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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light of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quantities of goods transported and the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the 

frequency of usage of port structures has increased; yet, the government’s budget for the shipping & port of SOC has been reduced. 

Port structures require systematically effective maintenance and management trends that address their growing frequency of usage. 

In order to construct a productive maintenance system, it is essential to develop deterioration models of port structures that consider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type, use, constructed level, and state of maintenance. Processes for developing such 

deterioration models include examining factors that cause the structures to deteriorate, collecting data on deteriorating structures, and 

deciding methods of estimation. The techniques used for developing the deterioration models a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arkov chain theor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an reflect changes over time and Markov chain theory can apply status changes 

based on a probabilistic method. Along with these processes, the deterioration models of open-type and gravity-type wharf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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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는 1960년 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에 따라 제철, 

화물 등을 처리하기 해 공업항이 건설되었고, 재는 형

화되는 컨테이 선의 수용을 해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국토해양통계연보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자료(Fig. 1, Fig. 

2)에 따르면 국 항만 물동량은 2000년  반부터 2011

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11년 국내 항만에

서 처리한 물동량은 13억 112만 톤으로 년 비 8.9% 증

가했다. 항만별 물동량은 부산항 2억 9,433만 톤, 양항 2

억 1,993만 톤, 울산항 1억 9,375만 톤 등의 순이며, 각각 

년 비 12.3%, 6.4%, 12.9% 증가하 다. 이처럼 국내 

수출입 화물량과 항만시설물의 사용빈도의 증가추세에 따라, 

항만시설물에 한 보수․보강 등의 유지 리에 필요한 비

용 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

(’07~’11)에서 재정투자계획은 체 사회간 자본(SOC)의 

최근 5년간 연평균 5.8% 수 의 투자 증가와는 달리 해운항

만부문의 투자비는 3.4% 감소하 다(Table 1). 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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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Budget
2007 2008 2009 2010 2011

Increasing rate of 

average year(%)

Whole of SOC 184,218 206,207 254,974 251,107 244,406 5.8

Shipping & Port 20,622 20,491 21,298 18,617 16,333 -3.4

Proportion (%) 11.2 9.9 8.4 7.4 6.7

Table 1 Financial investment plan of shipping harbors field in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unit : one hundred million)

Fig. 1 Status of gross weight of goods handled in 

domestic ports(https://stat.molit.go.kr)

Fig. 2 Status of the number of vessel arrivals in 

domestic ports, 2001-2011(https://stat.molit.go.kr)

재정운용계획(’14~’17)에서 사회간 자본의 투입 산을 

규모 감축할 것으로 밝 , 항만시설에 한 효율 인 유지

리  운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국내 해양항만시설의 체계 인 유지 리의 시작은 1990년

 후반 해양수산부의 연구지원에 의한 항만시설물의 구조형

식별 손상형태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항만시

설물 안 검  정 안 진단 지침서” 다. 2000년  후

반에는 유지 리시스템의 산화에 한 연구(Lee et al., 

2003)와 안 진단의 경제성분석, 유지 리비 용의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Ahn et al., 2005)가 진행되었다. 

의 연구들은 유지 리시스템을 확립하기 해 진행되었고, 

항만시설물의 노후화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도 이

루어졌다. 노후 항만구조물의 열화도 평가지표 확립에 한 

연구(Lee et al., 2011)는 해양콘크리트의 탄산화  염해

와 같은 열화인자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실구조물의 열화

도를 평가하 다. 항만구조물의 가장 직 인 열화요인으로 

여겨지는 항만구조물의 안  충돌에 지 산정을 한 연

구(Lee et al., 2004, Shin, 2007)와 선박충돌시 돌핀 구

조물의 거동에 한 원심모형실험에 한 연구(Oh et al., 

2011)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신뢰성에 기 한 노후된 잔교

식의 안 성  내하력 평가에 한 연구(Cho et al., 

1995)와 선박 안시험을 통한 자켓식 돌핀부두의 내하력 평

가 방법에 한 연구(Cho et al., 1998)가 진행되었다.

