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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 해군의 영향력 및 작전 영역의 확장은 가

까운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

재까지의 대한민국 해군 활동 영역에서는 결빙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빙지역에서의 

작전 필요성은 이후 작전 영역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

우가 아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작전 영

역인 겨울철 서해상에서의 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Fig. 1은 겨울철 서해상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여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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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gradual increase in the ROK naval power,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time of operation in the 
ice-infested area will be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Recently, cases of ice formation around Korean waters in 
wintertime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ROK naval vessels to date, it is a fact that 
the ice-strengthened perspective has not been considered from the design stage. In this study, the capability of 
operation in the ice-infested area of the ROK naval vessels, which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ce-strengthened 
design, was reviewed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vessel’s structural integrity in accordance with the sea i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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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ar Baekryeong Island

(b) Nearshore of Incheon

Fig. 1. Cases of ice-infested area in winter[1,2]

  서해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작전 영역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겨울철 결빙 해역에서의 

긴급한 작전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재 내빙설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결빙지역

에서 충분히 작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우

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및 다

수의 북유럽 국가와 같은 빙해역권 국가에서는 해안

경비대(Coast Guard)에서 쇄빙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

박을 운용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쇄빙 능력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 해안경비대 선박은 Fig. 2와 같다.[3-4]

  선체 외판 두께와 관련하여 면외 압력을 받는 판의 

강도를 기준으로 일반 상선과 함정에 요구되는 외판

두께 비교 결과는 Fig. 3과 같이 상선에 비해 함정 외

판 두께가 상당히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5-7]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정의 경우 선체 경량화를 

통해 기동성 확보 및 무기체계 탑재가 설계 요소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a) CCGS Louis S. St-Laurent(Canada)

(b) USCG Healy(U.S)

Fig. 2. Canadian and U.S. Icebreakers[3,4]

   Fig. 3. Thickness of plate according to normal 

pressure[5]

  일반적으로 쇄빙능력 또는 내빙성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의 경우, 외판 두께가 일반적인 함정에서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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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체 외판 두께 이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신속성 및 다수의 무기체계를 탑재하기 위해 선체 자

체의 중량을 최소한으로 경량화하여 설계되고 있는 

함정 설계의 기본 원칙에 다소 위배되는 설계가 요구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기존에 

건조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국 함정을 대상으로 별도

의 내빙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빙 지역에

서의 실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정

부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내빙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자국 해군 함정의 결빙 지역에서의 활

동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분석 결과

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현재 선체 재료요건의 관점

에서는 기존에 건조되어 활동 중인 함정의 경우 극지 

운항에 요구되는 IACS Polar Rules와 빙해운항선박 지

침[8,9]에서 정의하고 있는 극지 등급 중 ‘PC7’ 등급(오
래된 빙의 개재(inclusions)가 포함될 수도 있는 얇은 

두께의 1년생 빙 조건에서의 하기/추기 운항)을 만족

하지만 선체  구조요건의 관점에서는 극지 운항이 제

한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얼음의 두께가 상당히 얇

고(thin), 열려있는 해빙구역(open sea ice fields)에서 대

략적인 저속 운항(some low speed operations)이라는 전

제조건에서는 비록 내빙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함정의 

경우에도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초기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캐나다의 경우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유사한 

DRDC(Defense Research & Development Council)라는 

연구기관에서 내빙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개념상의 구

축함을 대상으로 실제 결빙 지역에서의 활동 가능성

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된 결과를 발표하였다[11,12].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

민국 해군 함정에서 유사한 제원을 가지고 있는 구축

함을 대상으로 내빙설계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함정

의 결빙지역에서의 운항 가능성을 평가하고 함정의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국외/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제원 비교

  문헌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캐나다 

구축함의 주요 제원과 선체구조 관련한 제원을 Table 

1과 2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Notional’의 의미는 특정 

해군 구축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구축함 

또는 건조 예정인 구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notional destroyer

제 원 값

Length overall 151.4 m

Overall depth 16.5 m

Amidships depth 14.0 m

Maximum breadth 18.7 m

Displacement 7673 t

Length along waterline 142.8 m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137.8 m

