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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두 선박이 정면에서 마주치며 선박간 상호 통항하거나 상 선을 추월할 경우 각 선박의 선체형상과 선속에 의한 유체력 상호작용에 

따른 선박간 간섭력이 발생한다. 선박간 간섭력의 주요한 평가 요소인 횡력과 회두 모멘트의 측정을 통해 두 선박이 근 하 을 때의 험도와 

충돌을 측할 수 있다. 선행된 간섭력에 한 연구는 부분 경험에 의하거나 이론 인 측면에서 련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학계에서 통상

으로 리 알려진 뉴턴의 연구(1960)에서는 깊은 수심에서 두 선박을 평행하게 항주시켰을 때 선박간 최  흡인력은 두 선박이 정횡으로 나

란하게 치되는 지 에서 발생하고, 이때의 간섭력은 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추정하 다. 의 조선기술이 발 함에 따라 선박의 크기는 

 형화되고 선박의 운항 효율성 증진을 한 다양한 선형이 개발되어 실선에 용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선박 운

항환경에서의 선박간 간섭은 선박의 크기  선형에 의한 향이 클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종류별로 표 선종을 선정하여 

두 선박이 정면에서 마주치며 통과하는 운항조건에서의 선속 증가에 따른 선박 상호간 간섭력의 변화를 통상 으로 사용되는 선박조종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실험  분석하여 상 계를 도출하 다. 선박 유형에 따른 시뮬 이션 실험 결과 최  횡력은 주로 선미 부근에서 발생하

고 최  회두모멘트는 선수가 근 할 때 발생하 으며, 선속이 증가할수록 선박 상호간 근 거리가 좁 졌고 선형별로 각기 다른 선속에서 선

미 충돌이 발생하 다. 이 실험연구는 선형에 따른 선박 상호간 근  시의 횡거리와 통과속력에 한 기  설정의 연구 근간을 마련하 고 선

박간 교항시 안 운항을 한 지침이 될 것으로 단된다. 

핵심용어 : 선박간 간섭력(Ship-to-Ship Interaction force), 유체력 상호작용(Hydrodynamic interaction), 횡력(Lateral Force), 회두 모멘트

(Yawing moment), 횡거리(Later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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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이 정면에서 마주치며 선박간 상호 통항하거나 상 선

을 추월할 경우 각 선박의 선체형상과 선속에 의한 유체력 상

호작용에 따른 선박간 간섭력이 발생한다. 선박간 간섭력의 

주요한 평가 요소인 횡력과 회두 모멘트의 측정을 통해 두 선

박이 근 하 을 때의 험도와 충돌을 측할 수 있다. 선행

된 간섭력에 한 연구는 부분 경험에 의하거나 이론 인 

측면에서 련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학계에서 통상 으로 

리 알려진 뉴턴의 연구(1960)에서는 깊은 수심에서 두 선박

을 평행하게 항주시켰을 때 선박간 최  흡인력은 두 선박이 

정횡으로 나란하게 치되는 지 에서 발생하고, 이때의 간섭

력은 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추정하 다.

 의 조선기술이 발 함에 따라 선박의 크기는  형

화되고 선박의 운항 효율성 증진을 한 다양한 선형이 개발

되어 실선에 용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선박 운항환경에서의 선박간 간섭은 선박의 크기  선

형에 의한 향이 클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종류별로 표 선종을 선정하여 두 선박이 정면에서 마주치며 

통과하는 운항조건에서의 선속 증가에 따른 선박 상호간 간섭

력의 변화를 통상 으로 사용되는 선박조종시뮬 이터를 이

용하여 실험  분석하여 상 계를 도출하 다. 

2. 이론  배경

 

본 연구의 선체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sin  ;
 cos  cos 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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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 Target Own Target
　Vessel’s Name CNTR 9 CNTR 12 BLK 9 BLK 5

Displacement 188280 164300 364253 248000
LOA [m] 382 347 340 327
Beam [m] 54.2 45.2 60 55
Draft [m] 15 13.5 21.13 16.3
Max Speed [knots] 25 25.5 14.9 14.6
Max power [kW] 91520 72243 23640 25000

 sin  cos cos  ;
   ;


       .

선박 상호 간에 작용하는 유체역학 인 간섭력의 성분은 일반

으로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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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 이션

 바람과 조류의 항이 없는 정수 에 두 선박이 마주치며 통

과하도록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두 선박은 선수, 선미 흘수

가 같으며, 일정속도로 정해진 코스를 항주하도록 하 다. 수심

은 100m, 횡거리는 0.5B(보다 큰 선박의 폭)으로 정하 다. 

Table 1 Simulation model

Fig. 1  lateral force of bulk carrier-bulk carrier(left) and 

trajectory of bulk carrier(Vo=Vt=12kt, 0.5B)(right)

4. 결    론

 선박의 종류별로 표선종을 선정하여 두 선박이 정면에서 

마주치며 통과하는 운항 조건에서 선속 증가에 따른 선박 상

호간 간섭력의 변화를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 다. 

 1) 선형별 동일 횡거리 조건에서 선속의 향에 따른 간섭력

을 분석한 결과, 0.5B의 거리에서 컨테이  선은 21kt, 카캐리

는 14kt, 여객선은 15kt일 경우에 선미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

다. 여객선과 카캐리 선박은 다른 선박에 비해 통항 속력과 

횡거리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2) 선박 상호 간섭의 횡력과 모멘트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이 

정면으로 마주치며 교항할 때 최  횡력은 선미가 통과하는 시

이며, 최  회두모멘트는 선수가 통과할 때 발생하고, 12kt 

이상의 선속으로 운항시에 선체가 서로 가까이 붙는 것을 볼수 

있었다. 즉, 0.5B의 횡거리에서는 통과 속력이 10kt를 넘게 되

면 선박 상호 간섭의 향이 작용한다.

 3) 선종에 따른 선박 상호 간섭의 방지를 한 유의사항으로  

탱커 선박은 다른 선형에 비해 모멘트 변화가 잦으므로 10kt 이

상의 선속시 보침성에 유의해야 한다. 컨테이  선의 경우, 

21kt로 통과 시에 간섭력은 격히 높아지므로 통항 속력에 주

의가 필요하며, VLCC와 벌크선은 비슷한 조건의 컨테이 선보

다 간섭력이 높게 나타나므로, 횡거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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