국․내외 항만시설의 상태열화모델 개발에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나, 교량이나 도로시설의 상태열화모델에 한 

연구(Cesare et al., 1992; Kong et al., 2008)는 다양하

게 진행되었다. 미국의 교량 리시스템(BMS Pontis)의 상

태열화모델은 상태 변화의 변동성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마코  체인 모델을 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시설물  동해안 지역의 

비컨테이  화물을 취 하는 잔교식 시설물과 블록식 시설물

을 상시설물로 해당시설물의 특성(구조물의 상태, 해역의 

특성, 취 화종, 노후도 수  등)을 반 하여 상태등 을 기

반으로 Project level의 열화모델을 개발하 다.

2. 상태열화모델 개발 

2.1 열화인자 분석

항만시설물은 해양환경에 치하여 타 국가기반시설물에 

비해 염해로 인한 부식, 랑에 의한 피로하 , 그리고 태풍

과 같은 많은 환경 인 열화요인에 직 으로 노출되어 있

다. 이러한 열화인자는 문가 설문조사와 정 검  정

안 진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Kong, 2012) Fig. 3과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Fig. 3은 항만 련 업계에 종사하는 16

명의 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이며, 그 결

과 기 침하 23%, 지반지지력 17%, 선박충돌 16%, 랑 

13%가 항만시설물 열화의 주요원인이라고 응답하 다. Fig. 

4는 항만시설물의 43개의 정 검  정 안 진단 보고서

로부터 외 조사 결과  손상원인 부분을 정리하여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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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erioration factors of the port structures 

according to the experts' opinion 

Fig. 4 Deterioration factors of the port structures 

according to the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ports 

Fig. 5 Berthing energy graph of vessel

인을 나타낸 것이다. 정 검  정 안 진단 보고서 분석

을 통해, 항만시설물의 주요 열화요인으로 선박충돌 23%, 

낙하물 충격 21%, 건조수축 19%, 공시 건조수축 16%, 

염해 12%가 조사되었다. 두 분석을 통하여 열화모델 개발에 

고려 가능한 향인자(독립변수)로 선박충돌, 선박 안에

지, 낙하물 충격(물동량으로 고려), 염해를 선정하여 열화모

델(종속변수)을 개발하 다. 항만시설물은 형식별(잔교식, 블

록식), 부재별(잔교식-바닥 , 가로보, 세로보, 일, 블록식

-상부공  본체부, 에이 론) 기능에 따라 열화의 주요 

향인자가 다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잔교식 구조물의 바닥 과 블록식 

구조물의 상부공  본체부는 선박 안에 지, 충돌하 , 습

도  물동량을 주요 열화인자로, 잔교식의 가로보, 세로보 

 말뚝은 선박 안에 지, 충돌하   습도, 블록식의 에이

론은 물동량과 충돌하 을 주요 열화인자로 선정하 다. 

각 열화인자에 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2.1.1 선박 안에 지

선박 안에 지는 선박이 안하면서 방충재 손상  기능

상실로 인해 항만시설물에 달되는 에 지이다. 선박의 안

에 지()는 항만  어항 설계기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les, 2005)에서 제시된 식을 이용하 다.

  




 (1)

여기서, 는 선박의 배수량(the displacement of the 

ship, ton), 는 편심계수(the eccentricity coefficient), 

는 선박의 안속도(m/sec), 은 가상질량계수(the hydro-

dynamic mass coefficient), 는 유연성계수(the softness 

coefficient), 는 선석의 형상계수(the berth configuration 

coefficient)이다. 선박의 배수량에 따른 안에 지는 Fig. 5와 

같이 나타났으며,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제한된 안속도로 인해 

안에 지가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났다. 향인자의 용을 

하여 안에 지의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나 어 구간별 안

에 지의 회귀식을 이용하 다. 안에 지 산정을 해 요한 

요소인 선박의 질량 데이터는 각 지방의 항만청 웹사이트에 공시

된 부두별 연도별 입항 선박들의 총톤수에 따라 산정된 안에

지의 합계 값이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안에

지를 열화인자 데이터로 입력하 다.

