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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

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한 연안 여객선이 전복되어 침몰하

는 사건을 계기로 여객선의 복원성과 함께 화물 고박(Cargo 

securing)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사고 당시 사고 선박 내부에 

적재된 일반 화물 및 차량에는 고박 장치(Lashing equipment)

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한 횡 경사가 고박

되지 않은 화물 쏠림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객선과 달리 대형 컨테이너선의 컨테이너에 작용하는 고박

력은 선급 규칙(GL, 2013) 등에 잘 정의되어 있다. Hwang et 

al.(2004)는 컨테이너 고박 장치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Shin and Hwang(2014)은 컨테이너

선의 내외부 화물창에 컨테이너의 적재(Stowage) 최적화 연구

를 수행한바 있다.

반면 카페리에 적재된 자동차, 트럭, 버스 등의 등의 다양한 차종

에 대한 고박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Turnbull and 

Dawson(1997)은 자동차 운반선에 적재된 트레일러의 고박력을 산

정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노르웨이 선급(DNV, 

2003)은 국제 해사 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CSS(Code of safe practice for cargo stowage and 

securing) (IMO, 2011)에 의거하여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고박 안

전성 평가 프로그램 LashCon(DNV, 2003)을 개발한바 있다.

항행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자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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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준정적 힘과 선체 운동으로 인한 동적 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는 두가지 관성력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 선체의 운동에 기인한 동적인 관성력 성분 중에서 선박의 

횡 동요(Rolling)가 가장 큰 관성력을 유발하고, 종 동요

(Pitching) 및 상하 동요(Heaving)로 인한 관성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IMO CSS(2011)는 카페리와 같은 여객선의 고박 장치 안전도

를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IMO 

CSS(2011)에 기반한 카페리 적재 차량의 고박 안전도 평가는 

외력 산정시 대양 항행 선박에 작용하는 관성력을 준용하므로 

국내 연안을 항행하는 카페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합리하다. 하중 측면에서 연안 항행 카페리는 대양을 항행하는 

선박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선체 운동 가속도를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1부에서는 연안의 파

랑 환경을 고려하여 연안 여객 카페리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장

기 분포를 추정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안 항행

하는 만재 배수량 기준 1633톤급 카페리를 대상으로 내항성 해

석(Seakeeping analysis)를 수행하여 가속도 분포를 도출하는 

소위 직접 하중 계산법(Direct load approach, DLA)을 적용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제2부에서는 IMO CSS(2011)에서 제공하는 가속도 

그리고 이로 인한 관성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수

행할 것이다(CSS 방법). 또한 IACS(2015)의 살물선 및 유조선 

공통 건조 규칙(CSR, Common structural rule for bulk carriers 

and oil tankers) 등에서 제시하는 횡 동요각 및 종 동요각에 근

거하여 가속도와 관성력을 예측할 것이다(간이식 방법). 마지막

으로 DLA를 통하여 얻은 가속도 기인 관성력을 예측할 것이다

(DLA 방법). 최종적으로 세가지 방법론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2. 대상 선박 및 환경 하중

2.1 대상 선박

대상 선박은 국내 중소 조선소에서 건조한 만재 배수량 1,633톤

급 연안 여객 카페리로서, 항차당 예상 최대 항행 시간은 12시간이

다. 본 선박의 주요 치수(Principal dimensions)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또한 Fig. 1은 대상 선박의 일반 배치도(General 

arrangement)의 일부를 나타낸다. 여기서 차량 등의 화물은 주로 

상갑판(Upper deck)에 적재된다.

본 선박의 적재 조건은 복원성 계산서(Trim and stability 

booklet)로부터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

지의 하중 조건인 만재 하중 조건(Full load condition)과 평형

수 조건(Ballast condition)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일한 하중 조

건이라도 운항 중 연료와 각종 소모품의 사용에 따라 선체 배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Item Dimensions

Length overall,   [m] 69.76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m] 56.00

Breadth moulded,   [m] 14.0

Depth moulded,   [m] 3.50

Draught at full load,   [m] 2.65

Light weight,   [tonf] 1111.50

Dead weight,   [tonf] 521.40

Full load displacement,   [tonf] 1632.90

Fig. 1 Part of general arrangement of the carf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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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변동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큰 배수량을 가지는 

만재 출항 조건(Full load departure condition)과 평형수 출항 

조건(Ballast departure condition)을 하중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두 조건의 기대 확률은 실선의 운항 기록으로부터 얻을 수 있

지만, 이는 선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실 실선의 운항 기록

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운항 기록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실선의 운항 조건을 다양한 적재 조건을 보일 것이므로 만재 

조건과 평형수 조건만으로 대별하기 어려움이 있다. 실제 카페

리의 운항의 경우 공선 운항의 확률이 매우 작을 것이며,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큰 가속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재 출항 조건을 80%, 평형수 출항 조건을 

20%로 가정하였다.

