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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량에 대한 선박충돌은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과 교량 하중의 극단성

으로 인하여 지진이나 태풍과 함께 극단사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량설계에서는 선박충돌로 인한 교량의 붕괴확률을 제어하는 위험

도 분석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도 분석 방법은 선박의 충돌

하중과 교량의 대표 저항을 이용한 근사식을 통해 교량 전체의 붕괴확률

을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량 부재의 안전성을 평

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제 설계에서는 최

악의 충돌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기초나 교각을 보수적으로 설계하거나,

선박과 직접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보호공을 배치하여 선박충

돌로 인한 붕괴확률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충돌하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재의 과다설계와 보

호공 건설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충

돌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교량 부재의 경제적인 설계와 충돌에 대한 교량

의 안전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확률에 근거한 교량의 선박충돌

설계하중 산정기법을 제안하였다.

선박충돌에 의한 확률론적 설계하중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충돌시나리오를 확률적으로 모의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충돌하

중의 확률분포는 수학적 모델에 의해 산출된 다량의 충돌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에서의 충돌하중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선박의 운동방

정식과 선박의 변형특성을 이용한 충돌해석기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선박충돌 설계하중 산정기법을 국내에 건설된 사장교에 적용한 결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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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중의 분포 확률에 근거한 설계하중을 산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이 확률에 근거한 선박충돌의 설계하중의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한 성능기반설계법은 선박충돌 설계하중 산정기법은 설계하중의

연간초과확률 정의 방법이나 개별적인 부재의 목표성능수준에 대한 연구

가 보완된다면 선박충돌설계에 적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교량과

선박의 직접적인 충돌을 고려한 설계하중을 제안함으로써 교량의 응답제

어기법이나 충돌하중을 완화시켜주는 펜더(Fender)와 같은 충돌보호시스

템의 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선박충돌, 충돌시나리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설계하중, 확

률분포

학 번 : 2006-2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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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선박의 항로상에 위치한 교량은 선박의 충돌로 인한 교량의 붕괴 위험

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회의 빈도로 선박에

의한 교량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Larsen, 1993), 이로 인해 경제적

인 손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그림1.1, 표 1.1). 국내

에서도 2006년 진도대교에 바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량의 부속장치가 일부 파손되었다(그림 1.2). 2007년에는 동일한

교량의 교각에 바지선이 좌초되어 바지선에 적재된 철골구조물이 바다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록 교량이 붕괴하거나 인명피해는 발생

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선박충돌에 대응한 교량의 선박충

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선박충돌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교량설계기준은

항로상에 위치하는 교량에 대해서 선박충돌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케이블 강교량 설계지침(2006)”을 통해 선박

충돌 대응 설계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선박충돌에 대한 교

량설계기준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Sunshine Skyway

Bridge의 사고(그림 1.1(b))를 계기로 1983년 미국에서는 "Committe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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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jorn Bridge (Sweden,1980) b. Sunshine Skyway Bridge(USA,1980)

c.Amtrak Railroad

Bridge(USA,1993)
d. Jiujiang Bridge(China,2007)

e. Port Isabel Bridge(USA, 2001) f. Webber-Falls Bridge(USA, 2002)

그림 1.1 선박충돌로 인한 교량 붕괴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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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내 선박충돌 사고(진도대교, 2006)

Bridge Name Location Year Fatalities

Severn River Railway Bridge UK 1960 5

Lake Ponchartain USA 1964 6

Sidney Lanier Bridge USA 1972 10

Lake Ponchartain USA 1974 3

tasman Bridge Australia 1975 15

Pass Manchac Bridge USA 1976 1

Tjorn Bridge Sweden 1980 8

Sunsine Skyway Bridge USA 1980 35

Lorraine Pipeline Bridge France 1982 7

Sentosa Aerial tramway Singapore 1983 7

Volga River Railroad Bridge Russia 1983 176

Claiborn Avenue Bridge USA 1993 1

Amtrak Railroad Bridge USA 1993 44

Port Isabel Bridge USA 2001 8

Webber-Falls Bridge USA 2002 12

Jiujiang Bridge China 2007 8

표 1.1 선박충돌로 인한 교량의 붕괴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Ch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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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Barge Collision"이 발족되었으며, 같은 해 국제교량구조협회

(IABS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and Structural Engineering)

에서는 덴마크에서 개최된 전문학회를 시작으로 선박충돌 연구를 본격화

하였다. 이 후 최초로 1984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통개발국(Lousia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Developement)에서는 교각 설계 기

준에 선박충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88년 미국의 11개 주와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후원을 받아 선박 충돌 연

구가 수행된 연구의 최종보고서인 "Guide Specification and

Commentary for Vessel Collision Design of highway Bridges"가 1991

년 AASHTO(American Association State Highway Transportation

Officials)에 의해 선박충돌 설계지침으로 채택되었다. 이 후 1994년 미국

의 AASHTO LRFD(1994)는 이 설계 지침에 수록된 확률해석에 기반한

위험도 분석 방법인 ‘Method II’를 설계기준에 수록하였다. 또한, 유럽에

서는 1998년 덴마크를 중심으로 "Advances in Bridge Aerodynamics,

Ship Collision Analysis, and Operation & Maintenance" 심포지엄 등

선박 충돌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같은 해 Eurocode에서는

‘General Actions-Accidental Actions’ 파트에서 AASHTO LRFD와 유사

한 위험도 분석방법을 이용한 선박충돌 설계 기준을 명시하였다.

대표적인 교량설계기준인 AASHTO LRFD(2010)는 선박충돌을 지진

과 함께 극단사건(Extreme Events)으로 분류하고 있다. 극단사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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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극단하중(Extreme Loads)은 극단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 확률

적으로 주어지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활화중과 같은 상시하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극단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용하중이 없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시간 내에 구조물을 파괴에

이르게 할 정도의 큰 동적하중이 발생하는 극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선박충돌의 불확실성과 극단성을 고려하여 AASHTO LRFD나

Eurocode 1에서는 선박충돌 설계 방법으로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위험도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위험도 분석 방법은 선박의 충돌로 인한 교량의 연간 붕괴 빈도를 기

준으로 교량의 설계를 평가한다. 현재 AASHTO LRFD에서는 교량의

선박충돌로 인한 연간 붕괴빈도()를 일반 교량에 대해서는   , 중요

교량에 대해서는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규정하고 있다. AASHTO

LRFD는 설계의 편의를 위해서 충돌발생확률을 정의하는 방법과 충돌하

중과 교량의 대표 내하력의 비를 통해 붕괴확률을 도출하는 근사적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Eurocode 1에서도 선박충돌에 의한 교량의 연간 붕괴

빈도를  이하가 되도록 교량 설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충돌발생확률

을 도출하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충돌확률을 정의하는 구체적

인 방법론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확률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설계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설계에서는

AASHTO LRFD의 방법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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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선박충돌에 의한 붕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

으로 기초나 교각과 같은 선박충돌 위험이 높은 부재의 내하력를 증진시

키거나 선박충돌을 차단하여 충돌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선박충돌에 따른 부재의 내하력을 증진시키기기 위해서 보수적으

로 최악의 충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도출된 설계하중을 사용한다. 하지

만 이 방법에 의해 도출된 설계하중은 발생 가능성이 낮아 부재의 과다

설계의 우려가 있다(Knott, 2000). 또한 충돌방지 보호공을 설치하는 방

법에 있어서도 위험도 분석 방법은 선박의 직접충돌로 인한 교량의 응답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부재하여 교량과 선박의 직접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호공의 과다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로 인해 위험도 분석 방법은 충돌에 의한 붕괴 위험은 낮출 수는 있지만

비용효율성 면에서는 부재의 과다설계와 보호공의 건설비용을 불필요하

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에 선박충돌과 함께 극단하중으로 분류되는 지진의 경우에는 성능

기반설계에 따라 지진하중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교량 구조물을 설계하

고 있다(AASHTO, 2010). 내진설계의 평가 지표가 되는 설계지진은 지

진의 재해도 분석을 통해 발생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재현주기나 연간

초과확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재현주기나 연간초과확률은 구조

물의 중요도나 내구수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떄라 내진설계에서는

설계지진을 응답 스펙트럼이나 지진의 시간이력과 같은 동적 하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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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한 후 구조물의 응답을 평가함으로써 설계하중을 통한 직접적인 교

량 구조물의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내진설계방법은 성능기반설

계방법을 통해 확률에 근거한 설계하중을 이용하여 각 부재의 목표성능

을 평가함으로써 극단사건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부재의 설계

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충돌도 지진과 같은 성능기반 설계 방법

을 적용하여 확률에 근거한 설계하중과 부재의 목표성능을 평가한다면

현재 붕괴확률을 기준으로 하는 우회적인 설계방법과는 다르게 하중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인 설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 범위 및 목적

성능기반설계방법을 선박충돌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돌하중의 확

률론적 분석과 더불어 구조물에 적용할 설계하중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재현주기나 연간초과확률의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계하중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적 충돌하중을 산출하는 방법과 응

답을 평가하기 위한 각 부재의 목표성능수준의 정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 논문은 선박충돌에 대응한 교량의 설계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충돌하중의 확률론적 분석 기법과 동적 충돌하중 산정 기법을 연구의 대

상으로 정하였다. 반면에 재현주기나 연간초과확률에 대한 기준과 각 부

재의 목표성능수준은 대상 교량의 중요도나 내구수명에 따라 정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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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 제외

하였다.

선박충돌하중은 지진과 다르게 대부분 인공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으로 선박과 구조물과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다. 때문에 교량 구조

물이 시공되기 전에는 선박충돌하중을 관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돌하중의 크기와 빈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충

돌 모의가 필요하다. 현재 선박의 충돌확률을 예측하는 다양한 수학적

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선박의 운항 안전성을 위해 개발된 모델로 구조물

과 선박의 충돌확률만을 산출할 뿐 충돌하중의 확률적 특성의 도출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교량과 선박의 충돌하중의 확률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충돌하중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충돌확률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

다.

또한 선박충돌은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는 동적 충돌하중을 발생시키

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검토

가 필요하다. 현재 선박충돌로 인한 동적응답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3차원 유한요소 충돌해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개별

적인 선박의 3차원 모델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교량의 설계검토를 위한 다양한 선박의 충돌케이스를 적용하여 선박충돌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불확실성을 고려한 충

돌하중을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차원 유한요소 정밀해석을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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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동적 충돌하중 산출 기법이 필요하다. 이 때 새로운 동적 충돌

하중 산출 기법은 해석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계산의 효율성을 동시에 갖

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불확실성과 동적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선박충돌

하중의 특성을 성능기반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연구 목표를

정하였다. 첫째는 선박충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설계하중을 도출하기

위해서 확률론적 충돌 시나리오를 이용한 선박충돌 하중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박충돌로 인한 교량의 응답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충돌하중의 시간이력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

안하는 것이다.

1.3 연구 내용

선박충돌하중은 충돌체인 선박과 피충돌체인 교량의 충돌에 의해 발생

하는 하중으로써 선박과 교량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물리적 특성에 의해

정의된다. 여기서 교량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정된 변수를 가지고 있으나

선박의 경우 선박의 종류나 크기에 따른 선박의 강성과 같은 재료적 변

수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충돌속도, 충돌각도, 충돌중량 등 충돌상황에

의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종류나 규모에 따른 선박의 강성의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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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기 위해서 해당 항로의 운항선박을 선박의 재하중량톤수(DWT)에

따라 선박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충돌 발생 시 충돌

속도, 충돌각도, 충돌중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충돌시나리오 산출 방법을 제안한다. 개발된 수학적 모델

은 충돌확률모델과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이용하여 충돌속도, 충돌각도,

충돌중량으로 대표되는 충돌상황의 확률분포를 도출할 수 있으며, 충돌

하중의 확률분포는 다량의 충돌 시나리오의 충돌하중을 도출한 후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산출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

각의 충돌 시나리오에서의 충돌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선박

의 운동방정식과 선박의 변형특성을 이용한 충돌 해석 기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선박과 교량의 충돌에 의한 동적 설계하중을 산정하는 기법

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본문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2장은 현재 선박충돌 설계지침으로 대표되는

AASHTO(2009)에서 제안하는 선박충돌 설계절차와 설계하중을 이용한

응답 검토 방법(Method I)과 위험도 분석 방법(Method II)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식과 경험식을 통한 근사적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기존연구

와 선박 운항 통계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설계기준의 문제점과 한계

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3장은 충돌확률모델과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이용한 선박충돌 시나리오 산출방법을 제시한다. 충돌 시나리오는 선박

충돌하중의 확률분포를 산출하기 위해서 선박의 사고 발생확률과 충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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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충돌속도, 충돌각도로 대표되는 충돌하중 확률변수를 이용하여 도출

된며 각각의 충돌하중 확률변수의 산출방법은 각 소절을 통해 서술한다.

4장은 충돌하중 분포를 이용하여 산출된 설계하중을 이용하여 동적 충돌

하중을 산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 연구 결과와 유

한요소 정밀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유효성이 검증된다. 5장에서는

국내 최장경간 사장교인 인천대교를 예제로 하여 논문에서 제안한 충돌

하중의 확률모델과 두 개의 동적 충돌하중 산출 방법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기존 설계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적용성과 유

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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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박충돌 설계기준 분석

이 장에서는 현재 선박충돌 설계지침으로 대표되는 AASHTO(2009)에

서 제안하는 선박충돌 설계절차와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후 설계방

법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설계하중을 이용한 응답 검토

방법(Method I)과 위험도 분석 방법(Method II)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

식과 경험식을 통한 근사적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기존연구와 통계자료

와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 선박충돌 설계 절차

대표적인 선박충돌 설계지침인 Guide Specifications and Commentary

for Vessel Collision Design of Highway Bridges(AASHTO, 2009)에서

는 그림 2.1과 같이 선박충돌 설계절차를 크게 계획단계와 상세설계단계

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계획단계는 항로상에 교각의 배치를 통해서 항로폭과 교량의 경

간장을 계획하는 단계로 이로 인해 전체적인 교량의 구조형식이 결정된

다. 이 때 교량 발주자는 교량의 경간장에 따른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

며 해운업계 측면에서는 항로 내에 교각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였을 경

우 선박 운항 안전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항로상에 위치한 교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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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장은 교량발주자와 해운 관계자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상세설계단계는 설계하중을 이용하여 교량의 응답을 검토하는 방법인

'Method I'과, 선박의 충돌로부터 교량의 파괴확률을 도출하는 위험도

분석 방법을 'Method II'로 분류된다. 각각의 방법은 충돌에 따른 구조

물의 응답을 평가하거나 파괴확률을 통한 위험도를 예측하는 상세 방법

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Method I에서 설계하중은 선박의 단순 운항

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기 때문에 선박충돌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정적 재하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동적 충돌하중

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Method II의 위험도

분석 방법은 교량 구조물의 직접 충돌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선박충돌 대응설계는 교량과 선박의 직접적인 충돌

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충돌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문제점은 다음 소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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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a) 교량의 선박충돌 대응 설계 절차(AASH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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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b) 교량의 선박충돌 대응 설계 절차(AASH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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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하중에 의한 응답 검토 방법

설계하중에 의한 응답 검토 방법은 설계선박과 충돌 속도를 이용하여

설계하중을 정의하고 정적 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응답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여기서 설계선박은 교량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중요교량(Critical/Essential Bridges)의 경우 연간 통항 선박 중 상위 5%

나 50위 중 보다 작은 선박으로 결정되고 일반 교량(Typical Bridges)의

경우 연간 통항 선박의 상위 10%나 200위 중 작은 선박으로 정의한다.

