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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지질, 환경적인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북극지역 자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2011) 

자료에 의하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각각 약 900억 배럴, 

약 470억 배럴이 이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의 13%, 30%정도를 차지한다 (그

림 1). 아직 극한 환경으로 인하여 북극해 전 영역에 대한 탐

사활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북극지역의 

실제 자원 매장량은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Philip Budzik, 

2009). 

북극해 석유, 가스 자원량은 러시아 West Siberian Basin 

과 East Barents Basin, 그리고 미국 Arctic Alaska 에 집중

되어 있고,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북극지역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1 북극해 주변의 매장 석유 및 가스 자원분포 현황
(출처 : http://www.dongA.com)

북극의 극한 환경 하에서의 자원개발은 중동, 아프리카, 남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해양플랜트에 적용된 일반적인 기

술로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특히, 북극지역 주변의 인

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고, 플랜트 설비 건설 시 날씨, 지반환

경, 소요자원 조달 등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일반적인 해역 

조건과 달리 북극해에서는 유빙, 빙산 (그림 2) 등의 추가적인 

환경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운용상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따라서 북극에서 운용되는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및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양구조물 설계와는 달리 

차별화된 기술과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그림 2 북극해 유빙과 빙산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북극지역 자원개발은 고비

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셰일가스의 대두로 해양플랜트

산업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북극해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북극해 자원 개발에 필

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유가상승이 동반될 경우 프로젝트 발

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을 때 세계 메이저 엔지니어링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리 북극해 해양구조물 최적설계

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기고에서는 북극해 부유식 해양구조물 개발에 필요한 

설계 요소들을 소개하고 극한 환경에서 연중운용이 가능한 부

유식 해양구조물 형상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북극해 해양구조물 설계요소

2.1 빙하중

빙해역 해양플랜트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환경적 

요소는 빙산을 포함한 유빙이며, 유빙으로 기인하는 빙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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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바람, 파도, 조류에 기인한 환경하중보다 훨씬 크다. 바

다 위를 표류하는 유빙은 해양플랜트에 충돌함으로써 직접적

인 영향을 가할 뿐 아니라, 이외에도 부서진 파편 등이 선체

의 외벽 및 추진기 등에 착빙하여 해양구조물의 기능을 저하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북극해에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구조물 설계 

시 동일한 조건에서 빙하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형을 최

적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빙하중을 최소화 하는 장치로

는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역경사 구조가 있다(그림3). 이는 선

체와 유빙이 만나는 지점을 역경사로 만들어 밀려온 유빙이 

쌓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선체 주변으로 멀어지는 역할을 한

다.

빙해역에서 운용되는 해양구조물의 빙하중 산정은 가장 중

요한 설계요소 중 하나로, 빙과 해양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

해 선체에 작용하는 빙하중 크기는 선체의 구조 및 선형, 계

류를 비롯한 위치유지시스템 선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빙하중은 빙해역 특성(level ice, pack ice 등)을 비롯하여, 두

께, 밀도, 표류속도 등에 의해 특성이 변화한다. 

해양구조물 설계 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level ice에

서의 빙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산정한다. 빙하중 산정은 모형시

험, 실해역 데이터 및 수치해석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지만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설계 시 마진을 넉넉하게 적용시키

는 경향이 있다.

그림 3 착빙을 방지하기 위한 역경사 구조 
(The Prirazlomnaya oil platform)

2.2. 극한 환경에서의 플랜트 운용성 확보

북극해 해양플랜트의 경우 외부 온도 약 -50도 이하의 극

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외부에 노출된 구조물

뿐 아니라 모든 구조물에 대해 방한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극해에서 해양플랜트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한 온

도 조건에서 작업자들의 거주 및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플랜

트 구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

인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최적 배치가 되어야 하며, 외기에 

노출된 구조물들은 극 저온소재 설계 및 방한 설비가 갖추어 

져야한다 (그림 4). 

