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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북극지방의 자원개발이 활성화되고 지구온난화에 따

른 빙상감소에 힘입어 북극해 항로 개척과 물류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해운사 및 조선업체에서는 빙 등급을 갖춘 상선의 건조에 많

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야말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이미 일

부 대규모 쇄빙상선의 발주/건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

극해는 여름철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으므로 선박이 빙해역의 차가운 기온과 빙상을 극복하

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쇄빙선과 같은 특별한 선형 

및 장비와 함께, 극지공학기술이 적용된 선체구조설계를 통하

여 선박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손상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과도한 선속을 유지하다가 해빙에 충돌함으로서 발생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역의 기

상과 빙상(ice condition)을 고려한 안전속도(Safe Speed)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빙해역의 안전 운항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극지

의 해상 및 빙상 환경 조사 분석, 극지 운항 선박의 구조적 특

성 분석, 빙 충돌해석을 위한 극빙의 재료특성 연구 등 의 기

반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 하의 빙과 선

체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가능성을 평

가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 분야에

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

해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빙해역 안전운항 규칙의 현

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안전운항

속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빙해에 연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실

선 시험이나 현장 계측 연구에 근본적인 환경적 제약이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빙해역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험과 database

에 바탕을 두는 접근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결

국 선박의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적 방법

이 그 대안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선종(ice class), 규모 등 운

항 선박의 특성과 해역의 빙상 환경 고려하여 빙 충돌 시 선체의 

안전성 및 손상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빙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

속도(Safe Speed) 예측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

해서 합리적인 빙-선체 충돌 해석 표준 절차를 개발하여 빙-선체 

구조해석 안전속도 예측 및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안전속도의 개념

빙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빙 충돌에 의한 손상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 통상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선체 손상은 대체

로 과도한 속도로 운항할 때 해상의 유빙에 충돌함으로써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빙해역의 항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해속도(safe speed)를 규정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 안전운항속도는 해빙의 두께, 빙의 강도, 해류 기온, 풍

속 등 기상자료와 함께 선박의 쇄빙 성능을 감안하여 결정되

는데 선체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중요한 고려요소

가 된다. 빙 충돌 하중에 대응하기 위한 선체구조설계 과정을 

Fig.2에 개략적으로 보였다(Hiramatsu,2007).

본 고에서는 우선 가장 넓은 빙해역에 연하고 있어 가장 선

박의 빙해역 운항 경험과 실적 자료가 많이 축적된 러시아와 

캐나다의 안전운항속도 관련 기술개발 사례를 정리하였다.

그림 1 Damaged bow structure by ic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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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tructural design flow for ice loads

러시아에서는 Ice passport (혹은 Ice certificate)라는 개념

으로 빙해의 항해속도를 세계최초로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

써 선체구조 배치와 예상 빙상을 고려하여 빙해역에서의 안전 

운항속도를 제시한 바 있다. Maxutov&Popov(1981)는 안전속

도의 결정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선박의 쇄빙 성능 : 항주가능속도(attainable speed)

- 빙 충격에 선체의 구조 안전(강도)상 제한 조건

- 호송 시 최소 안전 거리 결정 등 기타 운항 지침 

이 개념은 Fig.3에 잘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항주가능속도

는 선박의 쇄빙성능과 엔진 파워에 따라 결정되는 운항 가능

한 최대 선속으로 빙해수조에서의 모형실험이나 간이 경험식

으로부터 얻어진 빙 저항 성능으로부터 얻어진다. 그러나 안

전속도는 이러한 추진성능 만으로 결정될 수 없고 빙해역의 

전형적인 문제인 빙 충돌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중요

한 제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항해 속도를 한계속도(limit speed)라고 하며 한계속도가 항주

가능속도 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채색된 영역이 안전속도 결

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시작된 러시아의 안전속도 개념은 1990년대 후반경 

좀 더 개선된 Ice Passport 를 CCG Pierre Radisson 에 적용

한 보고서(Likhomanov et al. 1997; Likhomanov et al. 1998)

로 발표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여기서는 다양한 빙상에 대한 

경험적, 준경험적 빙 저항 초기 추정법을 적용하였으며, 빙해

수조의 모형시험 혹은 빙해시운전을 통하여 신뢰도 높은 빙해

에서 항주가능속도곡선을 얻는 등 안전속도 기준에 대한 개선

된 기술적 접근 방법 채택하였다. 

그림 3 Sketch of safe speed diagram (Dolny et al, 2013)

이로부터 구해진 빙 하중에 대한 선체 국부구조 부재의 내

하 능력을 고려하여 선체의 구조 강도와 안전성을 고려한 극

한상태곡선(Critical state curves)을 결정한다. 이 때, 선체의 

구조거동은 보 이론에 기반한 간단한 극한강도 해석법을 적용

하여 추정한다.

