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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로로 페리선은 급선회 시 선박의 선미부 객실의 증개축으로 인한 무게중심 상승, 과도한 화물적재, 발라스트 부족 등으로 인한 복

원성 결여 및 고박 부실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복되어 해저에 침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체-구조 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급선회에 따른 빠른 침수 및 전복에 이어 침몰사고로 진척된 원인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고 당시의 동영상과 사진들을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선박의 정확한 자세를 구현하고, 이에 따른 화물 이동과

선체 외부의 해수 유입구와 선체 내부에서의 유입된 해수의 이동 경로에 따른 해수 유입량을 실선 부양 시뮬레이션 및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확히 검증하여 실선 침수⋅침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핵심용어 : 로로 페리선,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 침수 및 침몰, 부양 시뮬레이션,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 계산, 해수 유입량

Abstract : The Ro-Ro ferry ship capsized and sank to the bottom of the sea because of the rapid turning for several reasons, such as
lack of stability due to the center of gravity rise from the extension and rebuilding of the stern cabin, excessive cargo loading, and
shortage ballast, poor lashing,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ause of the ship’s rapid flooding,
capsizing, and sinking accident according to rapid turning scientifically and accurately using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 technique. Several tests were conducted for this cause investigation of the flooding and sinking accident correctly and objectively,
such as the realization of the accurate ship posture tracks according to the accident time using several accident movies and photos, the
validation of cargo moving track, and sea water inflow amount through the exterior openings and interior paths compared with the ship’s
posture according to the accident time using the floating simulation and hydrostatic characteristics program calculation, and the
performance of a full-scale ship flooding⋅sinking simulation.

Key words : Ro-Ro ferry ship,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analysis technique, flooding and sinking, floating simulation, calculation
of hydrostatic characteristics program, seawater i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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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4년 4월 16일 08시 49분경 Fig. 1의 로로 페리선 세월호

(LOA 145.61m, LPP 132.00m, B 22.00m, D 7.67m)는 선미부

객실의 증개축으로 인한 무게중심 상승, 과도한 화물적재, 발

라스트 부족(Lee, 2016a; SIC, 2018a; SIC, 2018b) 등으로 인한

복원성 결여와 고박 부실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남 진도

군 병풍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변침을 하던 중 급선회하

면서 좌현으로 과도한 외방 경사가 발생하여 전복되고 침몰하

였다. 세월호는 일반적인 선박과는 달리 급선회가 발생한 후

약 25분 후 90도, 31분 후 120도로 경사졌으며, 약 88분 후 약

167도로 전복되어 선수부만 수면 위로 남겨놓았으며 이틀 후

해저로 침몰하였다.

Fig. 1 General arrangement of Ro-Ro ferry Se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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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해저에 침몰한 후 2017년 4월 10일 목포 신항에

안치되기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2014), 해양안전

심판원(KMST, 2014)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Lee,

2016a; Lee 2016b) 등의 여러 기관에서 세월호의 급선회 및

침수·침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들을 수행하였지

만,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이어서 침몰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

한 자료들이 다소 미비한 상황이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안치된 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후 선조위라 칭함)를 중

심으로 세월호의 많은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국내외 용

역(SIC, 2018a; SIC, 2018b)을 통하여 많은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차량 갑판에서의 7개 블랙박스를 통한 차량 등의 급선회 및

큰 각도의 경사에 따른 이동(shifting) 뿐 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서의 해수가 침수되는 개구부와 유입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형선의 급선회 및 침수⋅침몰 실험 등을 통하여

파악한 부분을 검증할 수 있었지만 약 135도 이상의 경사 후

의 침수⋅침몰 과정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였다(SIC, 2018a;

SIC, 2018b).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의 인양 전에 파악하였던

자료를 바탕으로 LS-DYNA 코드(LSTC, 2013)의 유체-구조

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해석기법(Aquelet et

al., 2000; Souli et al., 2006)을 사용하여 수행한 416세월호참

사 특별조사위원회(이후 특조위라 칭함)의 급선회 및 침수·침

몰 원인규명 연구를 세월호 인양 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세월호가 급선회하여 전복되고 침몰하는 과정을 과학적으

로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이고 정

확한 계산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침몰

에 이르는 과정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 사고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이 가장 유일하고 객관적일 것이다.