만재 출항 조건의 경우 25톤 트럭 5대와 승용차 22대가 적재

된 경우를 가정하였다. Fig. 2는 대당 예상 질량이 39톤 내외인 

25톤 트럭이 선수부에 배치되고, 대당 0.9톤 내외인 승용차가 

선미부에 배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Table 2는 복원성 계산서로부터 얻은 만재 출항 조건 및 평형

수 출항 조건에 대한 질량, 질량 2차 모멘트, 질량 중심(COM, 

center of mass)을 나타낸다. 여기서 질량 중심은 선미 수선(AP, 

after perpendicular)과 기선(BL, baseline)으로부터의 위치를 나

타낸다.

2.2 환경 하중

Fig. 3 (a)는 한국해운조합(KSA, Korea Shipping Association)

에서 작성한 국내 연안 여객선의 주요 항로도(KSA, 2012)를 나

타낸다. 운항 시간이 긴 주요 항로는 인천-제주, 부산-제주, 포

항-울릉도, 동해-울릉도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항행 시간이 긴 항로는 인천-제주이며, 파랑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천-제주를 포한하는 전체적인 항로에 대한 해상 상

태의 분석이 필요하다.

파랑, 조석, 바람 등에 대한 환경 하중은 국립해양조사원

(KHOA,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에서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항로에 근접한 조위 관측소, 

해양 관측소, 해양 관측부이에 대하여 파랑 데이터를 얻고자 하

였으나, Fig. 3 (b)의 적색으로 나타낸 주요 항로인 인천-제주와 

부산-제주 항로에서의 파랑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Fig. 3 (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해양 관측 부이, 즉 

복사초, 교본초, 왕돌초, 쌍정초의 4개 지역에서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년 4개월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개의 

데이터는 1시간 단위로 계측된 유의 파고(Significant wave 

height,  )와 유의 파주기(Significant wave period,  )로 구성

되며, 총 131,075개의 유효 데이터(0이 아닌 유의 파고와 유의 파

주기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Fig. 3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관측 부이 데이터는 Fig. 3 (a)의 모든 항로 해상 상태를 나타내기

에는 부족하지만, 인천-제주 항로에 비하여 비교적 파랑이 심한 

지역에서의 데이터를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보수적인 

DLA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 (1)은 ISSC(The international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congress) 표준 파랑 스펙트럼이며, 통상 수정된 P-M 스펙트럼

(Modified Pierson-Moscowitz spectrum)으로 불리므로 하첨자 

PM을 사용하였다. 식 (1)과 같이 파랑 스펙트럼은 파정 주기

(Peak period, ) 또는 영점 교차 주기(Zero crossing period, 

 )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유의 파주기를 파정 주기나 영

점 교차 주기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Kim(2008)은 식 (2)와 같은 

Fig. 2 Upper deck plan in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with 25ton trucks and normal cars

Table 2 Information on mass and center of mass (COM)

Item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Mass of light ship [ton] 1111.50 1111.50

Mass of dead weight [ton] 282.95 521.40

Rotary inertia,   [ton-m2] 3.57E10 3.97E10

Rotary inertia,   [ton-m2] 3.56E11 4.16E11

Rotary inertia,   [ton-m2] 3.25E11 3.76E11

COM in longitudinal direction [m] 26.30 27.3

COM in vertical direction [m] 5.18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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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유의 파

주기를 영점 교차 주기로 변환하였다.

  










  (1)

  
 



 (2)

수집된 데이터의 최소/최대 유의 파고는 0.01m/6.24m, 최소

/최대 영점 교차 주기는 2.0/24.2초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

된 파랑 빈도 분포표(WSD, Wave scatter diagram)는 유의 파고 

7 수준(0.5m-6.5m), 영점 교차 주기 12 수준(3sec-25sec)이었으

며, 발현 빈도 1개 이상인 단기 해상 상태가 46개였다. 본 연구

에서는 내항성 해석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발현 확률이 1%이상

인 단기 해상 상태만을 취하고 발현 확률을 정규화하여 Table 3

에 11개의 단기 해상 상태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파도의 입사각을 0도부터 180도까지 22.5도 