Amidships location 68.9 m

Longitudinal center of gravity 72.0 m

Waterline breadth 16.8 m

Draft 6.7 m

Block Coefficient 0.48

Table 2. Structural parameter of notional destroyer

제 원 값

Web frame spacing 2000 mm

Hull longitudinal stiffener spacing 550 mm

Vertical spacing between decks 2750 mm

Deck longitudinal stiffener spacing 575 mm

Vertical stiffener spacing on 
watertight bulkheads 575 mm

Transverse offset of longitudinal 
bulkheads and girders 3450 mm

Vertical stiffener spacing on
longitudinal bulkheads and girders 575 mm

Brackets connecting longitudinal 
hull frames and web frames none

  캐나다 구축함 제원은 해석을 목적으로 비교적 상

세하게 소개되었으나 대한민국 해군에서 현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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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구축함의 주요 선체구조에 대한 상세한 제원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수

량, 함정길이, 선폭 및 흘수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유

사한 함정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 현재로서

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 판단하였다. 비교 평

가를 통해 현재 활동 중인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중 

충무공 이순신급(KD-2)과 세종대왕급(KD-3) 구축함을 

주요 제원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비교 대상인 것으

로 판단하였다. Table 3은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캐나

다와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의 주요 제원을 비교한 결

과를 정리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main particulars of notional 

destroyer vs ROK destroyer

제 원
Notional
Destroyer

KD-2 KD-3

Length overall 151.4 m 149.5 m 165.9 m

Maximum breadth 18.7 m 17.4 m 21.4 m

Displacement 7673 t 4400 t 7650 t

Draft 6.7 m 5.0 m 6.25 m

3. 내빙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함정에 대한 결빙지역 

운항 가능성 평가

  현재까지 공개되어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서 언

급한 대로 별도의 내빙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구

축함이 결빙지역에서의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선체 

구조 관점에서의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고 실제 운항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결빙 지역에서의 

운항이 요구되는 선박에 비해 함정의 경우 선체 구조

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빙하중이 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국부적인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비록 내빙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함정의 선체

구조라 하더라도 함정의 전체 강도(Global strength)의 

관점에서 고려하면 구조 건전성과 관련한 문제는 없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빙설계가 고려되지 않

은 함정의 결빙지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부적인 빙하중이 작용하는 경우(Local ice 

impact)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내빙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함정이 결빙지역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

준은 현재 함정 설계 기준으로 건조되어 활동하고 있

는 함정이 결빙지역에서 구조 건전성 관점에서 심각

한 손상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1) 어떠한 결빙 조건에서까지 활동이 가능

한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2) 최대 안전 운항 속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DDePS 
(Direct Design for Polar Ships)라는 평가방법에서는 실

제 결빙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이 경험할 수 있는 총 

25개 수준의 다양한 선박-빙 상호작용 시나리오에 대

한 빙하중 및 선체 구조 건전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13-16]. 선체 구조 건전성을 고려한 안전 속도 

평가를 위해서 제시된 총 25개의 시나리오 중 선박이 

결빙 지역을 운항시 항로상에 존재하는 유빙 모서리

와의 충돌을 고려한 ‘Case 2a: Glancing collision with 
wedge edge’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Fig. 4). 
Case 2a 시나리오는 IACS UR I2에서 설계 빙하중 평

가를 위해 선정된 대표적인 빙충돌 시나리오이며,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체 구조 건전성 평가를 위해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Fig. 4. Scheme of ‘Case 2a: Glancing collision with 

wedge edge’ impact scenario[13]

  결빙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빙 상호작용에 의해 발

생하는 빙하중 및 선체 구조 변형과의 관계를 Fig. 5
와 6을 통해 개략적으로 나타냈다.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 크기를 수식을 통해 간략하게 평가하

기 위해 적용된 방법이 Daley[17]에 의해 제안된 에너

지 평형 관계를 이용한 평가 방법이다. 이 방법의 접

근법은 1) 선박과 빙을 각각의 체적을 가진 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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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고 2) 두 물체가 각각의 이동속도를 가지고 충

돌하는 경우 3) 두 물체 사이의 운동에너지(Kinematic 
energy)와 충돌에 의한 빙 변형에 의한 변형에너지

(Indentation energy)가 동일하다는 에너지 평형의 법칙

을 기초로 하는 평가 방법이다(Fig. 5).

