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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충돌해석을 통한 선박충돌방공호의 방호능력평가

A Protection Capacity Evaluation of Vessel Protective Structures by Quasi-Static 

Colli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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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방호공의 최 방호능력을 산정하기 하여 선박충돌방호공과 선박을 수치 으로 모델링하고 정 해석

으로 충돌해석을 수행하 다. 방호공은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과 지반의 지지효과  인발을 고려하여 모델링되었다. 충돌

선박은 비선형거동이 집 되는 선수부분을 정 하게 모델링하고 효율 인 해석을 해 mass scaling기법을 사용하 다. 

동일한 해석모델에 하여 동 해석을 추가 으로 수행하여 두 해석방법의 차이 과 효율성을 평가하 다. 선박과 방호공

의 에 지소산곡선을 바탕으로 충돌선박이 교량하부구조에 충돌력을 달되는 시 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선박

의 최 충돌허용속도를 산정하 다. 이러한 추정방법이 방호공의 에 지소산한계를 명확히 단할 수 있어 공학 으로 효

율 인 산정방법임을 보 다. 

핵심용어 : 교량-선박충돌, 정 해석, 최 방호능력, 허용충돌속도

Abstract

In this study, the vessel collision protective structure and the vessel were modeled numerically and the quasi-static colli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maximum protection capacity. In the modeling process of protective structure, the nonlinear 

behaviors of structure and the supporting conditions of ground including pull-out action were considered. In that of collision vessel, 

the bow of vessel was modeled precisely, because of the nonlinear behaviors were concentrated on it. For the efficient analysis, the 

mass scaling scheme was applied, also. To evaluate the differences and efficiency, the dynamic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same model, additionally. Based on the obtained energy dissipation curves of the structure and the vessel, the moment that the 

collision force affected to the bridge substructures was determined and the maximum allowable collision velocity was evaluated. 

Because of the energy dissipation bound can be recognized clearly, this scheme can be used efficient in engineering work.

Keywords : bridge vessel collision, quasi-static analysis, maximum protective capacity, allowable collisio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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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교량의 증가와 선박의 형화로 인하여 교량에 한 

선박충돌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충돌로

부터 교량을 방호하기 한 다양한 형태의 충돌방호공이 계

획 시공되고 있다. 이러한 충돌방호공의 방호능력은 다양한 

항로조건이나 운항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설계 선박으로

부터 교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그러나 방호공이 

완공된 후 항로나 상선박이 변경된 경우, 바  조건에 

한 기존 방호공의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능

평가는 보통 선박 충돌해석으로 수행된다.

일반 으로 교량과 선박의 충돌해석은 규모의 요소망과 

구조물의 항복   등 고도의 비선형거동이 발생하고 해의 

수렴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도의 비선형성과 해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하여 일반 으로 양해법(explicit 

method)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다(이계희 등, 2005; 

2011; 이성로 등, 2006). 양해법은 기지의 두 시  사이의 

보간이 아닌 외삽에 의해 해를 구하기 때문에 해석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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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충돌방호공

(a) 평면

(b) 정면

(c) 측면

그림 2 충돌방호공의 구조모델

시간간격의 크기에 따라 해의 안정성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음해법(implicit method)법에 비해 상 으로 작은 크기의 

시간간격을 사용한다. 그러나 규모의 해석모델에서 음해법

에 비해 계산비용의 증가가 상 으로 작아 해석모델의 크기

가 증가함에 따라 상 인 경제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한 고도의 비선형거동에 해서도 해의 수렴성이 좋아 체

인 해석의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양해법을 사용해도 이는 규모의 동 해석이므로, 

방호공의 최  방호능력(=허용최 충돌속도, 이하 최 충돌

속도)의 평가시에 필수 인 반복해석에는 많은 계산비용이 

필요하다. 만일 선박충돌시 발생하는 동 인 특성을 무시하

고 음해법을 이용한 정 인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형

의 요소망과 고도의 비선형거동으로 인하여 수렴이 어렵고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역시 상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하여 양해법