간격으로 고려하였다. 여기서 모든 입사각은 발현 확률이 같다

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22.5도의 경우 -22.5도와 대칭이므로 

발현 확률이 2배가 된다. 대상 선박의 최고 속력은 13.5knots 

(6.945m/s)이며 순항 속도는 10knots(5.144m/s) 내외이다. 선미

파(Following sea)의 경우 선속이 빠를 경우 조우 주파수

(Encounter frequency)가 음수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입사각 90도 이상 선측파(Beam sea)부터 180도 선수파

(Head sea)까지는 순항 속도를 적용하였으며, 입사각 0도 선미

Table 3 Wave scatter diagram

Sea state #   Probability

01 0.5 3.0 0.1123

02 0.5 5.0 0.2839

03 0.5 7.0 0.2231

04 0.5 9.0 0.0644

05 0.5 11.0 0.0215

06 1.5 5.0 0.0392

07 1.5 7.0 0.1237

08 1.5 9.0 0.0777

09 1.5 11.0 0.0153

10 2.5 9.0 0.0272

11 2.5 11.0 0.0117

Table 4 Probability of wave incident angle and ship forward speed

Wave incident [deg] Probability Forward speed [m/s]

0.0 0.0625 2.000

22.5 0.1250 2.000

45.0 0.1250 3.000

67.5 0.1250 5.144

90.0 0.1250 5.144

112.5 0.1250 5.144

135.0 0.1250 5.144

157.0 0.1250 5.144

180.0 0.0625 5.144

(a) All coastal routes (b) Two main routes

Fig. 3 Sailing routes of coastal carferr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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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터 90도 미만까지는 음의 조우 주파수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 선속을 적용하였다(Table 4 참조).

3. 내항성 해석

3.1 주파수 응답 해석

유체 동역학 해석의 첫 단계는 주파수 응답 해석(Frequency 

response analysis)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파수 응답 해석을 위

해서 부가수 질량(Added mass)과 파랑 감쇠(Wave damping)와 

같은 운동 방정식의 계수 행렬을 먼저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운동 방정식의 외력(파 강제력) 즉, F-K력(Froude-Krylov 

force)과 회절력(Diffraction force)를 도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주파수 응답 해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단위 파고에 대한 운동 

특성 즉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가 도출되지만, 계

수 행렬과 파 강제력 행렬과 달리 RAO는 이후 시간 영역 유체 

동역학 해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부가수 질량, 파랑 감쇠, 파 강제력은 모두 주파수의 함수이

며, 특히 파 강제력은 파향의 함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분히 

넓은 범위의 주파수와 충분히 많은 개수의 주파수를 지정할 필

요가 있다. 주파수 응답 해석에 필요한 주파수가 고려하는 11개

의 단기 해상 상태의 파랑 스펙트럼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현한

다면, 주파수의 범위와 개수는 일차적으로 충분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응답 해석에서는 통상 계수 행렬에 의한 

방사력(Radiation force)을 소위 컨볼루션 적분(Convolution 

integr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이론적 주파수 범위는 

0부터 무한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2015)를 이용하여 주파수 응답 해석 및 시간 응답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Ansys(2015)의 주파수 최대치 기본값은 10rad/s이다. 

따라서 실제 파랑 주파수의 최대치를 컨볼루션 적분을 위한 주

파수에 근접하게 설정하여 외삽 계수 행렬의 신뢰도를 높일 필

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파수의 범위와 개수는 파랑 스펙트럼

의 재현 능력과 외삽 계수 행렬의 신뢰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가장 광대역 파랑 스펙트럼으로 도식화가 예상되는 해상 상

태는 #01(=0.5m; =3.0s)이므로 이로부터 주파수를 결정하

였다. 즉 시작 주파수를 0.1로 설정하였으며, 종료 주파수는 Fig. 

4 (a)에 나타낸 파랑 스펙트럼(적색 실선) 면적의 99% 상응하는 

주파수로 결정하였다. 이때 결정된 종료 주파수는 4.5850rad/s

이다. 시작 주파수와 종료 주파수 사이를 49등분(50개 주파수)

하여 0.0915rad/s 간격으로 주파수를 배열하였다(0.1000, 0.1915, 

0.2831, ..., 4.4935, 4.5850 rad/s). Fig. 4 (a)에서 흑색 점선은 식 

(1)의 P-M 스펙트럼(Exact P-M spectrum)이고, 적색 실선은 내

항성 해석에 사용된 주파수별 P-M 스펙트럼(Applied P-M 

spectrum)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성된 주파수에 대하여 해상 상

태 #11(가장 협대역이 예상되는 해상 상태)에 대하여 검증한 결

과 최대값 주변에 약간의 손실이 있지만, 적용한 주파수는 협대

역 파랑 스펙트럼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식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4 (b) 참조). 통상적으로 50개 내외의 주파수는 

