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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지지 구조물의 선박 충돌거동에 대한 해석

Analysis of Ship Collision Behavior of Pile Supporte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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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ip collision analysis of steel pile group as protection system of bridge in navigable waterways was performed to ana-
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rotective structure during ship collision. The analysis encompassed finite element mod-
eling of ship and pile, modeling of material non-linearity, hard impact analysis, displacement-based analysis and soft impact
analysis for collision scenarios. Through the analysis of hard impact with a rigid wall, impact load for each collision type of
ship bow was estimated. In the displacement-based analysis the estimate of energy which protection system can absorb within
its maximum horizontal clearance so as to secure bridge pier from vessel contact during collision was performed. Soft impact
analysis for various collision scenarios was conducted and the collision behaviors of vessel and pile-supported protection sys-
tem were reviewed for the design of protection system. The understanding of the energy dissipation mechanism of pile sup-
ported structure and colliding vessel would give us the optimized design of protective structure.

Keywords : ship collision analysis, hard impact analysis, displacement based analysis, energy dissipation

·····························································································································································································································

요 지

선박과 방호구조물 충돌시 구조물의 동적 특성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항로상에 위치한 교량의 방호구조물인 강관파일그룹
에 대한 선박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선박과 파일의 유한요소 모델링, 비선형성 재료의 모델링, 강성충돌해석, 변위기
반해석 그리고 충돌시나리오에 대한 연성충돌해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체벽에 대한 강성충돌해석을 통하여, 선수부의 충
돌유형에 따른 충돌하중을 산정하였다. 변위기반 해석에서 방호시스템이 최대 수평 이격거리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략적
인 에너지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었다. 충돌시나리오별 연성충돌해석에서는 충돌시 거동을 방호시스템 설계를 고려하면서 검
토하였다. 파일지지구조물의 에너지소산 메카니즘 분석을 통해 방호구조물의 최적 설계를 도출할 수 있다.

핵심용어 : 선박충돌해석, 강성충돌해석, 변위기반해석, 에너지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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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이 해상교량에 충돌하는 경우 충돌대상이 교각인 경우

에는 강성충돌로써 선박의 손상에 의해 대부분의 충돌에너지

가 소산되며, 충돌대상이 방호공인 경우에는 연성충돌로써 파

일의 소성변형에 의해 대부분의 충돌에너지가 소산된다. 따라

서 해상교량에 대한 선박충돌 설계시 교각은 강성충돌로써 자

체강성에 의해 견딜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방호공에 의해 보

호되도록 해야 하며, 방호공은 연성충돌로써 선박에 의한 충

돌에너지를 충분히 소산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설계

자는 교량이 충격하중에 대해 탄성적이거나 비탄성적인 거동

을 하며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하여 충격하중의 크기

를 교각이나, 상부구조물 부재의 강도보다 작게 감소시키거나,

이들을 개별적으로 방호할 수 있도록 방현재, 파일로 지지된

구조물, 돌핀, 섬 등을 설치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방호구

조물의 설계는 대부분 에너지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방호구조

물에 대한 선박충돌해석에서는 충돌시 선체의 파손에 의해 소

산되는 에너지에 의한 손상과 구조응답을 해석한다. 이때 선

박의 운동에너지 손실은 방호구조물이 흡수한 에너지와 같다

는 연성충돌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다. 충격에 관련된 운동

에너지는 방호구조물의 휨, 전단, 비틈 및 변위에 의한 일에

의하여 흡수된다. 방호시스템의 설계는 통상 반복과정을 통하

여 이루어지므로 초기설계에서는 대략적인 방호시스템을 설

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해석 또는 물리적 모델링과 시험을 통

하여 하중과 변위의 관계도를 구한다. 최종적으로 방호구조물

의 하중과 에너지 흡수 능력을 각각 설계 선박충돌하중 및

에너지와 비교함으로써 선박하중에 대하여 방호구조물이 안

전하게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형선박과 강관파일그룹의 충돌해석을 통

하여 하중과 변위의 관계를 규명하고, 선박의 특성 및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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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원에 따른 에너지 소산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선박충돌

