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회원 ․ 교신저자 ․ 명지전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Myongji College ․ moonsu@mjc.ac.kr)

 ** 대영엔지니어링 부설연구소 사원 (jau84@dyengco.com)

*** 정회원 ․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ckpyun@mju.ac.kr)

Received September 13 2012, Revised November 8 2012, Accepted January 19 2013

Copyright ⓒ 2013 by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ISSN  1015-6348 (Print)

Vol. 33, No. 2: 595~608, March 2013 ISSN  2287-934X (Online)

DOI: http://dx.doi.org/10.12652/Ksce.2013.33.2.595 www.kscejournal.or.kr

항만공진현상을 고려한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에 관한 연구

곽문수*ㆍ문용호**ㆍ편종근***

Kwak, Moon Su*, Moon, Yong Ho**, Pyun, Chong Kun***

A Study on Analysis of Moored Ship Motion Considering Harbor 

Resonance

ABSTRACT

This paper is proposed the computation method of moored ship motion considering harbor resonance, and estimated that the harbor 

resonance have an effect on moored ship motion. The computation of harbor resonance was used CGWAVE model and the 

computation of moored sip motion was used the Green function method expressed by three dimensions. This method was verified with 

the field observation data of moored ship motion, and the application of actual harbor was investigated with wave field data and down 

time record data in Pohang New Harbor. The resonance periods in Pohang New Harbor that obtained from wave field data were 80, 

33, 23, 8 minute, which are the long waves, and 42, 54, 60 second, which are the infra-gravity waves inside harbor slip. The simulated 

results of harbor resonance were corresponded with the wave field data. This study was investigated on 5,000 ton, 10,000 ton and 30,000 

ton ship sized in Pier 8 of Pohang New Harbor that the harbor resonance has effect on moored ship motion from simulated results of 

ship motion in case of included resonance and excluded resonance. In case of included resonance, the ship motion have increased by 

12~400 percent when compared with results of excluded resonance. We could find that the harbor resonance have still more an effect 

on the surge and heave motions of a large size ship and the roll and yaw motions of a small size ship.

Keywords : Moored ship motion, Harbor resonance, Pohang New Harbor, Infra-gravity waves, CGWAVE model, Green function method

초 록

본 연구는 항만 공진 현상을 고려한 계류선박의 동요량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공진현상이 선박의 동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이

다. 공진 현상의 해석은 타원형완 경사방정식을 채용한 CGWAVE 모형을 사용하였고,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은 3차원 Green 함수 모형을 사

용하였다. 본 방법은 현지 계류선박의 동요량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포항신항의 최근 파랑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현지 항

만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파랑 관측 기록에서 얻어진 포항신항의 공진주기는 80분, 33분, 23분, 8분 등의 장주기 성분과 항내 슬립에서 발생한 

주기 42초, 54초, 60초 등의 외중력파 성분이었으며 공진 해석 모형은 이들 공진주기를 잘 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신항의 제 8부두에 

5,000톤, 10,000톤, 30,000톤의 선박이 계류되었을 때 공진 성분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동요량을 각각 산정하여 공진 현상이 

선박 동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공진 성분을 포함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2~400 %의 동요량 증가를 보였다. 공진 현상

이 동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Surge, Heave 동요는 선박이 클 수록, Roll과 Yaw 동요는 반대로 선박이 작을 수록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검색어 : 계류선박동요, 항만공진, 포항신항, 외중력파, CGWAVE 모형, Green 함수 모형

해안 및 항만공학Coastal and Harbou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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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동남부에 위치한 항만들의 경우 외해와 접해있어 장주

기 파랑의 내습으로 인한 항만 공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대표 

항만으로는 포항신항, 영일만, 동해항, 감천항 등이 있다. 통상적으

로 항내정온도는 평상시 원활한 하역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온수

역 확보의 측면에서 검토된다. 하역중단의 주된 원인은 1분 이상의 

장주기파와 10초 전후의 단주기파, 바람 및 계류 시스템에 의한 

복합적인 선체운동으로 기인한다. 따라서, 항만의 정온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단주기 파랑의 효과적인 차단과 아울러 장주기 파랑에 

의한 공진현상 및 그에 따른 선박동요 현상의 제어가 필요하다. 

항만 공진현상을 고려하여 단주기 파랑과 장주기 파랑이 복합적으

로 선체에 작용할 때의 외력을 산정하고 이들 외력에 의한 계류선박

의 동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선박의 동요로 인한 하역중단, 선

박 및 계류장치의 파손 등의 피해를 줄이고 정온한 항만을 유지하여 

하역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최근 계류선박의 동요량을 해석하고 평가한 연구로는 Ueda and 

Shiraishi (1988)가 계류선박의 동요를 고려한 하역가동률 계산법

을 제시하였다. 이 계산법은 선박의 하역허용 동요량에 의해 선석 

전면에서의 하역한계파고를 파향 및 주기 별로 도출하고, 항내 

파고를 계산하여 하역가능 심해파고의 비 초과 확률을 구한 후 

각 선석에서 하역가동률을 산정 한 것이다. Kubo et al. (1993)은 

Ueda and Shiraishi (1988)가 제시한 계산법은 유효하지만 막대한 

계산이 요구되고, 하역가동률이 파랑, 바람 등의 외력 뿐만 아니라 

계류시스템의 특성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 것을 인지하고 선박 

동요 모형를 사용하여 하역가동률을 간이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개략 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동요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계류시스템

