잇는 해저케이블이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제주도 전역에 정전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선박용 앵커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해저케

이블은 안강망 조업 및 새우조망과 같은 어구활동이 활발한 지

역과 선박 통행량이 많은 주 항로에 설치되어 사고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해저케이블뿐 아니라 해저파이프라인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도 앵커의 끌림 및 저인망 어업활동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Liu et al., 2013). 또한 Det norske veritas(DNV) RP-107

에 따르면, 해저에 설치되는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에 대해 손상

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정의하고 설계 시 이들을 고려하도록 권

장하고 있으며, 그중 선박용 앵커를 중대한 위험요소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케이블의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및 환경

오염,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의 예방을 목적으로 해양 설비

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안전 규제가 요구된다(DNV, 

2010). 

따라서 해저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충돌 외력으로부터 케이블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

해 해저지반(Seabed)을 굴착하여 매설하는 트렌칭⋅백필링

(Trenching and backfilling)시스템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락범

(Rock-berm)과 보호구조물로 피복하는 등의 다양한 보호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보호공법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앵커 충돌 및 끌

림에 의한 원통 연결 보호구조물의 최대 응답 해석(Woo and 

Na., 2010)과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기법을 이용하여 

해저지반이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락범에 대한 낙하하는 앵커의 

충돌 시뮬레이션(Woo et al., 2014)이 수행되는 등 보호공법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실제 

조업 시 사용되는 앵커와 운항하는 선박의 앵커는 낙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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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보다 끌림에 의한 충돌을 더 큰 위해요소로 분류하고 있

다(DNV, 2010). 그러나 해저지반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앵커 

끌림에 의한 충돌 안정성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에 따른 보호

공법인 락범 설계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반과 앵커 그리고 보호공법인 

락범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앵커의 끌림을 고려한 락범 설계

를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박으로부터 투하된 앵커가 

조류 및 앵커 회수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되는 끌림으로 인해 

해저지반 내 매설된 케이블과 충돌하면 케이블은 파괴 및 오작

동이 예상되므로 안전하지 않다는 해석상 설정을 하였다. 시뮬

레이션에 사용된 선박용 앵커는 스톡리스 앵커(Stockless anchor)

이며, 사용된 해석 기법은 Abaqus/Explicit의 CEL(Coupled 

eulerian lagrangian)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이용한 끌림 해석

(Dragging analysis)을 실시하여, 끌림에 의해 해저지반내로 앵커

가 침투하는 깊이를 산정하고, 락범으로 보강하였을 때 앵커가 

침투되는 깊이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해저지반 성질에 따른 

안전한 락범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

2.1 CEL기법을 이용한 대변형 해석

FEM(Finite element method)은 토목 및 기초공학 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어져 왔으며, 특히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

한 거동 분석을 모사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

만 앵커 끌림과 같은 대변형(Large deformation)이 발생되는 해

석에는 격자(Mesh)의 왜곡(Distortion) 현상과 접촉면 문제 등으

로 인해 경계조건을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다(Kim and Jeong.,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변형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대체 해석법인 CEL(Coupled eulerian lagrangian)기법을 사

용하여 앵커 끌림 해석을 수행 하고자 한다. 

CEL 기법이란 연속체의 거동을 물체의 좌표 및 시간으로 정

의하여 주로 구조 및 지반 공학의 해석에 사용되는 Lagrangian 

모사법과 공간 좌표 및 시간으로 정의하여 주로 유체역학의 해

석에 사용되는 Eulerian 모사법을 합친 것으로, Eulerian으로 모

사된 영역내의 Lagrangian 요소의 거동을 각 요소의 체적비인 

Fig. 1 Eulerian volume fraction (EVF)

Fig. 2 Finite element modeling using CEL method 

EVF(Eulerian volume fraction)로 나타내며, Fig. 1(ABAQUS user's 

manual)과 같이 각각의 Eulerian element는 물성이 채워져 있는 

비율로 표현된다. 이러한 Eulerian 모사법의 장점을 바탕으로 대

변형에 대한 비틀림이나 왜곡 없이 해저지반 대변형에 의한 앵

커 거동 모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CEL기법을 이용한 대변형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며, CEL해석기법의 대변

형 해석적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Qiu et al., 2011). 또한 

CEL기법을 적용하여 락범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형앵

커 끌림의 영향에 관한 Case별 수치해석 연구(Zhao and Liu., 

2015)등이 수행되었다.