충돌속도의 경우 정의된 설계 선박의 전장(LOA)과 항로의 중심축, 항

로폭 그리고 충돌대상 구조물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그림 2.2의 경험식을

통해 확정적으로 정의된다.

그림 2.2 항로내의 충돌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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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설계 충돌 속도(m/s), 는 정상기상조건에서 항로를 지

나는 선박의 속도, 는 최소 설계 속도(m/s)로 교량이 설치된 곳의

연평균 유속과 비교했을 때 큰 값을 사용한다. 는 항로의 중심축에서

교각까지의 거리(m), 는 항로의 중심축에서 항로 경계까지의 거리

(m), 는 설계선박의 전체길이의 3배의 길이로 3×LOA(m)로 계산된

다.

설계선박과 충돌속도가 결정되면 실험식을 통해 충돌하중이 결정된다.

AASHTO LRFD에서는 선박의 충돌하중을 등가정적충돌하중으로 치환

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Woisin에 의해 1967년부터 1976년까지 수행된 핵

연료선박의 충돌 실험(그림 2.3)을 근거로 산출된 충돌력 도출식을 사용

한다. Woisin은 선박의 운동에너지와 가정한 충돌력의 시간이력을 통해

서 충돌하중을 산출하였으며,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등가정적 충돌하중

을 시간이력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그림 2.4). Woisin의 연구를 토대

로 충돌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Woisin이 제안한 평균충돌력의 ±50%

의 변동폭을 추가하였다. 또한 선박의 크기와 충돌속도 이외에 선박의

종류, 선박의 선수부 형상 및 구조, 밸러스트수(ballast water)의 량 등을

불확실성 변수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설계에 사용가능한 충돌하중의 기

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삼각형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가정하여 충돌력

분포의 상위 70%에 해당하는 값을 설계 충돌하중으로 제안(Frandsen

and Langso, 1980)하였으며 제안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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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

여기서 는 선박에 의한 충돌하중(MN), 는 선박의 재하중량톤수.

 는 충돌 속도(knots)를 의미한다.

AASHTO LRFD는 결정된 충돌하중을 적용하여 교량의 응답을 분석

하기 위해서 하중의 재하방법을 그림 2.6과 같이 설계하중을 충돌부의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을 이용한 정적 재하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방법은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

서는 충돌하중의 동적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한 정

밀해석응 수행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선박충돌에 대

응한 교량 설계 방법에서 설계하중의 결정방법은 선박의 단순 운항량과

근사적으로 도출된 충돌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방법은 선박충돌의 충

돌확률과 충돌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선

박충돌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설계하중을 결정한다. 특히 극단하중으로써

선박충돌하중은 일반 사하중이나 활하중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

조물 설계의 지배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발생확률의 합리적인 평가

없이 보수적인 충돌상황을 가정할 경우 구조물의 설계가 비경제적인 방

향으로 유도될 우려가 있다(Knot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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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Woision의 선박 모델의 충돌 실험(Woision, 1971)

그림 2.4 충돌 실험으로부터 가정된 충돌하중 시간이력 (Woisin and

Gerlach,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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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ip Impact Concentrated Force on Pier

(for Foundation Design and Overal Stability)

b. Ship Impact Line Load for Local Collision Force on Pier

(for Structure Check and Design)

그림 2.5 충돌하중 정적 재하 방법(AASH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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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재하 측면에서도 현재의 설계기준은 정적 해석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박 충돌로 인한 교량 전체 부재의 동적 응답을 파악할 수 없

다. 이에 따라 충돌하중의 응답 검토 범위를 기초와 하부구조의 설계에

만 제한을 두고 있다. 선박충돌하중은 선박과 구조물이 접촉한 순간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그 지속시간이 초단위로 매우 짧지만 이로 인해 교량

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의 크기까지 도달하는 충격하중(Impulse load)으

로 정의된다. 이 때 선박이 교량과 충돌할 경우 발생하는 힘은 그림 2.6

과 같이 지반에 의한 반력과 함께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

성력 함께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정적해석만으로는 충돌에 의한 교량의

응답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2.6 선박충돌시 교량에 작용하는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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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7 바지선 충돌에 따른 교각의 정적 응답과 동적 최고 응답의 비

: (a) Shear, (b) Moment(Davi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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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축하중을 받는 교각의 경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진동에 의해

추가적인 전단력과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바지선과 교량의 충

돌연구(Davison, 2010)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동해석을 통해 도출된 교

각의 전단력과 모멘트는 정해석 결과에 비해 최고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2.7). 이는 선박충돌에 의한 교량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동적 충돌해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Method I 방법이 명시된 AASHTO의 설계지침에서도 설계하

중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Method I 방법을 Method II(위험도 분석 방

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 설계에 있어

서는 합리적인 선박충돌설계하중의 정의와 충돌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응

답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교량과 선박의 직접적인 충돌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원천적으로 충돌을 차단하는

보호공 설계와 같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박충돌 대응설계를 유도하는

원인이 된다.

2.3 위험도 분석 방법

선박충돌 위험도 분석이란 선박충돌로 인한 교량의 붕괴확률을 위험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교량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선박충돌 위험도 분석의

절차는 선박충돌의 불확실성과 충돌하중에 의한 교량 붕괴의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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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며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와 통항 횟수와 같은 선박 운항 데이터를 수집한

다. 이 후 충돌확률과 충돌하중을 예측하기 위해서 해당 항로의 운항 선

박의 정보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한다. 이를 이용해서 선박의 충돌확률과

충돌로 인한 붕괴확률을 도출한다. 이 때 선박충돌로 인한 교량의 연간

붕괴 확률을 이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한다. 현재 AASHTO LRFD에서는

교량의 선박충돌로 인한 연간붕괴빈도()를 식 2.2와 같이 정의하고 일

반 교량에 대해서는   , 중요 교량에 대해서는   이하가 되도록 설

계를 규정하고 있다.

  (2.2)

선박충돌 위험도 분석 절차에서 고려되는 선박충돌의 불확실성 변수는

아래 표 2.1과 같다. 이 중 AASHTO LRFD에서 제안하는 기하학적 충

돌확률()은 항로를 이탈한 선박의 항로분포를 정의하며 Fujii의 모델

(Fujii et al , 1978)에 따라 그림 2.8과 같이 정규분포로 가정된다. 이 분

포를 이용하여 기하학적 충돌확률은 항로내에 구조물의 위치에 의해 결

정되는 충돌범위를 확률분포상에서 적분함으로써 결정된다. 가정된 운항

분포의 평균은 항로 중심을 따르며, 표준편차는 15건의 충돌사고 기록

(표 2.2)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총 길이(LOA)와 같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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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불확실성 변수 불확실성 고려 방법

선박의 운항

빈도수

(N)

해당 항로의 선박 운항

특성(배수량, 선박 크기

운항 속도 등)

교량 수명에 따른 현재

통항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의 운항 특성 예측

항로이탈확률

(PA)

휴먼 에러, 기관의 고장,

환경적 요인

(가시거리, 풍랑 등)

통계자료나 운항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도출

항로이탈 후

충돌확률

(PG)

선박의 운항 분포, 조종자의

개입에 의한 충돌 회피

통계자료나 수학모델을

통해서 충돌확률 계산

충돌시 파괴

확률

(PC)

선박충돌하중,

교량의 내하력

충돌하중과 내하력의

비교를 통한 붕괴확률

도출

표 2.1 위험도 분석 절차에 따른 선박충돌 불확실성 변수



26

그림 2.8 선박-교각의 충돌확률모델(AASH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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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Name
Main span

(m)

ratio of distance from
center line to the LOA
of colliding vessel

Sydney Lanier 89.9 0.57

Tasman Bridge 94.5 1.47

Fraser River Bridge 120 0.31

Benjamin Harrison 109.7 0.69

Tingstad Bridge 57 0.33

Second Narrows RR 152
0.43

0.66

Almo (Tjorn) Bridge 278 0.89

Sunshine Skyway 244.5 1.31

Newport Bridge 486 1.09

Sorsund Bridge 100 0.82

Outerbridge (NY) 226.6

0.78

0.52

0.32

Richmond/San Rafael 317.2 2.13

표 2.2 기하학적 충돌확률의 표준편차 계산에 사용된 15건의 충돌사고

하지만, 이 데이터의 수가 전체 항만의 운항특성을 대변하기에는 그

수가 상당히 적으며, 대부분은 폭이 좁은(200m 내외) 서로 다른 항로에

서 발생한 충돌 사고를 기록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 항

로나 폭이 넓은 항로에서의 충돌확률을 대표하기에 15건의 통계자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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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또한 선박의 규모에 따라 분포확률의 표준편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선박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충돌확률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선박의 충돌사고 발생확률은 선박의 규모나 크기에 의한 영

향보다 해당 항로의 관제시스템이나 운항시스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근거로 해운통계요람(2011)에 따르면 1980년~2010년 사이에

전체 선박의 입출항량은 두 배 증가하였고, 물동량은 11배 증가하였으나

충돌 또는 접촉사고 발생량은 해당 3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연간

150~200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9). 즉 규모가 큰 선박이 상대

적으로 많아졌으나 증가된 선박의 규모에 비하면 사고발생률은 상대적으

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0).

최근 30년간 선박의 운항량이 증가하고 선박의 크기가 커짐과 동시

에 선박의 운항시스템과 관제시스템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위의 통계자

료는 운항 및 관제시스템의 발달은 단위 선박당 충돌사고 발생율을 저감

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AASHTO에서

제안한 충돌확률 모델은 약 20년 전에 제안된 모델로 현재 설계에 적용

할 경우 보수적인 충돌발생확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

AASHTO에서 제안한 모델과는 달리 Eurocode 1을 통해 제안된 선박

의 충돌확률모델은 해당 항로에서의 선박의 운항분포()를 고려하며, 조

종자가 구조물과의 충돌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확

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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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내 선박의 입출항 추이

그림 2.10 국내선박의 충돌/접촉사고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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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에서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라고 정의하였으며

다음 식 (2.3)과 같이 정의된다(Vrouwenvelder, 1998).

   (2.3)

여기서 은 단위 시간 동안의 전체 선박 운항 회수로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 시간으로 정하였을 때 AASHTO에서의 와 같은 의미가 된

다.  는 운항 거리에 따른 항로이탈의 발생확률을 단위 길이이며,

는 선박이 의 좌표에서 항로이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조물

과 충돌할 확률이며, 이는 AASHTO에서의 기하학적 충돌확률 와 같

은 의미이다. 하지만 충돌확률 모델에서의 각 파라미터들을 도출하는 구

체적인 방법은 Eurocode 1 설계기준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 설계

자가 Eurocode 1 설계기준 방법을 실무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연간붕괴빈도()를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선박충돌하중에 의

해 교량의 파괴확률()의 정의 단계가 있다. 이론적으로 교량의 파괴확

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하중의 불확실성과 구조물의 불확실성 그리고

각 부재의 한계상태의 정의를 통한 신뢰도 평가의 적용이 가장 적합하

다. 하지만, 발생 빈도가 낮고 하중의 크기가 큰 선박충돌과 같은 극단하

중의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확한 확률분포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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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하중에 의한 응답이 교량의 전 범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상태식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교량과 같이 단일부재

의 파괴가 전체 구조물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 여용능력(Redundancy)

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 다양한 부재의 한계상태에 대한 시스템 신뢰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파괴확률의 정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 신뢰성 평가 기술의 진척단계에서 시스템 신뢰도를 교량과 같이 여용

능력이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기준은 선박충돌로 인한 교량의 파괴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돌부의 내하력과 충돌하중을 이용한 근사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법은 충돌 선박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등가

정적충돌하중을 Method I의 방법과 같이 산출하며 교량의 대표 내하력

의 비율에 따라서 파괴확률을 산출한다. 이는 선박과 선박의 충돌에 있

어서 피해 범위에 대한 연구(Fujii et al, 1978)로부터 추론되었으며 이

때 교량은 대상 선박의 약 10배의 크기를 가지는 선박과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으며 파괴확률분포는 그림 2.11과 같다.

하지만, 이 식은 교량과 선박의 충돌에 의한 교량의 파괴 확률이 선박

과 선박의 충돌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없고 선박의 충

돌하중의 불확실성과 내하력의 불확실성이 앞서 말한 신뢰도 평가기법과

같은 정확성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교량의 대표 내하력을 일반적으로

충돌부위인 기초의 내하력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충돌에 따른 그 밖의 부



32

그림 2.11 충돌에 의한 교량의 파괴 확률(AASHTO, 2009)

재의 파괴는 고려되지 않는 단순 기초의 파괴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설계기준에서 명시된 위험도 분석 방법은 파괴확률을 도출

하는데 있어 정확성이 낮기 때문에 부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경

간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보호공의 설치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

되고 있다.

2.4 현행 선박충돌 설계기준 문제점 요약

현행 선박충돌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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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중을 결정하는 방법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교량의 응답 분석 방법

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충돌발생확률 도출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이 현재 선박운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용의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 분석방법의 근사적인 파괴확률 도출방법의 부

정확성으로 인하여 설계의 적용범위가 경간장의 타당성 검증하거나 보호

공의 설치 여부 분석에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선박충돌 설계를 위해서 위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된 설계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선박충돌의

불확실성과 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설계하중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3장에

서는 해당 항로의 운항 데이타를 반영한 충돌 시나리오의 산출방법과 충

돌 시나리오를 이용한 충돌하중의 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설계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확률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해당 항로의 운항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4장에서 동적 충돌하중

산출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근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량의 파괴

확률 검토의 대안으로 교량의 동적 응답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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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나리오 기반 선박충돌하중 확률모델

선박충돌하중의 크기에 따른 발생빈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확

률모델이 필요하다. 선박충돌하중의 수학적 모델은 식 3.1과 같이 선박이

구조물과 충돌할 확률과 이에 따른 조건부 확률분포인 충돌시의 발생하

중 분포의 곱으로써 불확실성을 지닌 확률분포 형태로 표현된다.

