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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 플랫폼과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모델의 운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물 크기 그대로의 설계 모델을 이용한 실

험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수행하거나 축소한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실험을 실시한다. 그러나 수치해석은 많

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 해석의 결과가 실제 구

조물의 운동 특성을 정확히 구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문

제의 단순화 및 계산 시간 단축을 위하여 선형 포텐셜 이론에 

기반한 수치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비압축성 및 비점성 유체, 

비회전성 유동을 가정하고 다양한 비선형 효과들을 무시한다. 

따라서 모형실험을 함께 수행하고, 수치해석의 결과와 비교하

여 수치해석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Chan 

et al.(1995)은 선박의 횡동요(Roll) 운동에 영향을 주는 감쇠력 

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수치적 방법을 제시하면서 선형과 2차의 

감쇠력을 합한 모델, 그리고 선형과 3차의 감쇠력을 합한 모델

을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Takaki and Tasai(1973)는 빌지킬(Bilge keel)이 부착된 모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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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이용하여 강제 동요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수치적으로 모

사할 때, 3차의 감쇠항을 더하면 더욱 근접한 횡동요 응답을 얻

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Dalzell(1978)은 선박의 횡동요 응답

에 적합한 비선형 모델 중 해석적인 접근이 유리한 선형과 3차

의 혼합된 감쇠 모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선박의 횡동요 감쇠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 져 왔

으며, 비선형 감쇠항의 수치적 해법 제시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가 다수의 폰툰(Pontoon) 및 수직, 수평 방

향 브레이스(Vertical or horizontal braces)로 이루어진 초대형 반

잠수식(Semi-submersible) 해양 플랫폼의 거동에 적합한 감쇠모

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6자유도 자유감쇠 거동을 수치해석을 통

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모형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선형 포텐

셜 이론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적절한 감쇠모델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선형 및 2차 감쇠와 같은 다양한 감쇠 모델을 적용

하여 실제 플랫폼의 운동 특성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감쇠 모델을 결정하였다. 또한 감쇠모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플랫폼의 운동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도가 작용하는 

해상 환경 하에서 3시간 동안의 부유체-계류 시간영역 연성해

석을 수행하고, 플랫폼의 운동 응답을 통계분석 하였다.

2. 해석 방법

2.1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해석에 사용한 반잠수식 플랫폼은 Fig. 1과 같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에서 제안한 부유식 해상 풍력-파력 복합

발전 플랫폼이다(Kim et al., 2015). 본 플랫폼이 설치될 대상 해

역은 제주도 서부의 차귀도 근방으로 수심은 80m로 가정하였

다. 플랫폼의 4개의 주 기둥(Column) 위에는 각각 3MW급 풍력

발전기가 1기씩 설치되어 있으며, 플랫폼의 각 면마다 6기의 파

력발전장치(Wave energy converter, WEC)가 설치되어 있다. 플

랫폼의 하부구조물은 반잠수식 구조물로써 Fig. 2와 같은 다수

의 세장체로 구성되어 있다. 

파도의 영향 하에서 플랫폼의 동적 거동을 수치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전체 플랫폼 중 수면 하부에 위치한 주 기둥, 폰툰, 

수직 및 수평 방향 브레이스, 원통형의 파력발전장치가 Fig. 2와 

Fig. 1 Conceptual design of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Fig. 2 Submerged geometry of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Table 1 Specifications of hybrid power generation platform 

Item Unit Value

Overall platform displacement [kgf] 27,266,000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m] 150

Draft [m] 15

Total WEC weight [kgf] 1,777,000

Mooring load [kgf] 343,000

Center of gravity above keel [m] 15.33

같이 모델링 되었다. 구조물의 유체력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형의 파력발전장치 지지 구조물(WEC guide frame) 등은 

모델링하지 않았다. Table 1은 플랫폼의 제원을 나타낸다. 