2.2 유한요소 모델링

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을 위해 Abaqus/Explicit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해저지반과 락범을 Eulerian으로 모델링하고, 앵커

와 앵커를 연결하는 체인은 Lagrangian으로 모델링 하였고, 약 

25만개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경계조건 설정은 모델링된 해저

지반 하단부의 법선방향(Y축) 변위와 모델링된 해저지반 옆면

의 접선방향(X, Z축) 변위를 구속하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앵커는 10.5ton의 스톡리스 앵커(Stockless anchor)를 선정하여

(SPS-KSA-V3311-5978, 2014) Fluke의 최대 각도인 42°로 모델링

Fig. 3 Shape of stockless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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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the stockless anchor

L
[m]

F
[m]

B
[m]

H
[m]

P
[m]



[°]

10.5
[Ton]

3.13 1.65 0.9 2.52 1.11 42

Fig. 4 Modeling of the chain and connecting type

하고 강체(Rigid body)로 설정하였으며, 형상은 Fig. 3에 나타내

었고 앵커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앵커 체인(Anchor 

chain)은 Fig. 4와 같이 각각의 체인을 강체로 모델링 한 후 체

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Link type의 wire로 연결하여, 연결부의 

회전을 제어하는 설정을 적용하였다. 

해석의 단계(Analysis step)는 1단계에서 해저지반의 초기 토

압을 고려하기 위해 중력을 적용하여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였

고, 2단계는 앵커 체인을 해저지반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

였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앵커 체인 연결부 제일 끝 부분에 속

도를 주어 앵커가 끌릴 수 있게 설정하였다. 

또한 해저지반은 느슨한 모래(Loose sand)와 조밀한 모래

(Dense sand) 그리고 연약점토(Soft clay) 총 3가지를 고려하였으

며, 변형이 가능한 탄소성체(Elastic-plastic)로 해석에 사용된 해

저지반 및 락범에 적용되는 역학적 물성은 다양한 항복기준

(Failure criteria)중 재료의 파괴 시 응력이 응력원의 포락선으로 

나타나는 Mohr의 파괴 기준과 점착력(Cohesion, c)과 내부마찰 

각(Friction angle, )의 강도정수를 포함한 직선관계를 갖는다는 

Coulomb의 기준을 합성한 Mohr-Coulomb 구성모델을 적용하여 

락범과 해저지반을 조성하였다. 일반적인 Mohr-Coulomb의 항복

기준을 Fig. 5에 나타내었고, 적용된 해저지반과 락범의 역학적 

물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Das, 2009).

Fig. 5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eabed and rock-berm


[kg/m3]



[°]
c

[kPa]

Soft clay 1611 0.01 5.9

Loose sand 1952 29.2 0.5

Dense sand 2020 36 0.5

Rock-berm 2650 48 0.05

Fig. 6 Settings required for dragging simulation

3. 해석 시나리오 설정

3.1 해석 시나리오 설정

앵커 끌림 수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해 끌림 시나리오

에 대한 설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앵커는 해저지반에 

침투하여 해양에서 선박 및 구조물을 정점에 계류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다양한 해양환경과 선박의 제원에 의해 끌림

에 관한 기준 설정이 모호하다. 따라서 Fig. 6과 같이 모든 설정

의 추론 값과 가정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자 한다.

3.2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선행해석

앵커 끌림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락범으로 보강되지 않은 해

저지반에서의 앵커 초기 침투깊이(Initial penetration)설정, 앵커 

끌림 속도(Drag velocity) 및 끌림 각도(Drag angle) 설정, 그리고

Fig. 7 Settings values considered for the preced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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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와 락범의 이격거리(Anchor- rock-berm distance)설정을 위한 

선행해석을 실시하였다. 선행해석에서 고려된 설정 값들을 Fig. 

7에 나타내었으며, Fig. 7과 같이 먼저 앵커의 초기 지반 침투깊

이에 대한 설정은 앵커가 낙하(Drop)하여 해저지반에 충돌 시 

해저지반의 변위는 0.074m ~ 0.351m까지 지반 물성치와 앵커의 

중량에 따라 결과 차이를 보였으며(Shin and Seo., 2017), 해저지

반에 나타나는 변위가 곧 앵커가 지반에 침투되는 깊이가 된다. 