러시아 못지않게 광대한 북극해 연안 면적을 보유한 캐나

다 역시 북극해를 통한 해운 물류의 필요성은 절실하기 때문

에 오랫동안 실제 북극해의 운항 경험과 함께 방대한 실적 자

료를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러시아와는 달리 오랜 빙 해역 

운항 경험과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약 40년간의 빙 해역 운

항자료 분석함으로써 빙해역의 빙상(Ice regime)에 따른 안전

속도 결정 절차를 개발하였다. Transport Canada에서 개발하

여 시행하고 있는 AIRSS(Arctic Ice Regime Shipping 

System)는 빙상과 선체 강도를 결합하여 빙해 운항 시 빙에 

의한 잠재적인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빙해의 

안전운항속도 추정하여 선박의 속도 규제에 적용하고 있다

(ENFOTEC, 1996)(Timco&Johnston, 2003).

이 AIRSS 의 핵심은 구조 강도에 대한 해석적 추정법을 적

용하는 러시아와 달리 실제 극지 해역 운항자료의 통계자료에 

바탕을 두는 철저히 비해석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IRSS는 다음과 같은 적용단계를 거친다. 

Step 1 : Characterize the Ice Regime

Step 2 : Determine the Class-dependent Ice Multipliers

Step 3 : Calculate the Ice Numeral

Step 4 : Decide whether to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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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빙상 조건 즉, Ice Regime을 정의하는 주요 요소는 

얼음이 Ice Regime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빙 집적도

(Ice concentration), 얼음의 두께와 나이로 분류된 해빙의 발

전 단계(Stage of development), 얼음이 녹은 정도(Stage of 

decay)와 주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얼음의 거칠기(Ice 

roughness) 등으로부터 정의된다.

이 빙상 조건과 선박의 내빙등급(CAC1~4, Type A~E)에 

따라 Ice Multiplier(IM)가 주어진다. 선박의 항로는 The 

Canadian Ice Service에서 제공하는 Ice Charts (Fig.4에 예

시)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캐나다 빙 해역의 

항해 구역 별 빙 집적도, 두께, 등 빙상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

으로 도시되어 있어 빙을 포함하는 기상 상태와 위험을 예상

하여 가장 통과하기 쉬운 항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Ice Multiplier를 전체 운항 경로에서 차지하는 운항 구

간별 비율을 곱하여 합한 값을 Ice Numeral (IN)이라고 하며 

이것은 항해 해역의 빙상과 선박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위험도를 하나의 파라미터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출항과 도착시간, 운

항선박의 손상기록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은 Nordreg data

에 축적되어 있다. 항구 간의 최단 경로와 구간별 거리는 주

어지고 속도 역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손상이 

없었던 선박과 손상이 발생했던 선박의 속도와 상관관계를 다

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Fig.5와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 있으

며 이 도표를 활용하여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3. 최근의 안전속도 연구 동향 

매우 가혹한 환경으로 볼 수 있는 빙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빙 충돌 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안

전속도의 추정 문제는 선박의 빙해 항해 능력과 한계를 규명

하고 빙해 운항에 따르는 위험도를 경감할 수 있는 전략적 선

택 수단으로 간주된다. 

최근 북극해 항로에 해운 및 조선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고, 극지 운항선박의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잠

재적인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극지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강

제화 코드 개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IMO에서도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해 연안국들에서 자제적인 필요성에 의

해 적용되어온 안전속도 개념을 발전시켜 공통적 체계를 갖는 

국제적 Regulation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활발하게 검토하고

그림 4 Egg code and Ice Charts (CCG 2012)

(a) Type B Vessels

(b) Combined Type B, D, and E Vessels

그림 5 Relation between safe speed & ice numeral 
(ENFOTEC,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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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7.1.1 발효 예정인 Polar Code에서 운항조건 판별

기준을 개발하는 중이며 극지운항제한평가 위험지수 

(POLARIS, Polar Operational Limit Assessment Risk 

Indexing System)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 측

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빙-선체 충돌 시나리오 개발, 충돌 시

나리오와 연계된 빙의 파괴 거동 추정 기법, 안전속도에 대응

되는 구조의 극한 상태 결정 등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

루어지고 있다.