정확히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작업이다. 주관적인 견해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

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특조

위의 수집자료와 선조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세월호의 침수

⋅침몰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선내 해수 유입량 계산

선내 해수 유입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월호가

급선회 사고 당시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초기 급경사 이

후 침몰에 이르기까지 사고 시간별 선체의 선수미 흘수 및 횡

경사 등의 선체 자세(posture) 거동과 해수가 침수되는 개구

부와 유입된 해수가 선체 내부에서 이동하여 침수되는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조위의

수집자료 중 해경 123정의 동영상을 분석하여 침수⋅침몰사고

의 시간별 선수미 흘수 및 횡경사 등의 거동을 파악하여 선체

자세 부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생존자 진술, 차량 갑판

에서의 블랙박스 영상 및 선조위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체

거동 및 침수 상황 등을 재구성하고, 부양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구획 별 해수가 유입되는 개구부들의 침수 시작시간을 고

려하여 선내 해수 유입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선수 갑판 화물

의 해상으로의 유실과 각 갑판에 적재되어있는 화물의 거동은

급선회 및 자세 부양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고, 각 경과 시

간에서의 선체 자세에 대한 배수량을 부양 시뮬레이션과 유체

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hydrostatic characteristics program)

의 계산을 수행하여 순수하게 선내에 유입된 해수 유입량을

검증하였다.

2.1 침수 구획 모델링 및 용적

세월호 선내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 전체

침수 구획을 모델링하였다. Fig. 2는 해수 유입량을 추정하기

위해 연돌을 포함한 전체 침수 구획과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

으며, 각 갑판에 유입될 수 있는 최대 유입량은 Table 1에 요

약하였다. Fig. 3은 선내 탱크의 구획으로서 연료유, 청수, 발

라스트 및 void 탱크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탱크 구획 별 용

적도 병기하였다. 각 갑판의 해수 유입량은 가구, 화물 및 엔

진 등에 의한 체적을 고려하여 Brookes Bell의 보고서(2018)

의 표준 침수율을 적용하였고, 최대 침수량의 90∼95%로 가

정하였다.

(a) Ro-Ro ferry Sewol

(b) deck flooding section

(c) engine room & chimney

Fig. 2 Ro-Ro ferry Sewol and flooding s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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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tanks

(b) void tanks

Fig. 3 Tank flooding section model & volume

Table 1 Amount of flooding section according to deck

item displ.
(m3)

weight
(ton)

rate of
flooding(%)

max.
flooding(ton)

Navi. Deck 2,736 2,804 95 2,664

A Deck 4,247 4,353 95 4,136

B Deck 4,290 4,397 95 4,177

C Deck 9,610 9,850 90 8,865

D Deck 14,140 14,494 90 13,044

E Deck cargo 3,306 3,389 90 3,050

E Deck etc. 11,530 11,764 46 5,383

Total 49,859 51,051 81　 41,319

각 공간의 해수유입 가능율을 감안하면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총 양은 41,319톤이다. E 갑판은 화물창을 포함하여 36개

의 크고 작은 기계실, 격실 그리고 탱크 등이 있다. 외부로부

터 직접 또는 C 갑판과 D 갑판 사이, D 갑판과 E 갑판 사이

그리고 E 갑판 내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곳은 12곳이었다. 복원성 확보를 위한 구획, 평형수,

연료 그리고 청수 등을 저장하는 탱크 24곳은 선조위 조사 결

과 해수유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해수 유입구 및 선내 침수 경로

해수 유입구 및 선내 침수 경로는 선내의 해수 침수과정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Fig. 4는 각 갑판별 해수 유입구의

위치와 선내 침수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선조위 보고서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자체 조사 및 검토한 결과 선체

외부에서 해수가 유입되는 유입구는 31개소이며, 선체 내부의

침수경로는 20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로부터 직접 유입

되는 개구부를 갑판별로 살펴보면 항해 선교, A 및 B 갑판은

주로 문으로 유입이 되었고, C, D 및 E 갑판은 통풍통과 루프

통풍구를 통해 유입되었다. 특히 C 갑판과 트윈 갑판으로 통

하는 차량 이동통로 벽체인 방수포 천막과 5번 창문을 통해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Navigation bridge deck

(b) A deck

(c) B deck

(d) C deck

(e) tarpaulin tent opening(CT18) in C & Tween deck
stern(1.4m & 1.2m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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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pening to D deck

(g) opening to E deck

(h) slope way between C & D decks

(i) inboard flooding paths between D & E decks

(j) inboard flooding paths on E deck

Fig. 4 Seawater inflow openings & inboard flooding paths

on each deck

2.3 시간 경과별 선박 자세(선수미 흘수 및 횡경사)