2.1.2 선박충돌하

선박충돌하 의 경우 선박이 자연조건, 기 고장 는 항해

자의 단 착오 등에 따른 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직  부두

시설에 하게 되면 에 지의 완충이 없는 상태에서 커다란 

충격력으로 항만 시설물에 직 인 손을 가져올 수 있는 하

을 말한다. 충격하 은 다양한 물리 모형실험과 이론 인 연

구에 바탕을 둔 경험 인 계식에서 얻어 질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Greiner Engineering Sciences(1985)에서 Woisin

의 식에 선박의 속력, 화물, 재상태 등을 고려한 수정된 최  

충돌하 ()과 평균 선박충격하 ()은 다음 식으로 산

정한다(Sh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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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ae Port

Gross 

tonnage 

Year

DWT  Number of 

arrivals

27,980
2001

51,719 10.56 5.28 
1

28,718
2002

53,083 10.70 5.35 
1

30,053
2003

55,551 10.95 5.47 
1

Annual average  5.51

Table 2 Example calculating average ship collision forces

  







 



(2)

    (3)

여기서, 는 선박의 재화 량톤수(ton)를, 는 충돌

직  선박의 속력(m/sec), 는 충돌시 선박의 배수량

(ton), 는 선박의 최  배수량(ton)이다. 충돌하 은 

선박 안에 지와 마찬가지로 각 지반의 항만청 웹사이트에 

공시된 부두별 연도별 입항하는 선박들  가장 큰 선박의 

총톤수와 입항횟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며, 2001

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충돌하 을 열화인자 데이터로 

입력하 다. Table 2는 동해항의 2001년, 2002년 그리고 

2003년의 평균 충격하 을 산출한 이다.

2.1.3 염해

실제 해양환경 하에서 습도의 증감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내

부의 습도가 외부의 습도보다 낮으면 외부의 수분이 내부로 이

동하면서, 이때 수분과 함께 이동한 염소이온은 콘크리트 내부

의 염소이온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염해로 인해 발생하는 시

설물의 열화는 상 습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 하 다. 지역

별 연평균 상 습도는 기상청의 2001년부터 2010년의 10년 

치 기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한 부두가 치한 

지역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 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상

습도 데이터를 사용하 다. 

2.1.4 재· 하 하

항만시설물의 재· 하 하 은 지역별, 취 화종별, 항구

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운송되는 화물양이 많으면 

재 하 하 이 크고, 이로 인해 항만 시설물에 작용하는 

하 이 크기 때문에 열화의 정도가 클 것으로 상된다. 

재 하 하 을 산정하기 해서 각 지역의 항만청에서 제공

하는 부두별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화물수송 통계자료

를 통해 연평균 물동량으로 재· 하 하 을 산출하 다.

2.2 열화모델

본 논문에서는 여러 향인자와 개발 시설물의 상태열화이

력 경향성을 고려할 수 있고, 시스템 용성이 우수한 결정

론  모델인 다  회귀모델과 열화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확률론  모델인 마코  체인 모델을 개발하 다. 

두 모델에 한 자세한 사항은 3,4 에 기술하 다.

3. 다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에 의

해 향을 받을 것으로 기 될 때 종속변수의 변화를 나타내

기 하여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이 사용되는 회귀분석이다. 

독립변수가 개 일 때 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   (4)

여기서, 는 종속변수, ⋯는 주어진 개의 독립변

수들, ⋯ 는 미지의 회귀계수, 는 오차이다. 본 연구에

서는 상태등   상태지수 변화에 향을 미치는 향인자

로 선박 안에 지(), 충격하 (), 물동량(), 습도

()로 선정하여 이에 해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 모델은 다

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회귀식 계수,    는 

향인자이다. 