 
 




·Pr (3.1)

여기서, Pr는 선박과 대상 구조물의 충돌사건 발생확률, 
는 선

박 충돌 사건 발생 시 충돌하중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이다. 이 때, 충

돌사건의 발생확률 Pr는 해당항로의 선박의 운항 특성과 항로상의

구조물의 위치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로 선박의 운항량이 많고

교량과 같은 구조물이 항로 내에 있거나 항로에 근접할수록 그 값은 커

지는 경향이 있다. 선박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확률밀도함수 
의

경우에는 충돌선박의 종류, 선적량, 충돌속도, 충돌각도 등의 충돌환경에

의해 정의된다. 여기서 식 3.1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Pr에 대

응하는 충돌하중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는 100%의 확률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식 3.2와같이 확률질량함수(probability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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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PMF)로 표현된다. 따라서 충돌하중의 확률분포는 혼성확률밀

도함수(mixed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로 식 3.3과 같이 표현된

다. 하지만 설계하중을 구할 때에는 충돌하중이   인 경우에는 의미

가 없으므로 편의상 식 3.1의 표현을 사용한다.




    
 ≠

(3.2)

  ·Pr


·Pr (3.3)

3.1 확률기반 선박충돌 설계하중

성능기반 설계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하중의 확률분포 가 정의되

어 있을 경우 설계하중 는 선박충돌하중의 확률밀도함수와 목표성능

에 따른 연간초과확률  또는 재현주기 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일반

적으로 1년 동안에 선박충돌하중  가 설계하중 를 초과할 연간초

과확률 는 개별적인 충돌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식 3.4

와 같이 재현주기()의 역수로써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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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exp≅ (3.4)

여기서, 식 3.4에 사용되는 재현주기 는 지진하중이나 풍하중과 같

이 충분한 통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도 분석(hazard analysis)을 통

해서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박충돌설계에 도입하는 재현주기는 실제

충돌하중의 크기-빈도에 대한 통계에 의한 값이라기보다는 특정 설계하

중의 초과확률에 상응하는 개념적인 값을 의미한다. 선박충돌하중에 재

현주기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다른 극단 하중(지진, 강풍)과 동등

한 목표성능에서의 하중 비교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목표 신뢰도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지진이나 태풍의 위험도 분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표 3.1과 같이 내진설계에서 정의한 재현주기나 설계수명 동안

의 비초과확률 값을 참고하여 선박충돌하중에 대한 기능수행수준의나 붕

괴방지수준에 대한 확률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내진설계

(케이블강교량 설계지침)
선박충돌대응설계
(AASHTO LRFD)

설계법 성능 기반 설계법 위험도 기반 설계법

목표성능
수준 및
재현주기

기능수행수준
(재현주기 200년)
붕괴방지수준

(재현주기 2400년)

연간붕괴확률(AF) 0.0001
이하

(재현주기 10,000년에
해당하는 위험도 수준)

표 3.1 내진설계와 선박충돌대응설계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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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선박충돌하중의 확률밀도함수()와 연간 초가확률()을

이용한 설계하중() 도출

설계에 따른 목표 성능으로 재현주기 나 연간초과확률 이 결정되

면 충돌하중의 확률밀도함수 나 상보누적분포함수 을 통해서 설

계하중 가 결정 될 수 있다.(그림 3.1), 이는 식 3.5, 식 3.6을 통해

계산된다.

 


∞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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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선박충돌 설계하중 산출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선박충돌 설계절차

는 그림 3.2와 같이 정의된다. 이 절차는 기존의 선박충돌 설계에서 기본

계획 단계 이후의 상세 설계 단계의 설계 절차를 의미한다. 이 절차는

크게 설계하중 산출 단계와 산출된 충돌하중을 이용한 동적 응답 도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설계충돌하중을 구하는

파트로 선박충돌하중의 확률분포()와 목표성능수준에 따른 설계하중을

산출하는 단계로 기존의 Method I에서의 설계선박을 정의함으로써 설계

하중을 도출하는 단계에 대응된다. 두 번째 단계는 선박충돌설계하중을

이용하여 동적 설계하중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서 구조물의 응답을 평

가하는 단계로 기존의 등가정적충돌하중을 통한 구조물의 응답을 평가하

는 단계에 대응된다.

그림 3.2 교량의 동적 응답을 고려한 새로운 선박충돌 설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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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박충돌의 하중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박충돌사건의 발

생빈도, 사고원인의 분석과 더불어 사건 발생 시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

와 규모도 분석되어야 한다. 지진의 경우 장시간에 거친 계측과 역사 사

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발생한 지진을 분석할 수 있으나 선박충돌사고

는 지진과 다르게 인공적인 구조물인 선박과 교량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

므로, 교량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해당지역의 사고기록이 없기 때문에 통

계자료의 이용이 어렵다. 또한 선박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조종자의 실수

(53%), 기관의 고장(19%), 기상환경(23%)이 대표적이며 기상환경의 경

우 조종자의 부주의와 함께 동반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종자의 실수

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PIANIC, 2001). 따라서 자연적인

원인의 분석보다는 인공적인 요인에 대한 확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극단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공

적인 요인들이 지배적인 선박충돌하중은 지진과 같이 관측데이터를 통해

서 발생 빈도나 규모의 불확실성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예측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수학적 모델에 대한 설명은 3.2절을 통해서 서술하도록 하겠

다. 또한 충돌하중을 통한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

박충돌하중의 시간이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설계충돌하중에 따른

시간이력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연구에서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40

3.2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을 이용한 선박충돌하중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하중의 확률분포 모델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충돌확

률모델로부터 충돌하중에 영향을 주는 확률 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충

돌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이 후 각각의 충돌시나리오의 발생확률과 충돌

하중을 계산하여 충돌하중의 조건부 확률분포 
를 계산한다.

3.2.1 시나리오 기반 선박충돌하중 확률분포 산출 프로세스

시나리오 기반 선박충돌하중 확률분포 도출 방법에서는 충돌하중의

영향을 주는 충돌속도(), 충돌각도(), 충돌질량()의 변수를 이용하

여 선박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충돌속도, 충돌각도의 경우 충돌확률모델을 분석함을 통해 조건부 확률

변수로써 계산된다. 그리고 충돌질량은 충돌발생과는 독립적인 변수로

별도의 선적량 분석을 통해 확률변수를 결정된다.

이를 이용한 시나리오 기반 충돌하중 확률모델의 산출절차는 우선 대

상 선박이 결정되면 선박충돌 확률모델을 이용하여 충돌 영향 변수와 충

돌사고 발생확률 Pr이 도출된다. 이 후 충돌 영향 변수(, , )



41

그림 3.3 시나리오 기반 선박충돌하중 확률분포 산출 순서도

를 통해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가 도출되며, 각각의 시나리오에서의 충돌

하중이 결정된다. 이 때 각각의 충돌시나리오의 발생확률과 함께 충돌하

중의 확률분포 
가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도출된다.

이에 대한 산출 절차는 그림 3.3과 같은 순서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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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선박충돌 발생확률

선박충돌 발생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충돌확률모델로 Kunz(1998)의 연

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Eurocode 1에서 제안한 모

델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선박의 항로 이탈 좌표를 u(=
)라고 정의한다. 이 모델에서 운항중 선박의 충돌 메커니즘은 다음

과 같다(그림 3.4).

그림 3.4 선박-교량의 충돌확률 모델(Kunz,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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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좌표에서 u의 확률로 선박의 항로이탈이 발생했을 때의 선박의

진행각도를 라고 하였을 때, 선박의 충돌 가능 영역은 진행각도는 

<<사이가 된다. 이 때 이탈 후 진행각도의 확률분포를  라고 정

하면 진행 각도에 따른 충돌확률은 
u
u

로 정의 된다. 여기서

과 은 초기 이탈 좌표의 함수로 정의된다. 선박의 항로 이탈 후 선

박이 구조물에 접근할 경우 선박이 충돌을 회피하지 못하고 구조물과 충

돌할 확률은 이탈좌표와 구조물이 이루는 거리  u에 의한 함수로

결정된다. 이 때 선박이 구조물과 부딪히기 전에 정지할 확률을

Pr 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u의 경우 해당 항로내의 모든 좌

표에서 동일한 상수값 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선박의 충돌확률모델은

식 (3.7)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Pr  



u
u

Pr UuU uu (3.7)

여기서  는  그룹 선박의 연간 통행량, 는 해당 항로 내에서 선박

의 항로 이탈 확률, 는 항로 영역,  는 선박의 좌표의 확률변수로써

전체 항로 영역 내에서 U의 분포를 가진다.

항로내 각 좌표에서 선박의 기하학적 충돌확률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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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를 식 3.8과 같이 정의하면,

u
u
u

Pr UuU u (3.8)

식 3.7는 식 3.8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Pr 


uu (3.9)

이 때 AASHTO의 충돌확률모델과 비교했을 때 는 와 같은 동일

한 의미이며, 기하학적 충돌확률  는 식 3.10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uu (3.10)

각 좌표에서의 기하학적 충돌확률분포 함수인 u를 산출하기 위해

서는 이탈각도 , 정지거리 , 운항분포 U의 확률변수 파라미터가 필요

하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Kunz, 1998)를 바탕으로 이탈각도 로는

항로와 평행한 축을 기준으로 각도 를 평균으로 하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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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정지확률의 경우 정지거리 에 따

른 정규분포로 가정하였으며 항만 내에서의 선박의 완충영역(Bumper

Area)인 3LOA를 평균으로 하고 표준편차는 1LOA로 가정하였다(Fujii,

1971, 임정빈, 2010). U의 분포의 경우 항로 내에 각각의 좌표에 선박이

운항 중에 위치할 분포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운항 항로에 따라 각각 다

르게 결정된다. 각 항로의 선박의 운항분포는 VTS(Vessel Traffic

Service)와 같은 선박 관제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교량에 의해 항로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새로이 신설되는 경우 기

존의 선박 운항 자료를 새로운 교량설계에 적용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

진다. 하지만, 기존의 운항자료 중 선박의 중심항로와의 운항 편차나 운

항속도 분포는 해당 항로의 관제시스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운항 자료는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운항자료와 병행해서 새로이 변경되는 항로에서의 선박 조종시뮬레

이션을 이용한 모의 선박 운행 데이타를 이용하면 선박충돌확률의 정확

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조호현, 2009).

3.2.3 충돌하중 영향변수 분석

선박의 충돌하중은 충돌상황에 따른 다양한 영향변수에 의해 결정된

다. 충돌하중 영향변수는 크게 충돌선박, 교량 구조물, 충돌환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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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충돌선박으로 인한 영향변수는 충돌선박

의 종류와 충돌부(주로 선수부)의 구조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선박의 강

성과 충돌 시 선박의 속도, 진입각도, 중량이 있다. 교량 구조물에 대한

영향변수는 충돌에 따른 교량의 강성, 질량과 함께 선박의 압입형상이

결정하는 충돌부위의 형상 등이 있다. 이는 충돌로 인해 교량구조물이

진동할 경우 충돌선박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충돌력에 영향을 준다. 마지

막으로 충돌환경에 대한 변수로는 주변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질량

과 같은 주변 유체의 영향과 파랑의 세기 등이 있다. 이러한 영향변수들

을 이용하여 충돌하중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X i X s Xe   (3.11)

여기서 X i 는 충돌선박의 매개변수 벡터이며, X s는 교량 구조물에 따

른 충돌 매개변수 벡터, Xe는 충돌환경 영향변수 벡터이다. 이 때 ·

는 시간 에 따른 동적하중으로 표현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다양한

충돌영향변수 중 선박의 충돌에너지와 충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리 변수로 선박의 종류에 따른 선수부 강성과 충돌속도, 충돌중량, 충

돌각도가 있다. 충돌선박이 결정되었을 경우 선박의 강성()은 선박의

클래스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확률변수인 충돌속도(), 충돌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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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중량()을 이용하여 선박의 파라미터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X i      (3.12)

피충돌체인 교량의 영향변수의 경우 충돌부의 강성이나 질량 등의 파

라미터들은 실제로 재료의 불확실성이나 제작 오차에 의해 변동성을 가

지지만 이의 변동폭이 선박의 매개변수의 변동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기 때문에 확정적인 값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조수에 의한 수심의 변화

가 선박의 충돌 위치와 교량의 충돌 부위를 결정하지만 보수적인 방향의

충돌하중을 산출하기 위해서 선박의 선수부 전체의 충돌로 가정할 수 있

다. 따라서 확정적인 값으로 결정되는 파라미터들을 상수로 정의하고 

클래스의 선박에 의한 충돌하중은 식 3.13과 같이 정의된다.

      (3.13)

여기서 충돌하중의 확률분포는 충돌속도(), 충돌각도(), 충돌중량

()의 세 개의 확률변수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충돌

하중의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 충돌속도, 충돌각도, 충돌중량에 대한 확

률분포를 가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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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돌속도 확률변수()

선박의 충돌속도는 조종자가 교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선박을 정

지시키려는 시도에 의해 운항속도 보다 낮은 속도를 가지게 된다. 실제

로 발생한 충돌사고를 살펴보면 평균 운항속도가 5～8m/s(10～15knot)인

환경에서 대부분의 충돌사고는 1～4m/s의 속도로 나타났고, 평균 운항속

도보다 높은 속도에서도 충돌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그림 3.5).

그림 3.5 충돌 사례를 통한 선박의 충돌 속도(PIANC, 2001)

이 논문에서는 실제 운항 속도를 기준으로 선박의 정지거리에 따라 운

항속도의 저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운항속도에 감속율의 곱한

값을 식 3.14와 같이 충돌속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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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여기서 는 충돌속도, 는 정상 상태의 운항속도, 는 감속율을 의

미한다. 이 식에서 감속율은 충돌시나리오에 의해 선박의 종류와 초기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는 좌표 에 따른 정지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  (3.15)

여기서 이탈좌표와 구조물과의 거리 는 벡터 u에 의해 정의할 수 있

으며, 기하학적충돌 확률밀도함수를 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uu
 

 

(3.16)

식 3.16를 식 3.9에 적용하면 선박 속도의 감속율 는 충돌이 발생한 후

의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로 식 3.17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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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3.17)

이를 통해 운항속도에 일정한 상수의 감속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확률모델이 근거한 감속율을 확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운항

속도를 가정하더라도 정지거리에 따라 충돌속도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

도록 하였다.