해경 123정의 동영상 등을 분석한 사고 시간 경과별 선수미

흘수 및 횡경사를 조사하였다. Fig. 5는 각각 시간 경과에 따

른 선박 자세를 실제 사진과 부양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

여 보여주고 있고, Fig. 6은 선박 자세에 따른 선체와 화물의

부양 시뮬레이션에 의한 횡경사와 무게중심 높이를 자유 수면

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실제 사고 당시의 사진과 부양 시뮬

레이션 결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 경과 시간에 따른

선체 자세를 매우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09:34:03, 52.2° heeling state

(b) 09:39:10, 54.9° heeling state

(c) 09:45:03, 57.3° heeling state

(d) 09:50:22, 62.6° heeling state

(e) 09:54:35, 64.4° heeling state

(f) 10:15:36, 90.0° heeling state

(g) 10:17:06, 108.1° heeling state

(h) 10:18:15, 113.0° heeling state

(i) 10:19:47, 115.4° heel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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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0:20:36, 117.8° heeling state

(k) 10:21:15, 119.6° heeling state

(l) 11:18:00, 167.0° heeling state

Fig. 5 Ro-Ro ferry Sewol posture according to time

Fig. 6 Responses of rolling angle & weight center of ship

according to time

2.4 생존자 진술에 따른 급선회 침수⋅침몰 상황 재구성

여러 생존자들의 진술은 세월호의 급선회 시와 해수 침수

시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확인시켜주므로 각 단계 마다 객

실의 해수 유입량을 추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므로 생존

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체 해수 유입량 계산의 상황을 재

구성하였다. Fig. 7은 생존자들의 진술 중 B 갑판에서의 생존

자 진술에 따른 탈출 경로와 객실의 침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구조 장면을 발췌하였다.

(a) escape paths of Mr. Ko & Mrs. Lee in B deck

(b) Mr. Ko

(c) Mrs. Lee

Fig. 7 Rapid turning capsize & flooding situation, escape

paths in survivor statements

2.5 선박 자세에 따른 화물 이동 시뮬레이션과 해수 유입

세월호의 초기 전복과정은 AIS 항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의 타각, 선속, GoM 및 화물 고박상태 등을 고려하

여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실제 해수에서의 급선회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규명하였고(Lee, 2016), 선수 갑판과 선내의 화

물 거동 예측, 개구부에서의 해수 유입 시작 시간 추정과 선박

자세에 따른 배수량 계산을 위해 화물 이동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Fig. 8은 시간에 따른 화물 이동과 선박의 전복 및

침몰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개구부의 해수 유입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화물 이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고, 각 단계

(step) 별 해수 유입 시작시간과 횡경사 각도를 Table 2에 요

약하였다.

(a) stem por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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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ern port view

Fig. 8 Cargo shifting simulation response behavior

according to ship posture

Table 2 Seawater inflow starting time through openings

and rolling angle according to step

step opening location time rolling angle(°)

