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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충돌모델을 이용한 파일형 선박충돌방호공의 충돌거동 연구

이계희*

Lee, Gye Hee*

A Study on Behaviors of Pile Protective Structures by Simplified 

Collision Model

ABSTRACT

In this paper, the deformation-energy curves of the plastic hinges and the vessel bow, which are the major energy dissipation mechanism 

of a pile protective structures, were estimated, and the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by using those curves to apply the simplified 

collision model which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Considered parameters were the mass of slab, the number of piles, the mass of 

vessel and the collision speed. As results, the difference of energy dissipation mechanism of two pile types (filled and non-filled) were 

revealed, and the collision behaviors of the protective structures could be tuned by the control of the inertia mass of capping slab. 

Therefore the simplified collision model can be used in a primary design and optimal design.

Key words : Simplified model, Nonlinear equation of motion, Pile type protective structure, Vessel collision force, Plastic hinge, 

Parametric study

초 록

논문에서는 파일형 선박충돌방호공의 주요 에너지 소산기구인 파일의 소성힌지와 선수변형에 대한 변형-에너지곡선을 산정하고 이를 이전 연구

에서 개발된 간이 충돌모델에 적용하여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고려된 매개변수는 슬래브의 질량, 파일의 수, 선박의 질량 및 충돌속도였

으며 이들 매개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충돌거동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진강관과 비충진강관의 에너지 소산거동이 차이를 파악했고, 슬래브

의 관성질량을 조절하여 방호공의 충돌거동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된 간이모델은 기본설계나 최적설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검색어 : 간이모델, 비선형 운동방정식, 파일형 충돌방호공, 선박충돌력, 소성힌지, 매개변수 연구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Lee, 2016, 이하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파일형 선박충돌방호공의 충돌거동을 모사하는 간이모델을 이용한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간이모델은 소성힌지에 의한 에너지소산과 관성력에 의한 충돌저항과 선수의 변형과 선박의 관성력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었다. 개발된 간이모델은 전형적인 파일형 충돌방호공에 대하여 정밀해석모델을 작성하고 이의 해석으로부터 얻은 

응답을 비교하여 검증되었다.

개발된 간이모델에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소산기구는 충돌시 발생하는 파일의 소성힌지의 거동이다. 일반적으로 소성힌지는 

일정한 소성모멘트에서 회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충돌방호공과 같이 대변형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충돌이 진행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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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strainted Upper End

(b) Constrainted Upper End

Fig. 1. Pile Deformation According to Upper Boundary Condition

단면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히 충진되지 않은 강관의 

경우에는 소성힌지의 회전모멘트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Patsch et al., 2002; Zhu et al., 2012). 특히 충돌거동의 특성상 

파일을 구성하는 재료에 대한 적절한 변형속도가 고려되어야 올바

른 소성거동을 평가할 수 있다.

상부 구속슬래브(capping slab, 이하 슬래브)의 관성저항은 변형

에 의한 에너지소산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관성저항력이 커질수록 

선박에 작용하는 반력이 증가하여 선수의 변형이 증가한다. 결과적

으로 슬래브의 관성저항은 방호공과 선수의 에너지 소산분담률을 

변화시킨다. 유한요소를 이용한 정밀해석에서는 이러한 방호공의 

관성저항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간이모델을 이용하여 

방호공의 관성질량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방호공과 선박의 충돌거동에서 선박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개변

수는 선수의 반력과 선박의 질량, 속도 등이다. 이 중 에너지 소산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는 선수의 비선형변형 및 이 때 발생하는 

선수의 반력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에 사용되는 구상선수의 형상이

나 내부구조는 매우 다양하며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선수의 변형과 반력의 관계는 여러 문헌(Lausen, 

1993; Lee and Hong, 2011)에 나타나 있으나 교량에 작용하는 

충돌력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매개변수해석을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변형-반력곡선이 필요하므로 대표적인 선박

에 대하여 이를 산정하여 매개변수 해석에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연구를 통해 파일형 충돌방지공의 

최적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동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에너지 소산기구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간이모델에서 고려된 주요 에너지 소산기

구는 지반의 변형을 포함한 파일의 소성변형과 선수의 소성변형이

다. 이들 주요 에너지소산기구의 거동특성을 정밀유한요소해석모

델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2.1 파일의 에너지소산

파일에 의해서 소산되는 충돌방호공의 에너지는 슬래브의 직하

면과 지중에 생성되는 소성힌지에 의해서 소산된다. 하부힌지의 

생성위치는 지반의 강도와 파일의 강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주변지반을 고려한 단일 파일의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파일의 제원은 기존연구의 검증해석에서 사용된 