(2) 충돌각도()

기존 선박충돌 설계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충돌하중을 도출하기 위하

여 정면충돌을 가정한다. 하지만, 장대교량과 같이 교각이 항로중심축과

멀리 있는 경우, 항로를 이탈한 선박은 정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사각

도의 경로로 교각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충돌확률모델을 이

용하여 초기 항로 이탈 좌표 u와 충돌각도의 관계식은 식 3.18과 같이

정의된다.

   cot (3.18)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의 충돌각  의 조건부 확률분포는 식 3.19과 같이

표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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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3.19)

이 때 식 3.8에 식 3.19를 대입하면 충돌각 대한 함수식으로 충돌각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   
을 식 3.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r    Pr   U  uU ucot (3.20)

그림 3.6 충돌각 에 따른 항로이탈위치에 따른 충돌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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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돌중량()

충돌중량은 충돌속도나 충돌각도와 같이 선박의 충돌 시 결정되는 조

건부 확률변수가 아니라 선박이 운행을 시작하기 전의 적재량과 선박의

운항하면서 사용한 연료의 소모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충돌발생

확률(Pr)와는 독립된 확률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행 중인 선박의 중량은 최대 만재 배수량(Fully Loaded

Displacement)과 밸러스트 배수량(Ballast Displacement) 사이에 분포한

다. 여기서 밸러스트는 선박이 항해의 안전성을 위해서 선체를 물속에

더 잠기게 할 목적으로 화물 이외에 싣는 중량물로써 선박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추진기를 충분히 물속에 침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선적물을

의미한다. AASHTO LRFD의 선박충돌설계기준에서는 선박의 대표 중

량으로 DWT(Dead Weight Tonnage)를 사용하며, 이를 기준으로 선박

의 충돌 에너지와 충돌력을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 DWT는 선박의 선적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선박의 최대 만재 배수량과 선박자체의 무게를

의미하는 경하배수량(Light Weight Displacement)의 차이에 의해서 구

해진다. 다시 말하면 DWT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적재물의 최대중량

을 의미한다. 선박의 충돌중량을 DWT로 가정했을 경우 최대 적재량 대

비 얼마만큼의 선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위해 재하중량에 경하배수량을

뺀 값을 최대 적재량과 비교하였다(표3.1～3.3). 그 결과 DWT로 선박의

총중량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대비 50～80% 정도의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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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고 있는 것과 동등한 중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컨

테이너선의 경우 DWT를 기준 중량으로 사용했을 경우 42%의 선적비로

상당히 낮은 기준의 선박중량을 산출되며 벌크화물선의 경우 84%의 적

재량을 싣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통해 선박의 대표중량으로써

DWT의 충돌중량 사용은 선박의 종류나 크기에 따른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중량을 만재 적재량 대비 5

0～100%의 범위 내에 적재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적재량은 균등하게 분포

(uniform distribution)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값은 선박의 크기나 종류

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선박의 최소 적재량인 밸러스트 배수량

이 약 10～30%상태임을 볼 때, 비교적 실제 선박의 최소 중량에 비해

보수적인 가정이다.

또한 충돌에 작용하는 중량은 선박 자체의 중량뿐만 아니라 선박 주변

의 유체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선박의 중량에 비례하는 부가질량을

추가하여 고려하였다. 여기서 부가질량은 유체위에 물체가 운동할 때 물

체가 주변의 유체를 함께 운동시켜 물체가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 고려되

는 주변 유체의 질량으로 이 연구에서는 선박이 정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부가질량으로써 전체 선박의 질량의 5%를 추가로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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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
Fully
Loaded

Dispacement

Ballasted
Displacement

Light Weight
Displacement

Ballast
Ratio

DWT
Ratio

A B C D=B-A E=(C-D)/A
F=(A-D)/

A

1000 1500 600 500 10.0% 50%

3000 4200 1600 1200 13.3% 60%

5000 6800 2600 1800 16.0% 64%

10000 13100 4900 3100 18.0% 69%

15000 19300 7200 4300 19.3% 71%

20000 25500 9600 5500 20.5% 73%

25000 31500 11800 6500 21.2% 74%

30000 37500 14100 7500 22.0% 75%

40000 49400 18500 9400 22.8% 77%

50000 61100 22900 11100 23.6% 78%

60000 72800 27300 12800 24.2% 79%

80000 95800 35900 15800 25.1% 80%

100000 118600 44500 18600 25.9% 81%

150000 174700 65500 24700 27.2% 84%

표 3.2 일반적인 벌크 화물선의 중량 특성(unit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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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
Fully
Loaded

Dispacement

Ballasted
Displacement

Light Weight
Displacement

Ballast
Ratio

DWT
Ratio

A B C D=B-A E=(C-D)/A
F=(A-D)/

A

1000 1400 500 400 10.0% 60%

3000 4100 1500 1100 13.3% 63%

5000 6700 2500 1700 16.0% 66%

10000 13000 4900 3000 19.0% 70%

15000 19300 7200 4300 19.3% 71%

20000 25400 9500 5400 20.5% 73%

25000 31500 11800 6500 21.2% 74%

30000 37500 14100 7500 22.0% 75%

40000 49500 18600 9500 22.8% 76%

50000 61400 23000 11400 23.2% 77%

60000 73200 27500 13200 23.8% 78%

80000 96500 36200 16500 24.6% 79%

100000 119700 44900 19700 25.2% 80%

120000 142600 53500 22600 25.8% 81%

150000 176800 66300 26800 26.3% 82%

표 3.3 일반적인 정유운반선/탱커의 중량 특성(unit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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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
Fully
Loaded

Dispacement

Ballasted
Displacement

Light Weight
Displacement

Ballast
Ratio

DWT
Ratio

A B C D=B-A E=(C-D)/A
F=(A-D)/

A

1000 1400 500 400 10.0% 60%

3000 4200 1600 1200 13.3% 60%

5000 7000 2600 2000 12.0% 60%

7000 9700 3600 2700 12.9% 61%

10000 13800 5200 3800 14.0% 62%

12000 16600 6000 4600 11.7% 62%

16000 24800 9300 8800 3.1% 45%

20000 31600 11850 11600 1.3% 42%

24000 36700 13800 12700 4.6% 47%

27000 42200 15800 15200 2.2% 44%

33000 51600 19400 18600 2.4% 44%

49700 77000 28900 27300 3.2% 45%

54500 84500 31700 30000 3.1% 45%

표 3.4 일반적인 Freighter/컨테이너선의 중량 특성(unit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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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충돌 시나리오를 이용한 충돌하중의 확률분포

충돌하중은 앞 절을 통해 도출된 주요 확률변수인 선박의 충돌속도,

충돌각도, 충돌중량의 영향을 받아 확률분포형태의 하중이 된다. 이 때

이 변수들은 각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건부 확률로 정의되기 때문

에 충돌하중 또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건부 확률분포인  
로 도

출된다. 이 때     는 시간에 따라 정의되는 동적 하중으로

확률분포의 형태로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Eurocode 1의 선박

충돌설계기준에서는 동적충돌하중에서 설계하중을 치환하는데 있어서 기

준을 시간에 따른 최대 충돌력인 선박의 최대 압입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Pedersen, 1993). 이 방법은 선박의 강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충돌과 같이 실제 실험의 규모가 크고 비

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확률분포를 산출하기 위한 동적 충돌하중의 기준을 시간

에 따른 최대 충돌하중으로 선정하고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max (3.21)

이 논문에서는 충돌속도, 충돌각도, 충돌중량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

하고 각각의 확률분포로부터 변수값을 추출함으로써 충돌시나리오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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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각각의 충돌시나리오에 따라 충돌하중    이 계산되

며, 선박 클래스 의 충돌 시나리오의 개수를 라고 한다면, 동등한 추출

방법에 의해 각각의 충돌하중의 발생확률은 Pr가 된다. 이를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선박  개의 그룹에 대한 충돌 발생확

률과 충돌하중분포의 곱이 계산됨으로써 해당 구조물의 충돌하중의 확률

분포가 식 3.22와 같이 구성된다.

 





·Pr (3.22)

이 논문에서는 정밀한 해석을 위해 충돌각도를 고려한 충돌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차원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4장을 통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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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박충돌하중 시간이력 산출 기법

선박충돌은 초단위의 짧은 시간동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교량 구조물을 붕괴에 이르게 할 만큼 큰 하중을 유발한다. 특히 선박충

돌의 특성상 하부구조의 충돌이 주를 이루고 있어 충돌로 인한 하부구조

의 진동은 상부구조까지 전달되게 된다. 충돌로 인한 교량의 진동은 교

량 받침의 파괴나 낙교 등의 상부구조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박충돌 설계 시 충돌하중으로 인한 하부구조의 응답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의 동적 응답 또한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설계기준에서는 교량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한 등가정적선박충돌하중을 제안하고 있지만, 교량과

같이 다양한 진동모드를 지닌 구조물의 동적 응답은 정적하중을 이용하

여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도출할 수

있는 충돌하중의 시간이력이 필요하며 이 논문에서는 선박과 교량의 구

조적, 재료적 특성과 충돌역학을 이용하여 선박충돌하중의 시간이력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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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동적 설계 하중을 위한 충돌 케이스 선정

선박충돌하중의 시간이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선박

이 결정되어야 하며, 충돌속도와 충돌각도, 충돌중량 등 설계충돌하중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확률변수들의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상 선박

의 결정은 발주자에 의해 결정되며, 필요에 의해서 해당 항로에서 빈도

수가 비교적 높은 선박이나 AASHTO의 선박충돌 가이드라인에서의 제

시하는 설계선박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설계선박이 결정되면 충돌에

영향을 주는 충돌속도, 충돌각도, 선박의 중량 등의 변수가 정의되어야

한다. 충돌각도의 경우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보수적인 접근 방법으로

정면충돌을 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충돌 중량의 경우 선박의 중량

으로 대표되는 재하중중량(DWT) 또는 만재배수량full displacement)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3장에서 서술한 충돌 시나리

오를 기반으로 한 충돌하중과 충돌에너지를 기준으로 하여 충돌 케이스

를 선별한다. 충돌 케이스 선별 방법으로는 시간에 따른 최대충돌력이

설계하중이상의 값에 도달하는 충돌케이스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다수의 충돌 시나리오로부터 선별한다. 그 후 선

별된 충돌케이스의 충돌에너지를 계산하여 충돌에너지가 상위에 있는 케

이스를 우선적으로 동적 충돌하중 검토를 위해 선별한다. 이 때 선별된

충돌케이스는 충돌속도, 충돌중량, 충돌각도의 충돌 영향 변수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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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충돌하중에 따른 대상 선박과 충돌 영향

변수가 결정되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충돌하중의 시간이력 도출 방법

에 의해 동적 충돌하중이 도출되게 된다. 선박충돌 시간이력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1 설계하중으로부터 선박의 충돌하중 시간이력 산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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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차원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선박충돌하중은 선박이 교량과의 충돌 후 선박이 지니고 있는 운동에

너지가 구조물에 전달되거나 소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교량의 충돌 메커니즘의 분석

이 필요하다. 충돌 메커니즘은 에너지 소산과정에 따라 크게 정면충돌과

경사충돌의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정면충돌에서의 선박충돌 메커

니즘을 살펴보면, 선박 충돌은 선박의 운동에너지가 충돌에 의해 완전히

소산되어 선박이 정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이 때 작용과 반

작용의 법칙에 의해 선박과 교량에 양방향으로 충돌력이 가해지게 된다.

초기에는 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선박 선수부의 소성 변형이 먼저 발생

하게 된다(그림 4.2b). 여기서 교량의 내하력보다 충돌하중에 의한 응답

이 작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충돌에너지는 선박에 의해서 소산되며 그 밖

에 일부 에너지는 교량이나 지반의 변형에너지나 운동에너지로 소산된다

(그림 4.2c). 반면에 충돌에 의한 교량의 응답이 교량의 내하력보다 클

경우에는 교량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그림 4.2d).



63

a. 충돌 전 선박의 운동에너지 보유

⇓

b. 충돌력 증가에 따른 선수부 변형 심화

⇙ ⇘

c. 교량 내하력 > 최대 충돌력 d. 교량 내하력 < 최대 충돌력

그림 4.2 선박과 교량의 정면충돌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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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충돌은 충돌 시 선박의 입사각이 0°에서 90°사이에서 발생되는 충

돌을 의미한다. 이 때 입사각이 90°가 되면 정면충돌로 분류 된다. 경사

충돌은 정면충돌과 다르게 충돌력이 접촉면에 연직하는 하중과 평행하는

하중의 합력으로 작용한다. 충돌 후 선박의 속도 변화에 있어서도 충돌

각도에 따라서 선박이 정지하지 않고 진행방향을 바꾸어 운동을 계속하

게 된다. 이는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경사충돌이 정면충돌과 다른 점은

선박의 운동에너지 중 일부만이 충돌에 의해서 소산된다는 것과 접촉부

의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소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그림 4.3).

따라서 선박의 경사충돌로 인한 에너지 소산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선

박의 병진운동이나 회전운동과 같은 선박의 운동역학뿐만 아니라 선박과

교량의 접촉부에서의 마찰과 슬라이딩의 역학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또

한 대부분의 에너지의 소산이 선박의 소성변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

에서 선박의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의 충돌강성이 정의되어야 한다.

a. 정면충돌 b. 경사충돌

그림 4.3 선박충돌에 따른 에너지 변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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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선박모델

선박 모델은 선박의 운동역학을 반영하기 위한 Outer collision

dynamics model과 충돌에 의한 선박의 소성 변영을 표한하기 위한

Inner collision dynamic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모델은 외부하중인

충돌하중을 통해 변화하는 선박의 운동과 선수부의 압입을 각각 모사한

다(그림 4.4).

그림 4.4 선박충돌 역학 모델

(1) Outer collision dynamics of ship

선박의 운동방정식은 선박-선박간의 충돌에 대한 모델인

SIMCOL(Brown, 2002)로부터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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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여기서 는 선박의 가상 질량으로써 선박의 축방향, 직각방향, 회전운

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선박의 가상 질량은 선박의 자체

질량에 유체의 부가질량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ssin  cossin 

 cossin sincos 

  

(4.2)

여기서 부가질량 는 선박의 진행방향을 다음 그림과 같이 방향으로

선박이 이동할 경우의 값을 전체 좌표계로 표현한 값이다(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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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선박 모델의 좌표계와 작용하중

(2) Inner collision dynamics of ship

선박의 내적 충돌역학에 관여하는 주요 변수는 선박의 강성으로써 선

박이 충돌하였을 때 충돌력에 따른 선수부의 압입량을 나타내는 값이다.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이상적인 선수부 형상(그림 4.6)으로 부터 도출된

선박의 강성식을 사용하여 선수부의 압입을 비선형 소성 스프링으로 모

델링 하였다(그림 4.7). 이 모델은 선수부의 Bow와 Bulb부분 전체가 충

돌에 의해 소산되는 모델로써 실제 충돌에 비해서는 보다 강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실제 선박이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충돌에 비해서 보수

적인 충돌하중을 도출하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이 모델을 설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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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는, 선박의 종류나 교량의 충돌부위의 형상에 따라서 선수

부의 충돌강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돌부 강성에 대한 가정이

설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림 4.6 이상적인 선박모델(Scharrer, 1996)

그림 4.7 선수부 강성을 표현하기 위한 비선형 스프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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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압입에 따른 작용하중에 대한 관계는 위의 이상적인 선박모델로

부터 식 4.3과 같이 유도된다.

 
 for≤

  for≥
(4.3)

여기서, (kN)는 충돌력, (m)는 선박의 압잎깊이, (m)는 선박의 폭으

로써, 전장이 150m 이상의 선박의 경우 통계적 분석식    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m)는 선박의 전장길이이다.