을 이용한 정 해석으로 충돌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시 

충돌선박은 일정한 속도로 선박을 방호공과 충돌하고 이때 

얻어지는 에 지의 소산량을 기존으로 선박의 최 충돌속도

를 구하는 근법을 사용하 다. 한 정 해석에서 얻어

진 충돌속도에 하여 동 해석을 수행하여 사용된 방법이 

공학 으로 효율 임을 보 다. 이들 충돌해석에서 변형속도

(strain rate)에 따른 재료의 거동특성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2. 해석 모델의 작성

2.1 충돌 방호공

2.1.1 방호공의 구조모델

해석 상인 충돌방호공은 철골구조이며 교축직각방향으로 

67m, 교축방향으로 41m의 크기이다. 모두 4개층으로 구성

되었으며 높이는 21m이다. 기둥은φ900의 강 으로 구성되

었고 수평재는 H588x300의 형강, 가새 L200형강과 L150

형각으로 구성되었다(그림 1). 충돌방지공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보요소를 이용하 고 비선형 거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결 간의 보를 최소 2개 이상의 요소로 분할하

으며 선박의 충돌이 직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4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정확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다(그림 2).

재료모델은 탄소성모델을 사용하여 소성거동에 따른 에

지소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 단 재료의 단

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변형률이 단시 보다 큰 경우에는 

단시 의 응력에 해 소성거동을 가정한다.

지반에 입된 말뚝의 지지 은 지반속의 치로 수정하여 

지반의 횡방향 지지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모델링된 

방호공의 말뚝은 지반 속에 입된 부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해석 로그램으로는 ABAQUS/Explicit(Simulia, 2010)를 

사용하 다.

상교량의 하부구조는 우물통만 고려하고 지반에 고정되

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연구는 충돌방호공의 성능을 평가

하는 것이 주목 이므로 교량의 하부구조의 항력을 고려하

지 않았다. 따라서 선박이 하부구조에 충돌하여 하부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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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재의 응력변형율 곡선

그림 4 지반스 링의 p-y곡선

직  충돌력을 달하는 시 까지의 방호능력을 충돌방호공

의 최 방호능력으로 평가하 다. 따라서 교량의 하부구조는 

방호공의 변형에 한 경계조건으로 작용하며 거동에 의

해 방호공의 변형의 범 를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그림 6). 

이때 변형된 방호공의 에 의해서 힘이 달되나, 이는 

교량하부구조의 충돌 항력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값으로 

가정하 다.

2.1.2 기  지지조건

해석 상인 충돌방호공에는 충돌에 의한 인발을 항하는 

앵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선수충돌이 발생

하는 방호공의 교축방향(평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말뚝들

에는 상 으로 용량의 앵커(Type A)가 설치되고, 측면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단되는 교축직각방향(평면 직사각형

의 긴 변)의 말뚝들에 하여 상 으로 작은 용량의 앵커

(Type B)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반 방향에 해서는 앵커를 고려하지 않았다. 충돌시 

발생할 수 있는 말뚝의 인발거동을 모사하기 하여 말뚝의 

하단에 수직방향의 지반 스 링을 추가하 다. 해석에 사용

된 앵커의 공칭지지력은 각각 Type A의 경우 1328.1kN, 

Type B의 경우 571.22kN를 사용하 다. 