파일과 동일하게 지름 2m, 길이 30m로 하였고, 3개 층으로 구성된 

지반에 10m깊이로 관입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강관에 강재

는 SS400의 물성치를 사용하였고, 철근의 인장강도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각각 300MPa, 24MPa로 가정하였다. 해석시 강재의 

비선형거동과 콘크리트의 균열거동을 고려하였다. 파일 주변지반

의 거동특성은 지반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모델링기법

은 기존의 연구(Lee and Lee, 2011)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파일에 발생하는 소성힌지의 에너지의 소산량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과정을 수행하였다.

- 파일상부에 소성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일상단의 회전구속

조건을 해제한 모델(Fig. 1(a))에 강제변위를 발생시켜 변위와 

외력이 한 일에 대한 이력곡선을 작성한다. 이는 하부소성힌지

의 에너지이력곡선이 된다.

- 두 개의 힌지(상부, 하부)가 발생하도록 파일상단에 회전구속조

건을 설정한 모델(Fig. 1(b))을 구성하고 상단에 강제변위를 

가하여 변위와 외력이 한 일에 대한 이력곡선을 작성한다. 

이 이력곡선에서 하부소성힌지의 에너지를 제외하면 상부소성

힌지의 이력곡선이 된다.

상부와 하부의 소성힌지의 회전량()과 파일간 거리()는 변형

방향의 측면에서 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파일의 양단과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파일중앙부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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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Plastic Hinge

(a) Unfilled

(b) Filled

Fig. 3. Deformation Histories of Steel Pile

Fig. 4. Deformation Histories of Steel Pile

(a) Unfilled (b) Filled

Fig. 5. Detail Deformation Shapes of Pile

해석결과 얻어진 파일의 변위이력은 Fig. 3과 같다. 

비충진파일의 경우 상부와 하부의 소성변형이 작은 영역에서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예리한 변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비충

진파일의 경우 소성힌지의 발생지점에서 강관의 비탄성좌굴이 발

생하는 데 반해 충진파일의 경우에는 내부의 콘크리트에 의해 

강관의 비탄성좌굴변형이 구속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비충진파일의 하부힌지는 충진파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부

에 발생한다. 

소성힌지의 회전각에 따른 소성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

d
 (1)

여기서 는 소성힌지의 소성모멘트, 는 강제변위에 발생시키

는데 필요한 외부일, 는 소성힌지의 회전각이다.

Eq. (1)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석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3차 spline

곡선을 이용하여 미분가능하도록 보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얻어진 회전각과 소성모멘트의 관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의 소성모멘트는 상하부 소성힌지의 소성모멘트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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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ergy Dissipation Ratio of Plastic Hinges (MJ/rad)

Total E. Shell E. Rebar E. Conc. E

Upper Hinge
32.316 19.82

(61.3%)

10.79

(33.4%)

1.704

(5.3%)

LowerHinge
29.002 6.45

(56.8%)

9.213

(31.8%)

3.340

(11.5%)

한 값이다. 충진파일의 경우는 회전각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성모멘트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비충진파일의 경우는 회전각이 증가할

수록 소성모멘트가 감소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Fig. 5와 같이 비충진파일의경우에는 소성힌지 발생지점의 강관이 

비탄성좌굴을 일으키면서 단면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충진 파일의 경우, 회전각에 따른 소성모멘트의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전체 소성힌지의 에너지소산량은 Eq.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는 전체 에너지 소산량이고  ,  , 는 각각 강관파

일과 철근, 충진콘크리트의 에너지 소산량이다. 하부의 지반스프링

에 의한 영향은 콘트리트의 에너지 소산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동일조건에서 강재의 면적(=두께)를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

하여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고 이를 선형관계로 나타내면 전체에너

지는 Eq.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강관이 소산하는 에너지는 강관의 두께 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는 강관의 비례상수가 된다. 이 식에서 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에너지소산으로 강관제원의 변화와 무관한 상

수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관의 두께를 달리하여 두 번 해석을 

수행하면 는 Eq. (4)로 계산할 수 있다.