에 대한 방호구조물의 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ABAQUS/Explicit(2003)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선박에 따른 강체벽에 대한 충돌해석을 수행

하여 선수부의 충돌형태에 따른 하중, 변위 등의 특성을 파악

하고, 강성충돌로 정의된 EUROCODE(2004) 및 AASHTO

LRFD(2004)의 설계기준과 비교·검토하여 선박모델의 타당

성을 점검하였다. 변위기반해석에서는 허용변위 내에서 방호

구조물이 흡수할 수 있는 대략적인 에너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로부터 설계 선박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속도의 범위를 산

정하였다. 실제 충돌해석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선박과

구조물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세 가지의 충돌 시나리오

를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선박-방호구조물-교각의

상호작용에 의한 동력학적 거동 및 방호구조물의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2. 선박충돌 방호공

방호구조물은 대부분의 선박충돌에너지가 방호구조물의 파

괴와 손상 등에 의한 에너지 소산으로 교각을 보호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선박의 크기가 결정되면 선박의 충돌

에너지 크기에 따라 방호시스템의 종류를 결정한다. 선박의

충돌하중과 방호구조물의 하중-변위 관계는 간략식이나 유한

요소해석을 이용한 내부역학적 해석 또는 물리적 모델링과

시험을 통하여 얻게 된다. 방호구조물의 하중-변위 관계도에

서 곡선하부의 면적이 방호시스템의 에너지 흡수능력이다.

방호시스템의 종류는 방현재시스템, 파일지지시스템, 돌핀,

인공섬 등이 있으며, 방현재는 비교적 작은 충돌하중으로부

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당재료의 역학적 성질

을 이용하여 선박의 충돌에너지가 휨, 전단, 변형 등에 의하

여 소산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파일지지 시스템은 독립적인

하나의 수직파일이나 단단한 덮개에 의해 연결된 파일그룹의

형태로 사용되며 휨이나 압축에 의해 에너지가 흡수된다. 선

박 충돌하중에 의해 파일의 소성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며,

이는 선박이 교각과 충돌하기 전에 선박을 저지시키거나 충

돌하중이 교각의 저항강도 이하가 되도록 감소시킨다. 돌핀

은 비교적 큰 선박의 정박이나 교각의 보호에 사용되며, 일

반적으로 구속된 강재시트파일을 타입하고 내부를 석재 또

는 모래로 채워 상부에 콘크리트 캡을 덮는 원형셀의 형태

로 만들어진다. 돌핀구조물에 의해 에너지가 소산되는 과정

은 선수의 파손, 선수의 들림, 선박과 돌핀의 마찰, 선박과

수로바닥과의 마찰, 돌핀의 이동, 돌핀의 회전에 따라 발생

한다. 인공섬 보호시설은 교각 주위에 모래나 암석 등의 코

어로 구성되어 구조물을 보호하고 두꺼운 피복제를 사용하

여 파랑, 조류, 결빙에 의한 섬의 유실을 막는다.

그림 1은 노르웨이에 위치한 Tromso Bridge로 초기에는

설계선박이 10,000DWT이고, 설계속도가 1Kn 정도로 예상

되는 강체 거더가 콘크리트 파일에 의해 지지되는 방호시스

템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961년과 1963년에 두 차례의 선

박충돌 사고로 인해 방호공이 유실되고, 1975년에 콘크리트

로 채워진 강관파일로 교각을 둘러싸는 링 형태의 파일지지

시스템이 완공되었다. 이 방호 시스템은 설계선박이

7,000DWT이고, 설계속도가 8 Kn이다. 그림 2는 Tromso

Bridge에 적용된 방호시스템의 일반도를 나타낸 것이다.