Fig. 5. Sketch of standard ship-ice interaction model[18]

    (1)

  이후 Daley등[18]에 의해 실제 선박-빙 상호작용 시 

선체 변형을 고려하는 경우 운항 효율성의 관점에서 

선박 운항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선박이 빙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변형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 충돌에 의한 선박 

손상사례들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전 연구

에서는 선체는 변형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강체(rigid 
body)로 가정하여 운동에너지 전체가 빙 변형에 의한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평가되었다. 하

지만 이후 연구에서 선체가 강체가 아닌 변형 가능하

다고(deformable body) 가정한 경우 동일한 결빙 조건

에서 운항 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한 바 있다(Fig. 6).

    Fig. 6. Sketch for ship-ice interaction model 

considering structural deformation[18]

    (2)

  적용한 식 (1)과 (2)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Appendix 1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정 결빙 조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 속

도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Fig. 7에서 도식화하

여 설명하였다. Fig. 7에서의 x축은 결빙 지역에서의 

빙 두께를 나타내고 y축은 빙 직경 크기를 나타낸다. 
특정 선박에 대한 안전 운항 속도 평가 후 그래프에 

표시된 선의 위쪽 구역(붉은색 배경)은 현재 선체 설

계 기준으로 구조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영역을 의

미하며 다시 말해 운항할 수 없는 결빙지역 조건을 

나타낸다. 반대로 표시된 선의 아래쪽 구역(파란색 배

경)에서는 선체 구조 건전성에 큰 위험 없이 결빙지

역 조건 내에서 선박이 운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나타낸다. 그래프 상단에 표시된 계열표 중 첨

자 ‘EP’의 의미는 선체 변형관점에서의 탄소성 변형

(Elasto-Plastic deformation)을 의미하며, 첨자 ‘A’의 의

미는 선체 구조 관점에서 허용되는 최대 소성 변형의 

크기를 표기한다. 첨자 ‘B’의 의미는 선박의 운항 속

도를 표기한다.

Fig. 7. Diagram of safe speed analysis result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된 그래프의 의미를 설명하

자면, 파란색 배경 내 ‘A.O’로 표시된 결빙 조건에서

는 운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때의 결빙 조건을 

x축과 y축에서 나타난 수치를 반영하여 조금 더 구체

적으로 표현하자면 ‘빙 두께가 0.5 m이고, 빙 직경은 

20 m인 결빙 조건에서 선체에 A cm 크기 만큼의 소

성 변형이 허용된다면 B kts의 속도로 운항이 허용된

다’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붉은색 배경구역 내 

‘N.A.O’로 표시된 결빙 조건에서는 운항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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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빙 두께가 2.0 m이고, 빙 직경은 60 m 
인 결빙 조건에서 선체에 A cm 크기 만큼의 소성 변

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B kts의 속도로는 운항이 불

가하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Fig. 8-10은 선체 구조의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최

대 소성 변형 크기에 대한 결빙지역에서의 안전 운항 

속도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평가 결과의 전체적

인 경향을 요약하자면 1) 운항속도가 낮을수록 활동 

가능한 결빙 지역에 대한 제한조건이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고 또한 2) 허용 가능한 최대 소성 변형의 

크기가 커질수록 다소 가혹한 결빙지역 조건에서의 

운항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허용 가능한 최대 소성 

변형량에 따른 운항 속도에 관계없이 내빙설계가 반

영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 구조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

로 평가되는 결빙지역 조건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Fig. 8. Diagram of safe speed analysis result at 0 cm 

allowable plastic deformation

Fig. 9. Diagram of safe speed analysis result at 5 cm 

allowable plastic deformation

Fig. 10. Diagram of safe speed analysis result at 10 

cm allowable plastic deformation

  Table 4. Comparison of ice conditions at different 

allowable plastic deformation(at 3 kts)

제 원 0 cm 5 cm 10 cm

Ice Floe Thickness ~ 0.1 m ~ 0.3 m ~ 0.5 m

Ice Floe Diameter ~ 5.0 m ~ 10.0 m ~ 15.0 m

Fig. 11. Diagram of safe speed analysis result at 

different allowable plastic deformation 

(at 3 kts)