4.2.2 교량모델

교량의 모델로는, 실제 교량의 거동은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충돌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1차 모드에 의한 진동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유효질량

와 유효 강성 로 표현되는 2자유도 모델로 단순화 시켜 적용하였

다. 이 때, 교량은 파괴상태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선형탄성거

동을 하며, 대부분 교량 기초의 재료는 콘크리트 이므로, 약 5%의 감쇠

비에 대한 를 적용하였다. 이 때 교량의 운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다

음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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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여기서 교량은 선박과는 다르게 지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4.8

과 같은 고정된 좌표계상에서 두 방향의 작용하중에 의해 2방향 운동을

한다.

그림 4.8 교량 모델의 좌표계와 작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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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접촉부 모델

접촉부 모델에서는 경사충돌시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소산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마찰력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접촉면의 슬라이딩을 고려한다. 충

돌시 접촉면에 작용하는 힘은 분력으로 접촉면의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운동마찰계수는 접촉면에 수직인 힘의 값에 마

찰계수 를 곱한 값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만약 이때의 마찰력과 수직힘

의 평형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면 충돌점의 이동을 통하

여 힘의 평형점(  )을 찾게 된다. 새로운 평형점은 다음 시

간 증분 계산시 충돌점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서 선박과 교량의 접촉부

에서 슬라이딩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9 마찰을 고려한 접촉부 슬라이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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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분석 방법

선박과 교량의 충돌모델에서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때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충돌력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가 된다.







 

 

(4.5)

위의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한 해석 툴로써는 MATLAB의 SIMULINK

를 사용하였으며, 동해석을 위한 ode45을 사용하였다. 충돌해석 시간은

충돌 후 10초까지의 선박과 교량의 운동을 해석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보

급된 PC환경(Intel Core2Quad 2.4GHz Windows 7-64bit )에서 약 1회

계산 시간이 0.79sec로서 1시간에는 약 4500개의 선박충돌 케이스에 대

한 충돌력 산출이 가능하였다.



73

그림 4.10 MATLAB SIMULINK를 이용한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모듈, (1) Outer Collision dynamics of ship, (2) Outer collision

dynamics of bridge, (3) Inner collision dynamics of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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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이차원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모듈 검증

개발된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모듈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정면충돌(Head-on collision)과 경사 충돌(Oblique

Collision)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1) 정면충돌(Head-on collision)

개발된 모델이 산정하는 충돌하중의 범위를 분석하고, 교량 모델의 진

동에 따른 충돌력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교량의 강성과 질량을

30000DWT급 선박의 질량과 초기강성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기준 값의

0.01~100배까지의 변화를 적용하여 동일한 선박과 충돌속도의 충돌하중

을 확인하였다. 이는 각기 다른 응답 특성을 가지는 교량에 따라 충돌하

중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 결과 선박에 의한

접촉력 값의 범위(그림 4.11)와 교량의 진동에 따른 동적확대효과에 의

한 충돌력 범위(그림 4.12)를 도출하였다 이를 Eurocode 1에서 제시하는

충돌하중과 비교한 결과 접촉면에 작용하는 충돌력과 동적확대계수를 적

용한 충돌력의 상한값이 Eurocode 1에서 제안한 값과 동적확대계수 1.3

을 적용한 값과 각각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3). 이는 제안한 선박충돌 시뮬레이션모듈과 Eurocode 1의 충돌하중

산출식(Pedersen, 1993)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선박의 강성 연구(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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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교량의 질량(가로축), 강성(세로축)에 따른 30000DWT 선박의

5m/s의 충돌시 접촉력

그림 4.12 교량의 질량(가로축), 강성(세로축)에 따른 30000DWT 선박의

5m/s의 충돌시 동적확대효과를 고려한 충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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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선박의 중량 및 충돌 속도에 따른 충돌 하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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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wel, 1998)를 바탕으로 하고 선수부 전범위의 충돌을 가정했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충돌하중 산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2) 경사충돌(Oblique collision)

경사 충돌에서의 충돌하중을 산정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어, 충

돌각에 따른 충돌 후 소산에너지의 비율에 대한 기존 연구(Pedersen,

1993)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모델을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는 운동량

보존법칙과 에너지 보존법칙을 통해서 선박의 경사각에 따른 충돌에너지

를 유도하였다.

그림 4.14 충돌각도에 따른 에너지 소산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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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충돌 상황에 대한 가정으로는 피충돌체를 고정된 강체로 정의하

였고, 제안한 선박충돌 시뮬레이션에서도 교량의 운동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강체로 가정하였다. 선박과 구조물과의 마찰계수는 각각 0.3과 0.6

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선박충돌 시뮬레

이션 해석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소산에너지의 비율이 충돌각에 따라 전

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4.14).

4.2.6 이차원 선박충돌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선박 충돌하중 시간이력

이 논문에서 제안된 이차원 선박충돌 시뮬레이션은 정면충돌뿐만 아니

라 경사충돌에 대해서도 충돌하중의 시간이력 도출이 가능하다(그림

4.15). 특히 충돌하중의 방향을 교축 직각 방향과 교축방향으로 분리하여

충돌하중을 산출할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의 충돌에 따른 교량의 응답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시간에 따른 선박의 이동경로 또한 분석이 가능

하여 그림 4.16과 같이 선박의 경사 충돌후의 선박의 진행경로를 통해 2

차 충돌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단 이 모델이 앞서 설명한 이선형 강성

모델과의 차이점은 선박의 강성에 있어서 Zhang(2004)의 연구를 기반으

로 한 선수부 전범위의 압입에 따른 강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보수

적인 최대충돌하중을 도출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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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충돌 경사각에 따른 선박의 최대충돌력(좌)과 충돌력의

시간이력(우)(100,000DWT, 5m/s)

그림 4.16 충돌 경사각에 따른 선박의 운동(100,000DWT, 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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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계에서는 교축 직각방향 충돌인 정면충돌과 교축방향 충돌인

측면 충돌의 두 가지 케이스를 분리시켜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 연구

에서는 제안하는 충돌상황의 충돌 경사각을 불확실성 변수 중에 하나로

정의하여 경사충돌을 고려한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경

사충돌은 정면충돌 하중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측면방향의 분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충돌 시나리오에 따른 경사충돌을 구조물에 재하할 경

우에는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의 하중을 동시에 재하해야 한다. 이 논

문에서는 교축방향으로 선박이 진행하는 시나리오는 매우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박의 진행방향을 항로축에 평행한 경로로 진행할 경

우만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교축방향의 분력이 작게 평가된다. 따라서

선박이 교축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충돌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이에 따른 충격력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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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박의 이선형 강성 모델을 이용한 선박충돌하중

의 시간이력

4.3.1 선박의 강성 모델

선박의 충돌에 의한 교량의 동적 응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돌하중

의 시간이력이 필요하다. 선박충돌 하중의 시간이력은 충돌체인 선박의

초기 속도와 중량에 의해 결정되는 운동에너지가 소산되는 과정으로 설

명이 가능하다. 충돌전 선박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대부분 상대적

으로 강성과 질량이 작은 선박에 의해 소산되기 때문에, 충돌에 따른 선

박의 변형 특성이 충돌력의 시간이력에 주된 영향을 준다. 압입에 따른

선박의 강성으로는 AASHTO의 충돌력 계산식의 근거가 되는

Woisin(1971)의 연구에 의해 가정된 선박의 압입길이에 따른 충돌력(그

림 4.17)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충돌 초기 0.1～0.2초 동안 발생하는 선박

강성의 변동은 전체 응답에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가정하여 그림

4.18과 같은 이선형으로써 선박의 강성을 단순화시켜 사용하였다. 이 때

충돌양상은 정면충돌로 가정하며, 강성 그래프에서 최대 충돌력 max는

앞 절에서 제시한 설계충돌하중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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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Woisin(1971)의 실험을 통해 가정된 선박 강성

그림 4.18 선박의 이선형 강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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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이선형 강성 모델은 그림 4.18과 같이 할선구간( )과

항복구간( max)으로 구성되었고 충돌하중의 감소시 선박에 의한

부분적인 탄성거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복원 구간(max  max)을

적용한다.

4.3.2 선박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한 충돌하중 시간이력

위의 제안한 선박의 강성 모델에서 소산된 선박의 변형에너지는 선박

의 압입이 할선구간과 항복구간을 거치면서 식 4.6과 같이 계산되며,

maxmax  

max  (4.6)

충돌시 선박의 최초 보유한 운동에너지에서 선박의 변형에 의해 소산되

는 충돌에너지의 비를 라고 정의하면, 선박에 의해서 소산되는 에너지

는 식 4.7과 같다. 이 때 정면충돌을 가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충돌에너

지는 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선박의 변형에 의해서 소산되어 ≈의

값을 가진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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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박과 주변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의 합인 선박의 유효 질량을

, 선박의 초기 충돌속도를 로 정한다. 선수부의 최대 압입량은

AASHTO(2009)에 의해 식 4.8과 같이 충돌에너지와 최대 충돌력으로써

도출이 가능하며 이 때, 로는 1.54로 정하고 있다.

max max


(4.8)

식 4.6과 식 4.8에 의해 할선구간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ax





max (4.9)

선박의 탄성에 의해 복원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라고 하면, 복원되는

선박의 변위는 식 4.10과 같이 계산된다.

 max





max (4.10)

위에서 구한 선박의 강성함수를 통해 각각의 구간에서의 선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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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함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각 구간에서의 선박의 시간이력은

식 4.11의 운동방정식을 통해 정의된다.

 


(4.11)

이 때, 선박의 할선구간에서의 선형강성  max ,   ,

소성구간에서의  , 복원구간에서의  max ,  로

정의되며, 각각의 구간에서의 시간에 따른 충돌하중 를 계산하면 식

4.12와 같다.














 for   

(4.12)max for    

maxcos    for    

각 구간의 지속시간 , ,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식 4.13～4.15).

 

sin 
(4.13)

   

 
  max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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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여기서,  










선박의 초기 운동에너지와 할선구간에서의 선박의

내부에너지 증가량의 비로 정의되고 이 값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항상 1보다 작게 되어 식 4.13과 식 4.14에서의 결과 값을 항상 실수로

정의가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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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모델 검증을 위한 유한요소 해석결과 비교

제안한 선박충돌하중의 시간이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유한요소 충돌해

석과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수치예제를 위한 교량으로써 인천대교를

사용하였다. 대상 선박으로는 인천대교의 통항 최대 선박인

100,000DWT급 선박과 통항량중 비교적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20,000DWT와 50,000DWT급의 벌크화물선으로 정하였다. 이 때 각각의

선박은 3m/s와 5m/s의 속도를 교량의 동측주탑과 충돌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 최대 충돌력은 표 4.1과 같이 도출되었

다.

충돌 속도
선박중량

3m/s 5m/s

20000DWT(26,775ton) 67.0MN 79.2MN

500000DWT(64,155ton) 90.5MN 137.7MN

100000DWT(124,530ton) 139.7MN 193.9MN

표 4.1 충돌케이스에 따른 최대 충돌력 max

6개의 유한요소 충돌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에너지 소산 비율()과 에너

지 복원 비율()은 표 4.2에 정리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 최대 충돌

에너지 중 선박에 의해 소산된 에너지의 비율은 평균 91%로 나머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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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DWT)

충돌
속도
(m/s)

최대충돌
에너지
(MJ)

최대 선박
내부에너지
(MJ)

최종 선박
내부에너지
(MJ)

에너지
소산율
(%)

에너지
복원율
(%)

20,000

3.0 117.298 105.614 101.882 90.038 3.533

5.0 325.827 302.304 295.550 92.780 2.234

50,000

3.0 282.141 260.086 250.709 92.182 3.605

5.0 783.865 720.670 707.177 91.937 1.872

10,0000

3.0 560.410 509.099 490.334 90.844 3.685

5.0 1,556.645 1,374.780 1342.360 88.316 2.358

평균 91.016 2.882

의 에너지는 교량에 의해 소산되었다. 이선형 선박 강성 모델에 적용할

때는 충돌하중을 보수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100%의 에너지 소산율을

적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의 에너지 복원비율은 평균 2.88%의 값을 보

였으며, 이선형 선박 강성 모델에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근사한 값인

3%를 에너지 복원비율로 정의하였다.