1

ECO E deck hull 8:50:01 44.6

CE11 C deck hull 8:50:03 46.8

CC17 C deck 8:50:05 50.5

CE1 C deck 8:50:07 52.1

CE10, CE12 C deck hull 9:34:03 52.2
2

CT18 C deck hull 9:37:06 54.2
3

CC4 C deck 9:42:57 56.0
4

CD2 C deck 9:46:18 60.4

5 BB9 B deck 9:46:18 60.4

CE5 C deck 9:48:32 62.2

6
BB10 B deck 9:48:59 62.3

AA6, AA8 A deck 9:54:52 64.5

CD6 C deck 9:58:22 65.7

7
B7, B8 B deck 10:01:34 66.8

CD3 C deck 10:01:34 66.8

NN8 Navi. deck 10:07:41 68.9

8

AA7 A deck 10:08:09 70.6

AA5 A deck 10:08:19 71.2

NN7 Navi. deck 10:08:31 71.9

NN6 Navi. deck 10:08:41 72.5

- - 10:09:03 73.8

9

BB6 B deck 10:09:30 74.9

BB12 B deck 10:11:12 79.1

NN3 Navi. deck 10:13:16 84.2

- - 10:16:13 97.4

10

CC7 C deck 10:16:28 100.4

AA4 A deck 10:16:55 105.8

NN2 Navi. deck 10:16:56 106.0

NN1 Navi. deck 10:17:01 107.0

BB3, BB4 B deck 10:17:38 110.4

AA2 A deck 10:17:38 110.4

CD8 C deck 10:17:54 111.5

11 A1, A3 A deck 10:17:54 111.5

- - 10:19:13 114.5
12

- - 10:21:15 120.0
13

CD9 C deck 10:22:13 159.0
14 - - 11:18:00 167.0

2.6 사고 당시의 화물적재 상태

인천항 CCTV, 선내 CCTV 자료, Brookes Bell의 보고서

및 선조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사고 당시의 화물적재 상태를

추정하여 Table 3에 요약하였다. 화물은 차량 185대, 컨테이너

81개, 철근 239묶음, 잡화 170여 가지 등 총 2207.96톤이 실렸

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형수는 컨트롤 판넬 및 선원 진술 등

을 토대로 총 799.04톤, 연료유와 청수는 출항 시부터 사고 당

시까지의 사용량을 추정하여 연료유는 176.98톤 청수는 367.50

톤이 적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경하중량 6,232.72톤,

승객 39.87톤, 식자재 4.00톤 및 DWT Constant 134.40톤으로

사고 당시의 총 배수량은 9,784.03톤으로 추정하였다.

Table 3 Weight of shipping cargoes, ballast water, fuel and

fresh water at accident

item mass(ton) item mass(ton)

Cargo

Tween Deck 44.03

Ballast
water

F.P.T (C) 0.04

C Deck 753.26 No. 1 (C) 80.50

D Deck 1,128.08 No. 2 (C) 202.25

E Deck 282.59 No. 3 (P) 0.86

total 2,207.96 No. 3 (S) 0.86

Fuel oil

No. 1 (P) 68.16 No. 4 (C) 144.54

No. 1 (S) 68.16 H.T (P) 62.95

No. 2 (P) 20.33 H.T (S) 83.71

No. 2 (S) 20.33 No. 5 (P) 108.66

total 176.98 No. 5 (S) 109.77

Fresh
water

No. 1 (P) 106.04 No. 6 (C) 0.35

No. 1 (S) 108.51 A.P.T (C) 4.55

No. 2 (C) 152.95 total 799.04

total 367.50 DWT Constant 134.40

Provision 4.00 Light weight 6,232.72

Passenger/Crew 39.87 Displacement 9,784.03

2.7 선수갑판의 화물 유실 및 평형수 유출

시간 경과별 해수 유입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구부를 통하

여 유입되는 해수 유입량도 중요하지만, 세월호에서 유실되는

화물량과 유출되는 평형수량도 반드시 계산하여 반영되어야

하므로, 선수갑판의 화물 유실량과 1번 및 4번 평형수 유출량

을 계산하였다.

선수갑판의 화물은 전복과정에서 점차 유실되었으며, Fig.

8과 같이 화물 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전복과정에서의

화물유실 과정을 통하여 추정하였고, Fig. 9와 같이 횡경사 시

의 선수갑판 화물의 배치와 비교 검증하여 각 단계별 화물유

실량을 Table 4에 요약하였다.

세월호가 전복할 당시, 항공기 촬영 열적외선 영상에 의하

면 세월호의 선저 표면이 온도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료유는 연료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가열하여 사용하므로, 1

번 및 2번 연료탱크는 온도가 높아 하얀색으로 밝게 표시되어

있었으나, 2번 및 5번 평형수 탱크 및 우현 힐링 탱크는 바닷

물의 명도와 유사하게 검게 표시되고 있어 평형수가 적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번 void 탱크와 3번 및 4번 평형

수 탱크는 유사한 밝기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조건인

비어있는 공간으로 판단된다. 2번 void 탱크와 3번 평형수 탱

크는 출항 당시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번, 4번 및 5

번 평형수 탱크는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항상 채우고 다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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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그러나 Fig. 10에서와 같이 4번 평형수 탱크가 비어있는 것

은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4번 평형수는 D 갑판 외판과 연결된

통풍관을 통해서 평형수의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1번 평형수

탱크 또한 통풍관이 C 갑판 외판과 연결되어 있어 Fig. 11과

같이 경사각에 따라서 유출과 유입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SIC, 2018a; SIC, 2018b).

