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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해 석유 및 가스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심해역의 탐사 및 

생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Yang and Li, 2011). 따라서 비용이 

저렴한 SCR(Steel catenary riser)은 고온/고압 저항성이 강해 심

해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5; 

Yoo and Joo, 2017). 하지만 초심해(Ultra deep water) 환경에서 

SCR은 과도한 자중과 라이저/지반 상호 접촉으로 인한 피로손

상의 위험으로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라

이저 중간 부분에 부력재(Buoyancy module)를 설치한 SLWR 

(Steel lazy wave riser) 개념이 고안되어 개발되고 있다. SLWR은 

부력재를 통해 라이저의 인장력을 감소시키고 파도에 기인한 

상부 부유구조물의 운동과 라이저를 분리시켜 그 영향을 최소

화함으로써, 라이저/지반 접촉으로 인한 피로손상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Wang and Duan, 2015). 유연라이저에 비하여 경제

적으로 유리한 장점 때문에, SLWR을 심해 석유 및 가스의 생

산과 수송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LWR은 설치되는 부력재에 의하여 Sag/Hog 부분이 형성되

어 장력이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 반면, Sag/Hog 영역에서는 기

하학적 비선형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SLWR의 정적형상 

해석은 라이저 부재의 치수를 결정하는 설계의 중요한 요소이

다. Fig. 1에서는 전형적인 SLWR의 전체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데, 기하학적으로 비선형성과 굽힘강성을 고려한 정확한 정적

형상의 추정이 요구된다. 

라이저의 장력이 굽힘강성 성분에 비하여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하학적 비선형으로 인하여 수치적으로 매우 불안

정하다(Jung, 2005). Wang et al.(2013)은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변형의 SLWR의 정적형상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Ruan et al.(2014)은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탄성지반의 효과를 

고려한 SLWR의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고 OrcaFlex를 이용

하여 검증하였다. 이 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SLWR의 개념

설계, 정적 및 동적 거동, 그리고 라이저/해저지반 상호작용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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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SLWR (Park et al., 2017)

같은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Tahar and Kim, 2003; Ruan 

et al., 2016; Kim, 2016; Park et al., 2017; Park et al., 2018). 

본 논문에서는 동적이완법(Dynamic relaxation method)을 이용

하여 저장력(Low tension) 특성을 나타내며 기하학적 비선형성

이 강한 SLWR의 정적형상 추정법을 개발하였다. Day(1965)에 

의해 제안된 동적이완법은 정적 명시적 비선형 해석법으로 강

성행렬을 직접 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해석 알고리즘이 단순

하고 계산이 빠르다(Lee and Ha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적이완법의 점성 감쇠 정식화를 수치계산에 도입하여 정적해

석을 수행하였다. 집중질량모델(Laumped mass model)을 이용하

여, 라이저 각 절점에 작용하는 장력, 전단력, 중력, 부력 그리

고 라이저/지반 접촉력이 반영된 정적 평형식을 구성하였고 이

를 통해 라이저의 유연 구조를 반영였다. 각 절점의 직접강성으

로부터 정의된 가상질량을 통해 수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Barnes, 1994; Hüttner et al.,2015). 수치검증을 위하여 굽힘강성

과 부력재의 크기와 같은 SLWR의 주요제원의 변화에 한 다

양한 조건의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제원 변화에 따른 SLWR

의 특성을 확인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인 OrcaFlex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2. SLWR 정적 평형 해석을 위한 집중질량모델

SLWR 정적 평형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집중질량모델을 도입

하였다. 집중질량모델에서는 Fig. 2와 같이 개의 라인과 

Fig. 2 Schematic diagram of riser discretization and indexing

Fig. 3 Schematic diagram of Internal and external riser force

의 절점으로 이산화 한다(Hall and Goupee, 2015). 각 절점 는 

의 지점에서   
와 같은 벡터로 정의된다. 각 라인은 ＋1/2 

위치에서 정의되며 외경(Outer diameter), 내경(Inner diameter), 건

조중량(Dry weight), 굽힘강성(Bending rigidity), 축 강성(Axial 

stiffness) 및 내부 유체 밀도(Inner fluid density)가 정의된다. 

