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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총길이 82km의 

선박 통행용 운하로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와 

함께 국제 해상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공 운

하이다. 특히 파나마 운하는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

아시아와 미국 동부 지역 항만을 잇는 물류혈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파나마 운하와 그 갑문 구조는 선박의 운하 통과 가능 여

부에 따라  선형을 Panamax 및 Post-Panamax로 선박 등급을 

구분할 정도로 선박 설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제약조건이자 설계

인자이다. 

1.2 파나마 운하의 역사

16세기 스페인으로부터 운하 건설에 대한 계획이 논의된 

이래로 1880년 프랑스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

만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결국 실패하였다. 

1903년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시키며 시작된 미국의 

공사도 난항을 거듭하다가 해수면 높이의 수평 개착방식의 운

하를 포기하고 계단식의 갑문방식을 도입하여 1914년에 완공

되었다. 파나마 운하는 해수면으로부터 25.9m 위치한 인공 호

수인 가툰호를 통과하기 위해 건설된 갑문구조의 한계 때문에 

항행가능한 선박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흔히 Panamax라고 알려져 있는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자동차운반선, 유조선등은 길이 약 294.1m, 폭 32.3m, 흘수 

12.8m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의 파나마 운하는 연간 1만 

4,000척(38~40척/일) 선박이 운항하며 전세계 해상물동량의 

약 5%를 감당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국내 모 선사의 건화

물선이 운하 개통이후 100만번째 통행선박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2. 파나마 운하의 확장

2.1 파나마 운하 확장의 배경

파나마 운하의 확장은  1999년 미국으로부터 운하를 반환

받은  파나마 정부가 선박의 대형화, 물동량의 증가 등에 대

응해야 하는 외부적 요인과 국가의 수입을 늘려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내부적 요인을 감안하여 1997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The 3rd Set of Locks"라 불리는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

젝트는 예상되는 물동량 처리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갑문시설과는 별도로 추가의 갑문 구조 및 접근 수로를 건설

하고, 대형선 운항에 따른 운하 폭 및 수심확보를 위한 대규

모 준설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길이 약 366m, 폭 

49m, 흘수 15.2m의 선형까지 파나마 운하 통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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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나마 운하의 위치와 기존/신규 갑문구조 크기(자료:중앙일보 2011년 8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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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소형 갑문이 설치될 콘크리트 거푸집
(2011년 6월)

사진 1. 대서양측 신규 수로 건설 현장(2011년 11월)

현재의 파나마 운하는 두 개의 계단식 갑문 구조가 병렬로 

인접하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파나마 운하의 확장

을 통하여 별도로 그림.1과 같이 하나의 계단식 수로가 추가되

게 된다. ACP(파나마 운하 관리청, Autoridad del Canal 

de Panama)에 따르면 신규 수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운

영될 경우, 동일한 설계의 추가 수로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당사는 신규 수로의 갑문 구조에 사용되는 다수의 소형갑

문(Valve)의 설계, 제작 및 설치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여 현

재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을 진행 중이다. 시행사인 다국적 컨

소시엄인 GUPC(Grupo Unidos Por El Canal)는 최종적으로 

파나마 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에 신규 운하를 개통할 

계획이다.

본 글에서는 신규 수로의 갑문 구조 특성을 설명하고, 신규 

파나마 운하 완공 전후로 진행되고 있는 선박 설계 변화 경향

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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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Water Saving System

그림 2. 파나마 운하의 신규 갑문구조와 재활용 저수조(WSB)

2.2 신규 갑문 구조의 특징

신규 파나마 운하의 갑문 구조의 여러 특징 중 가장 큰 특

징은 WSB(Water Saving Basin)이라는 인공 재활용  저수조

를 적용한 점이다. WSB은 파나마운하 완공 당시 인공으로 조

성된 가툰 호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호

수의 물을 최소화하려는 용도로 사용되어 진다. 