지반앵커는 일반 으로 약간의 변 가 발생한 후 최  지

지력에 도달하고 앵커가 괴된 후에도 말뚝이 항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말뚝의 지지스 링의 거동을 가정하 다. 그

림 4는 해석에 사용된 앵커가 설치된 말뚝지지스 링의 인장

거동과 설치되지 않은 말뚝의 인발 항을 나타내었다. 말뚝

이 인발된 이후에도 자 에 의하여 인발에 항하므로 인발

거동이 끝난 이후에도 인발 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2.2 충돌선박

2.2.1 유한요소모델링

선박은 크게 갑 , 선측, 선 , 격벽구조로 구분되며 각 

구조별로 이나 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

물이다. 그래서 해석시 각각의 부재들을 모두 고려하기는 매

우 어렵다. 따라서 해석 상, 목 , 구조물의 역학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모델에 한 이상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돌선박은 4000GT  화물선(Bulk 

Carrier Ship)이다. 선수부는 쉘(Shell)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정면충돌시 선박의 변형을 고려하기 해서 변형이 집

되는 충돌선박의 선수부는 상세하게 모델링하 고, 선체 

 선미부는 탄성체로 모델링하 다. 그림 5에서 모델링된 

선박의 개략 인 요소망을 나타내었다. 

선박 종류에 따른 무게표기 방법을 재 량톤수  배수

톤수로 변환하기 하여 련규정(해양수산부, 2005; The 

Overseas Coastal area Development Institute of 

Japan(OCDI), 2002)의 산정식을 참조하 다. 결과 으로 

얻어진 상선박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그림 5 화물선 유한요소모델

구분
재 량

톤수(DWT)

배수톤수

(DT)

장

(m)

폭

(m)

홀수

(m)

충돌선박

(4000GT)
7500 10806 123 18.35 7.35

표 1 충돌선박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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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시 선박의 질량 이외에도 선박을 둘러싸고 있는 물의 

질량이 추가 으로 반 된다. 이를 고려하기 하여 련기

(AASHTO, 1991; 한토목학회, 2006)에서는 선박이 

이동함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물의 질량을 반 하기 해서 

수리동 질량계수()를 제안하고 있다. 련규정에 따라 

1.05-1.25 사이의 수리동 질량계수를 보간법으로 산정하

으며, 표 2와 같이 수정배수톤수를 결정하 다.

구분
최소수심

(m)

만재흘수

(m)

수리동

질량계수

수정배수톤수

(DT)

충돌선박

(4000GT)
9.564 7.35 1.149 12416.094

표 2 수리동 질량에 의한 수정배수톤수

2.2.2 Mass Scaling

충돌해석에 사용되는 양해법의 최소 시간간격은 팽창

(dilatational wave)의 달속도로 결정된다. 일반 으로 

최소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른다.

∆ ≈


(1) 

여기서, 은 최소요소의 크기이고 는 팽창 의 속도로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른다. 

 




(2)

식 (2)에서 Lame 상수 와 는 등방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탄성계수 와 포아슨비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3)




(4)

등방재료의 경우 도와 탄성계수의 비에 따라 팽창 의 속

도가 결정되므로 수정된 탄성계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 다.

 


 (5)

여기서, , , 는 각각 강재의 탄성계수와 도와 수

정된 강재의 도이다.

식 (1)에 기 하여 구조물의 도를 증가시키면 이의 제곱

근과 비례하여 최소해석시간이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체

인 해석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Simulia, 2010). 본 

연구에 사용된 해석모델에서 최소해석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은 

선수부의 조 하게 작성된 요소망이므로 이 부분의 도를 증

가시켜 해석의 속도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선박의 체질

량이 증가하므로 선체를 구성하는 요소의 도를 수정하여 

체 으로는 동일한 질량을 갖도록 하 다. 이때 선박 체의 

도분포변화에 따른 회 성의 향은 무시할 수 으로 가

정하여 선박 체의 종방향회  자유도를 구속하 다.

3. 최 방호능력의 산정

3.1 정 해석

식 (1)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양해법의 해석시간간격은 해

석모델의 거동이 아닌 요소망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해

석비용은 해석상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해석시

간을 감소시키면 해석의 효율성은 증가한다.