Fig. 9 Falling cargoes to seawater from C forecastle deck

Table 4 Amount of change of cargo and ballast water(ton)

step time rolling
angle(°)

C fo’c’sle deck No. 1 B.W.T. No. 4 B.W.T.

mass change mass change mass change

1 - 0.0 406 0 81 0 145

9:34:03 52.2 239 -167 20 -61 101 -442
9:37:06 54.2 239 0 17 -3 96 -53
9:42:57 56.0 239 0 16 -1 92 -44
9:46:18 60.4 239 0 11 -5 81 -115
9:48:32 62.2 239 0 10 -1 80 -16
9:58:22 65.7 234 5 56 +46 97 +177
10:07:41 68.9 184 -50 79 +23 115 +188
10:09:03 73.8 134 -50 71 -8 104 -119
10:16:13 97.4 0 -134 32 -39 55 -4910
10:17:54 111.5 0 0 20 -12 38 -1711
10:19:13 114.5 0 0 62 +42 76 +38

12
10:21:15 120.0 0 0 7 -55 96 +20

13
10:22:13 159.0 0 0 0 -7 16 -80

14 11:18:00 167.0 0 0 0 0 7 -9

Fig. 10 Thermal infrared images(coast guard patrol aircraft)

(a) inflow seawater (b) outflow seawater

Fig. 11 Inflow & outflow seawater of No. 1 & 4 B.W.T.

2.8 주요 단계별 해수 유입량 계산

선내 해수 유입량은 08:50:01∼11:18:00(44.6°∼167.0°) 사이

의 주요 횡경사마다 갑판별로 침수되는 유입량을 14단계로 나

누어 계산하고 합산하여 총 해수 유입량을 계산하였다. 시간

경과 별 세월호 자세(선수미 흘수 및 횡경사) 및 화물 이동 시

뮬레이션에서 각 단계의 선체 거동에 따른 FSI 해석기법을 사

용한 부양 시뮬레이션과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선내로 유입되는 해수 유입량을 측정하였다.

단계별 최대 해수 유입량은 각 횡경사 각도에서의 수면 하 체

적과 선수갑판에서 해상으로 유실된 화물량 및 평형수의 유출

량을 제외한 선박 배수량과의 차이를 통해 계산되었다. 주요

횡경사 마다 갑판별로 침수되는 14단계의 계산 결과 중에서

단계 1, 7 및 9에 대하여 선내 해수 유입량 계산 결과를 요약

하여 나타내었다.

2.8.1 단계 1(08:50:01∼09:34:03, 횡경사 44.6°∼52.2°)

화물구역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세

월호가 급선회하며 초기 전복되는 과정에서 해수가 처음 유입

되는 시간과 각도를 확인하였고, 초기 경사 이후 Fig. 12와 같

이 09:34:03, 52.2° 횡경사 상태가 되기까지의 해수 유입량을

단계 1에서 계산하였다. E 갑판 EC0 배수구, C 갑판 외판의

CE11 루프 통풍구 및 C 갑판 CE1 통풍구를 통하여 해수가

최초 유입되었다. Table 4의 단계 1에서 선수갑판의 총 화물

량 406톤 중 167톤이 유실되었으며, Fig. 11(b)에서와 같이 선

체가 기울어지면서 외판과 연결된 통풍관을 통하여 1번 및 4번

평형수 탱크에서 각각 61톤 및 44톤의 평형수가 유출되었다.

(a) floating simulation

(b) hydrostatics characteristic program calculation

Fig. 12 Floating simulation & hydrostatic characteristic

program calculation for seawater inflow estimation

in step 1

Fig. 12(b)와 같이 횡경사각 52.2°에서의 유체정역학적 특성

치 프로그램 계산 결과에 의한 총 용적(배수량)에서 해상에

유실된 화물과 평형수 유출량을 제외하면 Table 5에서와 같

이 단계 1에서는 869톤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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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ximum inboard seawater inflow amount at

rolling angle 52.2°(09:43:03)

volume under surface 10,128 m3(10,381 ton)

displacement at accident 9,784 ton

loss in weight

cargo 167 ton

No. 1 B.W.T. 61 ton

No. 4 B.W.T. 44 ton

max. seawater inflow amount 869 ton

횡경사각 52.2°에서의 유입된 해수를 포함한 선체의 무게중

심과 부력중심이 수면과 수직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어 정적 평형상태를 이루게 되면 선체에 유입된 해수량과

분포가 정확히 계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최대 해수

유입량을 기반으로 Fig. 13과 같이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부

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내에서 해수의 흐름을 파악하여

선내에 유입된 해수 분포 및 갑판별 해수의 유입량과 무게중

심을 계산하였고, Fig. 12(b)의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

계산에 의한 배수량과 부력중심을 Table 6과 같이 비교 검증

하였다.