의 주 특성 인자인 방충공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Ueda et al. (1994)

은 선박의 동요 및 이미 제안한 하역한계파고를 이용하여 하역가

동률을 산정 하였으며 대상 해역에서 선박 동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였다. Kubo and Sakakibara (1995)는 파군

과 부진동에 의한 장주기 파랑이 하역가동율에 미치는 영향을 

선박 동요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여기서는 대상 선박의 Surge 

동요 고유주기와 장주기파의 주기가 비슷한 경우에 상호작용을 

일으켜 동요가 크게 증가하고 하역가동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최근 Sakakibara et al. (2001)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선박 동요량을 계측하고 수치모형으로 동요량의 시계열 해석을 

하였다. 그리고 Mollen et al. (2003)은 선박동요 수치계산 결과와 

실제 관측된 복원력을 비교하고 동요량과 일치함을 보였다. 한편, 

Cho et al. (2006)은 쓰나미를 대상으로 하여 항내 계류 중인 

선박의 거동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쓰나미에 의한 

선박 운동의 영향 및 계류삭과 펜더에 작용하는 계류 하중을 계산하

였으며, Kwak et al. (2006)은 항만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항만에서 

하역 중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단주기 파랑이 

작용할 때 계류선박의 동요량을 산정하여 하역가동률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고유주파수와 항만의 공진주파수가 일치

하는 경우 선박의 동요량이 증가하여 하역 중단 및 선박의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 공진 현상이 계류선박의 

동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진성분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동요

량 산정 방법을 각각 제시하였다. 공진현상의 해석은 타원형 완경

사방정식을 채용한 CGWAVE 모형을 사용하였고,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은 3차원 Green 함수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방법은 

현지 계류선박의 동요량 계측결과를 이용하여 타당성이 검증되었

고, 포항신항의 최근 파랑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현지 항만의 적용성

을 검토하였다.

2. 항만 공진모형

2.1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CGWAVE 모형을 이용하여 포항신항의 공

진 현상을 해석하였다. CGWAVE 모형은 SMS (Surface water 

Modeling System) 패키지의 상용화된 유한요소 모형으로써 미 

육군 공병단의 해안 수리 실험실(Coastal & Hydraulics Laboratory)

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파랑의 천수, 굴절, 회절, 쇄파, 반사 및 

바닥마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차원 타원형 완경사방정식은 연안

역에서 표면중력파(surface gravity wave)를 모델링하는데 잘 알려

진 해법으로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Demirbilek and Panchang, 

1998).

 (1)

여기서,

 = 복소 수면변위 함수

 = 주파수 

C (x, y) = 위상속도

Cg (x, y) = 군속도

n = 

k (x, y) = 파수

d = 수심

식 (1)을 이용하여 연안역에서 파의 굴절과 회절 그리고 반사를 

모의할 수 있지만, 실제 연안역에서 파의 거동은 다른 여러 물리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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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yout of simulation domain with FEM mesh and wave 
direction.

Fig. 2. Close up domain of the Pohang New Harbor with wave 
measurement stations

의 영향을 받으므로 완경사방정식에 파의 마찰과 쇄파에 의한 

감쇄효과를 적용하면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2)

여기서 w는 마찰계수, 는 쇄파계수(wave breaking parameter)

이며, CGWAVE 모형에서는 w값을 Dalrymple et al. (1984)이 

제안한 다음 식 (3)을 사용한다.

 (3)

여기서 a는 파의 진폭( =H / 2, H는 파고), fr은 마찰계수

(friction coefficient)로써 Madsen (1976)과 Dalrymple et al. 

(1984)에 의하면 마찰계수는 레이놀즈수와 바닥조도의 함수이며 

fr값은 Manning의 마찰계수(n)와 유사한 범위를 갖는다. 쇄파계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Dally et al., 1985; Demirbilek, 1994; 

Demirbilek et al., 1996).

 (4)

여기서 는 상수로 Dally et al. (1985)이 제시한 0.15을 사용하

며, 는 경험상수로서 0.4이다. 

한편, CGWAVE 모형에서는 식 (5)와 같은 비선형 분산식을 

도입하여 비선형파의 거동을 모의한다(Kirby and Dalrymple, 

1986).