3.1 열화모델 개발 로세스

다  회귀분석을 통한 열화모델 개발(Fig. 6)은 시범 상

시설물의 부두별, 부재별, 조사구간별, 공용년수별 상태이력 

데이터와 열화에 향을 주는 향인자를 분석  수집 후 

부재별 단변수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단변수 회귀분석의 결

과와 열화 향인자를 고려하여 다  회귀분석을 통해 부재별 

열화모델 개발 후 부재별 열화율을 정 검  정 안 진

단 시 체상태등 을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부두에 

한 로젝트 벨의 열화모델을 개발하 다.

3.2 상태등   상태지수 이력 데이터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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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ression analysis of 

floor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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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gression analysis of 

crossbeam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E)

2(D)

3(C)

4(B)

5(A)

Years

 
상
상
상
상

C
o
n
d
it
io

n
 i
n
d
ex

Service life(year)

(c) Regression analysis of 

st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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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gression analysis of 

pile

Fig. 7 Regression analysis of elements of open type 

wharf

Fig. 6 Processes developing deterioration model with 

multi regression analysis

국내 항만시설물 391개의 정 검  정 안 진단 보고

서의 상태등   상태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공 직후의 

상태이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분의 시설물이 15년 이

내에 보수 시 인 상태등  C등 으로 열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런 결과로부터 공이후 15년 미만인 시설물은 시공 

상태 수 으로 15년 이상 된 시설물을 유지 리수 으로 구

분하고 각 수 에서 취약, 보통, 우수 상태로 구분하 다. 본 

논문에서는 회귀분석을 한 데이터가 충분한 동해안 지역에 

있는 비컨테이  화물을 취 하는 잔교식 구조물의 유지 리

수  취약 이스와 블록식 구조물의 유지 리수  우수 

이스에 해서 열화모델을 개발하 다. 잔교식 구조물의 시

범 상시설물은 포항신항 제4부두, 동해항 남부두(1단계), 

동해항 북부두(1단계), 동해항 앙부두이며, 단변수 회귀분

석을 하여 정리한 측치(부두별, 부재별, 공용년수별 상태

등   상태지수)의 수는 897개다. 블록식 구조물의 시범

상시설물은 울산항 용잠3부두, 울산항 한진 공업부두, 울산

항 SK가스부두, 울산항 일반부두, 울산항 온산4부두이고 

측치(부두별, 부재별, 공용년수별 상태등   상태지수)의 

수는 2,593개이다.

3.3 부재별 단변수 회귀분석

단변수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는 공용년수이며 종속변수는 

부재의 열화율이고, 다  회귀분석  단계에 이루어진다. 각 

이스별 취합된 상시설물의 부재별 상태이력 데이터는 

MATLAB 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변수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Fig. 7은 잔교식 구조물의 부재별 단변수 회귀분석 결과 

열화율 데이터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3.4 상시설물별 향인자 데이터

다  회귀분석을 하여 고려되는 각 시설물별 향인자는 

2.1 에서 설명된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상시설물별 

향인자 데이터는 Table 3과 같다.

3.5 부재별 다  회귀분석  상태 열화모델

다  상태열화 모델은 MATLAB과 SPSS를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잔교식 바닥  부재의 다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향인자의 계수를 용한 바닥 의 회귀식(열화율, )은 

다음과 같다.

 × × (6)

× ×

여기서, 은 선박 안에 지, 는 충격하 , 은 물동

량, 는 습도이다. 식 (6)에서 선박 안에 지와 습도는 (+)

계수 값을 가지며, 두 향인자의 값이 커지면 상태열화율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상태열화율이 높아지는 경

향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변수의 수를 조정하여 

향인자의 계수를 보정하여 경향성 문제를 해결하 다. 동해

안 잔교식 비컨테이  유지 리 취약 이스와 블록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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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Name 
Berthing energy

(KJ)

Ship collision force

(MN)

Cargo transport

(R/T)

Relative humidity

(%)