Fig. 13 Seawater inflow behavior in step 1

Table 6 Comparison between hydrostatic characteristic

program calculation and floating simulation result

in step 1

hydrostatic characteristic calculation floating simulation

displacement
(ton)

B.O.G weight
(ton)

C.O.G
x y z x y z

10,381 56.383 0.401 -2.709 10,385 56.383 0.402 3.816

2.8.2 단계 7(09:58:25∼10:07:41, 횡경사 65.7°∼68.9°)

단계 7은 거의 모든 개구부에서 해수 유입이 되는 단계로

Fig. 14에서와 같이 10:07:41, 68.9° 횡경사 상태가 되기까지의

해수 유입량을 계산한 결과 총 6,326톤의 해수가 추가 유입되

고, 선미부의 CD2 통풍구를 통해 가장 많은 1,356톤(약

21.4%)이 유입되었다. C 갑판과 트윈 갑판 선미의 방수막 유

입구를 통하여 137톤의 해수가 유입되었다. Table 4와 같이

단계 7에서의 선수갑판 화물은 406톤 중 222톤의 화물이 유실

되고 184톤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1번 평형수 탱크는 2톤, 4

번 평형수 탱크는 30톤의 평형수가 각각 유출된 상태이다. 1

번 및 4번 평형수 탱크의 유출량이 단계 6에서 단계 7의 과정

으로 진행되면서 56톤에서 79톤, 97톤에서 115톤으로 각각 늘

어났다. 이는 1번 및 4번 평형수 탱크가 Fig. 11(a)와 같이 외

판과 연결된 통풍관을 통해서 해수가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C 갑판에 유입된 해수는 D 갑판으로

차량 이동통로를 통해 내부 이동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총

525톤의 물이 이동하였다.

Fig. 14(b)와 같이 횡경사각 68.9°에서의 유체정역학적 특성

치 프로그램 계산 결과에 의한 총 용적(배수량)에서 해상에

유실된 화물과 평형수 유출량을 제외하면 Table 7에서와 같

이 단계 7에서는 12,612톤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다.

(a) floating simulation

(b) hydrostatics characteristic program calculation

Fig. 14 Floating simulation & hydrostatic characteristic

calculation for seawater inflow estimation in step 7

Table 7 Maximum inboard seawater inflow amount at

rolling angle 68.9°(10:07:41)

volume under surface 21,602 m3(22,142 ton)

displacement at accident 9,784 ton

loss in weight

cargo 222 ton

No. 1 B.W.T. 2 ton

No. 4 B.W.T. 30 ton

max. seawater inflow amount 12,612 ton

횡경사각 68.9°에서의 선체에 유입된 해수량과 분포의 검증

을 위하여 최대 해수 유입량을 기반으로 Fig. 15와 같이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부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내에 유입

된 해수 분포 및 갑판별 해수의 유입량과 무게중심을 계산하

였고, Fig. 14(b)와 같이 횡경사각 68.9°에서의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 계산에 의한 배수량과 부력중심을 계산하여

Table 8과 같이 비교 검증하였다.

Fig. 15 Seawater inflow behavior in ste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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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between hydrostatic characteristic

program calculation and floating simulation result

in step 7

hydrostatic characteristic calculation floating simulation

displacement
(ton)

B.O.G weight
(ton)

C.O.G
x y z x y z

22,142 58.878 1.506 -4.105 22,142 58.879 1.509 -2.705

2.8.3 단계 9(10:09:03∼10:16:13, 횡경사 73.8°∼97.4°)

단계 9에서는 Fig. 16과 같이 10:16:13, 97.4° 횡경사 상태가

되어 항해 선교갑판을 통해 처음으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

여 6,934톤이 유입되었으며, 항해 선교, A 및 B 갑판을 통해

3,436톤(49.6%)이 유입되었으며 횡경사를 빠르게 진전시킨 주

요 요인이 되었다. C 갑판과 트윈 갑판 선미의 방수막 유입구

를 통하여 263톤의 해수가 유입되었다. 그리고 E 갑판의 내부

개방된 문 및 해치 등을 통해 가장 많은 내부이동이 일어났다.