Fig. 3은 복합발전 플랫폼의 계류선의 배치를 보여준다. 그림

과 같이 플랫폼의 각 주 기둥마다 2개씩, 총 8개의 현수선으로 

Fig. 3 Mooring line arrangements

Table 2 Specifications of mooring system 

Item Unit Value

Depth to fairleads below mean water level [m] 13

Unstretched mooring line length [m] 500

Chain diameter [m] 0.147

Wet mass density [kg/m] 374

Total number of clump weights [ea] 6

Clump wet weight [kgf] 11,000

Spacing between clump weights [m] 20

Distance from fairlead to clump along the arc [m]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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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되어 있다. 각 계류선에는 6개의 클럼프 웨이트(Clump 

weight)가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계류선의 상세 제원

은 Table 2와 같다.

2.2 감쇠력 해석 

플랫폼의 동유체력 계수 및 파 기진력, 2차 파 기진력은 포텐

셜 유동 기반의 방사/산란 문제 해석용 상용 프로그램인 

WAMIT(Wave analysis at MIT)을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계

산하였다(Lee et al., 1991). WAMIT으로부터 계산된 계수를 이

용하여 플랫폼의 자유감쇠 시뮬레이션 및 시간 영역 운동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는 Orcina사에서 개발한 부유체-계류 연

성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OrcaFlex를 이용하였다(Orcina, 2015). 

WAMIT은 선형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주파수 영역의 

유체력 해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운동 응답 산출 시 

점성의 영향은 무시되며, 일반적으로 방사감쇠력을 제외한 나

머지 감쇠력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형 감쇠의 형태로 추가

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선형 감쇠력은 실제 구조물의 감쇠 경향을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구조물의 운동을 시뮬레

이션 할 때에는 점성 또는 형상으로부터 기인하는 비선형 감쇠

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간영역의 해석을 수행하면 다양한 비선형 효과를 포함시켜 

플랫폼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잠수식 구

조물의 자유감쇠 거동을 OrcaFlex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

다. OrcaFlex는 WAMIT으로부터 계산된 동유체력 계수(부가질

량, 방사감쇠) 및 파 기진력을 이용하여 부유체-계류가 연성된 

시간 영역 운동 해석을 수행한다. 이 때 시간 기억함수(Time 

memory function)로 포함되는 방사감쇠 효과와 더불어 구조물에 

작용하는 추가적인 감쇠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구조물의 운

동 속도에 비례하는 선형 감쇠(Linear damping) 계수 혹은 속도

의 제곱에 비례하는 2차 감쇠(Quadratic damping) 계수를 이용하

는 방법이 있다. 선형 감쇠와 2차 감쇠를 각각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두 가지 감쇠력을 동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선형 감쇠와 2차 감쇠는 각 운동 모드에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부유체의 6자유도 운동 모드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

으로 감쇠 계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형 또는 2차의 감쇠 모델 이외에도 세장체로 이루어진 개

별 부재(폰툰, 브레이스 등)에 대해 각각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항을 이용하여 감쇠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다. 플랫폼을 구성하

는 개별 부재에 작용하는 항력을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항을 

이용하여 각각 산출 한 뒤, 이를 플랫폼에 작용하는 등가의 합

력 및 합모멘트로 변환하여, 플랫폼의 6자유도 운동 방정식에 

외력으로 입력한다.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항을 이용한 감쇠 모델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세장체의 형상에 따라 개별 세장 부재에 적절한 항력계

수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을 통하여 얻은 플

랫폼의 자유감쇠 경향을 잘 따르도록 개별 부재에 대해 적절한 

항력계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플랫폼의 운동 

해석 시 수많은 개별 부재에 대해 일일이 모리슨 방정식을 적

용하여 항력을 계산해야 하므로 수치 시뮬레이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실제 모델과 비슷한 운동 결과를 얻기 위한 감쇠력을 결정하

