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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강재로 구성된 선박충돌방호공의 최 방호능력을 산정하기 하여 선박과 충돌방호공을 

모델링하고 충돌거동을 해석하 다. 이러한 비선형충돌해석은 매우 큰 요소망과 고도의 비선형성을 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해석비용이 일반 인 해석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해석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의사정 해

석방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효율 인 해석을 한 수치 해석기법이 추가되었다. 

해석결과 얻어진 선박과 방호공의 에 지소산곡선을 바탕으로 충돌선박이 교량하부구조에 도달하는 시

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선박의 최 충돌속도를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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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교량과 선박의 충돌해석에는 규모의 요소망과 구조물의 항복  등 고차의 비선형거동

이 발생하고 해가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고도의 비선형성과 해의 불안정성을 제어하

기 하여 일반 으로 explicit기법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선박충돌의 해석을 일반 으로 충돌속

도가 주어지고 이에 한 선박과 구조물의 응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구조물에 한 최  방호

성능(=충돌속도)를 산정하는 것은 다수의 반복계산이 요구되므로 계산비용이 고가이며 비효율 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하여 일정한 속도로 선박을 방호공과 충돌시키고 이때 얻어지는 에

지의 소산량을 기존으로 선박의 최 충돌속도를 구하는 근방법을 사용하 다. 따라서 충돌해석에서 선박

은 충돌방향별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방호공에 충돌한다. 이 값들은 실제 인 충돌속도에 비하여 큰 

값이나 재하속도에 따른 재료의 거동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정도의 속도인 것을 가정한다

2. 충돌방호공

두 방호공은 모두 900의 강 일을 수직재로 하고 L형강과 H형강을 이용해 가새  수평재를 설치한 구

조이다. 충돌방지공은 보요소로 모델링하 고 단면의 형상에 따른 비선형 거동을 고려할 수 있게 하 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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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 연결 간의 보를 최소2개이상의 요소로 분할하여 국부 인 거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요소의 분할은 선박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4개이상으로 하여 정확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다. 재료모델은 탄소성모델을 사용하여 소성거동에 따른 에 지흡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지반에 입

된 일은 인 한 토사에 의해 비탄성지지된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일의 지지 을 지반속의 

특정 치로 수정하 다. 따라서 모델링된 방호공의 일을 지반속에 입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해석 로

그램으로는 ABAQUS/Explicit(ABAQUS Inc., 2010)를 사용하 다. 

    그림 1. 모델링된 충동방호공의 체형상                  그림 2. 화물선 유한요소모델

3. 충돌선박

선박은 크게 갑 , 선측, 선 , 격벽구조로 구분하여 각 구조별로 보나 거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복

잡한 구조물이다. 그래서 해석시 각각의 부재들을 모두 고려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석 상, 목 , 구

조물의 역학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모델에 한 이상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돌선박은 

4000GT  벌크운반선(Bulk Carrier Ship)이다. 충돌선박은 정면충돌로 가정하여 선박의 선수부를 상세히 모

델링하 으며, 선체부는 질량  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탄성체로 모델링 하 다. 강 은 쉘(Shell)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정면충돌시 선박의 변형을 고려하기 해서 변형이 집 되는 충돌선박의 선수부는 상세하게 

모델링하 고, 선체  선미부는 탄성체로 모델링하 다. 그림 2에서 모델링된 선박의 개략 인 요소망을 나

타내었다. 선박 종류에 따른 각각의 무게표기 방법을 재하톤수  배수톤수로 변환하기 하여 "항만  어

항설계기 (2005)"과 The Overseas Coastal area Development Institute of Japan(OCDI), Technical 

Standards and Commentaries for Port and Harbour Facilities in Japan"의 산정식을 참조하 다. 결과 으

로 얻어진 상선박의 제원은 1과 같다.