선수갑판의 화물량 406톤은 모두 유실된 상태이며, 1번 평형

수 탱크는 49톤, 4번 평형수 탱크는 90톤의 평형수가 각각 유

출된 상태이다. 단계 9에서는 Fig. 11(b)에서와 같이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외판과 연결된 통풍관을 통하여 1번 및 4번 평

형수 탱크의 평형수가 유출되었다.

Fig. 16(b)와 같이 횡경사각 97.4°에서의 유체정역학적 특성

치 프로그램 계산 결과에 의한 총 용적(배수량)에서 해상에

유실된 화물과 평형수 유출량을 제외하면 Table 9에서와 같

이 단계 9에서는 20,756톤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다.

(a) floating simulation

(b) hydrostatics characteristic program calculation

Fig. 16 Floating simulation & hydrostatic characteristic

program calculation for seawater inflow estimation

in step 9

Table 9 Maximum inboard seawater inflow amount at

rolling angle 97.4°(10:16:13)

volume under surface 29,250 m3(29,982 ton)

displacement at accident 9,784 ton

loss in weight

cargo 419 ton

No. 1 B.W.T. 49 ton

No. 4 B.W.T. 90 ton

max. seawater inflow amount 20,756 ton

횡경사각 97.4°에서의 선체에 유입된 해수량과 분포의 검증

을 위하여 최대 해수 유입량을 기반으로 Fig. 17과 같이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부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내에 유입

된 해수 분포 및 갑판별 해수의 유입량과 무게중심을 계산하

였고, Fig. 16(b)와 같이 횡경사각 97.4°에서의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 계산에 의한 배수량과 부력중심을 계산하여

Table 10과 같이 비교 검증하였다.

Fig. 17 Seawater inflow behavior in step 9

Table 10 Comparison between hydrostatic characteristic

calculation and floating simulation result in step 9

hydrostatic characteristic calculation floating simulation

displacement
(ton)

B.O.G weight
(ton)

C.O.G
x y z x y z

29,982 55.844 2.388 -5.521 29,983 55.845 2.388 -4.856

2.9 선내 누적 해수 유입량

Table 2에서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선체 거동에 따라 각

유입구의 면적 및 유입 시간을 산정하여 유입 시간 동안의 선

내 해수 유입량을 계산하였으며, Table 5, 7 및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양 시뮬레이션 및 유체 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

램 계산을 수행하여 유입된 선내 해수 유입량과 유입 가능한

최대 선내 해수량을 계산하였다.

Table 11은 외부 개구부를 통한 각 갑판 내부의 해수 유입

량 및 최대 갑판 해수 유입량을 요약하였고, Table 12는 갑판

별 해수 유입이 진행되면서 선내로 유입된 해수의 선내 경로

를 통한 이동 후의 유입 용량과 누적 갑판 해수 유입량을 보

여주고 있다. Table 11 및 12에서 볼 수 있듯이 단계 14까지

총 누적 해수 유입량은 41,148톤 이고, C 갑판 개구부를 통해

유입된 해수량은 17,598 톤으로 42.8% 가 유입되었다. C 갑판

과 트윈 갑판 선미의 방수막 유입구(CT18)는 단계 4(56.0°)에

서 해수 유입이 시작되어 단계 11(114.5°)에서 4,798톤, 단계

12(120°)에서 1,594톤, 단계 13에서 1,282톤이 유입되어 누적

유입량은 9,496톤으로 총 유입량 41,148톤의 23.1%로 가장 많

은 해수가 유입되었다. 각 구획별 최대 침수 용량이 제한적이

므로 해수 유입량이 가장 큰 C 갑판의 경우 상당한 양의 해수

가 D 갑판으로 이동되었다.

3. 고찰 및 결론

세월호의 급선회, 침수 및 침몰 시의 객관적인 사진과 동영

상 자료를 바탕으로 부양 시뮬레이션과 유체정역학적 특성치

프로그램 계산을 이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해수 침수량을

계산하였다. 사고 당시의 화물적재 상태는 인천항 CCTV, 선



로로 여객선의 침수 및 침몰사고 원인규명

- 273 -

Table 11 Inboard seawater inflow amount into each deck according to step

step time rolling angle(°) Navi. bri. deck
(2,663 ton)

A deck
(4,136 ton)

B deck
(4,177 ton)

C deck
(8,865 ton)

D deck
(13,044 ton)

E deck
(8,433 ton)

total
(41,319 ton)