 (5)

2.2 공진모형의 검증

2.2.1 검증 조건

본 연구에서 항만 공진 해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포항신항 

및 영일만 전역에 CGWAVE 모형을 적용하고 현장 관측 자료와 

비교하였다. 검증을 위한 계산영역은 만의 길이 방향으로 약 13.5 

km, 폭 방향으로 9.5 km이고, 입사 파향은 만의 개구부와 직각을 

이루는 NE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계산 격자의 크기는 수심에 따른 

파장의 크기와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외해에서는 50~200 m 크기로 

가변격자를 구성하였으며, 항내에서는 5~20 m 크기로 격자를 

구성하였다. 공진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주기 파랑의 

반사계수에 대해서는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3), Jeong et al. (1993)이 유한요소 모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체 경계면에서의 반사계수를 1.0~0.95 범위로 적용하여 증명한 

바 있다. 또한 Jeong (1991)은 특정 수리모형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직립 고체경계의 경우 반사계수가 0.99가 적합하다고 한 바 있으며,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3)에 의하면 동해안의 

경우에는 반사계수 0.99가 현장 관측의 증폭 비를 가장 잘 재현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내 ․ 외 경계의 반사계수를 

1.0으로 하였으며, 계산에 사용된 총 요소의 수는 67,052개, 절점의 

수는 35,622개이다. 그리고 입사 파랑의 주기조건은 외중력파와 

장주기파의 주기를 포함하도록 30 s ~ 100 min으로 설정하였

다. Figure 1은 계산에 사용된 유한요소 격자망을 나타낸 것이다. 

Pohang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2010)에

서 실시한 포항신항의 파랑 관측 위치는 항외 1곳, 항내 8곳으로 

총 9 곳이며, 항내 관측점은 관측위치에 따라 8분, 23분, 33분, 

80분의 공진주기를 나타낸다. 파랑 관측점 중에서 동방파제와 8번 



항만공진현상을 고려한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598

 

Fig. 3. Result of field measurement at W03.

Fig. 4.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 at W03.

Fig. 5. Result of field measurement at W10.

Fig. 6.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 at W10.

부두 사이의 W03 지점, 7번 부두와 8번 부두 사이의 W10 지점은 

항내 슬립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8분~80분대의 공진주기와 선

박의 고유주기에 가까운 주기 1분대의 공진주기가 나타나고 있

다(Jeong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기 1분 내외의 

공진주기를 주목하고, 수치모형이 W03, W10 지점에서 관측된 

공진주기를 잘 재현하는지 확인하여 공진모형을 검증하였다. 각 

관측점 W03, W10의 위치는 Figure 2에 나타내었다. 

2.2.2 검증 결과

Figure 3은 W03 지점의 관측결과로써 가로축은 파 주기, 세로축

은 스펙트럼 밀도함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No. 72, 82, 89는 

파랑 연속 관측 자료를 46시간 자료로 분할한 자료들의 순차적 

번호를 의미한다(Jeong et al., 2011). 그림에서 공진모드는 스펙트

럼 밀도함수의 피크가 나타나는 곳으로서 주기 80분, 33분, 23분, 

8분의 장주기 주기대와 주기 60초, 54초, 42초의 외중력파 주기대

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CGWAVE 모형으로 계산한 

결과로써 가로축은 파 주기, 세로축은 진폭계수로 나타낸 진폭응답

곡선이다. 진폭응답곡선(amplitude response curve)은 입사파의 

주기에 따라 항내 특정 점에서의 진폭반응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공진모드를 찾아내는데 유용하다. 이때 진폭계수(R)는 항내 점의 

진폭을 입사파의 진폭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한 값을 사용한다. 

계산결과는 관측치에서 나타난 주기 80분, 33분, 23분, 8분의 첨두

값을 잘 재현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고유 주기대와 비슷하여 

선박 동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기 60초, 54초, 46초, 42초의 

공진주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수치모형은 장주기대 뿐 아니라 

외중력파 주기대에서도 관측값을 잘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측치는 주기 80분에서 최대 피크 값을 나타내는 반면 계산결

과는 주기 46초에서 최대 피크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치모형에

서는 항내 슬립내부의 경계조건을 완전반사 조건으로 계산함으로

써 진폭의 증폭이 크게 일어난 결과로써 Lee (1971)의 직사각형 

항만에 대한 계산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에 실제 항만에서

는 에너지감쇠로 인하여 진폭이 일정 수치 이상 증폭되지 못한다. 

Figure 5는 W10 지점의 관측결과로써 장주기의 공진모드는 

W03의 관측치와 같이 80분, 33분, 23분, 8분에서 피크가 나타나지

만, 주기 1분 전후의 외중력파 주기대에서는 W03 지점의 스펙트럼 

밀도함수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6은 W10 지점에 

대한 수치계산결과로써 관측치의 공진모드를 잘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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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류선박 동요 해석 모형

3.1 기본 방정식

유체 중에서 계류된 선체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선체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 동력학적 힘과 유체 정력학적 힘, 입사파에 

의해 선체에 작용하는 파 강제력, 계류장치에 의해 작용하는 계류력 

등이 있다. 여기서 파 강제력이란 동유체력들 중 하나이고 선박을 

향해 다가오는 파들에 의해 배가 받는 힘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힘들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가정을 함으로써 물리적 모델을 계산이 가능한 수학적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에서는 속도포텐샬을 도입한 후 선체의 

운동이 미소하다고 가정하여 선체의 운동을 변수로 하여 유체의 

동력학적 힘과 파 강제력을 선형화하여 구하였다. 실제의 해상상태

는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선박의 운동을 직접 관측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파고가 작다고 가정하여 불규칙적인 해상상태

를 규칙적인 선형파들의 중첩으로 생각하여, 규칙파 중에서의 선체

운동을 계산한 후 스펙트럼 해석을 통하여 불규칙파 중에서의 

운동을 예측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유의파고와 특성주기의 변수

로서 표현이 가능한 Bretschneider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불규칙 

해상상태를 가정하였다. 