또한 단단한 지반일수록 앵커가 침투되는 깊이는 얕을 것이며, 

앵커가 낙하되어 해저지반에 안착 후 앵커는 지반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게 침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 침투깊이 설정을 위해 앵커 Fluke(Fig. 3의 F)이 

해저지반에 침투해 있는 상태(P1)와 Fluke의 1.5배(P2), 0.5배(P3)

의 초기 침투깊이를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둘

째로, 침투되어 있는 앵커가 끌리는 속도와 각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앵커가 끌리는 속도 및 각도에 따라 해저지반내로 침

투하는 깊이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hao and Liu., 2015), 본 

연구에서는 앵커 끌림 속도에 따른 비교를 위해 통상 선박이 앵

커를 회수하는 속도와 비슷한 2m/s(V1), 1.5m/s(V2), 1m/s(V3)로 

설정하였고 또한 끌림 각도를 0°(A1)과 30°(A2)를 비교하여 해

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앵커와 락범의 이격거리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선행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이격거

리를 산정하였다. 앵커 침투깊이 측정은 각 Case별 끌림 시 앵

커 최하단부인 Fluke 끝부분 Node point의 궤적을 추적하여 산정

하였다. 또한 본 절의 선행 해석은 앵커 끌림에 의한 락범 설계 

해석 시 적용돼야하는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진행되었으므로, 

선행 해석에서 고려한 해저지반은 3가지로 분류된 지반 물성치 

가운데 중간의 강도를 갖는 느슨한 모래를 사용하였다. 

3.3 선행해석 결과 분석 및 시나리오 결정

먼저 끌림 각도를 설정하기 위해 초기 침투깊이의 P1과 끌림 

각도 A1, A2에 따른 끌림 속도 별 지반 침투깊이 결과를 Fig. 

8(a)에 나타내었다. 끌림 각도에 따라 앵커가 지반내로 침투하는 

깊이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설

정 값을 사용하여 락범 설계를 하고자 끌림 각도는 A1으로 결

정하였다. 또한 초기 침투깊이와 끌림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끌

림 각도 A1을 적용한 초기 침투깊이 P2, P3에 따른 끌림 속도별 

앵커의 지반 침투깊이 결과를 Fig. 8(b), (c)에 나타내었다. 결과

를 보면 앵커의 초기 침투깊이 설정을 변경 할수록 끌림에 의한 

침투깊이는 끌림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끌림 거리 8m 

이상에서의 초기 침투깊이 P1, P2, P3에 대한 오차율은 2~5% 대

(a) (b) 

(c) (d)

Fig. 8 Preceding simulation results of anchor trajectory at different initial penetration, drag velocities and dra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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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끌림 속도

는 V1일 때는 얕게 침투 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끌림 거리 8m 이상의 거리에서 속도 V2와 V3의 결과비교 시 

전체적으로 3~6%대로 속도에 의한 차이 또한 비교적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앵커의 초기 침투깊이는 Fluke이 해저지반에 완전 침

투해있는 상태(P1)로, 끌림 속도는 1.5m/s(V2)로 결정하였다. 앵

커와 락범의 이격거리는 Fig 8(a) P1의 결과와 Fig 8(b) P2의 결

과의 경우 앵커 끌림에 의해 침투깊이가 점차 얕아지고 끌림 거

리 8m 이후 침투깊이가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끌림 

거리 8m 이전 해저케이블과 충돌해야 보수적인 설정임을 나타

내고 있다. 반대로 Fig 8(c) P3의 결과는 앵커 끌림에 의해 침투

깊이가 점차 깊어지고 끌림거리 8m 이후 침투깊이가 일정해지

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끌림거리 8m 이후 해저케이블과 충돌

해야 보수적인 설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침투깊이가 일

정해 지는 끌림 거리를 반영하여 앵커와 락범의 이격거리는 8m

로 결정 하였다.

