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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운항하는 선박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선박충돌 방호

공은 여러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중 인공섬형식의 충돌 방호공

은 상대적으로 큰 충돌에너지를 가진 선박을 방호하기 위해 설

계한다(AASHTO, 2009). 이 형식의 충돌 방호공은 지반의 변

형으로 선박의 충돌에너지를 소산하는 구조로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 지반의 대변형을 해석하는 과정이 수반하게 된다. 이

러한 지반의 대변형은 다양한 비선형 거동을 포함하므로 기존

의 구조해석적 접근으로는 해를 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반을 일종의 

유체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는 Coupled Eulerian Lagrangian 

(CEL)방법이 제안되고 있다(Kim and Jeong, 2014; Ko et al., 

2017; Qiu et al., 2011). 이 방법은 주로 상용해석프로그램인 

ABAQUS(Simulia, 2012)를 이용하여 수행되어 파일의 관입 

및 해상기초의 해석 등 지반의 대변형을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Konkol and Bałachowski, 2017; Xiao et 

al., 2019). 이러한 해석기법들은 다수의 축소모형실험과 현장

실험에서 얻어진 값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Khoa and Jostad, 2016; Konkol, 2017).

선박충돌 방호공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는 충돌

력과 방호공의 에너지 소산거동을 들 수 있다. 이는 방호공의 

설계에 중요한 요소이며, 선박이나 보호받는 구조물의 안전성

과 관련되어 있는 응답이다. 다만 수중사면의 경우는 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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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대상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

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전 연구(Lee, 2020)에서는 CEL방법을 이용하여 수중사

면에 충돌하는 선박의 거동 및 충돌에너지와 사면의 거동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는 선박의 선수에 의해서 밀려

난 원지반의 지반부피와 소산된 충돌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수중사면에 충돌하는 선박의 지반의 거동은 다양한 매개변

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충돌하는 선박의 입장에서는 선박

의 형태와 크기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충돌을 당하는 사면

에 대해서는 사면의 형상과 지반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치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이 상호작용이 전

체 거동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선박충돌에 대

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초지식일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Lee, 2020)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수중사면에 선박이 충돌하는 경우 다양한 매개변수

들의 영향과 거동에 대한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한다. 

2. 매개변수의 선정 및 모델링

2.1 선박

본 연구의 CEL해석에서 선박은 Lagrangian영역으로 모델

링되었다. 선박의 충돌질량은 2.0×104배수톤(DT)으로 일반적

인 1,000TEU급의 컨테이너선의 만재배수량에 해당하는 질량

으로 가정하고 충돌속도를 같은 값(5m/s)을 사용하여 동일한 

충돌에너지(250MJ)를 가지도록 하였다. 선박의 충돌은 선수

충돌로 가정하고 선박전체의 질량을 선수부에 집중시켜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다만 선수의 형태에 따라 모델링에 사용된 

부피가 다르므로 밀도값을 조절하여 동일한 충돌질량을 갖도

록 하였다. 충돌하는 선박의 특성은 크게 선수의 형상과 크기

로 정의될 수 있다. 쐐기형태의 상용선수(conventional bow)를 

가진 선박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정의된다. 

상용선수를 가진 선박의 형상을 결정하는 매개변수는 선수

각(2ϴ), 스템각(φ) 그리고 선체의 높이(Hdeck)라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쐐기형 선수를 가진 선박의 경우 선수각의 범위는 많

은 경우 40°미만의 값을 보이고 큰 선체를 갖는 유조선이나 산

물선의 경우 최대 70°정도의 선수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 스템

각은 60°내외의 각이 일반적이나 70°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도 

있다(Zhang,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수의 형상에 대한 

특성값을 선수각의 경우 30º, 45º, 60º로(Fig. 2), 스템각의 경우

는 45º, 60º, 80º의 값(Fig. 3)을 변수로 잡고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이 중 표준적인 형태의 해석모델로는 컨테이너선의 표준

과 가장 가까운 선수각 30º, 스템각 60º로 가정하였다. 선체의 

형상 중 다른 매개변수인 선체의 높이는 동일한 선수각과 스템

각을 가졌을 경우 닮은 비에 따라 동일한 흘수를 가지면 충돌

에 고려되는 선체의 높이는 동일하다. 따라서 충돌 시 선박의 

충돌위치를 조절하여 흘수를 변화시키면서 고려하였다. 