그림 4 해양구조물 방한설비 적용 예 

2.3 안전 및 친환경 설계

극한 지역의 경우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자연환경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해양구조물 운용 중 사고

가 발생할 경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따라서 

자원 개발 활동을 진행할 때 사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

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북극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설계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북극해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 여러 환경조건으

로 인해 구조선 등의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해양플랜트 운용인

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

라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율을 적절히 설정하여 안전성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대피로 및 탈출 

장비 등을 구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북극해 부유식 해양구조물 

3.1 북극해 주요 프로젝트

북극해에서 운용중인 해양구조물은 대부분 고정식 해양구

조물이며, 부유식 형태의 해양구조물은 북극해에서 아주 제한

적으로 운용이 되어 왔으며, 그 수 또한 매우 적다 (표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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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부유식 해양구조물 프로젝트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무

산이 되었다. 이는 빙해역에서 작용하는 빙하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유식 형태의 구조물은 가스 및 오일 생산에 적합하

지 않으며 경제성 또한 고정식 구조물 등에 비교해 떨어진다

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표 1 북극해 주요 프로젝트의 해양구조물 유형 및 

시설장비 (IMVPA, 2008)

그림 4 disconnectable 터렛

3.2 Disconnectable 터렛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경우 극한 빙하중 속에서 안전한 운

용을 위해 ISO19906(2011)에서는 두 가지 컨셉을 추천한다. 

그 중 하나는 disconnectable 터렛 혹은 부이를 이용한 계류 

시스템이며, 극한 빙하중 발생 시 계류 및 라이저 시스템 연

결을 끊고 회피하는 개념이다. 그림 4는 disconnectable 터렛 

예를 나타내고 있다. 부유식 해양구조물이 버틸 수 없는 하중 

발생 시 그림과 같이 터렛에 부착되어 있는 부이가 분리되며, 

생산 기능을 가진 라이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므로 회피가 

가능하다. 위험 요소가 제거되고 다시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

단될 때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부이를 다시 터렛에 부착한

다. 

3.3 Ice management system

두 번째 컨셉은 운용중인 해양구조물 주변 빙해역을 쇄빙

선 등을 이용해 해양구조물에 가해지는 빙조건을 완화시키는 

Ice management 시스템이다(그림 5). Ice management 시스

템을 활용할 경우 해양구조물의 기본 성능 향상 없이 운용성

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 예로 DP 성능이 장착된 Vidar 

Viking 드릴쉽은 2기의 쇄빙선의 ice management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도 88도에서 2.5m ~ 3.5m의 multi-year ice가 

분포된 극한 빙해역에서 8일 동안 시추 활동을 진행한 실적이 

있다 (ROHLÉN, 2009). 따라서 극한 빙해역에서도 ice 

management 시스템을 고려할 경우 부유식 구조물의 연중 운

용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 북극해 드릴쉽 시추 운용시 ice management
(출처 : http://new.abb.com)

4. 북극해에서 연중 운용이 가능한 

부유식 해양구조물 형상 개발

4.1 설계해역 및 조건 산정

미국 Geological Survey (USGS)의 자료에 따르면 북극해 

자원의 대부분은 그림 6처럼 7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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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빙하가 자주 발생하는 그린란드 주변의 basin을 제외하고 

Chucki 해, Beaufort 해, Barents 해, Kara 해, Siberia 해를 

설계해역으로 고려하였다.

상기 해역은 겨울철 –30도에서 여름철 5도 정도로 기온이 

분포되며, 수심은 대략 50m에서 600m의 분포를 가진다. 여

름에는 빙집적도가 대략 10%에서 50% 정도로 분포되며 겨울

철 평균 빙두께는 1.5m ~ 2m 정도로 분포된다. 북극해에서 

범용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기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형상을 개발하였다. 