Open 

type 

wharf

Fourth wharf of Pohang new port 1,388 6.02 3,500,693 62.7

South wharf of Donghae port 6,358 5.60 15,176,768 63.5

North wharf of Donghae port 1,776 5.92 4,893,849 63.5

Central wharf of Donghae port 396 5.59 1,261,101 63.5

Gravity 

type 

wharf

Yongjam 3 wharf of Ulsan port 375 6.50 2,062,618 64.2

Hanjin heavy industry wharf of Ulsan port 23 0.56 1,010,086 64.2

SK gas wharf of Ulsan port 813 26.82 1,356,509 64.2

General wharf of Ulsan port 1,061 2.55 1,204,386 64.2

Onsan 4 wharf of Ulsan port 298 4.49 1,033,688 64.2

Table 3 Deterioration factors of ports at Donghae region

Type Elements  
Standard 

error of 

estimate

Durbin-

Watson

Open type 

wharf

Floor slab 0.279 0.196 1.518

Crossbeam 0.121 0.215 2.176

Stringer 0.047 0.237 1.992

Pile 0.599 0.027 1.744

Gravity 

type wharf

Superstructure 0.047 0.075 2.133

Apron 0.319 0.056 2.790

Table 4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nd standard 

error of estimate
Effective 

factors
Elements B   

Cargo 

transport
Floor slab -2.172E-08 -0.528 -3.932 0.000

Berthing 

energy
Pile

-1.583E-05 -0.767 -7.399 0.000

Ship collision 

force
-0.055 -0.350 -3.378 0.002

Ship collision 

force
Apron -0.006 -5.65 -3.622 0.001

Table 5 Coefficient of effective factors

리 우수 이스의 향인자 계수 보정과정을 거쳐 얻어지

는 최종 부재별 다  회귀모델은 다음 식 (7)~(12)와 같다.

 × (7)

 × × (8)

  × × (9)

  × × (10)

 × ×  (11)

 × (12)

여기서, 는 바닥 , 는 가로보, 는 세로보, 는 말

뚝, 는 상부공  본체부, 는 에이 런의 열화율이고, 

은 선박 안에 지, 는 충격하 , 은 재· 하하 , 는 

습도이다. 구조물별, 부재별 결정계수( )의 값과 Durbin- 

Waston 값은 Table 4에 정리하 다. 잔교식구조물의 말뚝의 

결정계수 값은 0.599이므로 선박 안에 지와 충격량이 말뚝

의 열화율에 미치는 향을 59.9%만큼 설명해 다. 다른 부

재들의 설명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용된 

독립변수들 외에 2.1 에서 조사되었던 향인자들이 추가된

다면 결정계수의 값이 커질 것이다. 한 모든 부재들의 

Durbin-Waston 값은 1에서 3사이 값을 보이며 잔차의 독립

성이 충족된 것으로 단된다. 제안된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검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물동량은 바닥 , 안에

지는 일, 충격량은 일과 에이 런에 주요 향력을 갖는 

인자로 나타났으며, 이에 한 세부사항은 Table 5와 같다. 

여기서 B는 비표 화 계수, 는 표 화 계수, 는 검정 값, 

는 유의확률이다.

3.6 Project Level 열화모델

Table 6은 Project Level의 동해안 블록식 구조물의 열

화모델이며, Table 7은 Project Level의 동해안 잔교식 구

조물의 열화모델이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 시의 공용년

수가 시설물별로 함께 제안되었다. 상태열화모델의 상태열화

율은 정 안 진단 보고서에서 체 상태지수()를 산정하

는 식(Lee et al., 1999)을 이용하 다.