Fig. 1  Shape parameters of conventional bow

(a) φ=45º (b) φ=60º (c) φ=80º

Fig. 2  Shape of bows as stem angle

(a) 2ϴ=30º (b) 2ϴ=45º (c) 2ϴ=60º

Fig. 3  Shape of bows as bow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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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반

Eulerian방법으로 모델링된 영역은 공기, 해수와 지반을 포

함하는 영역으로 직육면체로 해석영역을 설정하고 Eulerian 

Volume Fraction(EVF)의 값을 설정하여 지반과 다른 영역을 

구분하였다. 요소망의 생성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상대적

으로 작은 크기의 요소를 사용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이 영역 밖으로는 요소의 크기가 설정된 최대값이 이

를 때까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요소망에 사용

된 요소의 최소 및 최대크기는 선박의 진행방향(x)으로는 

0.2m, 1.5m, 선박진행의 직각방향(y)로는 0.2m, 1.0m, 수직방

향(z)로는 0.2m, 1.0m이다. 해석에 사용된 전체 Eulerian 영역

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모델과 동일하며 절점수 약18만

개, 요소수 17만개 정도이다(Lee, 2020).

충돌하는 지반에 대한 경사는 선박과 지반과의 접촉형상이 달

라지기 때문에 충돌거동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판단되었다. 모델

링에서 지반에 해당하는 부분의 EVF값을 다시 설정하여 고려하

였다. 매개변수해석에 고려된 지반의 경사는 1:1, 1:2, 1:3이다. 지

반의 경사에 따른 선박의 충돌위치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선수의 충돌에 따라 밀려나는 원지반의 부피를 사면의 기울

기와 충돌위치, 선수의 형상에 따라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그

래프들의 범례에서 “s”뒤에 오는 숫자는 사면의 기울기와 충돌 

흘수를 나타내고 “b”뒤에 오는 숫자는 선수각과 스템각을 나

타낸다. 예를 들어 vols38b46은 1:3의 사면경사에 흘수 8m로 

선수각 45º, 스템각 60º의 선수를 나타낸다. 이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면의 기울기가 급해질수록 동일한 선수의 변위

에서 많은 양의 지반을 밀어낸다. 이는 선수각이 커지는 경우에

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스템각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변위가 작은 경우에는 스템각이 작은 경우 즉 사면과

의 경사각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 더 많은 부피의 지반을 밀어내

지만 변위가 커질수록 지반에 관입되는 부피의 증가도가 커져 

(a) 1:1 slope

(b) 1:2 slope

(c) 1:3 slope

Fig. 4  Vessel collision location as slopes(draft 8m)

(a) as slope

(b) as bow angle(2ϴ)

(c) as stem angle(φ)

Fig. 5  Pushed out volume of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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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각이 큰 선수의 관입부피와의 크기가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템각이 45º인 경우와 60º인 경우는 변위가 약 13m일 때 

역전되며 스템각이 60º인 경우와 80º도인 경우는 변위가 약 16m

에서 크기가 역전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피의 범위는 그래프

에 도시된 범위에서는 세 종류의 크기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값

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사면에서 수직방향의 충돌위치 변화

가 충돌점에서의 변위에 따른 관입부피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

기 때문에 흘수에 변화에 따른 그래프는 따로 도시하지 않았다. 

해석에서 고려된 지반의 재료모델은 Mohr-Coulomb 모델

이다. 이 때 사용된 지반의 종류에 따른 재료물성값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지반재료의 여러가지 특성 중 지반의 강도를 

매개변수로 가정하고 다른 매개변수는 동일한 값을 사용하여 

지반의 물성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다. 또 다른 지반에 대

한 매개변수로 지반과 선수면의 마찰계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0에서 1까지의 마찰계수를 산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된 매개변수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매개변수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기준해석

경우를 결정하고 각각의 매개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산정된 

응답의 변화를 기준해석경우와 비교하여 매개변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기준해석경우는 1:3사면에 흘수 8m, 선수각(2ϴ) 

30º, 스템각(φ) 60º, 지반 Type0, 마찰계수 0.0, 충돌속도 5m/s

인 경우로 선정하였다.