3. 해석모델

3.1 선박의 모델링

해상교량의 선박충돌에 대한 설계선박은 선박충돌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며, AASHTO LRFD에서는 확

률기반 해석과정을 포함하는 Method II에 의해 설계선박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선박을 35,000

DWT로 가정하였으며, 설계선박은 선수부와 선체부를 각각

그림 1. Tromso Bridge

그림 2. 파일지지시스템 일반도

그림 3. 선수 모델



第28卷 第3A號 · 2008年 5月 − 325 −

분리하여 모델링 하였다. 먼저, 충돌에 의한 소성변형이 집

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선수부는 그림 3과 같이 Shell 요소

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교하게 모델링 하였으며, 선체는 그림

4와 같이 등가의 질량과 단면을 가지는 Frame 요소로 모델

링 하였다. 여기서, 선수와 선체의 경계면은 운동학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

선박의 강재는 그림 5와 같이 소성거동을 하는 재료로 모델

링 되었으며, 그 밖의 탄성거동은 일반적인 구조용 강재와 같

이 포아슨비 v=0.3, 탄성계수 의 값을 사용하

였다. 선박의 질량은 만재시의 배수톤수에 수리 동역학적 질

량을 5% 부가하여 적용하였다(EUROCODE 1(2004)). 또한,

선박의 부력에 의한 영향은 등가의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도록 하였다(이계희 등, 2004).

3.2 강관파일그룹의 모델링

본 연구에서 예제로 사용된 강관파일그룹은 Tasman

Bridge(Australia)에 적용된 파일지지 방호시스템을 모델로

하였다. 강관파일은 단면의 직경이 최대 3.0 m이며, 두께는

최대 25 mm 정도이다. 또한, 두부와 선단부는 항타와 관입

시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두께 10 mm 정도의 강판으로

보강되었다. 전체길이가 50 m이고, 단면직경이 3.0 m, 두께

가 25 mm인 8개의 파일이 그림 6과 같은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파일단면은 길이 20 cm, 두께 20 mm의 보강형 18

개를 파일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보강하였다. 파일의 두부는

폭과 깊이가 각각 4 m 정도인 강체 거더에 1.5 m가 관입

되어 있으며, 선단은 수면 아래 지반으로 15 m를 관입시켰

다. 파일 본체 및 보강형은 모두 선박 강재와 동일한 탄·소

성 재료의 Shell 요소로 모델링 되었다.

3.3 지반의 비선형 모델링

해석모델의 수면 아래의 지반은 실트질 모래로 내부마찰각

φ=30o, 단위중량 γ=1.9 tf/m3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횡

방향 하중에 대한 지반의 비선형 스프링 모델은 Reese 등

(1974)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횡방향 지반스프링이 적용되는 파일의 요소망은 소성힌지

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체 거더의 관입부 부근과 수

면아래 지반 부근에서 세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림 7은

구조해석에 사용된 지반의 비선형 스프링 거동(p-y 곡선)을

해당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각 절점에서 횡방향 변위

는 최대 3 m까지 허용하였다.

ES 2.07 10
11×=

그림 4. 선박 모델

그림 5. 강재의 소성거동

그림 6. 파일지지 시스템 일반도

그림 7. 지반의 비선형 스프링 거동(p-y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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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해석 및 검토

선박충돌을 규정하고 있는 AASHTO LRFD(2004)나

EUROCODE(2004) 등의 설계기준에서 충돌하중과 변위 등

을 산정하는 경험식은 대부분 강성충돌로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체벽에 대한 설계선박의 충돌특성을 해석결과

와 비교·검토하여 선박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

계를 위한 보충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강관파일그

룹의 변위기반해석을 수행하여 수면아래 지반에 고정되는 경

우와 관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파일그룹의 성능 및 에너지

그리고 소성힌지의 위치 등을 검토하였다.