매우 충분한 개수로 인식되며 따라서 신뢰성 있는 주파수 개수

와 범위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a) Sea state #01 (b) Sea state #11

Fig. 4 Wave spectra for sea states #01 and #11

Table 5 Information for panel elements in full load departure and ballast depature conditions

Number of elements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Wet part (diffraction element) 5861 6699

Dry part (nondiffraction element) 986 124

Draft at AP [m] 2.702 2.646

Draft at FP [m] 2.008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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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anel model

(a) Heave for ballast departure condition (b) Heave for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c) Roll for ballast departure condition (d) Roll for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e) Pitch for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 Pitch for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Fig. 6 Motion RAOs for sea state #01 an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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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력 계수 행렬 및 파 강제력 행렬을 도출하기 위한 패널 

요소(Panel element) 모델링을 위하여 구조 해석 전용 전후 처

리기인 Altair/Hypermesh(Altair, 2015)를 이용하였다. 만재 출

항 조건 및 평형수 출항 조건에 대하여 각각 Table 5에 대칭 모

델에 대한 요소 개수를 나타냈다. 요소의 생성시 선수부와 같이 

곡률이 작은 부분은 비교적 작은 패널 요소가 배치되도록 하였

으며, 선박 평행부에서는 비교적 큰 요소가 배치되도록 하였다. 

Table 5와 같이 평형수 출항 조건은 선미 트림이 현저하므로 이

를 감안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만재 출항 조건에 대하여 트림

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트림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흘수를 

적용하였다. 사용된 모델은 Fig. 5와 같이 y평면에 대하여 대칭 

모델이었다.

통상적인 선박은 5% 이상의 (횡 동요 감쇠비, Damping 

ratio)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선박에 대한 횡 동요 

감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서 보수적 하중 산정을 위

하여 2.5%의 감쇠비를 가정하여 (감쇠 상수, Damping 

constant)를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는 Table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방향 축( 축)에 관한 질량 2차 모멘트

이며,   및 는 횡동요에 대한 부가수 질량의 질량 2차 모

멘트 및 회전 강성을 나타낸다.

시각적 가시화를 위하여 모든 45도 간격으로 주파수 응답 해

석 결과인 운동 RAO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사파(Oblique sea)

에 해당하는 45도와 135도에서 상하 동요 및 횡 동요가 크게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횡 동요 최대 RAO는 

30deg/m를 초과하는 경우도 목격되는바, 이는 적용한 횡 동요 

감쇠비가 너무 작아서 발생한 결과로 추정된다.

   × (3)

3.2 시간 응답 해석

시간 응답 해석은 주파수 응답 해석으로부터 얻은 방사력 계

수 행렬과 파 강제력 행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체력의 비선형

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Ansys/Aqwa(Ansys, 2015)는 수선 부근

에서 파정/파저로 인한 접수를 고려한 복원력 및 F-K력을 산정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비선형성은 고려되었다. 

한 개의 단기 해상 상태에 대한 해석 시간은 통상 2-3시간 이

상 충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비선형성의 고려

로 인하여 상당히 오랜 해석 시간이 요구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1시간(3,600s)으로 설정하였다. 시간 응답 해석을 위한 시간 간

격은 파랑 스펙트럼의 최고 주파수가 4.585rad/s(주기 1.37s)임

을 감안하여 0.2초로 결정하였다. 전체 해석 케이스는 단기 해

상 상태 11개, 파향 9개, 하중 조건 2개 총 198회의 시간 응답 

해석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해상 상태 즉 유의 파고가 2.5m로 가

장 높은 해상 상태 #10을 대상으로, 상하 동요와 종 동요의 경

우 파향 180도에 대하여, 횡 동요의 경우 파향 90도에 대하여 

시간 응답 결과를 Fig. 7 (a), (c), (e)에 각각 나타내었다. 단, 시

간 응답 해석은 1시간 진행이 되었지만, 초기 수평력 평형 위치 

탐색 시간을 고려하여 100초 미만의 시간 응답 결과를 Fig. 7 

(a), (c), (e)에 나타내지 않았다. 상하 동요의 경우 수직 방향 질

량 중심의 초기 위치가 0이 아니어서 상하 동요의 기준점이 0

이 아니게 나타나고 있다. 횡 동요 및 종 동요의 경우 수평 및 

길이 방향 질량 중심이 0에 위치하므로 동요의 평균이 0에 근

접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하 동요와 종 동요의 경우, 만재 출항 

조건과 평형수 출항 조건 간의 응답 차이는 심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횡 동요 응답의 경우 만재 출항 조건의 응답

이 평형수 출항 조건 응답에 비하여 확연히 증가한 양상을 보

인다.

