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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LP is an offshore structure which should be tested for the buckling strength for safety. In this paper, 

DNV-RP-C208 are used to analyze a stress resultant of buckling phenomenon for complicated structures 

by using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s. 

1. 서  론

해양구조물에 속하는 TLP(Tension Leg Platform)는 부유식과 고정식의 특성을 가진 유연식 

구조물로서 심해의 석유자원 시추  생산을 한 구조물이다. 해양구조물은 부분 보강  부

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보강  부재의 강성과 강도로 체 구조물의 강도를 측할 수 있다. 

만약 구조물 한 부분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한다면, 이는 체 구조물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으

므로 좌굴강도 평가는 필수항목이다. 보강  부재의 좌굴평가에는 DNV(DET NORSKE 

VERITAS)에서 제시한 DNV-RP-C201과 DNV-RP-C208 기법이 있다. 하지만 DNV-RP-C201은 직

사각형 plate에만 용이 되며, 추가 인 조건을 갖춘 부재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 실제 부

정형 구조에 이를 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DNV-RP-C208을 도입하여 비선형 좌굴 해석을 수행하 다.

2. 본론

2.1 해석 로세스

Fig. 1 로벌, 노드, 로컬 모델

 비선형 좌굴해석을 수행하기 해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상용 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 다. 다음 Fig.1과 같이 로벌 모델은 규모가 크기에 세부 부재에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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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좌굴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로벌 모델의 부분모델인 노드 모델을 

구성하여 부재모델인 로컬 모델해석에 사용될 변 를 추출 하 다. 이 게 추출한 로컬모델의 

변 를 좌굴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2.2 해석과 결과 값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국부좌굴강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드모델에서 얻은 라켓의 

결과물인 변 를 3배 증가시켜 로컬모델 라켓에 변 하 을 입력하 으로 용하 다. 노드 

모델의 변 를 3배 증가시킨 이유는 최  내력을 계산하여 로컬모델 라켓의 좌굴강도를 구하

기 해서이다. 한 실제 좌굴과 가장 유사한 모드를 선택하기 해 고유치 해석을 진행하

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Fig.2는 로컬모델 라켓의 변형 형상을 z 방향

의 displacement contour로 나타내고 있고, Fig.3은 Load steps와 내력의 그래 를 통해서 라

켓에 가해지는 변 하 의 크기에 따른 내력의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3에서 Ux1은 노

드모델의 output인 변 하 을 그 로 로컬모델의 input으로 용시킨 결과이며, Ux3는 Ux1의 

input값을 3배 증가시켰을 때의 결과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LP의 비선형 좌굴 거동 해석을 한 내력평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Ux1의 최 내력은 약 600,000N이며, Ux3의 최 내력은 약 1,300,000N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설계된 하 보다 더 큰 하 이 가해져도 내력부분에서 안 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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