(13)

여기서, 은 번째 조사단 의 상태지수, 은 번째 

조사단 의 길이, 은 포함된 조사단 의 상태지수  최솟값

(가장 나쁜 상태등 ), 는 포함된 조사단 의 상태지수  

최댓값(가장 좋은 상태등 ), 은 포함된 총 조사단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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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port
Deterioration rate by elements Total deterioration 

rate

service life at 

C gradeFloor slab Cross beam Stringer Pile

Fourth wharf of Pohang new port -0.275 -0.310 -0.315 -0.173 -0.313 6.39

South wharf of Donghae port -0.529 -0.451 -0.460 -0.228 -0.521 3.84

North wharf of Donghae port -0.305 -0.312 -0.326 -0.174 -0.323 6.19

Central wharf of Donghae port -0.226 -0.215 -0.280 -0.134 -0.279 7.18

Table 7 Project Level deterioration rate and service life at C grade of open type wharfs 

Name of port
Deterioration rate by elements Total deterioration 

rate

service life at C 

gradeSuperstructure and body Apron

Yongjam 3 wharf of Ulsan port -0.079 -0.106 -0.106 18.89

Hanjin heavy industry wharf of Ulsan port -0.065 -0.070 -0.070 28.43

SK gas wharf of Ulsan port -0.114 -0.228 -0.227 8.82

General wharf of Ulsan port -0.086 -0.082 -0.086 23.28

Onsan 4 wharf of Ulsan port -0.075 -0.094 -0.094 21.31

Table 6 Project Level deterioration rate and service life at C grade of gravity type wharfs

Fig. 8 Comparing deterioration model and condition 

level data of Yongjam 3 wharf of Ulsan port

Fig. 9 Comparing deterioration model and condition 

level data of North wharf of Donghae port

다. Project Level의 상태열화모델에 용하기 해, 를 구

조물의 체 상태열화율이라 하면, 









 는 구성

부재의 평균상태 열화율, 은 구성부재의 상태열화율   

값이 큰 값, 는 구성부재의 상태열화율   값이 작은 값

이다. 의 식을 통해 구해진 Project Level의 상태열화율은 

열화모델의 기울기가 되며, 시설물이 시공된 직후의 상태등

은 A등 (상태지수:5)이므로 편의 값은 5로 지정하 다. 공

용년수에 따른 Project level의 상태열화모델을 식 (14)처럼 

구축 할 수 있다.

 체구조물열화율×공용년수+5 (14)

회귀분석을 통해 개발된 상태열화모델과 실제 정 검 보

고서의 상태등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최종 검토하 다. Fig. 

8은 블록식 구조물인 울산항 용잠부두의 상태열화모델과 정

검  안 진단 보고서의 체상태등  데이터를 비교한 그

림이고, Fig. 9는 잔교식 구조물인 동해항 북부두의 상태열화

모델과 정 검  안 진단 보고서의 체상태등  데이터

의 회귀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  회귀분석은 변수 특성에 따른 시

간 의존  상태변화 분석에는 장 이 있으나 Fig. 7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자료들의 상태이력을 표 하기 해서는 확률론

 열화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표  

확률론  상태 이 모델인 마코  체인 모델을 구성하 다. 

4. 마코  체인 모델

마코  체인 모델은 한 단계의 일정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

의 일정한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표 하는 방법이다. 구조

물이 단 기간 경과 후 상태 에서 상태 로 이가 일어날 

때의 확률()을 행렬로 나타낸 것을 이확률행렬 라고하

며,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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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ocesses developing deterioration model 

with Markov ch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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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간 경과 후, 상태 에서 로 이 확률은 Frequency 

Approach method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확률

()는  상태등 에서  상태등 으로 변화하는 확률로 다

음 식을 통하여 구하 다.

 


(17)

여기서, 는 주어진 기간 안에서 상태등 이 에서 로 

이동하는 수를 나타내며 는 이확률행렬의 한 행의 모든 

수를 더한 수를 나타낸다. 구해진 이확률행렬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하여 이확률행렬()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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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8)

4.1 열화모델 개발 로세스

열화모델 개발 로세스는(Fig. 10) 다  회귀분석과 마

찬가지로 항만시설물의 정 검  정 안 진단 보고서로

부터 상태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코  체인 이론을 이용

하여 이확률행렬을 계산하며, 공용년수에 따라 변화하는 

부재별 열화곡선을 개발하는 순으로 구성된다. 부재별 상태

등 은 다  회귀분석에서 산출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 안

진단 보고서의 식을 사용하여 체 Project level의 열화

곡선을 개발하 다.