 (4)

여기서 , 은 두 해석에서 얻어진 에너지소산량이고 , 

은 두 해석에서 사용된 강관의 제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해석결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값을 산정

하였다. 철근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강관의 두께(12mm, 15mm, 18mm, 

21mm, 24mm)와 철근량(42@D32x1, 42@D32x2 42@D32x3, 

42@D32x4)을 변화시키면서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

해석에서 사용한 표준적인 제원(직경 2m, 철근 42@D32x2, 강관

두께 15mm)인 경우 각 부분의 에너지 소산량은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소산에너지의 절반이상은 강관파일의 소성거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에 의한 에너지 소산은 30% 정도로 

나타나고 콘크리트나 기타 요인에 의한 에너지소산은 약 10%내외

로 작게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지중에서 발생하는 

하부 소성힌지의 경우는 전체적인 소산에너지가 상부에 발생하는 

소성힌지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나 기타 요인에 의한 

에너지 소산량이 증가한다. 이는 지중에서 발생하는 소성힌지는 

상부에 발생하는 소성힌지에 비하여 넓은 영역에 발생하여 강관의 

소성변형률이 낮은 대신 지반 등에 의한 에너지 소산량이 상대적으

로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2.2 선수의 반력

선박충돌시 중요한 에너지 소산기구인 선수의 소성변형 및 반력

을 산정하기 위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선박은 비교적 

완만한 구상선수를 가진 7000GT의 차량운반선과 예리한 구상선수

를 가진 1000TEU의 콘테이너선을 이용하여 선수의 반력곡선을 

산정하였다. 선수의 구조모델은 실선의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내부

보강재등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Lee and Hong, 2011; Lee, 

2015).

충돌해석시 움직이는 충돌체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충돌

력은 이는 선박의 관성력을 포함하게 되므로 이의 영향을 제거한 

반력값을 얻기 위하여 선수를 고정하고 무질량 강체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는 해석을 수행한 후 무질량 강체에 발생하는 

반력을 산정하여 선박의 관성력을 제외한 선수의 저항곡선을 구하

였다.

충돌속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변형속도에 따른 거동

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고려하였다.




  





 




 (2)

여기서   는 동적응력(dynamic flow stress), 는 정적응력(static 

flow stress), 은 변형속도이고 , 은 재료에 따르는 상수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sec,  를 사용하였다(SIMULIA, 

2010).

해석결과 얻어진 선수의 변형형상과 이에 따른 선수의 반력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때 2m/sec와 3m/sec의 두 가지 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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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 Carrier

(b) Container

Fig. 6. Bow Deformation and Reaction Fig. 7. Displacements of Slab As Slab Mass

대하여 고려하였다.

해석결과 두 종류의 선수 모두 유사한 최대 반력을 보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완만한 선수형상을 가진 자동차 운반선의 반력이 

돌출된 선수를 가진 컨테이너선의 경우보다 작은 변위에서 최대 

반력값에 도달하였다. 자동차운반선의 경우에는 최대 반력값에 

도달한 후에 압괴에 의한 급격한 반력의 저하가 일어나고 이후 

다시 완만한 증가가 발생한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돌출된 선수

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최대 반력값 이후의 감소가 완만하고 

비교적 균일한 크기를 보인다. 두 경우 모두 반력의 최대값은 유사하

였으며 변형속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런 선박들의 선수반

력은 선수의 형상이나 크기에 따라 최대값이나 최대값이 발생하는 

변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반력의 특징은 본 연구에서 

해석한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매개변수해석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간이모델에 앞 절에서 산정한 파일과 선박

의 에너지소산특성을 적용하여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고려된 소성힌지의 특성값은 지름 2m, 두께 15mm인 

비층진강관파일의 것을 사용하였다. 선박의 기본 충돌속도는 

5m/sec로 가정하였고, 선박은 차량운반선의 선수(Fig. 6)와 질량을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방호공이 교량의 하부기초 등에 의해 

변위를 제한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방호공의 최대 변위는 10m로 

가정하였다. 이외의 해석매개변수는 기존연구의 검증해석에서 사

용했던 해석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3.1 방호공

방호공의 충돌저항 특성은 슬래브의 관성력에 의한 저항과 소성힌

지의 회전저항이다. 슬래브의 질량이 충돌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기존연구의 슬래브질량(3.543×10
6
kg)를 기준으로 0.5배

에서 4배까지 슬래브의 질량을 변화시키며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 때 발생하는 방호공의 변위이력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슬래브의 질량이 기준값의 2배 이하인 

경우는 방호공의 변위가 변위제한에 도달하여 변위가 제한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경우에서는 변위의 최대값이 제한변위

에 미치지 못하였다.