그림 6 북극해 자원분포도
(출처 : U.S. Geological Survey)

4.2 빙해역 운용 적합한 형상 검토 

부유식 해양구조물은 크게 반잠수식 구조물, TLP, SPAR 

그리고 FPSO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반잠수식 구조물은 4개 또는 6개인 칼럼을 지닌 구조물이

며 각 칼럼을 연결하는 폰툰이라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부력을 

얻는다. 수선면을 관통하는 단면이 적어 긴 공진주기를 가지

고 있으며 해양파에 대한 수직 운동성능이 선박형 구조물과 

비교해 우수하다. 하지만 흘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일시

적으로 폰툰과 칼럼의 경계선에 수면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TLP의 경우 형상

은 반잠수식 구조물과 유사하나 해저에 고정된 tether 혹은 

tendon을 이용하여 계류하며 과부력 상태를 만들어 운용된다. 

TLP의 경우 매우 짧은 공진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해양파에 

대한 수직 운동성능이 우수하다. SPAR의 경우 큰 원통을 수

직으로 부유시킨 구조물이며 심해 자원개발에 주로 운용된다. 

주로 하부에 발라스트 장치를 두고 상부에 부력공간을 두어 

운동성능이 향상된 형태의 구조물이다. FPSO의 경우 선박형 

구조물로 생산/저장/하역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심해 유전이

나 중소규모 유전 개발에 주로 이용된다. 

반잠수식, TLP, SPAR 구조물은 대부분의 부력을 수면 하

부 구조물에 의지하므로 하중이 실릴 경우 급격하게 흘수가 

변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추 작업에 많이 활

용되며 생산에 활용될 경우 저장용 선박 혹은 구조물과 병행

하여 운용된다. 빙해역의 경우 극한 빙하중으로 인하여 운반

선 등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저장 기능을 

가진 FPSO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빙해역에서 운용되는 FPSO의 경우 극한 빙하중을 최소화

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진다(그림 7). 

그림 7 빙해역 FPSO (선박형 vs 원통형)

터렛 무어링이 포함된 선박형 FPSO의 경우 빙해역에서 선

수, 선미에 설치된 추진기를 활용한 ice-vaning 개념을 이용

하여 선박의 선수요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빙하중을 최소화 한

다. 원통형 FPSO의 경우 원형형상으로 이루어져 어느 방향으

로 ice가 표류해 오더라도 동일한 하중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

다. 원통형 FPSO의 경우 선박형 혹은 반잠수식 구조물과는 

달리 좁은 원통에 모든 구조물이 모여 있는 형태로 파랑하중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또한 수직운동 측면에서도 선박형 

구조물보다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통형 구조물의 경우 Sevan 사가 독점적으로 특허권을 가

지고 있으며, 지적소유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지 않는 새로운 선형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상부 공간

이 제한되어 있어 상부 구조물의 최적배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으며, 극한 빙하중을 견디기 위한 계류 시스템 사양이 상당

히 높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원통형 구조물이 수직운동 측면

에서 선박형 구조물 보다 우수할 수 있으나, 빙하중이 대부분

을 차지하는 빙해역에서는 운용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되지

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선박형 구조물의 경우 선수미에 배

치된 추진기를 활용할 경우, 조건에 따라 원통형 구조물 보다

는 빙하중에 유리할 수 있다. 해양구조물이 건조되어 운용해

역으로 이송될 때 원통형 구조물은 예인안정성이 매우 떨어진

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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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lift vessel이 필요하다. 

상기 조건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박형 

FPSO 구조물이 이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선박형으로 형상을 

결정하였다.   

4.3 부유식 해양구조물 형상 개발

수심 200m, 빙 두께 1.7m 정도의 북극해에서의 운용을 고

려하여 부유식 해양구조물 선형을 그림 8과 같이 설계하였다. 