선박의 계류장치로는 계류삭과 펜더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선체의 운동에 대해 비선형성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선체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들이 운동에 

대해 선형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계류력을 구하였다. 규칙파중에

서 선체의 선형운동 방정식은 식(6)과 같다.

 (6)

여기서, 

Mjk = 선체의 질량

Ajk = 선체부가질량

Bjk = 감쇠계수 

Rjk = 복원력 

  = 파 진동수 

 i = 

 ak = 선체운동의 진폭 

 Fj = 파 강제력

위 식에서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으로는 부가질량과 감쇠력으

로 나타내어지는 동유체력, 파랑에 의해 작용하는 파 강제력, 선체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부력의 변화에 의해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 

정력학적 힘이 있다. 또한 계류장치에 작용하는 계류력이 선박의 

운동에 대해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힘들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n, 1986; Ann and Rhee, 1987).

 

3.1.1 동유체력과 파 강제력

식(6)에서 Ajk와 Bjk는 선박의 k 방향 운동에 의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j 방향의 동유체력이고, Fj는 입사파에 의해 선박에 작용하

는 파 강제력이다. 이 힘들을 물리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도입하여 계산이 가능한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유체는 비점성, 비압축성으로 가정하고 유체의 비회전성

으로 가정하여 속도포텐샬을 도입한다. 파고는 작다고 가정하여 

선형파 이론을 적용하고 동시에 선체의 운동이 작다는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속도포텐샬을 분리한다.

 (7)

여기서,

 = 입사파의 속도포텐샬 

 = 입사파의 선체에 의한 산란 속도포텐샬

 = i 모드의 선체운동에 의한 방사 속도포텐샬

 

이러한 속도포텐샬들은 이상 점 분포(singularity distribution)

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적분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8)

 (9)

여기서, 

S1 = 선체의 침수표면, 

S2 = 안벽(jetty)의 침수표면, 

 = 용출 점의 세기

nP = P 점에서 유체장 밖으로 향한 단위법선

G (P,Q) = Green 함수 (Q 에 위치한 단위 용출 점에 의한 

P 에서의 속도포텐샬)

방사문제에서는 정수 중에서 선박과 안벽 간의 상호 작용하는 

유체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체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식 (9)의 물체 표면에서의 경계조

건은 방사문제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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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문제에서는 파랑중에서 선박이 움직이지 않도록 구속시키

고 푼다. 지배방정식, 자유표면조건, 방사조건, 해저경계조건은 

산란문제와 동일하고, 선체경계조건만 다르다. 선체경계조건은 다

음과 같다.

 (10b)

또한, Green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유한수심에서의 단위 

용출 점에 대한 함수를 사용한다.

  

   (11)

 (12)

여기서,

 P = (x,y,z), Q = ( ,η, )

r
2
 = (x- )

2
+ (y-η)

2
+ (z- )

2

r1

2

 = (x- )
2

+ (y-η)
2

+ (z+2h+ )
2

R
2
 = (x- )

2
+ (y-η)

2

  = 
2
⁄ , h = 수심

k = 파수, = k tanh kh 를 만족하는 실근

ki = 파수, = ki tanh kih 를 만족하는 실근

위의 식 (11)은 수평거리가 가까울 경우에 사용하고, 식 (12)는 

수평거리가 비교적 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Green 

함수의 해로 주어지는 Bessel 함수는 용출 점에 가까울 수록 무한대

로 발산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Green 함수 모형에서는 두 점의 

수평거리가 가까울 때와 먼 때를 분리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그 

경계 값은 무차원 수 kR로 구분하고 있다. 수치계산에서는 두 

점의 거리가 가까울 때 발산하는 해를 수렴하도록 근사적으로 

풀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식(11)을 사용하여 Green 함수 해

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해가 발산하는 경계는 여러 번의 시험계산

을 통하여 정하게 되고, 본 연구에서는 이 경계로써 kR = 0.05로 

주었다. 

이와 같이 속도포텐샬이 구해지면 이 속도포텐샬을 선형화된 

Beruoulli 방정식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유체 동압력을 구할 

수 있다.

 (13)

식 (13)을 정수압으로 무차원화 하면 

이 되고,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된 동압력 를 얻을 수 있다.

 (14)

여기서, 는 무차원화된 속도포텐샬로써

로 표시된다.

식 (14)를 선체표면에 대하여 적분하면 방사문제에서는 부가질

량과 감쇠계수를 구할 수 있고, 산란문제에서는 파 강제력을 구할 

수 있다.

3.1.2 복원력

계류된 선박이 운동을 하면 선체는 선박의 운동에 따른 부력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정유체력과 계류장치에 의한 강성력이 복원

력으로 작용한다. 계류장치에는 계류삭과 펜더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선형 스프링장치로 가정하여 복원력을 구한다. 정유체력에 

의한 복원력 계수는 원점을 무게중심에 취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다.