4.1 선박의 강성충돌 특성

Woisin(1976)은 원자력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였을 때

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물리모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선박의 규모에 대한 충돌하중을 삼각형 확률분포

함수로 나타내었다. AASHTO(1991)는 이러한 데이터에 기

초하여 실험자료의 계속적인 분석을 통해 강성 물체에 대한

평균충돌하중을 제안하였으며, 일반 운동에너지에 수리동적

질량계수를 고려한 선박의 충돌에너지식과 충돌하중 그리고

선수손상길이를 간단히 추정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

(1)

(2)

(3)

여기서, PS : 선박 충격력(N)

V : 설계속도(m/s)

DWT : 선박의 적재중량 톤수(Mg)

KE : 선박의 충돌에너지(J)

CH : 수리동적 질량계수 (1.05~1.25)

M : 선박의 배수톤수(Mg)

aS : 선수 손상 길이(mm)

1991년 덴마크에서는 Great Belt Bridge Project에서

Pedersen et al.(Larsen, 1993)의 수치자료를 근거로 한 세

부적이고 포괄적인 선박의 충돌하중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동적 특성들로부터 등가 정적분석에 근

거한 설계에서 사용하는 충돌하중은 평균충돌하중보다는 최대

충돌하중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UROCODE에서

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적 충돌 사례의 결과에 근

거하여 500~300,000DWT사이의 일반적인 상선에 대하여 최

대 선수 충돌하중과 선수손상길이, 하중재하 시간을 간편하

게 추정할 수 있는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선박에 의

한 충돌은 강성충돌로 고려되어야 하며 운동에너지는 선박

자체의 탄성 또는 소성변형에 의해 흡수되는 것으로 한다.

 for (4)

 for (5)

(6)

(7)

여기서, 

그리고, Fbow: 최대 선수충돌력(MN)

Fo : 참조 충돌력 (=210MN)

Lpp : 선박길이(m)

Eimp : 충돌 에너지

mx : 선박질량과 부가질량(5%)

Vo : 설계속도(m/s)

Smax : 선수부 손상길이(m)

T0 : 하중지속시간(sec)

강체벽에 대한 충돌해석의 대상선박은 35,000DWT이며,

속도는 쐐기형 선수의 저항강도를 고려하여 4 Kn(2.06 m/s)

로 하였다. 그림 8은 선수충돌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9는 강체벽의 반력을 합산한 충돌하중의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9에서 Type B, C는 쐐기형 선수와

구형선수의 역학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쐐기형 선수는

최대충돌하중이 57.23MN, 지속시간이 3.8초로 나타났으며,

구형선수는 최대충돌하중이 99.82MN, 지속시간이 1.5초로

나타났다. 구형선수는 선수의 형태나 보강의 정도가 충돌에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쐐기형 선수에 비하여 비교적

큰 하중을 짧은 시간동안 소산시키기 때문에 전체선박이 해

당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선수부의 손상이

적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형선수가 가지는 동적특성은

Type A와 같은 전면충돌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

2는 선수충돌 형태에 따른 최대 충돌하중과 최대손상길이를

설계기준과 비교한 것으로 구조물에 직접 작용하는 Type C

의 경우 EUROCODE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35,000DWT 화물선의

해석모델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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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수충돌 Type

그림 9. 선박의 충돌하중-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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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파일의 내부 흡수에너지

변위기반해석을 통하여 허용변위에 대한 내부흡수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 개념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선박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초기 설계조건에 부합하는

방호구조물의 구조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강관파일그룹의 최대 이격거리는 약 15.0 m이며, 해당 구간

까지 횡방향 강제변위를 가하여 파일그룹의 성능과 내부 흡수

에너지를 조사하였다. 성능곡선은 구속된 지점들의 합산된 반

력을 방호구조물에 가해지는 최대하중으로 가정하여 산정되었

으며, 에너지 곡선은 해석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산정되었

다. 내부 흡수에너지는 탄성변형에너지, 비탄성에너지, 점탄성

혹은 크리프에 의한 소산에너지 그리고 인공적인 변형에너지

를 포함하고 있다. 강체 거더에 의해 일체로 거동하고 지반에

의해 고정된 파일그룹 형태의 방호구조물은 파일의 상하부에

서 발생하는 회전변위를 통하여 선박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충

돌에너지를 흡수하며, 이때 소성힌지를 발생시킨다.