표 4.2 6개의 충돌 케이스에 대한 에너지 소산 및 에너지 복원 비율

위의 각 케이스별 선박의 최대 충돌력 max와 선박의 운동에너지 

를 이용하여 각각의 충돌케이스에 따른 시간이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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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00DWT-3m/s (b) 20000DWT-5m/s

(c) 50000DWT-3m/s (d) 50000DWT-5m/s

(e) 100000DWT-3m/s (f) 100000DWT-5m/s

그림 4.19 선박의 충돌하중 시간이력 모델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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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간이력을 비교하는 정량적 지표로써 시간에 따른 전체 하중

의 적분값을 의미하는 충격량을 기준으로 하여 6개의 충돌 케이스에 대

해서 충격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 대비 이선형 선

박 강성을 이용한 시간이력의 충격량은 -7.9%~2.7% 가량의 차이를 보였

다(표 4.3). 유한요소 충돌해석은 해석의 정밀도는 보장하지만 다양한

충돌케이스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며 개별적인 선박의 3차원 모델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 적용

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선박충돌의 불확실성은 충돌 선박의 다양성과

선박의 구조적 특성, 선적량에 따른 충돌부위의 깊이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충돌해석 검토를 위해서는

한층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적

방법은 계산의 효율성으로 다양한 충돌 케이스를 검토하는데 적합하며

10% 이내의 오차로 비교적 정밀해석과 근사한 값을 도출기 때문에 선박

충돌의 동적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표 4.3 6개의 충돌케이스에 대한 이선형 선박 강성을 이용한 시간이력 모

델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도출된 충돌하중의 충격량 비교

충 격 량
20,000DWT 50,000DWT　 100,000DWT

(a) 3m/s (b) 5m/s (c) 3m/s (d) 5m/s (e) 3m/s (f) 5m/s

이선형
강성 모델
(MNs)

94.237 157.062 225.800 376.334 438.297 730.496

유한요소
(MNs)

94.996 152.939 234.310 367.204 475.795 780.068

오차율(%) -0.798 2.696 -3.632 2.487 -7.881 -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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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뼈대모델에 동적하중 재하 결과

제안한 선박충돌하중 시간이력 모델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동적하중 검토를 위해 사용되는 뼈대모델을 이용하였다

(그림 4.20). 비교 대상으로는 앞의 예제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0DWT,

50,000DWT, 100,000DWT의 선박의 3m/s, 5m/s의 속도에 해당하는 유

한요소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선박충돌 시간이력 하중을 뼈대모델에 재하

한 후 주탑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그림 4.21～4.2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100,000DWT급 5m/s

의 충돌속도 케이스에서의 변위 응답을 제외하고는 모든 케이스에서 선

박의 이선형 강성 모델을 이용한 충돌하중 시간이력이 유한요소 해석비

해서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주탑의 변위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에 비해 약 20% 이내의 오차로 산출되었으며, 전단력이나 모멘트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 결과의 최고 40%정도 크게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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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설계하중 검토를 위한 사장교 뼈대모델(상) 및

주탑의 절점 번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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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s 5m/s

변위

모멘트

전단력

그림 4.21 20,000DWT급 선박 충돌시 주탑에 작용하는 변위, 모멘트,

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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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s 5m/s

변위

모멘트

전단력

그림 4.22 50,000DWT급 선박 충돌시 주탑에 작용하는 변위, 모멘트,

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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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s 5m/s

변위

모멘트

전단력

그림 4.23 100,000DWT급 선박 충돌시 주탑에 작용하는 변위, 모멘트,

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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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분석

(가) 제안한 시간이력모델이 유한요소 해석에 비해서 보다 큰 응답을 나

타내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모멘트와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그림

4.24와 같이 충돌이 종료된 시점(약 4초) 이 후에 발생하였다. 이는 충돌

후의 주탑의 거동이 주된 원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한 시간이력

모델이 선박이 복원되는 구간에서 유한요소 모델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

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격효과가 제안한 시간이력 모델에

서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충돌하중의 시간이력에서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간뿐만 아니라 하중을 감소시키는 구간에서의 충격효과가

그림 4.24 유한요소해석(위)과 제안한 모델(아래)의 1번, 10번

절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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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박충돌의 시간이력을 정

의하는 데 있어서 선박의 소성변형뿐만 아니라 비탄성복원 특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20,000DWT급 선박의 충돌에 의한 주탑의 응답의 경우 낮은 충돌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동적응답의 발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때 최대충돌하중은 3m/s에서 67.0MN과 5m/s에서의 79.2MN으로써 최대

충돌하중이 약 30%가량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량 하부에서의 더 큰 동적

응답을 유발하였다(그림 4.25).

그림 4.25 충돌속도에 따른 20,000DWT급 선박 충돌시 주탑하단부

절점에 작용하는 전단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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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충돌하중의 지속시간과 교량 하부의 고유진동수와 결부된 문제로

추정되며, 낮은 충돌하중에도 동적 증폭에 의해서 보다 큰 응답을 도출

할 가능성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충돌에 의한 교량의 동적 응답을 설

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고유진동수와 결부한 다양한 충돌 케이

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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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선박충돌하중 산정 예제

5.1 대상 교량

설계예제를 위한 교량으로써 국내 최장 사장교인 인천대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인천대교는 주경간 800m로 서측주탑(W1)과 동측주탑(E1) 사

이로 주항로가 지나가며 현재는 돌핀식 보호공을 통해 선박충돌에 대한

방호책이 확립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설계절차에 의한 선박충돌

설계하중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천대교의 충돌 보호공이 설치되지 않았다

고 가정하고 충돌하중을 평가하여 보았다. 평가 대상으로는 선박의 입항

항로에 가장 근접한 동측주탑(E1)을 선택하였다(그림 5.1).

그림 5.1 인천대교 완공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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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교량 특성

인천대교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연간 50,000척

이상의 선박이 출입항하는 항로상에 위치한다(그림 5.2). 해당 항로는 수

심 20m 이상의 항로로써 100,000DWT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지역

이다. 교량 주탑의 구조로는 현장타설말뚝 기초로써, 횡방향 하중에 대해

서 비교적 유연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5.3). 하지만 선박 충돌로 인한 하부구조의 진동은 교량의 전체 구

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선박충돌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주탑의 높이는 225.5m로써 사장교 형식상 교량 상부구조와 활화중

이 케이블을 통해 주탑으로 전해지게 되므로 주탑은 상당한 축하중을 받

고 있다. 이로 인해 선박충돌로 인한 주탑 하부의 횡방향 변위는 축하중

의 편심을 발생시키며 추가적인 전단력과 모멘트가 주탑부재에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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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인천대교의 지정학적 위치

그림 5.3 인천대교의 주탑 기초인 현장타설말뚝 시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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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운항 선박 통계

선박에 의한 충돌확률과 충돌하중의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선

박의 재화중량톤수(DWT, Dead Weight Tonnage), 최대배수량(Full

loaded Displacement), 밸러스트배수량(Ballasted Displacement), 전장 길

이(LOA, Length Overall), 선박 폭(Breadth) 및 연간 통항수(Annual

Movement) 등의 매개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이 예제에서는 실제 인천대

교 설계에서 사용된 117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선박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코다개발주식회사, 2006). 여기서 10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충돌시 그

영향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룹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선박 그룹에 대한

정보는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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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

DWT
Full loaded
displacement

Ballasted
Diplacement

LOA Breadth
Annual

Movement

1 252 747 621 35.5 9.3 502

2 304 495 343 39.2 7.0 4234

3 1198 1798 1199 64.3 10.0 31

4 1310 2480 1825 65.3 13.2 470

5 1290 1912 1267 66.3 10.0 770

6 1784 2235 1343 69.4 10.5 3710

7 1310 2100 1445 69.7 11.2 470

8 1788 2585 1691 70.0 12.0 770

9 1089 1810 1265.5 73.8 11.0 3453

10 2113 2803 1746.5 74.5 11.2 140

11 2290 3100 1955 76.0 12.0 584

12 2385 3218 2025.5 76.2 11.8 3710

13 2913 3989 2532.5 82.8 14.8 1687

14 2522 4204 2943 83.5 13.5 93

15 2847 4095 2671.5 84.0 12.6 1328

16 1992 3116 2120 85.4 12.5 70

17 4251 5607 3481.5 89.9 14.0 1328

18 5142 6671 4100 92.2 16.0 3453

19 5147 7093 4519.5 93.0 16.0 584

20 4949 6972 4497.5 96.9 16.0 44

21 3782 6146 4255 105.9 16.2 991

22 8416 11002 6794 106.5 18.2 44

23 5962 8096 5115 107.0 17.2 505

24 3713 6174 4317.5 109.1 16.0 991

25 5129 7685 5120.5 109.9 15.9 100

26 8105 10479 6426.5 112.5 17.8 1197

27 7040 9486 5966 112.5 18.2 505

28 6677 8994 5655.5 113.0 16.0 1197

29 9038 12173 7654 114.1 19.6 424

30 6516 9674 6416 116.0 17.0 1172

31 9571 11456 6670.5 116.0 19.2 726

32 5564 8438 5656 116.3 16.6 521

33 4655 8589 6261.5 116.7 18.8 14

34 9586 13525 8732 120.8 20.8 81

35 10640 13526 8206 122.0 19.0 726

표 5.1 인천대교 출입한 선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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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

DWT
Full loaded
displacement

Ballasted
Diplacement

LOA Breadth
Annual

Movement

9995 14728 9730.5 123.3 20.5 521

37 8911 12761 8305.5 123.6 18.5 81

38 12566 15780 9497 125.0 20.2 373

39 7375 11017 7329.5 125.9 20.0 990

40 2917 7803 6344.5 126.2 20.0 1441

41 3505 4291 2538.5 129.5 15.6 1172

42 10701 13200 7849.5 130.4 20.0 306

43 10898 11237 5788 130.6 20.0 373

44 8787 13300 8906.5 134.1 19.6 306

45 17303 22043 13391.5 135.5 23.0 94

46 13122 17003 10442 142.9 19.6 94

47 11581 16744 10953.5 148.5 20.6 47

48 16120 21170 13110 149.8 21.0 424

49 10664 16409 11077 149.9 20.5 47

50 12665 18750 12417.5 150.2 21.0 355

51 17485 22015 13272.5 151.3 22.4 125

52 14150 19726 12651 151.8 21.0 376

53 8045 16905 12882.5 152.8 24.7 11

54 24396 30150 17952 153.8 26.0 78

55 18624 25119 15807 154.4 23.6 9

56 22447 27851 16627.5 154.9 24.5 355

57 11554 18919 13142 157.9 27.8 11

58 15299 21735 14085.5 158.7 25.6 480

59 23904 29243 17291 160.0 24.4 376

60 17125 24570 16007.5 160.0 23.0 125

61 23596 36140 24342 164.1 27.5 714

62 18286 23879 14736 164.5 25.6 844

63 20275 27275 17137.5 166.0 25.3 480

64 26943 37661 24189.5 169.9 27.4 11

65 29990 36841 21846 170.0 25.3 479

66 20630 27807 17492 170.2 24.8 714

67 32509 43046 26791.5 173.6 27.7 78

68 36234 43274 25157 175.0 30.0 35

69 31407 38077 22373.5 176.8 27.8 35

70 31983 42341 26349.5 177.2 30.0 56

표 5.1 인천대교 출입한 선박 정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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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

DWT
Full loaded
displacement

Ballasted
Diplacement

LOA Breadth
Annual

Movement

71 25904 36101 23149 177.6 32.2 117

72 16669 29000 20665.5 179.2 32.3 132

73 12490 23004 16759 179.5 32.2 532

74 34219 40657 23547.5 181.0 27.0 844

75 29500 37542 22792 181.0 26.0 296

76 45720 53950 31090 181.0 30.0 96

77 20433 28570 18353.5 181.5 23.1 296

78 31584 40148 24356 181.6 31.4 156

79 38618 49472 30163 182.0 29.0 256

80 47034 56474 32957 182.5 32.2 96

81 35643 44903 27081.5 182.9 32.2 149

82 37545 49609 30836.5 183.1 32.2 56

83 33109 41022 24467.5 183.5 26.6 568

84 11766 21718 15835 184.8 26.5 11

85 25154 34747 22170 185.0 26.4 156

86 42276 53326 32188 185.2 30.0 131

87 37797 45986 27087.5 185.8 26.2 22

88 42584 50984 29692 187.6 30.8 568

89 40940 48650 28180 188.9 30.6 533

90 39350 50225 30550 189.1 28.0 22

91 39768 50225 30341 190.0 28.0 33

92 44000 62078 40078 190.0 32.3 764

93 39729 48150 28285.5 192.5 32.2 33

94 51267 61102 35468.5 194.4 32.3 149

95 22067 39480 28446.5 195.0 32.3 532

96 28566 45493 31210 198.0 32.3 132

97 47027 57741 34227.5 199.2 30.5 256

98 51459 66557 40827.5 199.7 32.2 131

99 18845 32577 23154.5 213.2 30.4 8

100 47473 63311 39574.5 217.4 36.6 162

101 60250 72954 42829 224.5 32.2 533

102 55303 75270 47618.5 224.8 34.2 162

103 72000 91286 55286 228.5 32.2 31

104 32434 51836 35619 228.5 32.3 8

105 65017 78623 46114.5 228.6 32.2 15

표 5.1 인천대교 출입한 선박 정보(계속)



106

Group
No.

DWT
Full loaded
displacement

Ballasted
Diplacement

LOA Breadth
Annual

Movement

106 83890 98840 56895 228.6 32.3 15

107 63786 76843 44950 228.6 32.2 31

108 55728 78295 50431 235.0 35.8 7

109 4500 29818 27568 238.0 30.2 3

110 39516 64500 44742 240.6 32.3 23

111 43567 58350 36566.5 244.0 32.2 8

112 74905 90556 53103.5 245.0 32.2 764

113 98214 112341 63234 246.0 42.0 317

114 76064 108498 70466 277.0 43.4 102

115 64620 95610 63300 285.3 43.8 102

116 73050 114084 77559 289.1 48.1 63

117 72758 101000 64621 290.0 46.0 63

표 5.1 인천대교 출입한 선박 정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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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현행 설계방법을 이용한 설계하중

현행 선박충돌 설계하중은 설계선박과 충돌속도의 정의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예제의 인천대교는 중요교량(Critical Bridge)로써

AASHTO에 의해 전체 통항량의 50위에 해당하는 약 100,000DWT급 선

박이 설계선박으로 정의된다. 설계 충돌속도는 AASHTO 설계기준을 기

준으로 선박의 전장길이, 항로폭, 해당 항만의 운항속도와 최저운항속도

를 통해 4.48m/s로 정의하였다. 이는 설계기준속도인 5.14m/s의 87%에

해당하는 값이다.

구 분 재 원

충돌대상 인천대교 동측주탑(E1)

충돌부(교각) 폭(m) 25

항로폭(m) 313.0

항로 중심축과 교각의 거리(m) 243.5

설계 기준 속도(m/s) 5.14

설계 최저 속도(m/s) 0.72

설계선박 중량(DWT) 98,214

최대 배수량(tonnage) 112,341

설계선박의 전장 길이(LOA, m) 246.0

표 5.2 충돌 대상 구조물과 설계선박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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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의 선박의 재원과 선계충돌속도(=4.48m/s)를 통해 설계충돌력

을 산출하여 보면 AASHTO LRFD와 Eurocode 1에 의한 등가정적충돌

하중은 다음과 같다(표 5.3).