구분
재하톤수

(DWT)
배수톤수(DT) 장(m) 폭(m) 흘수(m)

벌크운반선

(4000GT)
7500 10806 123 18.35 7.35

표 1. 상선박의 제원

선박과 교량의 충돌은 선수에서 발생하므로 소성거동이나 에 지의 소산작용은 선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선수부는 상세한 소성거동이 가능하도록 쉘요소로 모델링을 수행하 다. 반면 선박의 앙부는 단순히 선박

의 질량 값만을 나타내므로 성근 요소망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충돌해석에 사용되는 Explicit 해석의 최소 

해석시간간격은 팽창 (dilatational wave)의 달속도로 결정된다. 따라서 선체 앙부의 질량은 실제 재료에 

비해 낮은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높은 팽창 의 달속도를 가지므로 최소해석시간간격을 작게 만들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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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증가시킨다. 일반 으로 Explicit 해석에서 최소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른다.

∆ ≈


                                                (1)

여기서 은 최소요소의 크기이고 는 팽창 의 속도로 다움과 같은 식을 따른다.

  




                                             (2)

식(2)에서 Lame 상수 와 는 등방재료의 경우 다음과 같다. 이 탄성계수 E와 포아슨비 의 함수로 나

타낼 수 있다.

 
  


                                        (3)

 


                                              (4)

등방재료의 경우 도와 탄성계수의 비에 따라 팽창 의 속도가 결정되므로 수정된 탄성계수를 다음과 같

이 사용하 다.

 


                                              (5)

여기서  ,는 강재의 탄성계수와 도이다.

식(1)에서 나타낸 계에 기 하여 구조물의 도를 증가시키면 이의 제곱근과 비례하여 최소해석 시간이 

증가하므로 해석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본 구조해석에서 이러한 최소해석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은 선

수부의 조 하게 작성된 요소망이므로 이 부분의 도를 증가시켜 해석의 효율성을 증 시키다. 선수 앙부

를 나타내는 요소의 도를 수정하여 체 으로는 동일한 운동에 지를 나타낼 수 있게 하 다.

4. 충돌해석

4.1 의사정 해석

식(1)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explicit의 한계해석시간은 해석모델의 거동이 아닌 요소망에 의해서 결정 된

다. 따라서 해석비용은 해석에 고려하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특성상 해석시간을 감소시키면 해

석의 효율성은 증가한다. 일반 인 충돌해석의 경우 해석시간을 감소시키면 충돌체의 운동에 지가 증가하고 

한 방호공의 성효과가 과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본 해석의 상구조물인 임형 강재방호공의 경우

는 그 질량이 작아 콘크리트나 토사와 같이 성력에 의한 방호효과는 미미할 것을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력에 의한 방호효과를 무시하여도 해석결과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사정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의 효율성을 높 다. 

⦁ 충돌시에 선박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 선박과 충돌방호공의 소성변형에 의한 에 지 소산량을 산정한다.

⦁ 최종 충돌상태에서 얻어진 에 지 소산량으로 부터 충돌속도를 구한다.

4.2 해석결과

Bulk Carrier의 선수충돌시 선박과 방호공의 변 는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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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수충돌 형상

선수충돌시 방호공과 선박의 선수로부터 소산되는 소성에 지는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방호 공과 

선수의 에 지 소산량은 선형으로 증가하지만 상 으로 강성이 약한 방호공의 에 지소산량이 선박의 선

수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향은 선수가 교량의 기 에 근할 때까지 지속된다. 선수의 첨단

부와 교각기 우물통과의 거리는 12m이나 변 가 한계변 (수직선)에 이르면 선박에 린 방호공의 부재가 

교량의 우물통에 축하여 직  충돌력을 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는 선박의 충돌력을 기 우물통이 

직  받아 선수와 방호공의 2차압괴가 일어나는 시 이다. 이 시 이후로는 선박의 충돌력이 기 우물통에 

직  가해지므로 방호공의 충돌방호효율은 속히 하한다. 

그림 4. 선수충돌시 소성에 지 소산곡선(Bulk Carrier)

충돌시 선수가 우물통에 충돌력을 작용하기 에 소산되는 에 지에 해당하는 충돌속도는 다음 식 으로 

구할 수 있다.

                                            (6)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재선박충돌방호공에 한 효율 인 해석을 한 의사정 해석과정을 소개하 다. 이 러

한 해석방법은 방호공의 성력이 작고 소성거동에 의해 충돌에 지를 소산하는 강재형 방호공의 해석에 주

로 용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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