3. 해석결과

3.1 변형과 충돌력

해석결과 얻어진 최종 단계에서의 지반의 변형형상의 예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고려된 매개변수는 선수각(2ϴ)

이다. 선수각이 증가할수록 선수의 최종변위가 작아지고 선수의 

측면으로 더 많은 양의 지반이 밀려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선수각의 변화에 따라 충돌 중 발생하는 선박의 응답시간이

력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각 그래프에서 b361, b461, b661은 

각각 선수각(2ϴ)가 30º, 45º, 60º인 경우의 응답을 나타내고 최

대점을 따로 표시하였다. Fig. 7(a)는 선수변위의 시간이력을 

나타낸다. Fig. 6에서 나타났듯이 선수각의 증가에 따라 최종

변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충돌경우는 동일한 충

돌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충돌이 짧은 시간에 종료되었다

면 상대적으로 큰 충돌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Fig. 

7(c)에 나타내었다. 이 때 발생한 충돌력은 선수의 가속도시간

이력과 선수의 질량을 곱한 것으로 선박이 받는 충돌력을 의미

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사면이 받는 충돌력과 동일한 값이

므로 사면배후에 시공된 파일이나 교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이다. 선박의 충돌력은 선수각이 클수록 큰 값을 

나타내어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동과 일치되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충돌 시 선박의 속도감소는 Fig. 7(b)에 나타내었

다. 선수각이 큰 해석인 경우에 충돌종료시간이 짧아지는 경

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충돌 시 선박에 작용하는 충돌력은 선

수각이 큰 경우에 크게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

다. 이러한 경향은 Fig. 7(c)에 나타나 있다. 최대 충돌력은 선

박이 정지하기 약간 전에 발생하며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다가, 선박의 반동과 함께 급속히 감소한다. 이러한 충돌

력의 변화를 변위를 기준으로 그리면 Fig. 7(d)와 같이 나타난다. 

Table 1  Soil parameters

Soil name
E

(Pa)

Su

(Pa)

Density

(kg/m3)

friction 

angle

Type0

Type1

Type2

Type3

Type4

4.50×107

2.71×107

1.32×107

6.20×106

2.03×106

9.00×104

5.41×104

2.65×104

1.24×104

5.25×103

6.116×102 25º

Table 2  Maximum collision force and displacement as parameters

Parameter
Value

(legend name)

Max. 

Force

(MN)

Max. 

Disp.

(m)

Coeff. 

α 

Dissipated 

Energy***

(MJ)

Bow angle

30º*(b361)

45º(b461)

60º(b661)

32.36

38.03

44.52

16.60

14.41

12.51

1.33

1.29

1.33

230.6

239.7

238.9

Stem angle

45º(b341)

60º*(b361)

80º(b381)

33.11

32.36

30.75

15.76

16.60

17.57

1.35

1.33

1.38

222.5

230.6

227.4

Slope

1:1(ps18)

1:2(ps28)

1:3*(ps38)

35.92

35.09

32.36

10.74

13.84

16.60

0.64

1.27

1.33

235.8

214.1

230.6

Draft

8m*(ps38)

6m**(ps36)

4m**(ps34)

32.36

28.65

21.95

16.60

-

-

1.33

-

-

230.6

-

-

Friction 

Coefficient

0.0*(3619)

0.1(36f1)

0.3(36f3)

0.5(36f5)

1.0(36f9)

32.36

36.31

42.46

47.65

50.57

16.60

15.24

13.70

12.63

11.59

1.33

1.36

1.42

1.44

1.51

230.6

234.0

240.2

246.4

232.7

Soil

Type0*(3619)

Type1**(36s1)

Type2**(36s2)

Type3**(36s3)

Type4**(36s4)