4.2 마코  체인 모델의 이확률 산출  부재별 열화

모델 개발

동해안 비컨테이  화물을 취 하고 유지 리수 이 취약

한 잔교식 구조물 부재의 산출된 이확률의 샘 을 Table 

8~11에 나타내었다. 산출한 마코  이확률을 이용하여 동

해안 비컨테이  화물을 취 하는 잔교식 구조물과 블록식 

구조물의 부재별 상태열화모델을 개발하 다. Fig. 11은 동

해안 비컨테이  화물을 취 하는 잔교식 구조물의 바닥  

부재의 상태열화모델이다.

Fig. 11 Deterioration model of floor slab

5 4 3 2

5 0.77 0.23 0.00 0.00 

4 0.00 0.60 0.40 0.00 

3 0.00 0.00 0.74 0.26 

2 0.00 0.00 0.00 1.00 

Table 8 Transition probability of floor slab

5 4 3 2

5 0.77 0.23 0.00 0.00 

4 0.00 0.56 0.44 0.00 

3 0.00 0.00 0.74 0.26 

2 0.00 0.00 0.00 1.00 

Table 9 Transition probability of cross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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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0 2 6 10 14 18 20 40 60

State 5 4.31 3.6 2.92 2.3 1.76 1.5 0.53 0.16

Table 12 Project level condition index of open type wharf

Fig. 12 Comparing deterioration model and condition 

level data of Yongjam 3 wharf of Ulsan port 

Year 0 2 6 10 14 18 20 40 60

State 5 4.68 4.22 3.84 3.47 3.1 2.92 2.03 1.35

Table 13 Project level condition index of gravity type 

wharf

Fig. 13 Comparing deterioration model and condition 

level data of North wharf of Donghae port

5 4 3 2

5 0.59 0.41 0.00 0.00 

4 0.00 0.90 0.10 0.00 

3 0.00 0.00 0.74 0.26 

2 0.00 0.00 0.00 1.00 

Table 10 Transition probability of stringer

5 4 3 2

5 0.72 0.28 0.00 0.00 

4 0.00 0.79 0.21 0.00 

3 0.00 0.00 0.76 0.24 

2 0.00 0.00 0.00 1.00 

Table 11 Transition probability of pile

4.3 Project Level 상태열화모델 개발

Project level 상태열화모델은 3.6 에서 언 한 정 안

진단 세부지침에서 체상태지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마코  체인 모델에

서는 에서 구해진 부재별 상태지수를 식 (13)의 은 부재 

상태지수의 최솟값으로, 는 부재 상태지수의 최댓값으로 

정의하여 Project level 열화모델을 산출하 다. 식 (19), 

(20)은 잔교식 구조물()과 블록식 구조물()의 Project 

level 상태열화모델 식이다.

  ×
  × (19)

×××

  ×
× (20)

××

여기서, 는 공용년수이다. 공용년수에 따른 상태지수의 

변화를 잔교식 구조물의 경우 Table 12에 나타내었고, 블록

식 구조물의 경우 Table 13에 나타내었다. 동해안 잔교식 

구조물은 유지 리수 이 취약한 이스로 유지 리수 이 

우수한 블록식 구조물에 비해 빠른 열화율을 보 다.