설계 빙 충돌 시나리오를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해빙과 

육지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의 재료 특성을 달리 고려하

고, 빙판 가장자리에 선수부의 충돌 각도와  다양화하는 한편, 

일반적인 쇄빙현상 뿐만 아니라 래밍, 선회 시 선수, 선측 충

돌 등 경우에 따라 충돌 상황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빙 충돌의 역학적 해석을 위하여 간이 빙-선체 충돌 모델

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정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법이 

시도되고 있다. 선체에 작용하는 빙 압력의 추정을 위하여 빙 

역학 분야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굽힘, 압축, 전단 뿐만 아니

라 균열전파에 의한 취성파괴 등 빙의 형상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파괴 거동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결국 빙 압력 문제는 해석적 접근방법만으로는 합

리적인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실험 및 계측으로 보완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빙 충돌 시뮬레이션 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극지 분야 연구 현황으로 

판단할 때, 빙해역의 안전운항속도 추정법을 개발함에 있어서 

캐나다, 러시아 등과 같이 전적으로 현장 실험/계측 및 축적

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북극해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빙해 선박 운항 자

료 취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지 현장 실험/계측 자료

를 원하는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

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자료 의존성이 

덜한 정밀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법에 기반한 안전속도 추정

법 개발로 방향 설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빙해선박의 안전속도 추정의 기반 기

술로서 빙해역 운항 시 선체 구조의 안전성을 합리적으로 평

가하기 위한 빙 충돌 해석기술 연구 사례로서 평탄빙의 쇄빙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4.1 빙의 구성방정식 모델

빙의 기계적 성질은 온도, brine 함유율, 결정의 크기, 변형 

속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하게 변화한다. 빙 충돌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극빙의 재료특성에 대한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역시 실험/계측자

료의 축적을 통한 D/B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은 이

미 지적한 바 있다. 여러 학술 논문과 보고서에 부분적인 연

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계절적, 지역적으로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발표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과거 빙의 재료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변형도 속도 의존

성 재료모델이 적용된 바 있으나 재료특성 D/B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자료

를 얻을 수 있는 좀 더 간단한 파괴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시

도로서 변형도 비의존적이며 콘크리트 등 취성 재료의 항복현

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Drucker-Prager 항복조건을 결합하

는 재료모델을 적용햐였다. 추후에도 해빙의 재료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좀 더 현실성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빙판-선체 충돌 해석

빙이 선체에 충돌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쇄빙과

정에서 발생하는 평탄빙과의 충돌이 가장 일반적이며, 여기서

는 쇄빙 시 선박의 선수부와 평탄빙과의 충돌하는 상황을 고

려하였다. 쇄빙선이 두께 0.6m의 무한한 평탄빙을 각각 2 

m/s, 3 m/s, 4 m/s의 속도로 쇄빙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모형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대상선으로서 아라온호를 채택하고 평탄빙의 쇄빙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수부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기하학적 대칭조건을 고려한 1/2 대칭모델로 

해석하였고, 평탄 빙은 20(m)X40(m)X0.6(m) 크기의 직육면체

로 모델링하였으며, 충돌부위의 요소들을 상세하게 분할하였

다. 선체의 총 요소 수는 3,562개, 빙판의 총 요소 수는 

108,016개이다.

해수영역까지 모두 해석에 포함하여 유탄성 문제로 해석하

는 방안은 너무 막대한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해석조건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안전속도 추정에서는 비현실

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빙판 파괴거동 구현을 

위한 시도로 빙판의 밑면에 비선형 스프링을 배치하여 빙판의 

부력효과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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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odeling of ship structure – level ice 
collision

(a) Conceptual modeling of buoyancy

(b) Displacement-force curve

그림 7 Nonlinear spring model for buoyancy of ice 
sheet

실선의 빙저항에 대한 계측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결

과를 빙의 굽힘강도 280kPa, 560kPa의 모형빙에서 수행한 

아라온호의 모형쇄빙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8에서 쇄

빙중의 평탄빙의 파괴형상과 응력분포를 나타내었으며, Fig.9

에서 각각 3m/s 의 선속에서 빙 저항의 시계열을 보였다. 세

모점선은 280kPa, 네모점선은 560kPa의 굽힘강도에 해당되

는 빙 저항이다. 두 모델 모두 충돌에 의한 빙 접촉부의 파괴

만 관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시뮬레이션 기술로는 그 외

의 굽힘, 전단, 균열에 의한 현실적인 파괴모드의 구현이 미흡

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림 8 Failure mode of ice sheet

그림 9 Time histories of collision force (3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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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밀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법에 기반한 안

전속도 추정법을 개발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선진국의 기술 수

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방향

을 개괄하였다.

국내에서 빙해역의 안전운항속도 추정법을 개발함에 있어

서 현장 실험 및 계측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현실

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북극해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빙해 

선박 운항 자료 취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지 현장 실

험/계측 자료를 원하는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형장 자료에 의존성이 덜한 정밀 빙 충돌 시뮬레이션 기법

에 기반한 안전속도 추정법 개발로 방향 설정하는 것은 타당

해 보인다. 

그러나 정밀 비선형 유한요소법 기반의 충돌해석 기법은 

빙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결과의 신뢰성이 달라지며 다양한 

빙의 파괴 모드를 합리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

적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운항속도 추정을 위하여 빙-선체 충

돌 해석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남

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앞으로 관련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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