32.26

22.92

13.75

7.84

5.07

-

16.60

-

-

-

-

1.33

-

-

-

-

230.6

-

-

-

Velocity

2m/s(36v2)

3m/s(36v3)

4m/s(36v4)

5m/s*(3619)

10.93

17.75

24.93

32.36

7.97

11.13

13.67

16.60

1.27

1.28

1.33

1.33

38.4

86.5

146.0

230.6

* Basic parameters

** Final displacement was exceed the modeling boundary.

*** Estimated by 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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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서는 변위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충돌력이 발생한 후 

추가적인 변위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반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박이 충돌 시 지반의 변형을 발생시키는 외부일은 작용력

을 변위에 대하여 적분한 값이므로 Fig. 7(d)에서 곡선의 면적

이 된다. 곡선의 형상을 바탕으로 충돌력과 변위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지수함수로 가정하였다. 

 (1)

여기서, 는 충돌력, 는 선박의 변위이고  는 계수이다. 

충돌 시 소산된 에너지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30º

(b) 45º

(c) 60º

Fig. 6  Final deformation of slope as bow angle(2ϴ)

(a) displacement

(b) velocity

(c) collision force time history

(d) collision force as displacement 

Fig. 7  Collision responses as bow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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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최대충돌력 


이 발생하는 변위이다. Fig. 

7(d)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값은 최대 변위와 거의 같은 값을 가

진다. 식 (1)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1차함수로 

나타난다. 

      (3)

식 (3)을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보간하여 식 (1)의 지수계수 

값을 구할 수 있다. 

Table 2에서 각 매개변수에 따른 해석경우에서 얻어진 최대

충돌력 및 변위와의 관계와 소산된 에너지를 정리하였다. 또

한 각 매개변수에 대한 해석명을 괄호안에 명시하였다. 이들 

매개변수해석에서 지반의 강도를 약하게 한 경우(Type1~4)와 

충돌 시 흘수가 작은 경우는 최종해석시의 응답값이 모델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동이 발생하여 변위와 관련된 결과를 제외

하였다.

선박에 대한 매개변수들 중 충돌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

개변수는 선박의 경우 선수각과 충돌속도이고 지반의 경우는 

재료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반의 강도와 마찰계수이다. 선수의 

스템각과 사면의 경사도는 충돌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

를 보였다. 하지만 변위와의 관계를 중점으로 살펴보면 선박

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들은 충돌력과 변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계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면의 경사

와 지반과의 마찰계수에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변위와 충돌력의 곡선에 기반하여 산정한 소산에너지는 총 

충돌에너지의 약 90%이상의 값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선박

이나 지반에 저장되는 탄성변형에너지나 기타 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결과

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충돌에너지와 지반의 변형

선수에의 의해서 밀려난 지반의 부피와 소산된 운동에너지

의 관계를 비례관계로 가정하고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의 경우 x축의 값이 0인 경우 초기 y절편값이 발

생하지만 선수가 사면에 충돌하지 않아 밀려난 지반의 없는 경

우의 에너지소산량은 0이므로 y절편값이 없이 기울기만 있는 

1차식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매개변수에 대한 해석에서 이를 적용하여 밀려난 지반의 

부피와 소산된 선박의 충돌에너지를 비교하면 Fig. 8과 같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반의 부피와 소산된 선박의 충

돌에너지는 매우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피와 

소산된 에너지의 관계는 두 값이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로 규정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선수와 관련된 매개변수의 변화에 대

해서는 둔감한 경향을 보이며 선수에 관련된 매개변수 중 스템

각에 대해서만 의미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충돌지반

에 대한 매개변수에서 형상을 나타내는 사면의 기울기의 영향

은 선수의 형상에 대한 매개변수와 유사하게 작은 변화를 보이

는데 반해 지반을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반의 강

도와 마찰계수에 대해서는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로 부터 소산에너지와 밀려난 지반의 부피의 관계는 

재료적인 특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수의 형상에 대한 매개변수인 스템각은 최대충돌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밀려난 지반의 부피와 소산에너

지의 관계에는 선수의 형상에 관한 매개변수 중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선박에 관한 매개변수는 지반