  Fig. 11은 동일한 운항 속도조건에서 허용 가능한 

소성 변형량의 변화에 따라 실제 선박이 운항 가능한 

결빙지역 조건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도식화하였다. 
Fig. 11과 Table 5에 정리한 것과 같이 동일한 ‘3 kts’
라는 속도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소성 변형량 ‘0 cm’, 
‘5 cm’와 ‘10 cm’에서의 안전 운항이 보장되는 빙 두

께는 0.15 m, 0.35 m와 1.60 m로 각각 변화하며(Fig. 
11 x축 기준)), 빙 직경 또한 6.0 m, 21.0 m와 7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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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범위가 확장(Fig. 11 y축 기준)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들은 해석의 관점에서 선체 구

조에 허용 가능한 최대 소성 변형량을 가정하여 평가

한 결과이므로, 실제 함정 설계 기준이 반영된 함정 

선체 구조 기준에서 허용 가능한 소성 변형량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Comparison of ice conditions at different 

allowable plastic deformation(at 3 kts)

Vessel speed at 3 kts

Allowable Plastic 
Deformation

0 cm 5 cm 10 cm

Ice Floe Thickness ~ 0.1 m ~ 0.3 m ~ 0.5 m

Ice Floe Diameter ~ 5.0 m ~ 10.0 m ~ 15.0 m

4. 내빙성능을 위한 함정설계 기본제원 평가

  해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내빙설계가 고

려되지 않은 선박(본 연구에서는 함정을 대상으로 함)
의 경우라도 제한적인(빙 두께가 얇고 크기가 작은) 
결빙지역 조건에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빙 충돌에 의해 발생 가능한 선체 소성변

형을 일정 수준 허용한다면 운항속도 및 더욱 가혹한 

조건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실제 작전 중 과도한 선체 구조에 대한 영

구 소성변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결빙지

역에서의 작전 수행에 요구되는 내빙설계가 함정 구

조 설계 단계에서의 기본제원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

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에 대한 상세한 

주요 선체구조 제원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던 캐나다 구축함 제원, 문헌을 통해 

확인된 세종대왕급 구축함 제원 및 Park[19]에 의해 분

석된 각국의 유사 함정의 제원을 참고하여 Table 6에 

정리하였다. 결정된 함정 선체 주요제원을 기준으로 

결빙지역 운항에 요구되는 선체 구조설계 국제 규정

을 적용하여 현재 함정 설계기준의 내빙성능 만족 여

부를 평가해보았다.
  일반적으로 결빙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주요 선체 

구조 제원 결정을 위한 규정은 실제 자국 영토에 빙

해역을 포함하는 국가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론적

인 배경과 실제 빙해역에서의 운항을 통해 축적된 계

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수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유

럽의 경우 대표적으로 발틱해 연안에 위치한 핀란드

와 스웨덴은 자국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하

는 FSICR(Finnish-Swedish Ice Class Rules) 규정을 적

용중이며, 러시아(RMRS IR)와 캐나다(CASPPR) 또한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Table 6. Main particular and frame data for ice class 

regulation analysis

제 원 값

Main Particular

Length overall 165.9 m

Breadth 21.4 m

Draft 6.25 m

Displacement 7650 tons

Frame Data

Main frame span 2000 mm

Main frame spacing 550 mm

Plate thickness 10.5 mm

Web height 130 mm

Web thickness 6 mm

Flange width 100 mm

Flange thickness 10 mm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내빙설계를 위해 별도의 규

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

에 2007년 국제선급협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에서는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규정을 공표한 바 

있다. 한국선급에서도 IACS UR I2 규정을 준용하여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체 구조설계, 재료

요건 및 추진부분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IACS UR I2에 따라 앞서 Table 6에서 정리한 대한

민국 해군 함정의 주요 선체구조 제원에 대한 내빙성

능을 평가했다. 앞서 정리된 빙 충돌 시나리오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극지 등급은 PC7을 고려하였다. 구조 

건전성 확인이 필요한 영역은 Fig. 12에서 정의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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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구역 선체 구조 범위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Table 7에 정리된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해군 함