 

 (15)

이 식에서 S는 수선면적을, S11과 S22는 각각 종 방향 2차 모멘

트와 횡 방향 2차 모멘트를 나타낸다. 또한 는 선박의 배수용적

을 나타내고, BG는 부심에서 무게 중심까지의 연직 높이이다. 

위 식의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수는 모두 0을 취하면 된다.

 

3.1.3 관성력

물체가 관성운동을 하면 물체는 가속도에 비례하는 관성력을 

갖게 된다. 본 모형의 경우에도 선박이 정현 운동을 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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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ow charts of the computational procedure for ship 
oscillation quantity by short waves

Fig. 8. Flow charts of the computational procedure for ship 
oscillation quantity considering harbor resonance

관성력이 존재한다. 선박의 운동방정식에서 보면 이 힘에 관계하는 

계수는 Mjk이다. 이 계수의 각 성분은 다음과 같다.

 (16)

여기서,

Ijk = 

 = 거리 벡터

ij = Kronecker Delta 함수 

(i = j이면 1, i ≠ j이면 0) 

B = 선체의 질량 밀도

 

이 식은 원점을 선박의 무게 중심에 취하였을 경우의 식이고, 

다른 위치에 원점을 취할 경우는 나타낸 항들 이외에도 다른 항들이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

 

3.2 동요량 산정 방법

3.2.1 단주기 파랑에 의한 선박 동요량 산정 방법

단주기 파랑에 의한 선박 동요량은 Figure 7과 같은 과정으로 

산정된다. 먼저 대상선박의 선형조건에 따라 선박의 길이와 폭, 

흘수 및 무게 중심 좌표 값을 이용하여 선박과 선박 또는 선박과 

안벽의 격자망을 구성한다. 그 다음은 파랑의 주파수, 파향, 수심 

및 계류조건을 입력하여 각각의 단위파고를 갖는 규칙파를 이용하

여 파 강제력을 구한다. 다음은 유의파고, 유의파 주기의 자료를 

가지고 Bretschneider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불규칙 해상 상태에

서의 선박의 운동량 모멘트를 함으로써 단주기 파랑에 의한 동요량

을 산정할 수 있다.

3.2.2 공진주기 성분을 고려한 선박 동요량 산정 방법

공진주기 성분, 즉 장주기 성분을 고려한 선박 동요량 산정 

방법은 Figure 8의 흐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형조건의 

입력은 단주기 성분에 의한 선박 동요량 산정방법과 같으나, 단위

파의 파 강제력은 입사파의 주파수, 파향, 수심, 계류조건 등의 

입력자료를 가지고 주기를 30초 이하의 단주기 성분과 공진을 

유발하는 30초 이상의 장주기 성분으로 구분하여 단주기와 장주기

의 단위파에 대한 파 강제력을 각각 구한다. 그 다음은 유의파고, 

유의파 주기의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Bretshcneider의 스펙트럼을 

구한 후 불규칙 해상 상태에서의 단주기와 장주기 성분의 운동량 

모멘트를 각각 구한다. 그리고 장 ․단주기 파랑의 합성된 힘을 구하

기 위하여 각 선체 운동 모드별로 운동량모멘트를 합성하고 합성된 

모멘트를 이용하여 선박의 동요량을 계산하면 단주기 성분과 공진

주기 성분을 모두 고려한 선박의 동요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3.3 계류선박 동요 해석 모형의 검증

3.3.1 검증조건

선박모형의 검증은 Sakakibara et al. (2001)이 실시한 계류선

박의 현장 동요량 계측자료와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모형검증에 

사용된 선박조건은 Table 1과 같이 선박의 중량은 45,500톤이고, 

계류 삭은 8개, 펜더는 12개, 박지 수심은 14 m이다. 파랑조건은 

Table 2, 3과 같이 단주기 파랑 3 case와 공진주기를 갖는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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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hip and mooring condition for ship model verification

Weight 45,500 tons

Length 180  m

Width 31 m

Draft 8.915  m

Wetted area 5876.04 m
2

Mooring lines 8 ea

Fender 12 ea

Water depth 14  m

Table 2. Short waves conditions for ship model verification.

Short waves conditions Case 1 Case 2 Case 3

Hs (m) 0.73 0.77 0.83

Ts (s) 10.28 11.66 11.57

Wave direction (°) 75 75 75

Table 3. Long waves condition for ship model verification.

Hs (m) 0.15

Ts (s) 146

Wave direction (°) 75

Fig. 9. Definition sketches of the ship and mooring conditions.

1 case로 하였다. 단주기 파랑의 파고는 0.73 m, 0.77 m, 0.83 m, 

주기는 10.28 s, 11.66 s, 11.57 s이며, 파향은 75˚이다. 공진주기 

성분은 파고 0.15 m, 주기 146 s이고, 파향은 75˚이다. 선박의 

치수 및 계류조건은 Figure 9와 같다. 