AASHTO LRFD 기준 Eurocode 1 기준

167.25MN 364.30MN

표 5.3 AASHTO LRFD와 EUROCODE에 의한 등가정적 설계충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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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나리오 기반 선박충돌 설계하중 산출 방법 적용

5.2.1 VTS 데이터를 활용한 선박운항 통계

VTS(Vessel Traffic System)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으로서 선박통항

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항만과 출입항로를 항해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RADAR, CCTV, VHF, AIS 등 첨단장비로

관찰하여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안전 운항을 위한 조언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

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V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선박의 위치와 속도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11년 9월 20일부터 2011년 9월27일 8일간의 인천대교

항로구간에서의 VTS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박의 운항분포와 운항속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때, 소규모 선박의 경우 운항궤적이 비교적

자유로워 일정한 통계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선박충돌로 인한

교량의 피해 범위가 낮기 때문에 대상 선박을 1000DWT급 이상 규모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항선박의 경우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이 대

부분 교량의 사장교 주경간을 통과하는 주항로를 통해 이동하였다. 운항

분포는 그림 5.5과 같이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항 속도는 평균속도 7.2m/s로 설계기준 속도인 5.14m/s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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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높은 속도로 운항하는 선박이 많았으며, 그림 5.6과 같이 대수정규

분포(Lognormal Distribution)와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박의 이탈

각도 분포의 경우 관측데이타를 통해 선박이 교량의 통과시점에서의 각

도 분포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항로축을 0°로 놓았을 때 -3.9°, 표준편차

는 7.23°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Kunz(1998)의 연구에 의한 항로축을 평

균으로하고 표준편차를 10°로 정하는 것과 유사한 관측결과를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가정인 Kunz(1998)의 이탈각도 분포를 사

용하였다.

그림 5.4 인천대교 입항선박의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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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인천대교 통과시 선박의 항로 분포

그림 5.6 인천대교 통과시 선박의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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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운항통계를 통해 시나리오 기반 충돌확률 도출방법에 사용된 선

박운항 변수는 표 5.4와 같다.

Random Variables
Distribution

Model
Parameter(1) Parameter(2)

운항속도(m/s)
lognormal
distribution

λ ζ

1.819 0.299305

항로중심과의
이격거리(m)

normal
distribution

μ σ

71.7278 76.1298

항로축 이탈
각도(°)

normal
distribution

μ σ

0 10

정지거리(m)
normal

distribution

μ σ

3×LOA 1×LOA

표 5.4 Random Variables of ship navigation simulation

5.2.2 선박충돌 발생확률 분석

3.2.2절의 확률모델과 앞 소절에서의 각 변수의 파라미터들을 이용하

여 117개 그룹의 선박의 충돌 충돌확률을 도출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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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 N PA PG P(E)

1 502 1.00E-04 7.34E-06 1.84E-07

2 4234 1.00E-04 8.43E-06 1.79E-06

3 31 1.00E-04 2.01E-05 3.12E-08

4 470 1.00E-04 2.09E-05 4.90E-07

5 770 1.00E-04 2.16E-05 8.31E-07

6 3710 1.00E-04 2.40E-05 4.45E-06

7 470 1.00E-04 2.43E-05 5.70E-07

8 770 1.00E-04 2.45E-05 9.43E-07

9 3453 1.00E-04 2.79E-05 4.82E-06

10 140 1.00E-04 2.86E-05 2.00E-07

11 584 1.00E-04 3.01E-05 8.80E-07

12 3710 1.00E-04 3.03E-05 5.63E-06

13 1687 1.00E-04 3.81E-05 3.21E-06

14 93 1.00E-04 3.90E-05 1.82E-07

15 1328 1.00E-04 3.97E-05 2.64E-06

16 70 1.00E-04 4.17E-05 1.46E-07

17 1328 1.00E-04 4.87E-05 3.23E-06

18 3453 1.00E-04 5.27E-05 9.09E-06

19 584 1.00E-04 5.41E-05 1.58E-06

20 44 1.00E-04 6.18E-05 1.36E-07

21 991 1.00E-04 8.35E-05 4.14E-06

22 44 1.00E-04 8.52E-05 1.87E-07

23 505 1.00E-04 8.66E-05 2.19E-06

24 991 1.00E-04 9.28E-05 4.60E-06

25 100 1.00E-04 9.52E-05 4.76E-07

26 1197 1.00E-04 1.04E-04 6.20E-06

27 505 1.00E-04 1.04E-04 2.61E-06

28 1197 1.00E-04 1.05E-04 6.30E-06

29 424 1.00E-04 1.09E-04 2.31E-06

30 1172 1.00E-04 1.16E-04 6.78E-06

31 726 1.00E-04 1.16E-04 4.20E-06

32 521 1.00E-04 1.17E-04 3.04E-06

33 14 1.00E-04 1.18E-04 8.28E-08

34 81 1.00E-04 1.34E-04 5.45E-07

35 726 1.00E-04 1.40E-04 5.06E-06

36 521 1.00E-04 1.45E-04 3.78E-06

37 81 1.00E-04 1.47E-04 5.93E-07

38 373 1.00E-04 1.53E-04 2.85E-06

39 990 1.00E-04 1.57E-04 7.77E-06

표 5.5 시나리오 기반 충돌확률 모델을 이용한 인천대교 동측주탑에 대

한 선박별 충돌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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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 N PA PG P(E)

40 1441 1.00E-04 1.58E-04 1.14E-05

41 1172 1.00E-04 1.75E-04 1.02E-05

42 306 1.00E-04 1.79E-04 2.75E-06

43 373 1.00E-04 1.80E-04 3.37E-06

44 306 1.00E-04 2.00E-04 3.05E-06

45 94 1.00E-04 2.08E-04 9.77E-07

46 94 1.00E-04 2.55E-04 1.20E-06

47 47 1.00E-04 2.96E-04 6.95E-07

48 424 1.00E-04 3.06E-04 6.48E-06

49 47 1.00E-04 3.07E-04 7.21E-07

50 355 1.00E-04 3.09E-04 5.49E-06

51 125 1.00E-04 3.18E-04 1.99E-06

52 376 1.00E-04 3.22E-04 6.05E-06

53 11 1.00E-04 3.30E-04 1.82E-07

54 78 1.00E-04 3.39E-04 1.32E-06

55 9 1.00E-04 3.44E-04 1.55E-07

56 355 1.00E-04 3.48E-04 6.18E-06

57 11 1.00E-04 3.75E-04 2.06E-07

58 480 1.00E-04 3.82E-04 9.17E-06

59 376 1.00E-04 3.94E-04 7.41E-06

60 125 1.00E-04 3.94E-04 2.46E-06

61 714 1.00E-04 4.35E-04 1.55E-05

62 844 1.00E-04 4.39E-04 1.85E-05

63 480 1.00E-04 4.54E-04 1.09E-05

64 11 1.00E-04 4.96E-04 2.73E-07

65 479 1.00E-04 4.97E-04 1.19E-05

66 714 1.00E-04 4.99E-04 1.78E-05

67 78 1.00E-04 5.38E-04 2.10E-06

68 35 1.00E-04 5.55E-04 9.71E-07

69 35 1.00E-04 5.77E-04 1.01E-06

70 56 1.00E-04 5.82E-04 1.63E-06

71 117 1.00E-04 5.87E-04 3.43E-06

72 132 1.00E-04 6.07E-04 4.01E-06

73 532 1.00E-04 6.11E-04 1.62E-05

74 844 1.00E-04 6.30E-04 2.66E-05

75 296 1.00E-04 6.30E-04 9.32E-06

76 96 1.00E-04 6.30E-04 3.02E-06

77 296 1.00E-04 6.37E-04 9.42E-06

78 156 1.00E-04 6.38E-04 4.98E-06

79 256 1.00E-04 6.43E-04 8.23E-06

80 96 1.00E-04 6.50E-04 3.12E-06

81 149 1.00E-04 6.55E-04 4.88E-06

82 56 1.00E-04 6.58E-04 1.84E-06

83 568 1.00E-04 6.63E-04 1.88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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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 N PA PG P(E)

84 11 1.00E-04 6.81E-04 3.74E-07

85 156 1.00E-04 6.84E-04 5.33E-06

86 131 1.00E-04 6.86E-04 4.49E-06

87 22 1.00E-04 6.95E-04 7.64E-07

88 568 1.00E-04 7.20E-04 2.04E-05

89 533 1.00E-04 7.38E-04 1.97E-05

90 22 1.00E-04 7.41E-04 8.15E-07

91 33 1.00E-04 7.54E-04 1.24E-06

92 764 1.00E-04 7.54E-04 2.88E-05

93 33 1.00E-04 7.91E-04 1.31E-06

94 149 1.00E-04 8.20E-04 6.11E-06

95 532 1.00E-04 8.30E-04 2.21E-05

96 132 1.00E-04 8.77E-04 5.79E-06

97 256 1.00E-04 8.96E-04 1.15E-05

98 131 1.00E-04 9.04E-04 5.92E-06

99 8 1.00E-04 1.14E-03 4.56E-07

100 162 1.00E-04 1.22E-03 9.88E-06

101 533 1.00E-04 1.36E-03 3.62E-05

102 162 1.00E-04 1.37E-03 1.11E-05

103 31 1.00E-04 1.44E-03 2.24E-06

104 8 1.00E-04 1.44E-03 5.77E-07

105 15 1.00E-04 1.44E-03 1.08E-06

106 15 1.00E-04 1.44E-03 1.08E-06

107 31 1.00E-04 1.44E-03 2.24E-06

108 7 1.00E-04 1.58E-03 5.53E-07

109 3 1.00E-04 1.65E-03 2.47E-07

110 23 1.00E-04 1.70E-03 1.96E-06

111 8 1.00E-04 1.78E-03 7.12E-07

112 764 1.00E-04 1.80E-03 6.89E-05

113 317 1.00E-04 1.83E-03 2.89E-05

114 102 1.00E-04 2.56E-03 1.30E-05

115 102 1.00E-04 2.75E-03 1.40E-05

116 63 1.00E-04 2.84E-03 8.95E-06

117 63 1.00E-04 2.86E-03 9.02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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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충돌하중 조건부 확률밀도함수

3.2.3절의 각 충돌각도와 충돌속도의 도출 식을 사용하여 117개의 선

박 그룹별 충돌영향변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충돌각도의 경우 그림

5.7과 같이 대부분의 선박은 75°의 각도의 경사각을 평균으로 5～10°의

표준편차를 가진 정규분포로 계산되었다. 충돌속도의 경우 전체선박의

충돌속도를 종합한 결과 그림 5.8과 같이 실제 충돌사례에서 약 1～4m/s

의 속도의 빈도가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충돌속도분포 경향과 유사

한 분포를 도출할 수 있었다. 충돌 중량의 경우 표 5.1에서의 최대 배수

량(Full Loaded Diplacement)을 적재량의 100%, 경하 배수량(최대 배수

량에서 재하중량을 뺀 순수 선박의 중량)은 적재량 0%를 기준으로 적재

량의 50%～100%의 화물을 싣고 운행한다고 가정하여 이를 균등분포

(Uniform Distribution)에 의해 선박 중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그림 5.7 인천대교 동측 주탑의 117개 선박의 충돌각도분포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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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시나리오 기반 충돌확률모델로부터 도출된 선박충돌속도

분포와 실제 선박충돌사고에서의 충돌속도

선박의 충돌하중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앞 소절에서

설명한 충돌영향변수의 확률 파라미터를 전체 117개의 선박으로부터 도

출하였으며, 이 중 예로써 30,000DWT급 중량의 충돌영향변수는 다음

표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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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Variables
Distribution

Model
parameter(1) parameter(2)

충돌각도 분포
Noraml
distribution

μ σ

19.3286 5.976891

충돌속도 분포
Weibull
distribution

A B

2.80366 1.31917

선박하중 분포
Uniform
distribution

Min. Max.

25800 37500

표 5.6 30,000DWT급 선박의 충돌영향변수 파라미터

위의 표의 확률변수를 통해서 인천대교 동측주탑에 충돌하는

30,000DWT급 선박의 충돌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아래 그림 5.9는 총

10,000개의 충돌 시나리오를 통해 도출된 충돌하중의 확률밀도함수이며

이를 누적분포로 나타내어 현재 AASHTO나 Eurocode에서 제안하는 선

박의 충돌하중과 비교한 결과 그림 5.10과 같이 AASHTO의 경우 전체

충돌하중 분포의 48%, Eurocode의 경우 80%, Eurocode의 충돌력에 1.3

의 동적확대계수를 적용한 값에는 95%에 해당하는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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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30000DWT급 선박의 충돌하중확률밀도

그림 5.10 30000DWT급 선박의 충돌하중 누적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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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확률기반 선박충돌 설계하중

전체 117개 선박의 충돌확률과 충돌하중의 확률밀도함수를 각각 곱한

후 합한 결과 전체 충돌하중의 확률분포는 그림 5.11과 같으며, 이의 상

보누적분포함수(CCDF)는 그림 5.12와 같다. 이 상보누적분포함수를 이

용하여 목표 초과확률에 따른 설계충돌하중을 산출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그림 5.11 인천대교 동측주탑의 교축직각방향 충돌하중 확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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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인천대교 동측주탑의 교축직각방향 충돌하중 상보누적분포

재현주기
(, year)

연간 초과확률
()

설계충돌하중
( , MN)

2,400 0.00042 64.79

4,900 0.00020 136.42

10,000 0.00010 194.39

표 5.7 시나리오 기반 충돌확률 모델을 사용한 인천대교 동측주탑의 재

현주기에 따른 설계충돌하중



122

5.3 선박충돌하중 시간이력 예제

5.3.1 후보 설계 선박

설계 목표 확률을 재현주기 10,000년이라고 정했을 때, 설계충돌하중은

194.39MN으로써, 이에 해당되는 충돌하중을 발생시키는 케이스는 전체

충돌 시나리오 중에 설계하중에 해당되는 충돌하중을 산출하는 시나리오

를 선별하였으며, 50,000DWT급 이상의 선박 중 선박의 속도를 기준으

로 평균운항속도인 6.44m/s를 초과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후보 설계

선박으로 정하였으며 해당되는 선박과 변수는 표 5.8과 같다.