정 설계 기준을 준용하여 건조되어 활동 중인 함정의 

경우 IACS UR I2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 선

수 중간구역(Bl)에서는 선저구역(BIb)을 제외한 나머

지 구역에서는 내빙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2) 중앙구역(M)에서는 대빙대구역(Mi)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내빙성능이 

확보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상선 설계기

준 대비 함정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체 외

판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고 또한 늑골의 크기 및 

두께 또한 얇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 

운항속도 평가를 위해 설정한 선박-빙 충돌 시나리오

에서 가장 큰 하중이 발생하는 위치가 선체 중앙구역

이 아닌 선수구역임에 따른 영향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Hull area extents[8]

Table 7. Result of DDePS for the ROK vessel

Bow Intermediate
(BI)

Midbody
(M)

제 원 BIi BIl BIb Mi Ml Mb

Shell Plate 
Thickness Fail Fail Pass Fail Pass Pass

Frame Shear 
Area Fail Fail Pass Fail Pass Pass

Frame Modulus Fail Fail Fail Fail Fail Pass

5. 결 론

  대한민국 해군 전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은 시점에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이고 결빙지역

에서의 활동을 펼쳐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은 자명

한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 서해상에서도 겨울철 결

빙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함정설계 관점에서의 우선

순위가 다소 중요하지 않았던 내빙설계에 대한 고려

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의 결빙지역에서의 구조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비상시 작전 가능성 판단을 위해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수행중인 연구결과를 참고

하여 대한민국 해군 중 가장 유사한 함정급을 대상으

로 기초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일정 수준의 선체 소성변형을 감안

하는 경우 현 함정설계 기준에서도 결빙지역에서의 

최소한의 작전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내빙설계 만족 여부 평가를 위해 실제 함

정설계에 활용되는 주요 제원을 적용하여 평가해보았

다. 그 결과 1) 함정 중앙부 구역에서는 현 함정설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빙하중에 대

한 구조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 실제 함정이 운항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빙하중

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함정 선수부에서는 내빙

설계 기준에서 요구되는 구조 건전성 확보가 다소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현 

함정설계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준에서 함정

의 내빙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추후 충분한 내빙능력을 보유한 함정설계 또한 반

드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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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선박 - 빙 상호작용 모델 유도 식[20,21]

  식 (1)의 경우 선체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

로 빙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은 단지 얼음의 변형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최대 변형위치에서 최대 하중

이 발생하게 된다. 충돌에 의해 발생한 얼음의 변형은 

선체와 얼음이 겹쳐진 형상에서의 최대 깊이를 평가

하여 계산할 수 있고, 그때의 평균 압력 Pav는 아래 

식 (A.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1)

where,
   : average pressure when the contact area is 1 m2

   : constant(typically ex = -0.1)

  접촉면적의 경우 Fig. A1과 같이 General Wedge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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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우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고 그때의 접촉면

적은 식 (A.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형상 변화에 

따른 접촉면적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참고문헌

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sin ′cos ′
tan tan

  (A.2)

where,
   : ice penetration depth in x direction

   : ice penetration depth in y direction

   : ice penetration depth in normal direction

   : ice edge opening angle
   : ice edge bisector angle
  ′ : true normal angle between ice-hull
   : width of the nominal contact area
   : height of the nominal contact area

Fig. A1. General wedge edge interaction geometry

  얼음과 선체 접촉면이 수직이 되는 경우(normal to 
hull) 요건을 구현하기 위해 ice edge bisector angle을 0
도(  = 0)로 대입하면 식 (A.2)는 아래 식 (A.3)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sin ′cos ′
tan

  (A.3)

  식 (A.1)과 종합해보면 수직방향에서의 총 하중은 

아래 식 (A.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4)

  식 (A.3)과 (A.4)를 종합하면 빙 충돌에 의해 발생

하는 하중의 크기는 아래 식 (A.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in ′cos ′
tan

  (A.5)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접촉면적 형상에 따른 식의 

간소화를 위해 형상계수(shape parameter)를 적용하여 

식 (A.5)를 정리하면 식 (A.6)과 같이 표현된다.

    
  (A.6)

  위 식 (A.6)에서 정의한 형상계수는 아래와 같이 각

각 표현할 수 있다.