빙해역 선형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두께가 두꺼운 철판으로 건조가 된다. 이를 고려하여 되도록 

간단한 형태의 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8 빙해역 FPSO

빙해역 선수부 선형 요소는 선수각, 플레어각, 수선면각으

로 정의된다. 개발된 북극해 선형은 빙판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비교적 완만한 선수각을 가지고 있으며, 빙판을 타고 

올라갔을 때 쇄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플레어각

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개발된 선형은 구상선수를 갖는 일

반 선형과 비교해 일반해역 성능은 열세이지만, spoon bow 

형태의 선수를 도입해 빙해역에서의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수

선면각을 조절해 제거된 빙편이 선체에서 잘 이탈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제거된 빙편이 프로펠러 및 선체 구조물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흘수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개발된 선형 중앙부는 선저부터 수선면 부분까지 완만한 

경사를 지니도록 하여 쇄빙지점인 ice belt 부분에서 주변의 

유빙에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 북극해 해양

구조물의 경우 급격한 경사를 지닌 knuckle형의 ice-belt를 

가진다. 이러한 선박의 경우 쇄빙성능이 우수하나 편빙이 고

착되어 추가적인 빙저항을 유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

서 개발선형은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편빙이 고착되지 않고 

잘 이탈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선미부는 조종성능 및 블록 지지를 위한 구조적 안정성 확

보를 위해 긴 중앙 스케그를 배치하였다. 생산성을 고려하여 

빙성능을 고려하되 최대한 단순한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

였다. 스케그 하부에 아지무스 추진기 3기를 배치해 조종성능

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해양구조물은 체인-스틸와이어-체인으로 구성된 

총 16라인의 계류선을 가지고 있으며 체인은 직경 171mm의 

R4S 급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9). 16라인의 계류선은 각 4개

의 라인이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터렛시스템

에 연결되어 있다. 내부 터렛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피항 가능하도록 disconnectable로 설계되었다. 

위치유지시스템을 보조하기 위해 선수부에 2기의 터널스러

스터와 선미부에 3기의 아지무스 트러스터를 설계하였다 (그

림 10). 설치된 트러스터는 DP 시스템과 연동되어 선수요 제

어를 통한 ice-vaning을 수행하여 위치유지시스템의 안전성

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그림 9 계류선 배치

그림 10 추진기 배치

4.4 빙하중을 고려한 위치유지시스템 안전성 검토

개발된 선형 및 위치유지시스템이 북극해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빙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빙해역에서의 빙하중을 추정하기 위해 캐나다 메모리얼대



특집 ▶▶▶ 북극해에서 연중 운용이 가능한 부유식 해양구조물 형상 개발

12 대한조선학회지┃제56권 제2호

학에서 개발한 GEM 소프트웨어(Daley et al, 2014)를 활용하

였다. GEM은 선박과 빙, 그리고 빙과 빙의 상호 물리작용을 

모델링하여 선체에 가해지는 빙하중 계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빙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므로 초기설계

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 빙 두께 1.7m 및 다양한 빙 표류속도, 

입사각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빙하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그림 11).  

그림 11 GEM 시뮬레이션 예

산정된 빙하중을 포함하여 복합 환경조건에서 계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빙 두께 1.7m 이상에서 표류속도 

2.0 knot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위치유지가 되는 것이 확인되

었다.  

5. 결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북극 자원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되

고 있다. 그러나 북극해 자원개발에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존

재하고 있다. 혹한 추위, 동토지대, 유빙 및 빙하를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 고비용화와 직접적으

로 연관된다. 현시점에서는 북극해 지역 프로젝트 발생이 힘

들지만, 생산 원가 절감 및 유가상승이 동반될 경우 향후 프

로젝트 발생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북극해 프로젝트 기술개발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수준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바

탕으로 향후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

다. 다행히 최근 중앙 정부에서 다양한 국책과제를 통하여 북

극해 관련 요소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북극해 해양구조물 개발에 필요한 설계 요

소들을 살펴보고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된 북극해 극한 환경에

서 운용 가능한 해양구조물 형상 개발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융합되어 미래를 위한 기술을 선점한다

면, 북극해 해양프로젝트 발생 시 세계시장 주도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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