기 위해서는 실험으로부터 계측된 자유감쇠의 결과와 자유감쇠 

수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하며 선형 감쇠 계수, 2차 감쇠 

계수 혹은 항력을 계산하기 위한 개별 부재들의 항력계수를 찾

아야 한다(Robertson et al., 2014). 또한 세 가지 감쇠 모델 중 필

요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모델을 조합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3. 감쇠 모델에 따른 자유감쇠 실험

본 연구의 모델인 반잠수식 구조물의 운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치 해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 해석은 많

은 가정을 기반으로 물리적인 모델을 단순화 시켜 해석을 진행

하기 때문에 실제 구조물의 운동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해석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여

러 감쇠력 중 방사 감쇠력을 제외한 감쇠력을 수치적으로 계산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모형실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감쇠 모델을 찾고 이를 수치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야 한다.

본 구조물에 대한 자유감쇠 수리모형 시험이 설계 모델의 

1/50 비율로 축소된 모형을 이용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서 수행되었으며, 이 결과를 수치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

여 Fig. 4에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감쇠 계수 및 항력 계수를 선

정하기 위하여 실험의 결과와 초기 변위를 동일하게 한 후, 첫 

번째 운동 주기에서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감쇠 계수 또는 항력 계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구조물

의 운동 속도가 큰 초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감쇠 계수를 선

정하였기 때문에 속도가 작은 운동에서의 감쇠력을 추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각 감쇠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험의 결과와 정량적으

로 값을 맞추기 위하여 정밀한 계수를 선정하기보다 각 감쇠 

모델이 실험 결과의 경향을 얼마나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Fig. 4(a)는 전후동요의 결과, Fig. 4(b)는 상하동

요의 결과, Fig. 4(c)는 종동요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전

반적으로 선형 감쇠 계수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경우에는 

전후동요 및 종동요의 감쇠가 급격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차 감쇠 계수를 적용하거나 모리슨 항력을 이용한 

감쇠를 적용하였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의 결과를 보

다 정확히 재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차 감쇠 모델과 모리

슨 항력 모델 간은 사용된 계수의 차이로 인한 미세한 차이만 

발생하는데 이는 자유감쇠 시뮬레이션이 유체입자의 운동이 없

는 정수 중에서 수행되었고, 정수 중에는 2차 감쇠 모델과 모리

슨 항력 모델 간 등가의 감쇠계수가 적용되면 동일한 감쇠 거

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체입자와 세장 부재 간의 상대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모리슨 항력 모델은 파랑에 의한 유체입자의 

운동이 존재할 경우에 2차 감쇠 모델과 차이를 나타내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자유감쇠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감쇠 모델을 선

정했다 하더라도, 그 감쇠 모델이 반드시 파랑이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도 적합한 감쇠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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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규칙 파랑 중 운동 응답

앞에서 플랫폼의 자유감쇠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플랫폼의 감

쇠 거동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는 감쇠 계수 또는 항

력 계수를 각각의 감쇠 모델에 대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한 감쇠 모델은 정수 중의 플랫폼의 감

쇠 거동을 기준으로 선정 되었으므로 실제 해양 환경에 대한 

플랫폼의 운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규칙 파랑 중 부유

체-계류 연성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Table 3와 

같이 평시 조건(Normal condition), 극한 조건(Extreme condition), 

생존 조건(Survival condition)의 3가지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였다. 설치 대상 해역의 해상환경을 토대로, 평시 조

건은 재현주기 1년, 극한 조건은 재현주기 50년, 생존 조건은 

재현주기 100년의 해상환경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적용하였으

며, 파랑만을 고려하고 바람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파랑스펙

트럼으로써 JONSWAP(Joint North Sea Wave Project)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불규칙파를 생성하였다(Fig. 5). 입사파의 방향은 Fig. 

