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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ult/M_act)이 1이하(ηM<1)일 때 위험한 것으로 평가한다.

1. 개요 및 연구목적
해저에서 침몰선박의 선체가 붕괴될 경우 선박 내에 잔존

하지만 침몰선박의 경우 해저에 침수된 상태로 있으므로 정

하고 있던 화물이나 연료유 등의 위험물질이 유출되고 이로

상운항중인 선박에 작용하는 하중보다 상당히 적은 하중이

인해 주위 환경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실제의 유출 가능성 및 선체 붕괴 위험성을 정확하게 추정

ηM값은 0.5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제7해성호의 초기ηM 값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

은 1.2이며, 선체 부재의 부식량은 최소2.3mm에서 최대

구에서는 선체 붕괴 및 위험물질 유출 가능성에 대해 제 7

4.72mm로 추정 된다. 현 부식상태에서의 ηM값은 0.63으로

해성호의 사례를 중심으로 침몰 선박의 건조 당시 주요 선

현재 상태로는 선체구조 붕괴의 위험성은 낮은 편으로 추정

체 구조 부재의 치수를 산정하고, 침몰 당시의 사고로 인한

된다. 하지만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되면 현재의 작은 하중

손상 부위 및 크기, 침몰 이후 해수에 의한 선체 부재의 부

에서도 얼마든지 구조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존 화물

식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침몰 선박의 선체 부식량 및 손

과 선체에 남은 연료유가 유출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상 부재가 선체의 최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고, 선

4. 결 론

체구조의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몰선박의 구조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적인 제원정보만으로 침몰선박의 형상을 도출하고 구

2. 연구방법
침몰 선박의 구조 위험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먼저, 침

조치수를 산정하였다. 침몰선박의 해저 3D영상을 참고하여

몰 전 정상상태에서의 선박의 구조와 형상을 추정하였다.

선박의 상태와 선체구조의 손상상태를 추정하였다. 또한 침

제7해성호의 유사선(유사한 크기 및 종류의 선박)의 형상을

몰 이후 해수에 의한 선체구조 부재의 부식량을 추정하여

참조하였다. 그리고 재결서 등의 정보를 참조하여 선박의

침몰선박의 선체 부식 및 손상부재가 선박의 구조 안정성에

선체 손상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고, 해역 특성에 따른 선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체구조의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

체 부식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선체구조에 손상부재, 추정

였다. 현 상태에서는 제7해성호에 전체적인 선체구조 붕괴

부식량을 적용하여 최종강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시간에
따른 부식량 증가로 인한 선체구조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과 및 고찰
선박의 구조 안전성 평가는 선박에 작용하는 모멘트
(M_act)와

선체가 가진

최종강도

값(M_ul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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