일반 인 충돌해석의 경우 충돌속도를 증 시켜 해석시간

을 감소시키면 충돌체의 운동에 지가 증가하고 방호공의 

성효과가 과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선박의 

량에 비하여 무시할 수 없는 질량을 가진 인공섬과 같은 

방호공의 용에는 부정확한 결과를  것으로 단되나 구

조물의 소성변형에 의해서 에 지를 소산시키는 강재 방호공

에서는 충분히 정확한 결과를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의 정 해석을 수행하여 방호공의 최 방

호능력(=허용충돌속도)을 산정하 다. 

① 선박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방호공과 충돌하는 

것을 가정하고 충돌해석을 수행한다. 

② 선박과 충돌방호공의 에 지소산량을 산정한다. 

③ 선수가 교량하부구조에 직  힘을 달하는 시 에서 

얻어진 에 지소산량으로 최 충돌속도를 구한다. 

이러한 정 해석에 의한 선수충돌의 해석시 선박과 방호

공의 치와 변 는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충돌시 방호공과 선박의 선수로부터 소산되는 소성에 지

는 그림 7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방호공과 선수의 에 지소

산량은 선형으로 증가하지만 상 으로 강성이 약한 방호공

의 에 지소산량이 선박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은 선수가 교량의 기 에 근할 때까지 지속된다. 

충돌 기에 선수의 첨단부와 교각기 우물통과의 거리는 

12m이나 변 가 한계변 (수직선)에 이르면 선박이 교량의 

하부구조에 직  충돌력을 달한다. 이는 선수와 방호공의 

2차 압괴가 일어나는 시 이다. 이후로는 선박의 충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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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수충돌 상

그림 7 정 해석시 에 지소산곡선

그림 8 정 해석시 결과에 의한 선수의 변형

기 우물통에 직  가해지므로 방호공의 충돌에 지소산량은 

속히 하한다. 따라서 이 시 까지 소산된 에 지를 방호

공과 선박이 소산한 에 지로 추정할 수 있다. 해석결과 이 

시 에서 소산된 에 지는 총 190.26MJ이며, 이  선수에 

의한 에 지소산이 8.57MJ, 방호공에 의한 에 지소산이 

177.51MJ, 마찰에 의한 에 지소산은 4.19MJ이다.

충돌시 선수가 우물통에 충돌력을 작용하기 까지 소산된 

에 지에 해당하는 충돌속도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5.536m/sec (6)

방공호의 최 방호능력에 해당하는 시 에서 정 해석에 

의해 얻어진 선수와 방호공의 변형형상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3.2 동 해석

정 해석에서 얻어진 해를 검증하기 해 동일한 해석모

델에 해 동 해석을 수행하 다. 동 해석시 충돌속도는 

=5.0m/s, =6.0m/s, =7.0m/s로 반복 인 동

해석으로 방호공의 최  방호능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추

가 으로 정 해석에서 얻어진 최 방호능력에 해당하는 

충돌속도인 =5.54m/s에 해서도 동 해석을 수행하여 

정 해석에서 얻은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 다. 

동 해석을 통하여 얻은 선수의 최종변형형상은 그림 9에

서 보이는 바와 같다. 충돌속도 에 한 선박의 변형은 

정 해석에서 얻은 변형과 유사하 다. 반면 정 해석에서 

얻은 충돌속도보다 큰 충돌속도를 가진 와 은 정 해

석에서 얻은 변형형상에 비하여 구상선수부분의 변형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수에 의한 충돌력이 방호공의 변형

에 의한 반력과 교량하부구조의 반력에 작용된 결과로 이들 

충돌속도는 방호공의 방호능력을 과함을 알 수 있다. 정

해석결과 얻은 충돌속도에 한 선수의 변형은 정 해석 

결과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 정 해석의 타당성을 보여주

고 있다. 

충돌의 종료는 선박의 운동에 지가 0에 이르는 시 이다. 