3.3.2 검증 결과

Figure 10은 Table 2와 3의 검증계산 실험 안에 대한 본 모형

의 선박 동요량 계산결과와 Sakakibara et al. (2001)의 현장 관측

치 및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Sakakibara et 

al. (2001) 이 사용한 선박 동요 해석 모형은 Kubo et al. (1988) 

이 개발한 수치모형으로써 기존 선박 동요 해석에 있어서 간편성과 

실용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진 Strip 법을 안벽이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한 것이다. 이 모형은 방사문제는 Green 

함수법을 산란문제는 Strip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Strip 법은 Surge 

방향의 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체 단면에 작용하는 수압의 

전후 방향 성분을 파 강제력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박 동요 해석 모형은 Ann (1986), 

Ann and Rhee (1987)가 개발한 Green 함수 모형을 기초로 하여 

단주기 및 장주기 파랑에 의한 동요 해석이 가능하도록 파 강제력 

합성부분을 추가하여 개량한 것이다. 본 모형은 기본방정식을 적분

방정식으로 변환하여 해를 구하는 Green 함수법을 사용하여 방사

문제와 산란문제를 풀게 된다. 특히, Green 함수법은 적분방정식을 

경계치 문제로 풀게 되므로 주어진 경계조건으로 경계치를 미리 

산정해 놓으면 계산시간이 매우 짧아지며, Green 함수를 이용하여 

두 물체의 상호 영향력을 해석하므로 안벽과 부유체의 상호 거동 

해석에 매우 편리하다.

Figure 10에서 Case 1은 본 모형의 계산 결과를 현지 관측치 

및 Kubo 등의 모형과 비교한 것이고, Case 2, 3은 현지 관측치와 

본 모형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4는 현지 관측치 및 Kubo 등의 

모형과 본 모형의 동요량 산정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검증계산 실험 안은 단주기 파랑의 파고와 주기 조건이 매우 

작은 값으로 변화하므로 Table 4에서 현지 관측치 결과 또한 각 

실험 안에 따라 동요량의 크고 작음이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한편, 단주기 및 공진주기 파랑은 입사 방향이 선박의 길이 

방향 법선과 75°를 이루며 선체 측면에서 입사하므로 Sway와 

Roll의 동요 성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Case 

3의 관측 결과에서도 이들 동요 성분이 뚜렷이 증가함으로부터 

알 수 있다. 

본 모형은 현지 관측치와 비교하여 동요 성분별로 ±10~15%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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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computer simulation and field data with ship oscillation quantity.

Table 4.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field data and computer simulation 

Field data Present model (included resonance) Kubo’s model

Case 1 Case 2 Case 3 Case 1 Case 2 Case 3 Case 1

Surge (m) 1.56 1.35 1.22 1.44 1.44 1.45 2.26

Sway (m) 1.51 1.48 1.95 1.34 1.61 1.73 1.46

Heave (m) 0.78 0.56 0.70 0.69 0.75 0.81 0.35

Roll (deg.) 2.60 2.73 3.75 3.01 3.10 3.35 2.52

Pitch (deg.) 0.80 0.87 0.67 0.70 0.74 0.80 0.19

Yaw (deg.) 1.73 1.60 1.44 1.13 1.25 1.35 0.93

특히, 본 모형은 Case 3의 Sway와 Roll 성분 결과에서 관측치 

보다 과소평가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차의 원인으로는 현지 

관측치의 경우 항내 흐름이나 바람의 요소 등이 선박 동요에 영향을 

주지만 본 모형의 경우는 바람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 계류삭 및 펜더의 거동은 비선형이지만 본 모형은 선형 거동을 

가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결과는 Kubo 등의 모형에 비하여 Sway, Roll을 

제외하면 관측치와 더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현지 항만의 적용

4.1 대상항만

본 연구에서는 포항신항을 대상으로 항만 공진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각각 계류선박의 동요량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항만 공진현상이 계류선박의 동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 포항신항이 위치한 영일만은 만의 입구가 NE 방향

으로 열려있고 외해에 접해있어서 장주기 파랑의 내습이 빈번하다. 

여기서는 장주기파로 인한 항만 공진현상이 뚜렷이 발생하는 동방

파제와 제 8번 부두 사이의 선석 (파랑 관측점 W03 지점)을 대상으

로 하였다.

4.2 계산 조건

대상 선박의 선종은 일반화물선이고 선형은 5,000톤, 10,000톤, 

30,000톤의 3종류로 하였다. 펜더는 국내에서 제조된 고무펜더로 

하였고, 계류 삭 및 계류방법은 각 선형마다 동일하게 하였다. 

단 계류삭의 초기장력은 절단하중의 7%로 하였다. 선형별 계류상

태는 Figure 9와 같으며, 그밖에 선박의 동요 해석에 사용된 선박의 

제원 및 계류삭, 펜더의 수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계류선박

에 대한 입사파의 방향은 파랑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파랑벡터도

를 기초로 하여 선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 45°, 75° 로 선정 

하였다. 단주기 파랑의 조건은 주기는 8, 9, 10, 11, 12 s 로 하였고, 

파고는 0.2~1.0 m의 범위로 하였다(Table 6). 이는 항내 파랑 

관측 자료(Pohang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2010)를 이용하여 출현율이 높은 파랑을 대상으로 주기와 파고를 

선택한 것이다. 