6과 같이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Table 3 Environmental conditions 

Unit Normal condition Extreme condition Survival condition

Wave

Significant wave height [m] 5.93 11.28 12.88

Peak period [s] 10.81 14.29 15.27

Peak shape parameter (γ) [-] 2.2 2.2 2.2

(a) Normal condition (b) Extreme condition (c) Survival condition

Fig. 5 Wave spectra

(a) Surge (b) Heave

(c) Pitch

Fig. 4 Free decay simulation results(Linear damping, Quadratic damping, Morison drag) compared to free decay test results(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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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ave direction

시뮬레이션 초기에 플랫폼의 과도 응답을 방지하고자 400초 

동안에는 점진적으로 외력을 증가시켰으며, 이후 플랫폼의 운

동 응답을 살펴보고자 10,800초(3시간)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Figs. 7-9는 각각 평시 조건, 극한 조건, 생존 조건에서의 

플랫폼 전후동요(a), 상하동요(b), 종동요(c) 운동 변위 및 운동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운동 변위는 거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일부 구간을 도시하였으며, 운동 스펙트럼은 초기 400초 

동안의 결과를 제외하고 변위의 평균값을 0으로 정규화 하여 

구조물의 동적 성능을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

플랫폼의 전후동요의 경우, 세 가지 조건에서 동일하게 모리

슨 항력을 이용한 감쇠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유체 입자의 운

동과 부재들의 상대속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표류력(Drift force)

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운동 스펙트럼에서도 모리슨 항력

을 이용한 감쇠 모델의 경우, 나머지 두 감쇠 모델의 결과에 비

(a) Surge

(b) Heave

(c) Pitch 

Fig. 7 Platform motion time histories(left) and motion spectra(right) under normal condition



6 Hyebin Lee et al.

해 저주파수 영역에 에너지가 집중되거나(평시 조건, 극한 조

건) 혹은 에너지가 감소한 결과(생존 조건)를 보였다. 상하동요 

운동 스펙트럼의 경우 세 감쇠 모델이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분포를 보였으나, 종동요의 경우 Fig. 4(c)에서와 같이 감쇠 모

델별로 감쇠의 경향이 다소 차이 나므로 운동 응답 결과의 직

접적인 해석은 한계가 있다.

앞선 자유감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플랫폼의 운동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2차 감쇠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에도 항력을 이용한 감쇠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와 비슷한 수준

으로 실험의 결과와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실제 해

상환경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복잡한 

연성 거동으로 인한 항력 효과가 모두 고려되는 모리슨 항력 

모델을 적용하여야 보다 실제와 근접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형 또는 2차 감쇠모델을 사용할 때는 

유속과 구조물 운동의 상대속도 제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속의 제곱에 해당하는 모리슨 항력 영향을 고려하여 시뮬레

이션 하여야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4는 평시 조건, 극한 조건, 생존 조건의 경우에 플랫폼

의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 최대 가속도 값 및 선형 감쇠 모

델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감쇠 모델의 최대 가속도 값의 상대

적 비율을 보여준다. 플랫폼의 상단에는 풍력발전기가 탑재되

고, 풍력발전기의 너셀 부분은 플랫폼의 회전 운동 중심에서 상

당히 이격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큰 가속도가 발생한다. 따

라서 본 시스템과 같이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플랫폼 

운동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가속도 값을 정

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4의 전후동요의 경우 선형

감쇠와 2차 감쇠 모델의 차이는 2%이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나 모리슨 항력 모델의 경우 선형모델에 비하여 최대 가속도

(a) Surge

(b) Heave

(c) Pitch 

Fig. 8 Platform motion time histories(left) and motion spectra(right) under extrem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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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ge

(b) Heave

(c) Pitch 

Fig. 9 Platform motion time histories(left) and motion spectra(right) under survival condition

Table 4 Maximum acceleration of platform 

Normal condition Extreme condition Survival condition

Acc. [m/s2 or deg/s2] [%] Acc. [m/s2 or deg/s2] [%] Acc. [m/s2 or deg/s2] [%]