상기 정의된 물성치들을 통해 Fig. 3과 같이 각 라이저 절점

의 작용하는 내력과 외력들이 정의되어 정적 평형식 (1)이 구성

된다.

                   
 

(1)

여기서   는 라이저의 축 강성에 의한 장력,   는 라이

저의 굽힘 모멘트에 의한 전단력, 는 절점에 작용하는 습윤중

량(Wet weight)에 의한 자중, 그리고 는 지반에 작용하는 수직 

반력을 의미한다. 

장력   는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Hall and Goupee, 

2015).

    


∥  ∥


     (2)

여기서 는 축 강성을 의미한다. 라이저는 유연체로 음의 장

력(∥  ∥   )이 있는 경우에는 장력을 0으로 사용하

였다.

전단력   는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Masciola et 

al., 2014).

   




       


  
  




 (3)

여기서 는 라인에서 정의된 굽힘강성,    는 절점에서 정

의된 굽힘 모멘트 그리고    는 라인에서 정의된 법선벡터

(Normal vector)이다. 굽힘 모멘트는 식 (4)로 정의되며 각 절점

에서 곡률의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Menger 곡률을 사용하였고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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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Menger curvature(Belyaev, 1999)

 

∙ (4)

 ∙∙


(5)

Menger 곡률의 경우, Fig. 4와 같이 3 Point로 계산되기 때문

에 스플라인을 이용한 곡률계산에 사용되는 행렬연산이 없어 

계산이 효율적이다. 본 연구의 상인 라이저는 급격한 곡률 변

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Menger 곡률 사용은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습윤중량에 의한 체적력은 식 (6)과 같이 부력 그리고 라이저

의 내부유체의 중량과 건조중량에 의한 체적력의 상관관계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각 체적력은 라인 에서 정의되므로 

식 (7)-(9)와 같이 평균을 이용하여 절점 에서 정의하였다.

         (6)

   


        



 





  
   

 

(7)

    


          



 


 


   
    

 

(8)

   


        

 (9)

여기서 는 해수 밀도(1025kg/m3),  는 내부 유체의 밀도, 

   는 외경,    는 외경 그리고 는 중력가속도

(9.807m/s)를 의미하고 는 z방향의 단위벡터이다.

지반에 작용하는 수직 반력은 식 (10)으로 정의할 수 있다.

    
 (10)

여기서 은 접촉면적 는 해저지면 그리고 는 해저의 

단위 면적당 강성을 의미한다. 

상기 정의된 라이저 절점의 작용하는 내력과 외력들이 정적 

평형식이 식 (1)이 모든 절점에서 만족하게 되면 정적 평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가

지는 SLWR의 정적 평형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 소

개할 동적이완법을 사용하였다.

3. 동적이완법(Dynamic relaxation method)

동적이완법은 기하학적으로 비선형성이 큰 케이블 및 박막 

구조의 형상 찾기(Form finding)에 사용되는 수치기법으로 Day 

(1965)가 제안한 이후 여러 연구자들(Lewis, 2003; Lee and Han, 

2008; Hüttner et al., 2015)에 의해 사용되어 발전되고 있다. 본 

방법은 정적 명시적 비선형 해석법으로 강성행렬을 직접 구하

지 않기 때문에 수치해석 알고리즘이 단순한 장점이 있다. 즉 

정적 비선형 평형식을 수정없이 그 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석

결과 역시 강성행렬을 이용한 해석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Lee 

and Han, 2008). 

동적이완법은 식 (11)의 가상 동적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정

적 평형을 만족시킨다.


   ∙  ∙ (11) 

여기서 
는 잔류력(Residual force)으로 2장에서 정의한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을 의미한다. 즉 절점에 작용하는 내력과 

외력의 합이 0이 되면 정적 평형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은  

절점에 정의되는 가상질량, 는  절점에 정의되는 가상감쇠, 

는 가속도 그리고 는 속도이다. 절점속도가 시간증분 에 

하여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면 절점속도는 식 (12)로 유

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속도 또한 시간증분 에 해 선형보

간 하여 식 (13)으로 유도된다.