구 분
LOA
(m)

선박 질량
(ton)

충돌속도
(m/s)

충돌각도
(°)

Case1 194.4 51,232.6 4.792 76.291

Case2 217.4 58,905.1 4.248 65.138

Case3 224.5 71,473.0 3.255 80.630

Case4 228.6 57,718.3 3.579 83.009

Case5 235.0 68,423.5 3.508 66.277

Case6 289.1 78,444.5 2.506 70.519

표 5.8 동적 충돌하중 적용을 위한 후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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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충돌하중 시간이력

이차원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모듈을 이용한 시간이력과 이선형 선박

강성을 가정한 분석적 방법에 의한 충돌하중의 시간이력을 비교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그림 5.13). 전체 6개의 충돌시나리오 중 충돌각도가 75°

이상으로 충돌양상이 정면충돌에 가까운 경우(Case1, Case3, Case4,

Case6) 두 개의 충돌하중 시간이력은 유사한 지속시간과 하중의 증가

및 감소율을 보였으며, 경사각이 75° 이하인 경우(Case 2, Case5, Case6)

의 경우 두 방법에 의한 시간이력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차원

충돌시뮬레이션 모듈의 경우 실제 경사충돌을 이용하여 충돌하중을 도출

하는데 반면 이선형 강성 모델의 경우 모든 충돌을 정면충돌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경사각이 75° 이하인 충돌 시

나리오에 있어서는 이선형 강성 모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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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이차원 충돌시뮬레이션으로과 이선형 선박 강성

모델로부터 도출된 6개의 해석 케이스에 대한 충돌하중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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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결과 분석

5.4.1 설계하중 비교 분석

앞서 도출한 서로 다른 도출 방법에 의한 선박충돌 설계하중을 각각

비교한 결과 기존의 설계방법인 설계선박의 정의를 통하여 도출된 등가

정적선박충돌하중의 경우 AASHTO와 Eurocode의 설계하중은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제 Eurocode에서의 선박충돌하중을 산출

하기 위한 가정이 선박의 최대배수량을 기준으로 한 반면 AASHTO의

경우 재하중량톤수(DWT)를 기준으로 하여 약 최대 배수량의 약 70%정

도의 하중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Eurocode는 선수부의 강성을 보수적으

로 산정하고 선박의 전단면 충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부 강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AASHTO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충돌하중을 산출

한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하중은 일정하게 주어지는 확정적인 값이기 때

문에 하중의 크기에 따른 확률정보를 평가하기 어렵다. 반면에 이 논문

에서 제안한 충돌하중의 확률분포를 통해 계산된 설계하중의 경우 구조

물에서 요구하는 확률 수준에 따른 설계하중의 정의가 가능하다. 비교적

충돌중량이나 선박의 강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AASHTO의 경우와 비

교했을 때, 10,000년을 재현주기로 한 경우 AASHTO의 설계하중에 비

해 약 15% 크게 나타났고 4,900년을 재현주기로 한 경우에는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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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정의되었다. 반면 상당히 보수적인 충돌 상황을 가정하는 Eurocode

에 비해서는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5.14).

그림 5.14 설계방법에 따른 선박충돌 설계충돌하중 비교

5.4.2 충돌확률모델 비교 분석

AASHTO를 통해 수행된 선박충돌 연구에서의 선박충돌 확률은 비교

적 단순한 방법으로써 충돌확률을 산출하고 있다. 연간 충돌 확률을 구

하기 위해서 선박의 규모에 따라 의 클래스 번호를 부여하였을 경우 각

해당하는 선박 클래스의 연간 통항 횟수 과 선박의 항로이탈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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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를 이탈한 선박과 교량 구조물과의 충돌 확률 가 근사적

방법을 통해 도출된다. 여기서 충돌사고 발생확률은 식 (5.1)과 같이 표

현된다.

Pr= (5.1)

동일한 항로 이탈확률을 사용했을 경우 AASHTO와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의 충돌확률에 비하여 AASHTO의 충돌확률이 약 60배 높게

평가되었다(그림 5.15). 이는 선박의 항로 이탈 후 구조물에 접근하는 기

하학적 충돌확률모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써 선박의 길이에 비

례하는 표준편차를 사용한 AASHTO 설계기준에 비해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에서는 실제 운항 분포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차이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지확률을 사용함으로써 충돌확률을 일부 감소시킨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서 정지확률은 선박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선박이 이탈 후 교량을 향해 전진할 경우 소형선박(LOA=35.5m)은 대략

0.1%의 확률로 교량과 충돌하는 반면, 대형선박(LOA=290m)의 경우

42%의 확률로 교량과 충돌을 하도록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이는 전체선

박에 대하여 충돌확률을 0～42% 가량 감소시키는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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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선박 그룹에 따른 기하학적 충동확률 비교

항로내 선박의 운항 분포를 비교한 결과, 실제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이용한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의 경우가 출항과 입항으로 구분되는 항

로의 경우 전체 항로의 중심축에 보다 근접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표준

편차 또한 AASHTO의 선박의 전장(LOA)를 기준으로 한 값보다 약 1/4

배 작게 분포하였다(그림 5.16). 이를 통해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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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AASHTO 설계기준의 기하학적 충돌확률에 사용된 선박의

운항분포와 실제 운항 분포 비교(인천대교 예제)

선박이 교량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AASHTO의 충돌확률보다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여기서,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에서의 선선박의 운항분포의 중심축과

표준편차를 AASHTO 기반 접근방법에서 가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정

의하고 정지확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운항분포와 정지확률을

고려한 충돌확률에 비해 60배가량 충돌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실제 선박의 사고사례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전체 선박의 사고 중

비교적 작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형 선박에 대해서는 사과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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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17). 이는, AASHTO의 겨우 선박

의 전장에 따라 운항분포의 표준편차를 정의하는 가정은 선박 규모가 커

짐에 따라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가능하면 해당 항로

의 운항분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5.17 2000～2010년 선박 규모별 사고 발생 총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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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충돌하중 확률밀도함수 비교 분석

충돌 시니리오에 기반한 충돌하중 확률밀도함수를 분석하기 위해 기

존 연구 내용과 비교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한 충돌하중 확률분포로는

Frandsen and Langso, (1980)의 등변삼각형을 가정한 확률분포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AASHTO 설계기준의 충돌하중의 산출근거로 사용된

바 있다. 이 충돌하중 확률분포 모델의 가정 사항으로는 충돌에 대한 불

확실성 변수로써 선박의 종류와 구조에 따른 선수부 강성을 고려하여,

충돌속도나 충돌중량은 확정적인 값을 사용하였다. 그룹  선박에 대한

선박충돌하중의 조건부확률밀도 함수 
는 그림 5.18과 같이 등변삼각

형 형태의 확률밀도함수로 표현된다. 이 때 식 5.2에서 주어지는 충돌력

를 평균으로 하고, 이 값의 ±50%를 상한과 하한으로 정하였다.

  
  MN (5.2)

기존 연구를 통한 충돌하중 확률 밀도 함수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총

4개의 선박 대표 그룹을 선정하여 AASHTO에서 가정한 충돌하중 분포

(Frandsen and Langso, 1980)와 시나리오에 기반한 충돌하중 분포모델

과 각각 비교하였다(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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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선박충돌하중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 모델(Frandsen and

Langso, 1980)

구 분 선박 그룹 번호 재하중량톤수(DWT) 선박의 전장(LOA)

Case 1 35 10640 122.0

Case 2 66 20630 170.2

Case 3 94 51267 194.4

Case 4 113 98214 246.0

표 5.9 충돌하중 확률밀도함수 비교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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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 기존 연구인 Frandsen and Langso(1980)의 연구에 따른

삼각형 분포의 충돌하중 확률밀도함수는 평균에 대한 0.2의 동일한 변동

계수(C.O.V.)를 나타내는 분포로 표현되었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시나리오 기반 충돌하중 모델은 기존 연구에 비해 높은 평균값과 높은

변동계수의 충돌하중을 산출하였다(표 5.10, 그림 5.19). 이는 Frandsen

and Langso의 연구가 충돌하중의 불확실성 변수로써 선박의 강성만을

고려한 것에 반해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선박의 충돌속도, 선박

의 중량, 선박의 충돌 각도를 불확실성 변수로 가정함으로써 하중의 편

차를 크게 발생시켰다. 또한 기존연구는 선박 강성의 불확실성만을 고려

하기 때문에 강성의 평균으로 인하여 하중 분포의 평균이 결정되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선박의 강성을 확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Frandsen and Langso의 연구보다 10～20%가량 높은 하중의 평균값이

산출되었다.

구 분
Frandsen and Langso(1980) 시나리오 기반 충돌하중 모델

평균(MN) C.O.V. 평균(MN) C.O.V.

Case 1 36.47 0.20 45.10 0.55

Case 2 62.31 0.20 73.81 0.56

Case 3 102.70 0.20 113.80 0.54

Case 4 150.19 0.20 192.49 0.47

표 5.10 충돌하중 확률밀도함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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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선박의 충돌하중 분포 b. Case 2 선박의 충돌하중 분포

c. Case 3 선박의 충돌하중 분포 d. Case 4 선박의 충돌하중 분포

그림 5.19 각 충돌케이스에 따른 충돌하중 확률밀도 비교

5.4.4 충돌 영향 변수 분석

(1) 충돌 속도

충돌속도의 경우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보다 높은 속도에서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의 경우 발생

가능한 충돌속도에 있어 AASHTO의 기준에 비해 2배가량의 높은 속도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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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선박의 충돌하중 분포 b. Case 2 선박의 충돌하중 분포

c. Case 3 선박의 충돌하중 분포 d. Case 4 선박의 충돌하중 분포

그림 5.20 각 충돌케이스에 따른 충돌속 비교

(2) 선박 중량

충돌중량은 시나리오 기반 도출방법에서 사용된 분포의 평균값과

AASHTO 기반 도출방법의 선박중량기준인 재하중량톤수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이 보다 극단적인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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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ASHTO Based

Application

Scenario Based Application

Min. Mean Max.

Case 1 10,640 8,206 10,866 13,526

Case 2 20,630 17,492 22,650 27,807

Case 3 51,267 35,469 48,285 61,102

Case 4 98,214 63,234 87,787 112,341

표 5.11 각 충돌케이스에 따른 선박 중량 비교(단위 : ton)

(3) 충돌 각도

충돌각도의 경우 시나리오 기반 접근방법의 경우 각각의 충돌케이스가

유사한 충돌 각도의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 75° 가량의 경사충돌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AASHTO 기반의 접근방법에서 모든 충돌을 정면충돌

(충돌각 90°)로 가정한 것에 비해 경사충돌로 인한 충돌하중의 감소효과

가 결과에 반영되었다(그림 5.21). 폭이 넓은 항로일수록 선박이 항로를

이탈한 후에 교량에 접근하는 경사각이 작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폭이 넓은 항로나,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각의 경우 경사충돌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충돌하중의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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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각 충돌케이스에 따른 충돌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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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대표적인 교량설계기준인 AASHTO LRFD나 Eurocode1은 선박충돌에

대응한 교량설계방법으로 선박충돌의 극단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

도 분석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위험도 분석 방법은 선박충돌에 의한 교

량의 붕괴위험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어하여 교량을 설계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도 분석 방법은 선박의 충돌하중과 교량의 대표

저항을 이용한 근사식을 통해 교량 전체의 붕괴확률을 정의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량의 부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에 따라 실무에서는 선박충돌에 의한 붕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최악의 충돌 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설계하중을 적용하여 부재를 설계하

거나 선박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호공 배치 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설계 방법은 선박충돌에 의한 교량의 붕괴 위험

은 낮출 수는 있지만 비용효율성 면에서는 부재의 과다설계와 보호공의

건설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충

돌하중과 응답을 고려한 교량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률

에 근거한 교량의 선박충돌 설계하중 산정기법을 제안하였다.

선박충돌 하중은 교량의 건설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는

관측을 통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발생

가능한 충돌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충돌상황을 모의한 수학적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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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개발된 수학적 모델은 충돌확률모델과 선박의 운항 데이터

를 이용하여 충돌속도, 충돌각도, 충돌중량으로 대표되는 충돌상황의 확

률분포를 통해 충돌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이 후 다량의 충돌시나리오를

통해 충돌하중의 확률분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산

출된다. 여기서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에서의 충돌하중을 효율적으로 계

산하기 위해서 선박의 운동방정식과 선박의 변형특성을 이용한 충돌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충돌해석기법은 기존 연구결과나 유한요소

정밀해석과 비교함으로써 정확성과 계산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설계 예제를 통해 제안한 선박충돌 설계하중 산정기법을 국내에 건설된

사장교에 적용한 결과 충돌하중의 분포로부터 확률에 근거한 설계하중을

산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이 선박충돌의 설계하

중에 대하여 확률에 근거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충돌하중의 확률론적 산정기법은 교량의 중요도와

내구수명에 따른 설계하중의 연간초과확률 정의 방법과 개별적인 부재의

목표성능수준에 대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성능기반설계법을 선박충돌설계

에 적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제안한 기법은 인공적인 원인에서 발생

하는 선박충돌하중을 자연발생적인 지진이나 태풍에서의 재현주기나 연

간초과확률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확률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지진이나 태풍과 함께 극단사건으로 분류되는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설계접근방법을 성능기반설계법으로 일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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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논문은 교량과 선박의 직접적인 충돌을 고려한 설계하중을 제

안함으로써 교량의 동적 응답을 고려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다. 항로폭이 좁아 추가적인 보호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운 교량의 경우

선박과 교량의 직접적인 충돌에 대응한 교량 부재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동적 설계하중의 정의에 관한 연구는 교량의 부재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교량의 응답을 감소시켜줄 수 있

는 감쇠장치의 설계와 같은 응답제어기법이나 충돌하중을 완화시켜주는

펜더(Fender)와 같은 충돌보호시스템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선박충돌 대응 설계는 30년 안팎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는 발전단

계의 연구 분야이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들어 해상교량의 건설과 더불어

선박충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

한 선박충돌 설계하중의 산정기법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박충돌 설

계개념의 전환점으로써 선박충돌에 대한 교량설계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설계기준의 개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표준으로 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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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p collision on a bridge is an extreme event such as earthquake

and typhoon because of its uncertainty and scale. Current bridge

designers control the degree of the ship collision using risk analysis

methods.. The risk analysis methods define the collapse probability

of the bridge utilizing the approximate functions which have a ship

collision load and representative bridge resistances. But these methods

have limits for safety evaluation for structural members of a bridge.

In order to make up the limits and in order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the bridge, the bridge designers design the structural members,

foundations and piers, conservatively using a worst case of ship

collisions, or they place excess protection systems preventing from

direct collision between the ship and the bridge. Generally these

methods are based on the overestimated ship collision load which

could hardly exist in the real world. As a result, these methods

increase the construction.

In this research, an estimation method has been proposed for ship

collision scenarios based on the probability theory in order to design

the bridge and to evaluate the bridge safety economically. An

mathematical model, which evaluates a probabilistic design load by

the ship collision, has been developed . Using Monte-Carlo simulati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ship collision load has been derived

from various collision scenarios by the mathematical mode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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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method of the ship collision load using Monte-Carlo

simulation has been developed using equations of ship motion and

stiffness of the ship. Design loads for ship collision has been

calculated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a domestic

cable-stayed bridge. As a result,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design

load has been performed based on the probability of the ship collision.

After defining an appropriate annual excessive probability and

performance targets, the proposed method could be applied to a

performance based design. Considering the direct collision between a

bridge and a ship, the proposed method could be applied for

controlling the bridge response and its protection system such as the

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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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ship collision, collision scenario, Monte Carlo Simulation,

design load, probabil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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