항만공진현상을 고려한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604

Table 5. Ship and mooring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Pohang 
New harbor

Ship type General cargo ship

Weight 5,000 tons 10,000 tons 30,000 tons

Length  98 m  120  m 171.6 m

Width 14.0 m 17.42 m 26.0 m

Draft  4.5 m  6.0 m  7.0 m

Wetted area 2534.39 m
2

3876.04 m
2

4461.60 m
2

Mooring lines 8 ea 8 ea 8 ea

Fender 12 ea 12 ea 12 ea

Water depth 10.0 m 10.0 m 10.0 m

Table 6. Short waves conditions of Pohang New harbor

Hs (m) 0.2, 0.3, 0.4, 0.5, 0.6,   0.7, 1.0

Ts (s) 8, 9, 10, 11, 12

Wave direction (°) 15, 45, 75

Table 7. Long waves condition of Pohang New harbor

Hs (m) 0.12

Ts (s) 60

Wave direction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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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uter simulation results of the ship oscillation quantity with short waves conditions (short wave only, 10,000 tons, wave 
direction 75°)

한편, 공진주기 파랑 조건은 대상선박의 고유주기인 동시에 

대상 지점에서 공진현상이 뚜렷이 발생하는 주기 60 s 의 파랑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공진 해석 결과와 하역 중단시의 파랑 

관측 자료로부터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파고 0.12 m 는 역시 

파랑 관측 자료로부터 선정하였으며, 입사 파향 15°는 제 8부두 

입구의 파랑벡터도로부터 산정한 것이다(Table 7).

4.3 계산 결과

4.3.1 공진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공진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주기 8~12 s 의 단주기 파랑조

건에 의한 선박의 동요량을 계산한 것이다. 계산 예로서 10,000

톤 선박에 파랑이 75°로 입사한 경우에 대하여 각 동요 성분 별

로 유의파고와 주기에 따른 동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도시하여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점선은 Ueda and Shiraishi 

(1988)가 제안한 하역 허용 동요량을 나타낸다. 하역 허용 동요량의 

의미는 선박 동요량이 하역 허용 동요량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하역이 가능하고, 허용 동요량을 초과하면 하역이 불가능함을 정량

적인 수치로 제안한 것이다. 

동요량의 변화를 보면 동일 유의파고에서는 파 주기가 길어질 

수록 동요량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Sway와 Roll의 경우는 8~9 

초대의 주기에서 보다 11~12초로 주기가 길어질 수록 주기별 동

요량의 차이가 줄어든다. 이것은 선박동요 성분 중 Sway, Roll 

성분은 짧은 주기의 파랑이 작용하였을 때 동요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나타낸다. 또, 동일 파 주기에 대하여 비교하면, 파랑이 

선박의 측면 방향으로부터 입사할 수록 동요량이 커지며 이때 

주요 동요 성분은 Sway, Roll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사 각도에 따른 동요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선형별, 입사 각도별 동요량의 계산 결과를 Table 8로 

정리하였다. Table 8은 공진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단주기 파랑에 

의한 동요량 결과로써 계산조건은 파고 1.0 m, 주기 12.0 s 이다. 

입사 각도가 동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동일 선형에서는 

입사 파향과 선박의 길이 방향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클 수록 

Sway, Heave, Roll, Pitch, Yaw의 동요량은 커지며, 반대로 

Surge 동요량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Roll의 동요량은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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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oscillation quantity with changing wave direction in case of short waves condition 

Mode
5,000 DWT 10,000 DWT 30,000 DWT

15° 45° 75° 15° 45° 75° 15° 45° 75°

Surge (m) 0.96 1.05 0.81 0.72 0.79 0.61 0.25 0.19 0.18

Sway (m) 0.90 1.50 2.74 0.67 1.12 2.13 0.39 0.59 1.34

Heave (m) 0.66 0.73 0.99 0.51 0.56 0.79 0.12 0.20 0.35

Roll (deg.) 7.88 8.47 9.51 6.04 6.46 7.55 2.06 2.45 2.93

Pitch (deg.) 1.23 1.30 1.51 0.93 0.98 1.18 0.32 0.37 0.44

Yaw (deg.) 3.03 3.39 4.45 2.26 2.51 3.47 2.08 2.1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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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uter simulation results of the ship oscillation quantity with short and long wave conditions (considering harbor resonance, 
10,000 tons, wave direction 75°)

각도가 커질 수록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Roll 성분이 좌우 회전 운동임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Surge 동요는 입사 각도가 작을 수록 

동요량이 커지고, 입사 각도가 클 수록 동요량이 작음을 알 수 

있으며, Surge 동요가 선박의 길이 방향 법선으로 전후 병진 운동임

을 감안하면 동일한 파력이 작용할 때 타당한 결과로 생각된다. 