    (A.7)

  
sin ′cos ′

tan
  (A.8)

  식 (A.1)부터 (A.8)까지 종합하여 수직 방향에 작용

하는 힘을 수직 방향 변형 크기에 대해 적분하면 아

래 식 (A.9)와 같이 (Ice indentation energy)를 계산

할 수 있다.

  











sin ′ cos ′
tan

 


 (A.9)

  앞서 정의한 형상모수를 적용하여 식 (A.9)는 아래 

식 (A.10)과 같이 간소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A.10)

  최종적으로 빙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빙에서의 수

직방향 변형의 크기는 (Normal kinetic energy)와 

와의 관계식과 같이 빙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는 100 % 수직 방향으로의 빙 변형에 의해 소

모된다는 관계식 (A.11)에 따라 결과적으로 식 (A.12)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비내빙설계 해군 함정의 결빙지역 운항 능력 평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2호(2021년 4월) / 161

    (A.11)

   ∙

 ∙


 (A.12)

  식 (2)의 경우 빙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전

체가 빙 변형에서 100 % 소모되는 것이 아닌 일부 선

체 변형 발생에도 작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위 식 (A.11)에서 선체 변형에 대한 추가적인 항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참고문헌 [18]을 통해 상세히 

고려되었으며, 상관관계는 식 (A.13)과 같이 재정의 될 

수 있다.

     (A.13)

  여기서 (Structural indentation energy)는 표현 그대

로 선체에 발생하는 변형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를 의

미한다. 이러한 경우 빙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총 하

중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은 참고문헌 [18]에 상세하

게 설명되어있으나, 본 논문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외부 하중에 의해 대상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량의 

크기는 탄성구간을 넘어선 이후 소성변형 구간에서의 

변화량을 이상화하였으며, 이때 하중의 크기는 변형량

에 일정 기울기()를 추종하며 탄성변형이 끝나는 시

점(= 소성변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하중값을 로 

표현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A.14)와 같다.

     (A.14)

  정의된 와 는 대상 구조물에 따라 변화하는 값

이므로 특정 값을 지정할 수 없으며, 평가하고자 하는 

구조물을 반영하여 새롭게 계산해야한다.
  식 (1)과 비교하여 식 (2)에서 달라지는 점은 수직 

방향의 운동에너지()를 소진하는 대상이 단순히 

충돌 대상인 빙에서 100 % 소진되는지 또는 상호작

용에 의해 구조물에서도 일정량의 에너지 흡수를 통

해 변형이 발생하는지에 따른 차이점이다. 따라서 식 

(A.9)에서 빙과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 합

은 아래 식 (A.15)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계산된 결

과는 식 (A.13)의 관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A.15)

Appendix 2. 빙충돌에 의한 구조건전성 평가 방법
[20-22]

  본 논문에서 결과물로 제시한 표 7에 대한 평가 방

법에 대하여 별첨 2에서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20]과 

[21]에서 극지를 운항하는 선체 구조의 구조건전성 평

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식을 통해 평가하는 방

법에 대하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Daley[20]는 구조건

전성을 평가하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연구자

에 의해 또다른 평가 방법이 제안될 수 있음을 설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검

토 과정에서 1) Method 1의 경우 가장 간단하고 수차

례의 반복계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설계자가 가장 편

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전단 및 좌굴요건은 

항상 만족하지만 프레임 설계결과가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되는 결과가 계산 결과상 예상되므로 최적 설계

의 관점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 판단되었으

며 2) Method 2의 경우 Method 1과는 다르게 설계자

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프레임 설계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제작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제약조건들, 예를 들어 설계결과로 얻은 

특정 부재의 두께라던가 높이등, 에 대해 최적 설계단

계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

영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다수의 반복 계산이 요

구된다는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서 적용하고자 하는 Method 3의 경우, Method 2와 유

사하게 반복 계산과정을 통해 최종 구조물의 설계 변

수들을 결정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조물 설계

변수에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제약조건들을 반영하

여 최종적으로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설계결과를 

만족하는 구조물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

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thod 3을 적용하

여 선체 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Table 7과 같이 구역에 따라 요구조건을 만족(pass) 또

는 불만족(fail)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계산과정에

서 적용되는 기호들을 아래 Table A1에 기술하였다. 
계산과정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통

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able A1에 추가하여 선체 구조건전성 평가에 어떻

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Fig. A2~ 
A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A2의 경우 적용하는 

빙하중 정의와 관련한 설명이며, Fig. A3은 구조물의 

대표적인 붕괴 매커니즘에 대한 도식을 나타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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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ig. A4는 구조물 주요 치수에 대한 정의

를 나타낸다.