그림 10, 11은 강관파일그룹의 최대하중과 내부 흡수에너

지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하중은 유연한 지반에 관입되는 경

우 상부변위가 2.03 m일 때, 23.1 MN으로 조사되었으며,

견고한 지반에 관입되는 경우 상부변위가 1.91 m일 때,

25.4 MN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 13은 지반상태에 따른

파일그룹의 변형형상 및 응력분포를 상세히 나타낸 것으로

스프링지점으로 모델링한 유연한 지반에 관입된 파일그룹의

소성힌지는 고정지점으로 모델링한 단단한 지반에 비하여

1.5~2.0 m 아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충돌하중 및 내부흡

수에너지 또한 10%정도 낮게 산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

반에 관입되는 경우 수면아래 지표면 근처에서의 극한지지

력이 비교적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방호구조

물 설계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

형 스프링 모델을 사용하여 지반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고려

했으며, 해당 모델의 내부 흡수 에너지로부터 선박의 속도를

6.0~8.0 Kn로 결정하였다.

4.3 충돌 시나리오에 따른 방호구조물의 동적 해석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방호구조물과 충돌하는 경우 선박

과 방호구조물은 수로의 흐름이나 유속, 선박의 진행방향 등

과 같은 요인에 의해 다양한 충돌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방호구조물은 다양한 충돌 형태로부터 해상교량의

하부구조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선박

의 충돌에너지는 정면충돌의 경우에 선박의 운동에너지가

100% 전달되고, 구조물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이성로,

2004).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정면충돌(Scenario I) 그리고

충돌점과 충돌각이 변하는 형태(Scenario II, III)의 정면충돌

에 대하여 그림 14와 같은 충돌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변위기반 해석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산정된 선박의 속도에 대

하여 실제 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은 선박의 속도가

표 1. 선박의 최대 충돌하중(MN)

충돌형태 해석결과 AASHTO EUROCODE

TypeA 99.82

46.20 105.10TypeB 57.23

TypeC 95.31

표 2. 선박의 최대 손상길이(m)

충돌형태 해석결과 AASHTO EUROCODE

TypeA 1.33

3.22 1.44TypeB 4.13

TypeC 1.38

그림 10. 지반상태에 따른 반력하중

그림 11. 지반상태에 따른 흡수에너지

그림 12. 강관파일그룹의 변형형상(스프링지점)

그림 13. 강관파일그룹의 변형형상(고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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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Kn일 때 선박 충돌에 따른 에너지 소산 메커니즘을 나

타낸 것이며, 그림 15~17은 해당 속도에서 선박과 파일그룹

의 변형 및 응력분포를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선박의 충돌에 의한 전체운동에너지는 386.37 MJ이

며, 파일그룹에 의해 소산되는 에너지는 전체 충돌에너지의

62~66%, 선박에 의해 소산되는 에너지는 14~20%, 마찰에

의해 소산되는 에너지는 1~12%, 리바운드 되는 운동에너지

는 4~8% 정도로 조사되었다. 선박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히

는 충돌형태는 Scenario I으로 나타났으며, 리바운드 되는

에너지도 가장 컸다. 마찰에너지가 가장 큰 충돌형태는

Scenario II, 구조물의 소성변형을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충

돌형태는 Scenario III로 나타났다.