확장된 신규 갑문 구조의 경우 운하를 통과하면서 사용되

어지는 호수 물의 양은 WSB 미사용 시 척당 약 50만 m3에 

달하며 기존의 갑문 구조도 신규 갑문과 병행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호수에서 유출되어지는 담수의 양은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비록 파나마가 기후 특성상 많은 강수량을 가진 나라이어

서 가툰 호에 유입되는 담수는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박 통행을 위한 수심과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담수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갑문 구조의 운용에 사용되는 담

수를 최소화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신규 갑문 구조는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이 횡방향

으로 배치된 WSB을 통하여 갑문 구조 내의 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선박이 통행하는 갑문 내 수로

(Lock Chamber)의 물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지하

수로를 통해 일부 WSB에 보관한 후, 다음 선박의 통행시 재

활용하여 60%~70%의 담수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당사가 제작중인 소형갑문(Valve)은 선박이 운항하는 갑문 

내 수로와  WSB간의 복잡한 지하수로를 여닫는 강구조물로 

유압장치에 의해 구동되게 된다. 이러한 갑문 구조를 이용한 

계단식 수로의 수위조절은 오로지 중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

며 갑문 계폐에 사용되는 전기도 인근의 수력발전으로 공급되

므로 환경 친화적인 System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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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형수문의 형상과 지하수로에서의 구동

2.3 주 갑문(Gate)과 소형 갑문(Valve)

 태평양과 대서양 쪽에 각각 4쌍씩 총 16개가 설치되는 주

갑문(Gate)은 그림 4와 같이 조선소의 일반적인 Dock Gate와 

유사한 형상이며 바닥의 Wagon을 통해 창틀의 미닫이과 같

이 좌우 개폐식으로 운영된다. 주 갑문은 각 계단식 수위마다 

두 개의 갑문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안전성 문제와 유지보

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각 주갑문은 하부의 

Wagon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력 탱크를 가

지고 있다. 

그림 4. 신규 갑문구조의 Sliding Gate

당사에서 제작중인 소형갑문(Valve)은 그림 5와 같이 갑문

구조내의 지하수로에 설치되어 상하방향으로 구동하며 지하

수로내의 유속 및 유동을 제어하게 된다. 

갑문 전후의 수두차에 의해 발생하는 정적 하중이 이 구조

물의 기본적인 설계 하중이며 하중-저항계수 설계법(LRFD)에 

의해 다양한 하중조건을 산정하고 피로강도 및 구조 강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파나마지역(특히 태평양 인근)이 지진대임을 감안하여 

지진하중에 대한 계산 및 구조 보강이 이루어졌다. 지진해석

은 토목 구조를 포함한 전체 수로에 대한 시간 영역에서의 해

석을 통해 갑문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수압과 가속도를 평가하

고 이를 등가의 정적하중으로 치환하여 구조물 자체의 최종강

도를 평가하였다.

소형갑문(Valve)의 경우, 1000년 주기의 지진하중에 대한  

등가 정적하중으로 약 160m 수두의 압력 하중이 구조물의 최

종강도 평가에 사용되었다. 최종강도 평가는 재료 비선형과 

접촉이 고려된 비선형 해석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진하중시 구조물의 붕괴 여부, 손상 범위의 한정, 수리를 위

해 설치된 슬롯에서 분리시 발생한 영구변형에 의한 타구조물

과의 간섭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그림 6.  지진하중 산정을 위한 지하수로의 유체 모델

그림 7. 지진하중에 대한 소형갑문의 비선형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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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신규 갑문 구조 내에서의 12,000 TEU 

컨테이너선

2.4 신규 갑문 구조의 통행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수로 및 

갑문 구조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기존에 운용되는 갑문 구조

는 선체와 매우 좁은 간격을 가지고 기관차(Locomotive)에 의

해서 갑문내에서 콘크리트 수로에 부딪치지 않도록 제어되며, 

기본적으로는  선박 자체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갑문 사이를 

이동하게 된다. 

신규 갑문 구조의 경우에는 기관차가 아닌 Tug boat에 의

해 갑문 구조에서 선박의 위치를 제어되게 되며 기존 갑문 구

조와 같이 선박의 자항 능력에 의해 갑문 구조를 통과하게 된

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선수에서 2척, 선미에서 1척, 총 

3척의 Tug boat가 갑문 구조 통과시 이용될 예정이다. ACP

에 따르면 갑문 구조 통과에 따르는 제반 규정은 기존의 규정

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Tug boat 사용에 따른 

선수 선미의 Mooring/towing 장비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

다. 

 통행시 Tug boat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프

로펠러 등에서 발생하는 선미 와류에 의한 콘크리트 벽면의 

침식등을 우려하여, 현재 55m 의 콘크리트 수로 폭 대비 49m 

이하의 폭을 가진 선박만 통행 가능하도록 제한되고 있다. 