Surge

Linear damping 0.7175 100.00 0.8660 100.00 0.9765 100.00

Quadratic damping 0.7167 99.89 0.8623 99.57 0.9590 98.21

Morison drag 0.7603 105.97 0.9330 107.74 1.0201 104.47

Heave

Linear damping 0.4418 100.00 0.8986 100.00 0.9496 100.00

Quadratic damping 0.4456 100.86 0.7880 87.69 0.7525 79.24

Morison drag 0.4436 100.41 0.7952 88.49 0.8627 90.85

Pitch

Linear damping 0.4857 100.00 0.8079 100.00 0.9142 100.00

Quadratic damping 0.4772 98.25 0.7363 91.14 0.7491 81.94

Morison drag 0.5806 119.54 1.0617 131.41 1.2860 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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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 조건에 따라 약 4~8% 정도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치 시뮬레이션 수행 시 선택한 감쇠 모델에 따라 

최대 가속도의 결과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2차 감쇠 및 모리슨 항력 모델의 경우 Fig. 4(a)

에서 나타난 자유감쇠 경향은 서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실제 해상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운동 응답은 차

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체입자의 속도를 고려한 상

대속도 제곱 항이 모리슨 항력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

로 해석 할 수 있다. Table 4의 상하동요의 경우 평시조건에서

의 최대 가속도는 감쇠 모델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극한 

조건 및 생존 조건에서는 2차 감쇠 및 모리슨 항력 모델이 선형 

감쇠 모델에 비하여 최대 가속도 값이 다소 작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상하동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Fig. 4(b)에 나타

난 것처럼 2차 감쇠와 모리슨 항력 모델의 자유감쇠 경향은 거

의 일치하였지만 실제 해상조건의 시뮬레이션 결과 운동의 응

답은 다소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의 종동요 최

대 가속도의 경우는 Fig. 4(c)의 자유감쇠 경향이 감쇠 모델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결과의 해석은 무리가 있

으나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감쇠모델을 적용한 운동 시뮬레이션

이 수행되어야만 플랫폼 상부의 다양한 구조물에 작용하는 가

속도에 대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해양구조물의 동적 거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진행할 경우, 일

반적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선형 포텐셜 이론에 기반

한 부유체-계류 연성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선형 포텐

셜이론은 방사감쇠력을 제외하고 해양구조물에 미치는 추가적

인 다양한 감쇠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 해석으로는 실

제 구조물의 운동과 유사한 결과를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조물에 작용하는 다양한 감쇠력을 추가로 적용해 주어야 보다 

정확한 운동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쇠 모델 중 선형 감쇠력, 2차 감쇠력 혹은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항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운동에 미치는 

감쇠력을 실제 실험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였다. 

각 감쇠 모델에 적정한 값을 찾기 위하여 설계 모델의 모형에 

대해 실시한 자유감쇠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운

동 결과를 보이는 감쇠 계수 또는 항력 계수를 선정하였다.

자유감쇠실험의 결과와 감쇠 모델을 적용하여 실시한 자유감

쇠 시뮬레이션 결과를 관찰하면, 2차 감쇠 모델 및 항력을 이용

한 감쇠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선형 감쇠 모델에 비하여 실험

의 결과와 근접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실제 해상 환경 하에서의 각 감쇠 모델에 따른 운동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시 조건, 극한 조건, 생존 조건에 대해 

시간영역 운동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차 감쇠 

모델과 모리슨 항력 모델은 자유감쇠 시뮬레이션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운동 응답을 보였음에도 실제 해상 환경의 시뮬레이

션에서는 두 응답이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리슨 항력 

모델이 구조물의 부재를 관통하는 유체입자 속도와 그 부재의 

운동 속도간의 상대속도를 고려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정밀한 해양 구조물의 거동 예측을 

위해서는 그 구조물의 감쇠 경향을 잘 나타내는 적절한 감쇠 

모델을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적절한 감쇠 모델을 이용

하여 예측된 정확한 구조물의 거동은 구조 신뢰성 검증 및 계

류선의 최적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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