이후로는 선박이 반동하게 되므로 선박과 교량과의 상 인 

거리가 멀어지게 되다. 각각의 충돌속도별 운동에 지 변화

를 그림 10(a)에 나타내었다. 충돌속도에 따른 충돌종료시

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며 방호공의 에 지소산에 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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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m/s (b)  6.0m/s

(c)  5.0m/s (d)  5.54m/s

그림 9 동 해석시 선수와 방호공의 변형

(a) 운동에 지 (b) 소산 에 지

그림 10 충돌속도에 따른 에 지시간이력

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거동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은 

미지의 충돌속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공학 인 단을 어렵게 

한다. 충돌시 소산되는 에 지의 시간이력에 있어서도 유사

한 상이 나타난다(그림 10(b)). 방호공의 에 지소산능력

보다 큰 속도의 충돌에서 교량의 하부구조에 충돌력이 직  

달되는 시 에서 교량하부구조의 반력에 의해서 반동이 발

생하게 되므로 소산된 운동에 지가 다시 반동시의 운동에

지로 환된다(, ). 그러나 충돌속도가 방호공의 방호

능력과 유사하거나 작은 경우에는 선수가 교각에 직 으로 

충돌력을 달하기 에 충돌이 종료되므로 이러한 반동에 

의한 소산에 지의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그림 

10(b)의 과 ). 그러나 이 경우 충돌종료시의 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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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충돌속도에 따른 우물통의 수평반력

구분 총해석시간 충돌종료시간

정 해석 1.0 0.785

동 해석 9.0 7.92

표 3 해석시간의 비교

이 되므로 에 지소산곡선이 매우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

어 정확한 충돌 종료시 을 단하기 어렵다.

교량의 하부구조에 작용하는 반력의 시간이력은 그림 11

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이들 시간이력에서 방호공의 변형을 

일으켜 하부구조에 하기 까지는 반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 발생한 후 반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반력은 방호공이 소성거동을 일으키며 압괴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며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 의 경우와 같이 에 지소산능력에 비하여 큰 충

돌속도를 가진 충돌경우의 반력시간이력은 충돌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상을 보인다. 이는 선수가 교량의 하부구조에 직

 충돌력을 달하는 상으로 단할 수 있다. 에 지소산

능력과 유사한 충돌속도(, )에서는 이러한 선박 충돌력

의 직  달을 의미하는 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반력의 시간이력이 매우 유사하고 충돌이 종료된 시 을 

악할 수 있는 특이 이 발견되지 않아 주어진 반력곡선에

서는 두 충돌속도  어느 것이 방호공의 에 지소산능력과 

유사한 충돌속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두 해석방법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하여 두 해석방법에 

사용되었던 해석시간을 비교하 다(표 3). 두 해석방법은 동

일한 요소망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므로 해석상의 시

간을 등가로 비교할 수 있다. 정 해석은 1 의 시간동안 

충돌하는 것으로 하 다. 동 해석의 경우에는 충돌종료시간

을 해석 에 유추할 수 없으므로 기속도를 고려하여 약 3

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동 해석에 의한 방법에

서 정확한 최 방호능력에 해당하는 속도를 찾기 하여 반

복 인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보수 으로 단하여 상한값

과 하한값 그리고 근사값의 3회 해석을 수행한다고 가정하

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정 해석은 동 해석에 해 9배

의 효율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충돌이 종료되는 

시 까지의 해석시간만을 비교하여 볼 때 약 10배의 효율성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충돌방호공의 방호능력평가에 한 효

율 인 해석방법으로 정 해석과정을 이용하 다. 선수의 

에 지소산이 격히 증가하는 시 을 기 으로 에 지소산

량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최 충돌속도를 산정하 다. 이

를 검증하기 해 수행된 동 인 충돌해석에 정 해석에 

의해 얻어진 선박과 방호공의 응답이 유사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동 인 해석을 통하여 방호능력의 최 을 찾기 

해서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

었다. 한 이러한 동 해석에서는 방호공의 방호능력이 소

진되는 시 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수행된 정 해석방법은 방호공의 최 방호능력산정에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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