4. 락범 설계를 위한 해석

4.1 락범 단면 설계

앵커가 끌리면서 해저지반에 매설되어있는 케이블에 부딪히

면 케이블은 끊어지며 파괴 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공법으로 매설된 해저지반 

상부에 락범을 시공하여 보강한다. 앵커가 체인과 함께 끌릴 때 

락범 보강 효과에 의해 해저지반 내로 침투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으며, 락범 보강높이 변경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질 것이

다. 따라서 락범 설계를 위해 먼저 유한요소 모델링은 사석으로 

구성되는 락범의 경우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 기법

과 DEM(Discrete element method)와 같은 개별적인 Particle로 모

델링 하여 락범 거동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

용 프로그램들은 CEL 기법과 위 두 모델링 기법 간의 연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락범 보강 효과에 의한 

앵커의 해저지반 침투깊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락범을 해저

지반과 같은 Eulerian으로 모델링 하였다. 설계 검증을 위한 락

범 단면을 Fig. 9에 나타내었으며 적용된 물성치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Fig. 9와 같이 락범 하단부 길이는 3절에서 결정된 앵

커와 락범의 이격거리(8m)와 동일한 길이로 설정하였고, 상부 

길이는 2m로 고정하였으며, 폭은 모델링된 해저지반의 폭과 맞

추어 20m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락범 높이를 3가지(0.5m, 1.0m, 

1.5m)로 변경하며, 결정된 해석 시나리오에 따라 해저지반의 물

 

Fig. 9 Cross-section of rock-berm modeling

성치 별 설계된 락범 단면 검증을 위한 앵커 끌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4.2 락범 설계 단면 검증을 위한 앵커 끌림 해석

먼저 선행 연구로써 결정된 앵커 끌림 해석 시나리오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앵커와 락범의 이격거리 8m, 초기 앵커 침투

깊이는 Fluke 깊이(1.11m)만큼이며, 앵커 끌림 속도를 1.5m/s, 앵

커 끌림 각도는 0°로 적용하였다. 여기서, 앵커와 락범의 이격거

리는 끌림 시 앵커의 최하단부인 Fluke의 끝부분 Node point와 

락범이 시작되는 부분 사이의 거리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

구와 동일하게 해석을 3단계로 설정하고, 3가지 해저지반 물성

치(연약점토, 느슨한 모래, 조밀한 모래) 별 3가지 락범 타입

(0.5m, 1.0m, 1.5m)에 따른 해석 case를 설정하였다. 

실제 매설된 해저케이블 상부에 락범이 보강되며, 앵커 끌림 

시 매설된 해저케이블에 의한 해저지반이 끌림에 저항하는 힘 

및 변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적을 것

으로 판단되어 해저케이블의 모델링은 배제하고 락범으로 보강

되는 정중앙부 아래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고 가정하였고, 설

계된 락범 단면 검증을 위해 앵커 Fluke 끝부분 Node point의 궤

적을 추적하여 락범 정 중앙부 하단에 앵커의 끌림에 의한 침투

깊이를 산정하였다.

Fig. 10 Scenario of anchor dragging analysis 

Table 3 Analysis case

Simulation case Seabed type Rock-berm heights[m]

S00 Soft clay 0

S05 Soft clay 0.5

S10 Soft clay 1.0

S15 Soft clay 1.5

L00 Loose sand 0

L05 Loose sand 0.5

L10 Loose sand 1.0

L15 Loose sand 1.5

D00 Dense sand 0

D05 Dense sand 0.5

D10 Dense sand 1.0

D15 Dense san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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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 결과 및 분석

본 결과에서 해저지반 물성 종류와 락범 설계 단면에 따른 해

석 Case를 Table 3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의된 해석 Case의 앞 

대문자는 분류된 해저지반 물성치의 앞 대문자를 인용한 것 이

며, 뒤 숫자는 설계된 락범 단면의 높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L10은 느슨한 모래의 해저지반에서 락범 높이 1.0m일 때의 해

석 Case를 의미하고 대문자 뒤 00으로 설정된 Case는 락범이 보

강되지 않은 Case이다. 

해저지반 물성이 연약점토에서의 락범 높이 변화(S05, S10, 

S15)에 따른 앵커 끌림에 의한 궤적과 락범 정 중앙에서의 침투

깊이에 대한 해석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해

저지반 성질이 연약점토이고, 0.5m의 락범이 보강되었을 때, 락

범 정 중앙에서의 앵커 침투깊이는 –1.29m로 해저면 기준 아래

(-)로 침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락범의 보강 효과에 의해 앵커 

끌림 시 침투하는 깊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된 락범 높이의 최대인 1.5m의 락범이 보강되

어도 앵커가 침투하는 깊이는 해저면 기준 아래(-)값이 나타났

(a) S00 

(b) S05 

(c) S10 

(d) S15 

Fig. 11 Results of anchor penetrat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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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락범 정 중앙에 0.13m 이하로 매설된 케이블의 경우 

앵커 끌림에 의해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락범의 정 중앙을 지난 후 앵커가 끌림에 의해 해저지반에 재 

침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0°의 각도로 일정하게 끄는 보

수적인 시나리오 설정에 의한 효과로 판단된다. 