4.3.2 공진 성분을 포함한 경우

공진주기 성분을 포함한 경우는 단주기 파랑과 장주기 파랑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경우로써 선박의 선형과 계류조건은 공진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하였다. 동요량 계산결과는 

10,000톤 선박에 단주기 파랑이 75°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 동요 성분별로 유의파고와 주기에 따른 동요량의 관계를 그래프

로 도시하여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계산한 결과는 파 주기가 길고 유의파고가 클 수록 동요량이 

증가하였으며, 입사각이 선박의 길이 방향 법선에 수직 방향으로 

입사할 수록 동요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Surge 성분은 공진주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단주기 파랑의 주기와 파고가 커짐에 

따라 동요량이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공진주기 성분을 포함한 

경우는 단주기 파랑의 주기와 파고가 변화해도 동요량은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대상 선박의 Surge 동요 고유주기가 

장주기 파랑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어 Surge 동요를 더욱 크게 증가

시킨 결과로 생각된다. 이때 단주기 파랑은 선박의 측면에 75°로 

입사하므로 선박의 전후 운동인 Surge 동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4.3.3 공진성분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동요량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항만 공진현상이 계류선박의 동요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진성분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동요량 산정결과를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Table 

9는 공진성분의 포함여부에 따른 동요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5,000톤, 10,000톤, 30,000톤 선박의 동요량 

산정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동요 증가량을 산정한 것이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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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short waves and considering harbor resonance.

Table 9.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short waves only and considering harbor resonance 

Mode

5,000 DWT 10,000 DWT 30,000 DWT

Short 

wave 

Included 

resonance

Increasing 

amount 

(percent)

Short 

wave 

Included 

resonance

Increasing 

amount 

(percent)

Short 

wave 

Included 

resonance

Increasing 

amount 

(percent)

Surge (m) 0.81 1.20 50 0.61 1.10 80 0.18 0.90 400

Sway (m) 2.74 3.10 13 2.13 2.45 15 1.34 1.50 12

Heave (m) 0.99 1.20 21 0.79 0.95 20 0.35 0.70 100

Roll (deg.) 9.51 11.50 21 7.55 9.00 19 2.93 3.50 19

Pitch (deg.) 1.51 2.00 32 1.18 1.50 27 0.44 0.50 14

Yaw (deg.) 4.45 5.70 28 3.47 4.25 22 2.28 2.80 23

단주기 파랑의 조건은 파고 1 m, 주기 12 s, 파향 75° 인 경우이다. 

공진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즉 단주기 파랑만에 의한 동요

량을 기준으로 하여 공진성분을 포함했을 경우의 증가된 동요량

을 비율(%)로 나타내면, 5,000톤은 13%(Sway)~50%(Surge), 

10,000톤은 15%(Sway)~80%(Surge), 30,000톤은 12%(Sway)

~400%(Surge)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요 성분별 증가율

을 살펴보면, Surge는 50%~400%, Sway는 12%~15%, Heave는 

20%~100%, Roll은 19%~21%, Pitch는 14%~32%, Yaw는 

22%~28%이다. 따라서 공진성분을 포함하였을 경우의 동요량 

증가 비율은 Surge와 Heave를 제외하면 12%~32%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요성분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각 선형 

모두 Surge 동요이고, 특히 30,000톤의 Surge 동요는 공진성분을 

포함했을 때 40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공진성분의 

주기 60 s가 30,000톤 선박의 Surge 동요 고유주기와 유사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어 동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Surge, Heave 동요는 선박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성분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고, 반대로 Roll, Pitch, Yaw 동요는 소형선 

일수록 동요량에 미치는 공진성분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항만 공진 해석 모형과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 모형을 

사용하여 공진현상을 고려한 계류선박의 동요 해석 방법을 제시하

고, 포항신항에 적용하여 항만 공진현상이 계류선박의 동요에 미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본 방법을 포항신항 제 8부두

에 적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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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톤, 10,000톤, 30,000톤의 동요량은 단주기 파랑 조건이 

파고 1 m, 주기 12 s, 입사각 75° 이고, 공진주기 파랑 조건이 

파고 0.12 m, 주기 60 s, 입사각 15° 일 때, 공진성분을 포함했을 

경우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다 12~400%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때 30,000톤의 Surge 동요는 가장 큰 증가량을 

보였으며, 이는 선박의 Surge 동요 고유주기와 공진주기가 

일치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판단되며, 선형이 

클 수록 관성력이 커져서 30,000톤의 Surge 동요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2) Surge, Heave 동요는 선박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성분

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Roll, Yaw 동요는 

선형이 작을 수록 동요량에 미치는 공진성분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3) 동일 파 주기에서의 동요량은 파랑의 입사각이 75°에 가까울 

수록 즉, 선체의 측면에 입사할수록 Sway, Heave, Roll, Pitch, 

Yaw는 커지며, Surge 동요는 작아졌다. 

(4)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진현상을 고려한 계류선박의 동요량 

계산 방법은 단주기 파랑과 장주기 파랑이 복합적으로 선체에 

작용하여 동요를 일으키는 실제 해상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하역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하역한계파고를 산정하고 하역가동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부터 주기 1분 전후의 장주기파가 내습할 

때 공진현상을 일으키는 항만에서는 5,000톤~30,000톤 선박의 

고유주기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동요량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장주기파에 의한 동요 증가량은 파고가 

작은 단주기 파랑이 내습할 경우라도 하역 중단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슬립 내부의 고유주기

를 계류선박의 고유주기와 다르게 설계하여 하역 중단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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