강관파일그룹 형태의 방호구조물에 대한 선박충돌은 근사

적으로 연성충돌로 정의할 수 있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대

부분의 충돌에 따른 운동에너지가 방호구조물의 탄성 또는

소성변형에 의해 흡수되고, 일부는 선박 자체의 탄성 또는

소성변형에 의해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성충돌

형태이지만 방호구조물의 변형에 의해 충돌에너지가 전부 흡

수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선박의 손상에 의해 충돌에너지

가 흡수된다. 이것은 방호구조물과 선박의 강성비나 충돌형

태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파일지지시스템은 선박이 교각과 충돌하기 전에 선박을 저

지시키거나 충돌하중이 교각의 저항강도 이하가 되도록 감

소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호구조물의 적합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변위기반 해석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산정된 속

도의 범위에 대하여 선박-방호구조물-교각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였다. 표 4는 각각의 속도에 대한 강체 거더의 최대변

위 및 허용변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교각에 전달되는

충돌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변위의 참조점은 그림 4(a)

의 오른쪽 상부의 안쪽 모서리이며, 여기서 U1, U2, U3는

각각 선박 진행방향과 수평 및 수직방향 변위다. 표 6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강체 거더의 허용변위를 초과한 경

우이며, 이는 교각의 충돌하중을 유발시킨다. 교각에 전달되

는 충돌하중은 고정된 강체 교각 모델로부터 얻어진 반력의

합으로 산정되었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예제모델은 Scenario I, II와 같이 주

로 선박 진행방향의 변위를 유발시키는 충돌에 대하여 7.0

Kn 정도의 속도에서 선박을 완전히 저지시켰으며, Scenario

그림 14. 정면충돌 시나리오

표 3. 충돌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소산(MJ)

운동에너지 파일의 흡수에너지 선박의 흡수에너지 마찰에너지 리바운드 운동에너지 기타에너지

Scenario I
386.37
(100%)

238.86(61.8%) 60.40(15.6%) 12.04(3.1%) 44.76(11.6%) 30.31(7.8%)

Scenario II 244.44(63.3%) 53.70(13.9%) 53.33(13.8%) 4.23(1.1%) 30.67(7.9%)

Scenario III 253.35(65.6%) 77.32(20.0%) 14.99(3.9%) 26.31(6.8%) 14.40(3.7%)

그림 15. 선박과 파일그룹의 변위 및 응력분포 (Scenario I)

그림 16. 선박과 파일그룹의 변위 및 응력분포 (Scenario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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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와 같이 주로 선박 진행의 수평방향 변위를 유발시키는

충돌에 대하여 6.0 Kn 정도의 속도에서도 선박을 완전히

저지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각의 수평저항 강도

가 60MN이라면 설계속도는 7.0 Kn로 산정할 수 있으며,

예제모델은 선박 진행의 수평방향 변위를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 론

선박충돌에 따른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접촉면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hell 요소로 비교적 정

교하게 모델링 된 선박을 사용하여 강성충돌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ASSHTO LRFD 및 EUROCODE의 경험식과 비

교·검토한 결과 타당한 선박모델로 판단되었다.

변위기반 해석에서는 방호구조물이 유연한 지반에 관입되

는 경우와 단단한 지반에 고정되는 경우를 비교·검토하였

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지반에 관입되는 경우에는 소성힌지

가 1.5~2.0 m 아래쪽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하중과 내부 흡

수에너지도 비교적 낮게 산정되었다. 그러므로 방호구조물의

설계시 수면아래 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파일지지시스템은 선박이 교각과 충돌하기 전에 선박을 저

지시키거나 충돌하중이 교각의 저항강도 이하가 되도록 감

소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구조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충돌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예제모델은 선박 진행의 수평

방향 변위를 유발시키는 하중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교각의 수평저항 강도를 60 MN 정도로 가정한다면 선

박의 설계속도를 7.0 Kn로 산정할 수 있다.

강관파일그룹 형태의 방호구조물에 대한 선박충돌은 근사

적으로 연성충돌로 정의할 수 있으며, 방호구조물과 선박의

강성비나 충돌형태에 따라 손상 혹은 변형에 의해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강관파일그룹은 전체충돌

에너지의 60~66% 정도를 흡수하여 교량의 하부구조와 선박

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방호구조물의 충돌해석과 설

계는 방호구조물과 선박의 구조시스템 및 발생 가능한 충돌

시나리오에 따라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다양한 해석모

델 및 충돌형태에 대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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