 


 

  

(12)


 


 

  

(13)

식 (12)와 식 (13)을 식 (11)에 입하면 잔류력에 한 식 

(14)가 유도된다. 


  ∙


 

  

 ∙

 

  

 (14)

식 (14)를 속도에 하여 정리하면 식 (15)와 같다(Lee and 

Han, 2008; Hüttner et al., 2015)


   

  
 




 (15)

식 (15)에서 정의된 속도를 이용하여 증분변위를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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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통해 절점의 새로운 위치를 식 (16)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잔류력 
가 0이 될 때까지 이를 반복하여 절점을 갱

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점의 최 속도가 기준속도 이하가 되

면 변위가 수렴되었다 판단하고 계산을 종료한다.


 

∙
  (16)

동적이완법의 경우, 가상질량과 가상감쇠를 적절히 선택함으

로써 수치계산의 안정성과 수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Hüttner 

et al.,2015). 본 연구에서는 수치안정성을 위해 가상질량 를 

식 (17)과 같이 설정하였다(Barnes, 1994). 

 

 (17)

여기서 는 절점에 작용하는 최  강성을 의미하며 식 (18)과 

같이 정의하였다.

 max  
  



      
  



    (18)

식 (17)과 같이 가상질량을 정의함으로써 시간증분 에 

한 수치계산의 의존성을 저감시킨다. 가상감쇠는 식 (19)과 같

이 임계감쇠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 (19)

여기서 는 감쇠비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가상감쇠를 이용

Fig. 5 Flow scheme for dynamic relaxation method for static 

configuration of SLWR

Fig. 6 Schematic diagram of convergence process of dynamic 

relaxation method

한 동적완화법을 점성 감쇠 정식화 동적이완법이라 하며 본 연

구에 적용하였다. 본 방법의 계산은 Fig. 5와 같이 진행된다. 

먼저 SLWR의 주요제원을 이용하여 초기 절점위치를 생성하

고 각 절점의 외력과 내력을 계산한다. 식 (15)를 통해 잔류력

(불평형력)에서 기인한 속도와 식 (16)을 이용하여 절점을 갱신

한다. 잔류력에 기인한 속도가 기준속도 이하가 되면 수치계산

은 종료된다. Fig. 6는 Hang off 지점과 Anchor 지점을 임의로 

연결한 라이저의 정적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의 예를 도시하였

다. 직선의 라이저 형상이 각 절점의 불평형력에 기인한 속도를 

통하여 평형지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수치계산 및 결과

본 장에서는 개발된 수치해석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력조건에서 SLWR의 정적 수치해석 결과를 Orcaflex 값과 비

교하여 검증한다. Park et al.(2018)은 SLWR의 주요제원인 부유

구조물의 수평운동에 기인한 Hang-off 지점, 부력재의 크기, 내

부유체의 밀도 그리고 지반조건의 변화가 SLWR의 초기형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수치계산법이 다양한 조건에서 SLWR의 정적형상을 적절

히 모사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굽힘강성과 부력재의 크

기 변화에 한 정적 평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부력재 크기의 

경우 부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라이저 형상의 변

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부력재의 변화를 통해 다양

한 변형에 한 수치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라이저는 

길이와 직경의 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유연한 케이블로 가정할 

수 있어 굽힘강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본 연구에서는 장력이 

굽힘강성 성분에 비하여 지배적으로 크지 않은 비선형성을 모

사하고, 극단적인 굽힘강성의 범위까지 검증함으로서 수치방법

의 강건성(Robustness)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검증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OrcaFlex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계산에 사용

된 SLWR의 제원은 Ruan et al.(2016)에 의해 제시된 Table 1의 

제원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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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LWR의 기초 정적해석 결과 및 검증

Table 1에 제시된 제원을 이용하여 SLWR의 정적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Hang-off 지점을(0m, -10m), 그리고 앵커 지점을 