또한 시간 응답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Fig. 7 (b), (d), (f)에

는 운동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7 (b)는 상하 동요 스펙트

럼이며 대략 1.0rad/s 이하 주파수에서 파랑 스펙트럼에 의하여 

가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6 (a)에 나타낸 상하 

동요 RAO의 경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Fig. 7 (d) 및 (f)는 

횡 동요와 종 동요 스펙트럼이며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공진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6 (c), (d)의 횡 동

요 RAO와 Fig. 6 (e), (f)의 종 동요 RAO의 공진 주파수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즉 횡 동요의 경우 RAO

로부터 확인된 공진 주파수는 0.74rad/s(평형수 출항 조건) 및 

0.65rad/s(만재 출항 조건)이며, 횡 동요 스펙트럼으로부터 확인

된 스펙트럼 최대값에 상응하는 주파수는 0.76rad/s으로서 상

당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종 동요의 경우 RAO와 스펙

트럼으로부터 확인된 주파수는 각각 0.83rad/s과 0.77rad/s으로

서 시간 영역 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4. 가속도 성분의 장기 극한값

4.1 가속도 성분의 확률 분포

운동 성분을 시간에 대하여 2계 미분을 수행하면 가속도 성

분의 도출이 가능하다. 가속도의 장기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3,500초 동안의 가속도 성분 프로세스에 대하여 파정/파저 집

계법(Peak/valley counting method)을 적용하여 가속도의 파정

과 파저를 수집하였다. 가속도 파정과 파저의 분포가 0.0을 중

심으로 대칭성을 가지는 점에 감안하여 정규 분포와 로그 정규 

분포에 대하여 Anderson-Darling 확률 적합성(Goodness of 

probability fit)을 검토한 결과 3모수 로그 정규 분포가 가장 높

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Fig. 8은 시간 응답 해석과 이에 대한 파정/파저 집계법을 이

용하여 얻은 가속도의 파정 및 파저 분포를 도수 분포표

(Histogram)로 나타내었다. 로그 정규 분포를 도수 분포표와 동

시에 Fig. 8에 나타냈으며, 도수 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 간에 비

교적 유사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 (4)는 3모수 로그 정

규 분포를 나타내며, 3개 모수 , , 의 분포를 Table 6에 나타

내었다.

  exp

 
 
ln 




  (4)

4.2 가속도 성분 극한값 도출

장기 최대 가속도 산정을 위하여 이미 확률 분포가 로그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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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다음 단계로서 초과 확률

(Probability of exceedence)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00-3600초 동안의 시간 응답 해석 결과에 대하여 가속도 성분 

별 파정과 파저의 개수를 각각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수를 

파저, 양수를 파정으로 간주하여 개수를 각각 집계하였다. 여기

에 하중 조건별 확률, 파향별 확률, 그리고 해상 상태별 확률을 

감안하여 설계 수명 20년 동안 파정 및 파저의 개수를 재산정

한다. 로그 정규 분포가 0.0을 기준으로 거의 대칭을 나타냈기 

때문에 파저의 20년간 집계수의 역수가 파저의 극한값을 초과

(엄밀하게 미만)할 확률 즉 초과 확률이 된다.

두 가지 하중 조건에 대하여 장기 파저 개수, 초과 확률을 

Table 7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도출된 3모수 확률 밀도 

(a) Heave process (b) Heave spectrum

(c) Roll process (d) Roll spectrum

(e) Pitch process (f) Pitch spectrum

Fig. 7 Time processes and spectra of motion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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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for ballast departure condition (b) Heave for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c) Roll for ballast departure condition (d) Roll for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e) Pitch for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 Pitch for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Fig. 8 Peak/valley distributions of acceleration components

Table 6 Parameters of lognormal distribution

Condition Parameters Heave Roll Pitch

Ballast 
departure

 0.02549 0.01957 0.02579

 1.9212 4.6975 4.7155

 -6.8289 -109.69 -111.66

Full load departure

 0.06831 0.02013 0.02295

 0.95312 4.6934 4.8371

 -2.5983 -109.22 -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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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에 초과 확률을 적용하여 가속도 성분의 장기 극한값을 구

하여 Table 7에 정리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연안 여객선의 변침 중 복원성 상실로 인한 

전복과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 손실 사고로부터 화물 고박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는바, 화물 고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화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산정하는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고박 안전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제1부에서는 국내 연안 카페리에 대하여 내항성 

해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선체 운동 

가속도의 장기 극한값을 추정하기 위한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

렇게 도출된 가속도를 이용하여 고박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법

을 본 논문의 제2편에서 논의할 것이다.