Table A1. Nomenclature

기호 설명

 length of shear panel

 ratio of min. to actual web area

 shear factor in rule modulus equation

 shear factor for 3-hinge mechanism

 shear factor for shear mechanism

 area of the flange

 minimum web area

 area of the web

 height of the ice load patch

 height of the web

 modulus correction factor

 flange factor

 ratio of  to 

 length of frame

 plastic moment for frame

 sum of plastic moments in plate and flange

 reduced plastic moment

 shear force

 pressure

 frame spacing

 thickness of the flange

 thickness of the shell plating

 thickness of the web

 length of the ice load patch

 width of the flange

 plastic section modulus


sum of plastic section modulus of plate and 
flange


required plastic section modulus

 deflection of the frame

 yield stress

Fig. A2. Design ice load

Fig. A3. Collapse mechanism

Fig. A4. Fram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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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3에 따른 구조건전성 평가에 앞서 기본적인 

규정과 관련한 식을 Table A2에 정리하였다.

Table A2. Basic rule equations for analysis

설명 수식

Minimum 
shear area   






Required 
section modulus




  
  


 

    max  or 

Modulus 
parameter for 
central load 
3-hinge failure

 
 

 



Flange factor 







Modulus 
parameter for 
end load shear 
failure

   
 







Ratio of min. to 
actual shear area 





Actual shear 
area as fitted 

 




Modulus ratio 
 



Sum of local 
moduli of flange 
and plate as 
fitted


 









Actual plastic 
modulus of 
frame as fitted

   

  
  

  
 

Factor for case 
when neutral 
axis is in web

 


 if ≫  




 



  

if ≺  
Web buckling 
restriction for 
flat bars


 ≪



Web buckling 
restriction for 
all other sections

 ≪ 

  Method 3에서는 구조건전성 평가를 시작하는 단계

에서 설계자가 ‘’값을 정의하면 Table A3에서 정의

한 순서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계산과정 중 

‘단계 11’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단계 7e’로 돌아가서 최종 ‘단계 14’를 충족시키

는 결과 값을 확보할 때 까지 계산을 반복 수행한다.

Table A3. Steps in method 3

단계 설명 수식

1 Design parameters
(already set)

    

2 Shell plate thickness
(already set)



3 Set frame shape ratios  

4 Calculate minimum web 
area



5 Set shear area ratio 

6 Calculate actual web area   

7 Calculate frame dimensions

7a Web thickness   

7b Web height   

7c Flange width   

7d Flange thickness 

7e Area of flange   

8 Calculate the fitted modulus 
(from dimensions above)



9
Calculate 

Calculate 





10 Calculate the required 
modulus



11 Check to see if  ≫ 

12
If   

 and   , decrease , return 
to Step 7e

13 If   
 increase , return to Step 7e

14 If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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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A1~A3에서 제시한 수식과 계산과정에 추가하

여 IACS UR I2에서 정의하는 상세한 수치들은 참고

문헌 [8]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제공된 수식

들을 기반으로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프레

드시트 형태의 파일이 작성되었고, 이 파일을 활용하

면 설계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선체 구조 주요 수치들

이 원하는 운항 환경에서 구조건전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만족(pass) 또는 불만족(fail) 인지 

확인 가능하다. 아래 Fig. A5는 본 논문에서 직접 작

성한 계산용 MS Excel 스프레트시트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된 MS Excel 스프레트시트 예시를 나타낸다.
  Fig. A5에서 소개한 MS Excel 스프레드시트를 활용

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Table 7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체 구조건전성 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7
에서 일부 항목에서 ‘fail로 결과가 나온 위치는 현재 

적용중인 선체 구조 주요치수가 요구되는 빙 조건에

서의 운항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치수 변경

을 통해 요구되는 운항 조건을 만족하는 선체 구조 

주요치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Fig. A5. Example of structural integrity analysis for 

ice-structure interaction using MS Excel 

spread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