(-2,340m, -1,255m)로 선정하였다. 정적해석의 결과로 형상, 유효

장력, 굽힘 모멘트와 경사각을 OrcaFlex와 비교하여 Fig. 7에 도시

하였으며, 비교 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여기서  는 

Item Unit Hang off catenary Buoyancy catenary Touch down catenary

Segment length [m] 1,600 370 1,200

Outer diameter [m] 0.457 1.137 0.457

Inner diameter [m] 0.406

Dry weight [kg/m] 270 697 270

Bending rigidity [N·m2] 1.66E8

Axial stiffness [N] 7.098E9

Inner flow density [kg·m3] 881

Seabed stiffness [N/m/m2] 6,000

Table 1 Steel Lazy wave riser parameter (Ruan et al., 2016)

Item Unit Results of DR method Results of OrcaFlex Difference [%]

  [kN] 3080.264 3081.512 0.040%

 [kN] 592.951 594.302 0.227%

 [kN·m] -625.794 -623.083 0.435%

 [kN·m] 587.879 587.179 0.119%

  [deg.] 168.879 168.850 0.017%

 [m] -1359.541 -1360.398 0.063%

 [kN·m] 556.847 554.726 0.382%

(a) Steel lazy wave riser configuration (b) Effective tension along arc length

(c) Bending moment along arc length (d) Declination angle along arc length

Fig. 7 Static results of steel lazy wave riser 

Table 2 Comparisons for static configuration



Numerical Study on Estimation of Static Configuration of Steel Lazy Wave Riser Using Dynamic Relaxation Method 471

Hang-off에서 유효장력, 는 해수면 바닥에서 유효장력, 는 

최  Sagging 모멘트, 는 최  Hogging 모멘트,  는 Hang- 

off에서 경사각, 는 해저접촉영역의 지점 그리고 

는 해저접촉영역에서의 최  굽힘 모멘트를 나타낸다. 부분의 

결과들의 차이가 약 0.5% 이내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적이완법

이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7에서는 SLWR의 유효장력, 굽힘모멘트, 경사각 등 중요 

변수들의 길이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부력재가 설치된 지점

에서 Sag/Hog 형상이 나타나며, 유효장력과 굽힘모멘트는 강한 

변곡점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CR의 응답값과 비교할 

때, SLWR은 강한 비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부력재 설치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굽힘강성 변화에 대한 SLWR의 정적해석결과 비교

제안된 수치해석 기법의 강건성을 증명하고자, 굽힘강성값 변화

에 따른 SLWR의 정적해석값을 분석하였다. 4.1장에서 사용한 굽

힘강성(1.66E8N·m2)을 기준으로 1.66E9N·m2 그리고 1.66E10N·m2

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적해석 결과로 형상, 유효장력, 

굽힘모멘트와 경사각을 OrcaFlex와 비교하여 Fig. 8에 도시하였다. 

비교 결과는 Table 3에 요약하였다. 부분의 주요 결과가 OrcaFlex

Item Unit Case A ( = 1.668E8) Case B ( = 1.668E9) Case C ( = 1.668E10)

 [kN] 3080.264 (0.04 %)* 3066.405 (0.064 %) 3000.97 (0.048 %)

 [kN] 592.951 (0.227 %) 567.277 (0.386 %) 453.469 (0.055 %)

 [kN·m] -625.794 (0.435 %) -5927.724 (0.606 %) -27439.516 (0.587 %)

 [kN·m] 587.879 (0.119 %) 5686.466 (0.191 %) 42147.454 (0.019 %)

  [deg.] 168.879 (0.017 %) 169.301 (0.083 %) 171.316 (0.290 %)

 [m] -1359.541 (0.063 %) -1378.144 (0.113 %) -1406.521 (0.278 %)

 [kN·m] 556.847 (0.382 %) 4749.34 (0.506 %) 20322.152 (1.027 %)
* Difference between results of dynamic relaxation method and OrcaFlex

(a) Steel lazy wave riser configurations (b) Effective tensions along arc length

(c) Bending moments along arc length (d) Declination angles along arc length

Fig. 8 Comparison study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bending stiffness

Table 3 Comparison for static configuration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bending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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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이내로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굽힘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라이저의 곡률변화에 한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굽힘강성 증가에 따라 Sag와 Hog 부분의 곡률이 감소하며, 

1.66E10N·m2 조건에서는 Sag와 Hog의 변곡점간의 연직거리가 매

우 작아서 부력재 부분에서 유효장력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굽힘강성의 절 적인 크기로 인하여 굽힘모멘

트는 가장 크게 나타난다. 강성의 극단적 증가는 초기 수치적 불안

정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상 점성 감쇠를 조정함으로 쉽게 해에 

수렴시킬 수 있다.