1 9:34:03 52.2 - - - 600 - 269 869

2 9:37:06 54.2 - - - 648 - 328 976

3 9:42:57 56.0 - - - 700 - 515 1,215

4 9:46:18 60.4 - - - 1,034 - 820 1,854

5 9:48:32 62.2 - - 6 1,537 81 960 2,583

6 9:58:22 65.7 - 321 293 2,187 1,899 1,586 6,286

7 10:07:41 68.9 - 945 975 3,671 3,689 3,331 12,612

8 10:09:03 73.8 - 1,238 1,298 4,064 3,802 3,445 13,847

9 10:16:13 97.4 1,005 2,834 2,133 6,023 4,827 3,935 20,756

10 10:17:54 111.5 1,792 4,027 3,243 6,871 5,020 3,993 24,946

11 10:19:13 114.5 2,557 4,128 4,164 13,558 6,125 4,353 34,884

12 10:21:15 120.0 2,663 4,136 4,177 16,009 6,921 4,677 38,583

13 10:22:13 159.0 2,663 4,136 4,177 17,315 7,192 5,116 40,599

14 11:18:00 167.0 2,663 4,136 4,177 17,598 7,312 5,262 41,148

Table 12 Accumulated seawater inflow amount into each deck after transference through inboard paths

step time rolling angle(°) Navi. bri. deck
(2,663 ton)

A deck
(4,136 ton)

B deck
(4,177 ton)

C deck
(8,865 ton)

D deck
(13,044 ton)

E deck
(8,433 ton)

total
(41,319 ton)

1 9:34:03 52.2 - - - 600 - 269 869

2 9:37:06 54.2 - - - 648 - 328 976

3 9:42:57 56.0 - - - 700 - 515 1,215

4 9:46:18 60.4 - - - 1,034 - 820 1,854

5 9:48:32 62.2 - - 6 1,537 221 820 2,583

6 9:58:22 65.7 - 321 293 2,187 2,222 1,263 6,286

7 10:07:41 68.9 - 945 975 3,146 4,649 2,896 12,612

8 10:09:03 73.8 - 1,238 1,298 3,302 4,788 3,222 13,847

9 10:16:13 97.4 1,005 2,834 2,133 5,042 6,518 3,225 20,756

10 10:17:54 111.5 2,838 3,071 3,153 8,001 5,090 2,793 24,946

11 10:19:13 114.5 2,562 4,118 4,169 8,538 11,155 4,343 34,884

12 10:21:15 120.0 2,663 4,136 4,177 8,659 11,969 6,979 38,583

13 10:22:13 159.0 2,663 4,136 4,177 8,865 12,952 7,806 40,599

14 11:18:00 167.0 2,663 4,136 4,177 8,865 12,980 8,327 41,148

내 CCTV 자료, Brookes Bell 및 선조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정확히 적용하였다.

급선회에 따른 빠른 침수 및 전복에 이어 침몰사고로 진척

된 원인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FSI 해석기

법을 이용하여 선내 침수⋅침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내

해수 침수과정을 구현하였으며, 객관적으로 계산하여 추정한

해수 침수량과 비교 검증하였다. 해수는 최초 E 갑판 하단 선

체 외판의 배수구와 C 갑판 외판의 루프 통풍구를 통해 C 갑

판과 E 갑판으로 유입되었고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C 갑판

과 트윈 갑판의 선미의 방수막으로 가려진 큰 유입구로 다량

의 해수가 유입되었고, 단계 9 이후 선체가 매우 빠르게 전복

되었다.

사고 당시 해수 유입량, 화물의 무게, 연료유, 청수 그리고

평형수 등을 계산하였고, 계산 결과를 FSI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중량 및 중량 중심이 모두 정확히 계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사고 선박의 침수⋅침몰 과정

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체 해수 유입량 계산 프로그

램을 엑셀 베이스로 개발하였고, FSI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실

제 사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 방법론은 향후 유사 사례

에 대한 사고원인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세월호의 급선회에 따른 빠른 침수 및 전복에 이은 침몰사

고로 진척된 주요 원인은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급속하게

횡경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빠른 침수 및 전복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큰 개구부와

배수구 통풍구에 대하여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역류 방지 장

치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빠른 침수 및 전복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장 많은 해수의 유입이 발생한 C 갑판과

트윈 갑판의 선미의 방수막의 경우 타포린 재질의 천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건현 갑판 위의 부분에 큰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 수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

은 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량의 해수 유입에 의한 빠른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개구부는 수밀 구조

로 설치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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