마코  체인 이론을 이용하여 개발된 Project level의 

체 상태열화모델은 정 검  정 안 진단 보고서의 체

상태등  데이터와 비교하여 용성을 검토하 다. Fig. 13

은 동해안 블록식 구조물의 용성을 검토한 것이고 Fig. 12

는 동해안 잔교식 구조물의 용성을 검토한 것이다. 블록식 

구조물의 경우, 상태등  C등 (상태지수:3)이 되는 공용년

수가 마코  체인 상태열화 모델의 경우는 19년이고, 안 진

단 보고서의 체상태등  데이터의 회귀모델의 경우는 20년

이다. 잔교식 구조물의 경우, 상태등  C등 (상태지수:3)이 

되는 공용년수가 마코  체인 상태열화 모델의 경우는 9년이

고, 안 진단 보고서의 체상태등  데이터의 회귀모델의 

경우는 10년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시설물의 정 검  정 안 진

단 보고서를 통해 시설물을 지역별(동해, 서해, 남해), 구조형

식별(잔교식, 력식, 이슨), 시공상태수 별(취약, 보통, 

우수), 유지 리수 별(취약, 보통, 우수), 취 화종별(컨테이

, 비컨테이 , 기타)로 구분하고, 구분된 시설물의 체상태

등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태열화이력이 있는 동해안지역의 

부두를 시범 상시설물로 선정하 다. 시범 상시설별 부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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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와 성능 하를 유발하는 주요 향인자는 선박충돌하 , 

염해, 재· 하하 , 선박 안에 지를 선정하 고 이를 고려

한 다  회귀분석 모델을 개발하 다. 한 상태이력 데이터의 

확률론  모델인 마코  체인 이론을 이용한 모델을 함께 개발

하 다. 각 이스별 개발된 모델은 상태열화모델과 정 검 

 정 안 진단 보고서의 체 상태등 이력 데이터로 산출

된 추세선과 비교  분석하여 용성을 검증하 다. 

동해안 잔교식 구조물의 비컨테이  화물을 취 하고 유지

리수  취약 이스의 다  회귀분석 모델의 경우 상태등

 C등 시 공용년수는 평균 약 6년, 마코  체인 모델의 경

우 약 9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블록식 구조물의 비컨테이

 화물을 취 하고 유지 리수  우수 이스의 다  회귀

분석 모델의 경우 상태등  C등 시 공용년수는 평균 약 20

년, 마코  체인 모델의 경우 약 19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잔교식구조물과 력식구조물의 상태등  C

등 시 공용년수의 큰 차이는 구조물의 형식과 유지 리수

의 세부 이스(취약, 우수)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단

된다.

향후 항만시설물의 체계 인 유지 리를 해 정 안 진

단 보고서  데이터의 통합된 산화시스템이 구축되고, 장

기간 상태열화이력 데이터를 한다면 더 정확한 열화모델

과 다양한 이스의 모델이 개발될 것이다. 한 이를 통해 

상시설물의 보수주기를 미리 측하여 체계 이고 효율

인 유지 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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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와 해운산업의 발달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사용빈도 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SOC의 해운항만

부문의 투입 정부 산은 감축되어 왔다. 증가하는 사용빈도에 반하여 고 있는 산으로 인해 항만시설물의 체계 이고 효

율 인 유지 리  운 이 필요하다. 효율 인 유지 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항만시설물이 치한 지역, 구조물의 형태 

 취 화종, 시공  유지 리 수 과 같은 특성을 고려한 열화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항만시설물의 열화모델 개발은 시설

물의 열화요인 분석과 열화데이터 수집  열화 모델 개발의 과정으로 수행하 다. 열화 모델 개발기법은 변수 특성에 따른 

시간 의존  상태변화를 반 할 수 있는 결정론  방법인 다  회귀분석과 변동성이 큰 자료들의 상태이력을 반 할 수 있

는 확률론  방법인 마코  체인 이론을 이용하 다. 각 방법을 통해 잔교식 구조물과 블록식 구조물의 Project level의 상태

열화모델을 제시하 다.

핵심용어 : 항만시설, 잔교식, 블록식, 상태열화모델, 다  회귀분석, 마코  체인

Soc., 12(1), pp.61∼70.

Shin, C.S. (2007) Evaluation Techniques on Collision 

Force between Ship and Port Structure, J. Korean 

Soc. Civil Eng., 55(2),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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