4.3 부력재 크기 변화에 대한 SLWR의 정적 평형 비교

부력재 크기는 SLWR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력의 영향을 

주며 정적형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주요 매개변수로, 실제 설계

에서 부력재의 길이 및 크기를 통해 SLWR의 설계 형상을 결정

한다. SLWR의 기하학적 변위 해석의 검증을 위해 부력재 크

기 변화(직경 변화)에 따른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형상, 유효

장력, 굽힘 모멘트와 경사각을 OrcaFlex와 비교하여 Fig. 9에 도

시하였으며, 비교결과를 Table 4에 요약하였다. 부분의 주요 

결과가 OrcaFlex와 0.4%이내로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외경 

0.487m의 경우 부력재가 없는 것으로 SCR을 의미하며, 그 형상

을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력재가 큰 외경 1.137m 조건에

서는 변형의 큰 굽힘 형상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SLWR이 

해저면과 맞닿는 터치다운 지점 부근에서도 비선형적인 굽힘모

멘트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9(a), Fig. 9(c)).

Item Unit Outer diameter 0.487 m Outer diameter 1.137 m Outer diameter 1.256 m

  [kN] 3224.552 (0.012 %)* 3080.264 (0.040 %) 2827.758 (0.055 %)

 [kN] 598.45 (0.149 %) 592.951 (0.227 %) 666.2 (0.178 %)

 [kN·m] - -625.794 (0.435 %) -1098.243 (0.382 %)

 [kN·m] 552.456 (0.404 %) 587.879 (0.119 %) 523.924 (0.007 %)

  [deg.] 169.28 (0.01 %) 168.879 (0.017 %) 166.335 (0.013 %)

 [m] -665.341 (0.192 %) -1359.541 (0.063 %) -1622.203 (0.002 %)

 [kN·m] - 556.847 (0.382 %) 501.217 (0.207 %)
*Difference between results of dynamic relaxation method and OrcaFlex

(a) Steel lazy wave riser configurations (b) Effective tensions along arc length

(c) Bending moments along arc length (d) Declination angles along arc length

Fig. 9 Comparison study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size of buoyancy module

Table 4 Comparison for static configuration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size of buoyancy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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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비선형이 강한 구조물의 형상추정에 

적용되는 동적이완법을 이용하여, SLWR의 정적형상 추정 수치

기법을 개발하였다. 라이저의 유연한 구조특성을 반영하는 집

중질량모델에서는 라이저의 인장에 의한 장력 및 굽힘 모멘트

의 의한 전단력이 내력으로 반영되었고 라이저의 자중, 부력 그

리고 라이저/지반 접촉력이 외력으로 반영되었다. 정적 평형 해

석을 위해 점성 감쇠 정식화를 이용한 동적이완법이 적용되었

다. 수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절점의 직접강성으로부

터 가상질량을 정의하였다. 개발된 수치해석 기법은 상용 소프

트웨어인 OrcaFlex를 이용하여 검증되었다. SLWR의 기하학적 

비선형성이 두드러지는 조건인 큰 굽힘강성과 큰 부력재 조건

에 한 해석을 통하여, 개발된 수치기법의 강건성을 검증하였

다. 굽힘강성과 부력재의 크기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기법의 결

과는 Orcaflex 결과와 부분 1% 이하의 오차율을 나타내어, 개

발된 수치기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적형상 추정법을 이용하여 최적

형상 추정을 위한 파라메트릭 연구와 라이저 동적해석 프로그

램의 수렴성 향상을 위한 초기형상 추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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