간이충돌모델을 이용한 파일형 선박충돌방호공의 충돌거동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36

Fig. 8. Deformation of Bow According to Slab Mass

Fig. 9. Energy Dissipation of Protective Structure According to 
Slab Mass

Fig. 10. Energy Dissipation of Vessel According to Slab Mass

Fig. 11. Displacement of Slab According to Number of Piles

Fig. 12. Energy Dissipation of Vessel According to Number of Piles

슬래브의 질량변화에 따른 선수변형은 Fig. 8에 나타나있다. 

슬래브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선수의 변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슬래브의 질량이 작아서 방호공의 변위가 제한변위에 

도달한 후에는 선수의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형에 의해서 소산되는 에너지의 이력은 Figs. 9 and 

10에서 볼 수 있다. 이 두 에너지 곡선은 모두 변형곡선과 유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에서는 선박의 운동에너지가 선수의 

소성변형으로 소산되는 양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운동에너지

와 변형에너지의 차이는 방호공이 변형에너지로 흡수된 것이다.

슬래브의 질량은 구조물의 질량이 아니라 충돌시 관성저항에 

참여하는 질량을 의미하므로 슬래브의 상부에 토사를 적재하거나 

유체의 부가질량을 증가할 수 있는 단면을 선택하여 관성질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충돌방호공의 구조적인 방호능력은 파일의 저항모멘트에 의하

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해석(18개의 파일)을 기준으로 

파일의 수는 12개에서 36개까지 변화시키면서 충돌거동을 평가하

였다.

파일수의 변화에 따른 방호공의 변위이력은 Fig. 11에 나타내

었다. 파일의 수가 12개인 경우에는 방호공의 변위가 제한값까지 

일어나지만 파일의 수가 24개 이상인 경우에는 방호공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방호공의 강성과 관성력에 의한 저항이 선박

의 충돌력보다 커서 소성변형에 의한 방호공의 에너지 소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충돌에너지의 소산은 모두 선박에서 

발생하게 된다(Fig. 12).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방호공의 설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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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nergy Dissipation of Protective Structure According to 
Mass of Vessel

Fig. 14. Energy Dissipation of Vessel According to Mass of Vessel

Fig. 15. Energy Dissipation of Protective Structure as Velocity of 
Vessel

Fig. 16. Energy Dissipation of Vessel According to Velocity of 
Vessel

설계선박과 방호공의 효율적인 에너지소산비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2 선박

3.2.1 선박의 질량

선박의 충돌특성은 크게 질량과 충돌속도이다. 선수의 강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 두 가지 충돌특성은 충돌에너지를 각각 

선형과 제곱에 비례하여 변화시킨다.

선박의 질량을 검증해석 경우의 0.5배에서 2.5배까지 변화시키

며 방호공과 선박의 에너지이력을 Figs. 13 and 14에 나타내었다. 

방호공의 에너지소산이력에서는 선박의 질량이 검증해석경우의 

0.5배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변위범위를 넘어 변위가 구속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모든 충돌에너지는 선박의 

변형으로 소산되여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Fig. 14에서 변위가 

구속되는 지점에서 선박의 소성변형에 의한 에너지 소산량이 급속

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충돌이 종료되어 선박이 

반동하고 에너지소산이 멈춘 시점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선박의 충돌속도를 1m/s에서 5m/s까지 변화시키는 경우 방호공

과 선박의 에너지 소산이력을 Figs. 15 and 16에 각각 나타내었다. 

충돌속도가 가장 큰 5m/s에서 방호공의 최대변위는 변위제한을 

넘어 구속되는 형상을 보인다. 반면 충돌속도가 낮은 두 가지 경우는 

충돌력이 방호공의 강성에 비해 작아 방호공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충돌에너지는 

선박의 선수변형에 의해 소산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일형 선박충돌방호공의 주요에너지 소산기구

인 파일과 선수의 에너지소산곡선을 산정하고 기존연구의 간이충

돌모델을 이용하여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충진강관의 경우 소성힌지의 발생 후 소성모멘트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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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지만 비충진강관의 경우 변형이 커질수록 단면의 좌굴로 

인해 소성모멘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충진강관파일에서 

강관의 에너지 소산량은 전체의 60%정도이다.

(2) 방호공의 상부질량(슬래브질량)를 조정하여 방호공의 에너지

소산특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3) 방호공의 강성이 충돌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에너지 

소산은 선수에 집중된다.

(4) 동반논문에서 개발된 간이모델은 파일형 충돌방호공의 예비설

계나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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