내항성 해석을 통한 가속도 산정을 위하여 만재 배수량 1,633

톤급 연안 카페리를 대상 호선으로 선정하였으며, 평형수 출항 

조건과 만재 출항 조건을 대표적인 하중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하중 조건에 대한 확률을 각각 20%와 80%로 가정하였다. 

또한 각 하중 조건에 대한 질량 분포를 복원성 계산서로부터 

정리하여 현실과 근사한 하중 조건별 질량과 질량 2차 모멘트

를 적용하였다.

국내 연안 여객선의 항행 루트(항로)를 분석한 결과 인천-제

주 항로에는 적절한 조위 관측소의 부재로 파랑 데이터를 취득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해 및 동해에 소재한 4개 조위 

관측소(복사초, 교본초, 왕돌초, 쌍정초의) 를 대상으로 5년 4개

월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파 빈도 분포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학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1%미만 발현 확률을 가지는 단

기 해상 상태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총 11개의 단기 해상 상

태를 대상으로 내항성 해석이 실시되었다.

작성된 파 빈도 분포표의 단기 해상 상태는 파랑 스펙트럼을 

통하여 파랑 강제력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파랑 스펙트럼을 정

확히 모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파수의 개수와 범위를 결정하

고 주파수 응답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간 영역 유체동역학 

해석에 필요한 고 주파수 및 저 주파수 유체 동역학 계수 즉 부

가수 질량 및 파랑 감쇠를 고려하여 주파수 범위 확장하였다. 

파향은 22.5도 간격으로 동등한 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

으며, 선속은 순항 속도인 10 knots(5.144m/s)를 적용하였지만, 

선미파의 경우 음의 조우 주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속을 적

절히 감소시켰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유체 동역학 주파수 

응답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체 동역학 방사력 계수 행렬과 복

원 강성 행렬, 파 강제력 행렬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자유 수

면의 비선형을 고려한 시간 응답 해석에 적용하여 운동 성분, 

가속도 성분 등과 같은 시간 응답을 도출하였다.

하중 조건별 그리고 단기 해상 상태별로 얻어진 가속도 성분 

프로세스에 대하여 파정/파저 집계법을 이용하여 가속도 성분

별 파정과 파저를 수집하였으며, 로그 정규 분포가 파정/파저 

분포에 가장 적합한 확률 밀도 함수임을 적합성 검토로부터 확

인하였다. 또한 시간 응답 해석 시간 동안의 파정과 파저의 개

수를 하중 조건 확률, 파향 확률, 단기 해상 상태 확률을 고려하

여 20년간 장기 개수로 선형 확장하고 20년 선박 수명 동안의 

초과 확률을 도출하였다. 이를 로그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

에 대입하여 초과 확률에 대응하는 가속도 성분 즉 가속도 장

기 극한값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가속도 성분별 장기 극

한값은 본 논문의 제2부에서 각종 산업 규격에서 제공하는 가

속도와 비교될 것이다. 실제 선박에 적재된 차량 화물에 대한 

가속도의 크기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시간 응답 해석은 본 논문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해석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장기 분포를 도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주파수 응답 해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응답 RAO(가속도 성분 RAO)와 단기 해상 상태에 상

응하는 파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가속도 성분의 장기 분포를 도

출하는 방법을 동시에 비교할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논문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을 알립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Acceleration component Ballast departure condition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Heave

Number 23730734 94676659

Probability of exceendence 4.2139E-08 1.0562E-08

Extreme value [m/s2] -0.8718 -0.8293

Roll

Number 17525225 70772106

Probability of exceendence 5.7061E-08 1.4130E-08

Extreme value [deg/s2] -10.8280 -11.5440

Pitch

Number 19200185 78060675

Probability of exceendence 5.2083E-08 1.2811E-08

Extreme value [deg/s2] -14.3120 -15.1520

Table 7 Summary of long term number, probability of exceedence, and extreme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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