모든 Case에 대한 해석 결과를 Fig. 12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결과를 보면 설계된 락범 높이의 증가에 따른 앵커 침

투깊이 감소율이 조성된 해저지반 물성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연약점토는 약 52%, 느슨한 모래는 약 137%, 조밀한 모래는 약 

126%씩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단단하게 조성된 해저지

반일수록 앵커가 침투하는 깊이에 대한 차이를 보였고 실제 느

슨한 모래로 조성한 해저지반과 조밀한 모래로 조성한 해저지

반에서 락범으로 보강 되지 않았을 때 앵커 침투깊이 결과가 –
1.78m와 –0.439m로 75%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해저케이

블이 묻혀있는 해저지반의 성질에 따라 락범 보강을 달리 적용

해야 과다 설계 혹은 과소 설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해저지반에 매설된 해저케이블을 앵커 끌림에 의한 

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락범을 설계하고, 대변형 해석이 가

능한 Abaqus/Explicit의 CEL기법을 적용한 수치 해석적 모형실

험을 실시하였다. 

앵커는 10.5ton 스톡리스 앵커를 선정하였으며, 끌림에 의한 

락범 설계 검증 해석을 위해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시나리오 설

정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한 해저

지반을 모델링 하여 락범으로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앵

커 침투깊이, 앵커 끌림 속도 및 각도에 대한 변수들을 변경하

며 앵커의 궤적을 추적하여 침투깊이를 산정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매우 보수적인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초기 

앵커 침투깊이는 앵커 Fluke의 길이(1.11m)로 결정되었으며, 앵

커의 끌림 속도는 1.5m/s, 각도는 0°로, 그리고 앵커와 락범의 이

격거리는 8m로 결정 되었다. 

다음으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락범 단면을 하단부 길

이는 앵커와 락범의 이격거리인 8m, 상부 길이는 2m이며, 높이

를 0.5m, 1.0m, 1.5m의 3가지 타입으로 설계 하였다. 또한 연약점

토, 느슨한 모래, 조밀한 모래로 조성된 3가지 해저지반에서의 

설계된 락범 단면을 검증 하는 해석을 수행하고, 락범 정 중앙에

서의 앵커 침투깊이를 산정하여, 설계된 락범을 검증 하였다.

설계된 락범 검증 해석 결과 모든 해석 case에서 락범 적용에 

의해 보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락범이 보강되지 않았을

때 연약점토로 조성된 해저지반과 조밀한 모래로 조성된 해저

(a) Soft clay (b) Loose sand

(c) Dense sand

Fig. 12 Results of anchor penetrat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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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에서의 침투깊이 차이가 75%로 해저지반이 단단할수록 앵

커 끌림에 의한 침투깊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연약점토에서는 설계된 락범의 최대 높이인 1.5m를 보강하

여도 락범 정 중앙 에서의 앵커 침투깊이가 –0.13m로 해저지반 

아래(-)로 침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해저케이블이 0.13m 

이하로 매설된 경우 추가적인 락범 보강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느슨한 모래로 조성된 해저지반의 경우 1.0m 높이로 

설계된 락범 적용 시 락범 정 중앙에서의 앵커 침투깊이가 해저

지반 +0.28m로 침투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1.0m의 높이

로 락범을 보강하면, 해저케이블의 매설된 깊이에 상관없이 충

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밀한 모래로 조

성된 해저지반의 경우 0.5m 높이로 설계된 락범 적용 시 안전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약점토에서는 1.5m 이상, 느슨한 모래에서는 1.0m, 

조밀한 모래에서는 0.5m의 락범 높이를 적용해야 매설된 해저

케이블이 앵커 끌림에 의한 충돌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향후 앵커 끌림 실내실험에 의한 해저지반 침투깊이를 산정하

고, 앵커 낙하에 의한 충돌 실내실험을 실시하여 락범 설계에 

관한 앵커 낙하(Drop) 및 끌림(Drag)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다.

후    기

본 연구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산업핵심기술과제 

“ARC7 극지환경용 해양플랜트 내빙구조 설계기술 개발 (10063417)”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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