49m 폭 제한조건에 대한 ACP의 공식 확인이 있었지만, 향후 

누적되는 경험을 통해 위험요소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통행 선박의 폭 제한 문제는 다시 논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콘크리트 수로의 벽면에는 기존 수로와는 달리 Fender가 

설치되게 된다. Fender는 수로 벽면으로부터 0.3m 돌출된 약 

2m 길이의 Arch-type의 Steel 구조물 설치되며 선체 접촉부

에는 내마모성이 좋은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이 사용되게 된

다. 이 Fender 구조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사용가능한 갑문 구

조의 수로 폭은 54.4m이다.

Fender를 통하여 콘크리트 수로를 보호하는 한편 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Fender의 설계하중은 약 

20 ton/m2 이며 이 하중은 Fender에 접촉하는 부위의 선체 

강도 검토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림 8. 신규 갑문 구조에 사용하게 될 Fender 형상

3. New Panamax 선박

3.1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은 세계 물동량의 흐름 변

화에 유동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운하 확장에 대한 파급효

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의 확장을 통

하여 이전보다 큰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의 수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체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이용

하는 물동량은 대폭 증가하게 되리라 본다. 다만 신규 운하를 

사용해야만 하는 대형선박의 경우 체선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기존의 갑문 구조가 병렬로 구성되어 양방향 통행이 가

능함과는 달리 신규 갑문 구조는 편도 통행만 가능하여 반대 

방향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통과시 대기해야만 한다.

3.2 통행 선박의 변화

컨테이너선의 경우 최대 5,000 TEU급 정도로 통행이 제한

되어 있었으나 신규 운하의 개통 후에는 현재 운항중인 

13,000 TEU급의 선박까지 통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미국 서부항만에 기항하고 있던 대형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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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신규 갑문 구조의 조감도(왼쪽)과 현재 갑문(오른쪽)

너선들이 내륙의 철도수송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파나마 운하

를 이용하여 미국 동부 항만에 기항하는 올워터서비스가 가능

하게 될 것이다.

다만 13,000TEU 급의 선박이 미국 동부 해안에 기항하기 

위해서는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미동부 해안 항만의 준설 및 

Air Draught 확보를 위한 뉴욕/뉴저지항의 베이온 브릿지의 

높이 증가(약 20m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진중)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아시아와 미동부 사이의 

컨테이너 항로에 운항되는 선박의 크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당사에서는 신규 파나마 운하의 폭 조건에 뉴욕/뉴저지항

에 기항가능한 광폭선형의 8,900 TEU 컨테이너선이 현재 건

조중이다. 

건화물선은 기존의 폭제한에서 벗어난 90K~120K의 신선

형이 예상되어진다. 기존의 Capesize 선형은 수심문제로 만

재상태에서 운항이 불가하므로 비중이 큰 화물 운송시 큰 이

점은 없으나 비중이 낮은 화물을 운송하거나 Ballast 상태에서

는 신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유조선의 경우, Suezmax 선형까지 제한된 수심 조건 내에

서 통행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대형선의 운송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갑

문 수로에 의한 유조선의 선형 변경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이는 향후 유류 운송 시장의 변화에 따라 언제

든지 달라질 수 있다.

LNG선의 경우, 현재 갑문 구조를 통한 일반적인 LNG선 통

행은 불가능하며 통행 수요도 많지 않았으나, 미국의 Shale 

Gas 개발이 향후 유럽과 극동 아시아에 수출로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운송루트는 신규로 건설되는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운반선과 여객선의 경우도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

어질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기존 파나마 운하

의 폭제한에 맞추어 설계됨으로써 복원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

었으나, 향후 증가된 폭을 채택한 선형이 다수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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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지금까지, 파나마 운하의 확장 배경과 갑문 구조의 특징, 

이에 따라 예상되는 통행 선박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

여 보았다. 신규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 운항 가능한 선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해운 선사들의 해상 운용 정책이 크게 바

뀌는 한편 글로벌 운송루트 개편에 따른 물류 변화가 예측되

고 있다. 1914년 파나마 운하 개통이 세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듯이, 100년만에 추가되는 신규 파나마 운하도 점차 글로

벌화 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해운 및 조선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국내의 해운사들도 중장기적으로 선종과 서비스 개편 

등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사들도 신선형 

개발 등 예상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나마 운하의 확장은 조선산업을 비롯한 많

은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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