의 부피와 에너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

중 흘수에 대한 영향은 이론상 동일한 직선을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는 하부의 지

반이 상부의 재료에 의한 구속압의 증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8의 결과는 동일한 충돌에너지에 대한 결과이므로 추

가적으로 충돌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최대충돌력과 에너지 소

산거동을 비교하였다(Fig. 9). 고려된 충돌속도는 5m/s, 4m/s, 

3m/s, 2m/s이다. 충돌에너지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상대적인 

비는 1:6.25이고 충돌에너지에 대해 최대충돌력은 1:2.97배의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에너지와 충돌력의 변화가 

발생해도 소산된 충돌에너지와 밀려난 지반의 부피는 상대적

인 비율을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또한 앞절

에서 살펴보았던 충돌력과 변위의 비례관계도 변화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밀려난 지반의 부피와 에너지의 선형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소산된 에너지로 힘과 거리의 곱에 비례하는 차

원을 가지고 있고 

는 지반의 부피로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

하는 물리량이다. 따라서 두 물리량간의 기울기 는 힘을 거리

의 제곱인 면적으로 나눈 물리량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물리

량은 압력이나 재료의 탄성계수의 물리량과 일치한다. 따라서 

Fig. 8(e)에서 고려되었던 매개변수 지반의 초기 탄성계수와 

기울기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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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는 해석에 사용된 지반의 탄성계수와 해석결과 얻

어진 소산에너지와 지반의 부피 간의 기울기를 최대값에 대한 

정규화된 값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울기 값은 실제로는 

탄성계수의 약 4/5제곱에 근접하는 값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

의 원인으로는 탄성계수는 지반의 대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초

기상태의 값이므로 지반이 대변형을 겪는 동안의 고도의 비선

형성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값이라는 점과 해석과정에서 고

려되지 못한 거동특성의 영향들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러한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추가

적인 에너지 소산거동, 특히 마찰거동의 올바른 평가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bow angle (b) stem angle

(c) draft (d) slope gradient

(e) soil type (f) friction coefficient

Fig. 8  Relationships between pushed out soil volume and dissipat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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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coupled Eulerian Lagrangian 

(CEL)기법을 이용하여 구성된 선박과 사면의 충돌해석모델

에 기반하여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선수각, 스템각, 흘

수, 충돌속도를 충돌선박의 매개변수로 하고 사면의 경사, 마

찰계수, 지반의 강도를 경사면의 매개변수로 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충돌력은 변위와 지수함수적 관계를 보이며, 이 관계는 

사면의 경사와 마찰계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2) 충돌 시 밀려난 지반의 부피와 소산된 충돌에너지는 선

형비례의 관계로 가정할 수 있다.

3) 지반의 부피와 소산된 충돌에너지 간의 관계는 선박의 형상

보다 마찰계수나 지반강도 등 지반의 재료적 특성에 주로 영

향을 받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필요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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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Coupled Eulerian-Lagrangian(CEL) 기법을 이용하여 인공섬 형식의 방호공을 구성하는 수중사면에 선박이 충돌하

는 경우 발생하는 선박의 선수와 지반의 거동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려된 매개변수는 선수의 경우 선수각, 스템각, 

충돌위치 그리고 충돌속도이며, 지반의 조건으로 사면의 기울기, 지반과 선박의 마찰계수 그리고 지반의 강도이다. 선수의 거동으로

부터 소산된 충돌력과 운동에너지를 각 매개변수에 대해 산정하고, 이를 지반의 변형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산기구의 거동을 파악하

였다. 충돌력을 변위의 지수함수로 가정하고 매개변수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수함수의 계수는 사면의 경사와 선박과의 마

찰계수에만 영향을 받는 결과를 얻었다. 이 관계로부터 소산되는 충돌에너지를 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었다. 충돌 시 선수에 의해 밀려

난 원지반의 부피와 소산된 충돌에너지는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이 관계는 선박의 형상보다는 선박과 사면

의 마찰계수와 지반의 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Coupled Eulerian-Lagrangian(CEL) scheme, 선박충돌해석, 대변형해석, 수중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