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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asured Data Analysis of Berthing 

Velocity for Safe Berthing

Lee, Sang Won

Department of Offshore Plant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When designing mooring facilities for harbor and dock facilities, the port 

facility manager should consider the berthing energy of the approaching 

ship.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rectly estimate the ship’s berthing 

velocity, which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berthing energy. Therefore, 

it is analyzed statistically based on the measured data. The ‘Brolsma 

curve’, which is widely referred to worldwide as the data on the berthing 

velocity, is the data collected in the 1970s. However,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current situation because it is not reflected in the 

enlargement of the ship and the development of the mooring ability in the 

port fac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criteria of the 

new design berthing velocity by analyzing the actually measured ship 

berthing velocity recently. 

In this study, I try to derive a new criterion by analyzing the ber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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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data observed from a tanker terminal in Korea.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ference data related to 

the berthing velocity complements the ‘Port and Fishing Design Standards 

(2014)’and the improvement plan is prepa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basic data that can be referenced in the design of mooring 

facilities by numerical analysis of the actual data analysis results.

The actual data of the berthing velocity used in this study is measured 

at a tanker terminal operated by three jetties located in Korea for about 

17 months and the total number of data is 207.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tual data by jetty and ship size,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data are within the design berthing velocity of each jetty.

In order to apply the actual data of berthing velocity to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the frequency of berthing velocity was converted into 

histogram and compared with the three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normal 

distribution, lognormal distribution and Weibull distribution. To find the 

most suitabl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I conduct the goodness of fit 

test such as K-S test, A-D test and Q-Q plot. As a result, lognormal 

distribution was most suitable for the ship which was in laden condition 

and Weibull ditribution was most suitable in the case of ballast condition. 

Based on the results, I developed a method to calculate and use the 

predicted value of berthing velocity derived from the concept of 

probability of exceedance. 

The relationship curve between the berthing velocity and the DWT was 

derived by using the relation between the ship’s specification and ship 

size. Using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onal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the confidence intervals of 50, 75, 90, 95, 98, and 99% 

were derived and rearranged into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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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estimate the proper berthing velocity 

according to ship size through analysis of actual data. It is necessary to 

revise old reference paper for berthing velocity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reality such as the data of 'Harbor and Fishing Design Standards'. 

However, since the actual data used in this study is limited to domestic 

tanker terminal,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collected from various types of vessels and ports. The ultimate goal is to 

develop the new relationship curve between the vessel size and the 

berthing velocity that can replace Brolsma curve.

KEY WORDS : Berthing velocity 접안속도;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확률분포함수; Probability of exceedance 초과확률;  Confidence 

level 신뢰수준; Linear regression analysis 선형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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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실측 접안속도 분석에 

관한 연구

이 상 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플랜트운영학과

초 록

현재 항만 및 부두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 항구에 접근하는 선박의 접안에

너지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접안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

박 접안속도를 직접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측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통계

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안속도에 대한 자료로 전 세계적으로 많

이 참조하고 있는 ‘Brolsma curve’는 데이터 자체가 1970년대에 수집된 

자료로써 선박의 대형화 및 계류시설의 발전에 대한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에 실제로 측정된 

선박 접안속도를 분석하여 새로운 설계 접안속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탱커부두에서 실측된 접안속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접안속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접안속도와 관련한 국내

외 참고문헌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국내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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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실측 데이터 분석 결

과를 수치화 하여 계류 시설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작하

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접안속도의 실측데이터는 3개의 Jetty로 구분되어 운

영되는 국내의 한 탱커부두에서 약 17개월간 측정한 것으로써 총 데이터 수

는 207개이다. 이 실측데이터를 Jetty별, 선박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데이터가 각 Jetty의 설계접안속도 범주 안에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실측데이터의 최댓값은 설계접안속도의 약 2배를 초과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실측 접안속도가 설계접안속도를 초과하는 경

우, 접안에너지가 과도하게 산출되어 부두가 손상되는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접안속도 실측데이터를 확률분포함수에 적용시키기 위해 접안속도

의 빈도수를 Histogram화 하였으며, 이를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 Weibull 

분포  세 가지 확률분포도와 비교하였다.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를 찾기 

위해 K-S 검정, A-D 검정, Q-Q Plot 등의 적합도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

과 만재상태로 접안하였던 선박은 대수정규분포, 경하상태의 경우에는 

Weibull 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확률 

개념에서 도출된 접안속도 예측치를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선박의 제원과 선박 규모 간의 관계식을 활용하여 접안속도와 선박 

규모와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50, 75, 90, 95, 98, 

99 %의 신뢰구간에 해당되는 관계식을 도출하고 이를 그래프로 재정리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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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박 규모에 따른 적정 접안속도 

값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현재 국내에서 참고 중인‘항만 및 어항설

계 기준’의 접안속도 관련 데이터와 같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측 데이터가 국내

의 탱커선 부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선종 및 부두에서 취합한 데

이터를 취합,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Brolsma curve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규모와 접안속도의 관계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KEY WORDS : Berthing velocity 접안속도;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확률분포함수; Probability of exceedance 초과확률;  Confidence 

level 신뢰수준; Linear regression analysis 선형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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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박이 항만에 도착하여 계류시설에 접안할 때 대상선박의 선형, 접안 

방법, 접안 각도 및 접안 속도 등에 따라 접안에너지가 결정된다. 특히, 

접안속도는 이 접안에너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자연외력에 노출되

어있는지 유무, 접안하기에 어려운지 혹은 비교적 쉬운지 등과 같은 해당 

부두의 특성에 따라 부두 설계 당시에 적정 접안속도가 정해진다. (조익

순 등, 2018)

선박이 항만 및 부두시설 등에 정박을 함에 있어 크게 다음의 3가지 절

차를 거친다. 

첫 번째, 선박이 부두시설에 가까워지며 적정 접근속도(Approaching 

speed)로 접근한다.

두 번째, 부두의 방충재(Fender) 등의 계류 시설물에 첫 번째 접촉

(Berthing)을 통하여 발생하는 접안에너지를 방충재 등이 흡수하며 접안 

작업을 시행한다. 이 때 선박과 방충재가 첫 번째 접촉할 당시의 선박 속

도를 접안속도(Berthing velocity)로 정의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접안 작업을 마친 후에는 계류삭, 방충재, 곡주 등

에 대한 안전한 계류 상태를 출항하는 순간까지 모니터링 하며 계류 안전

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3가지 절차를 모두 안전하게 마쳐야만 선박은 부두에서 안전한 

하역 작업을 마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및 접안 과정 중 선박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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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 속도와 접안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특히 선박의 접안속도가 과도한 상태로 접안하면 부두의 계류시설이 파

괴되거나 해당 선박의 선체 손상과 같은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부두 및 선박의 시설 수리비는 물론 부두의 잠정적 폐쇄로 인한 

국가 경제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같은 

위험화물운반선의 부두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유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항만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접

안속도의 산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선박은 조선기술 발전에 힘입어 대형화되고 있으며 조종성능 

또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의 특성은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두의 계류시설 또한 방충재 및 기타 계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의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2014)에서 접안 속도의 특성값(설계접

안속도)은 접안속도 실측자료에 근거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동 기준에서는 국내에서 실측한 자료가 아닌 일본의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오래된 자료이며, 최근 선박의 대형화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PIANC(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es)에서 논의되고 있는 접안속도의 특성값을 일정한 신뢰수준 값

(95 %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았다.  

최근 국제적으로 DAS(Docking aid system)와 같은 접안 보조 장치들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어, 많은 항만 부두 시설에 접안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수 설치되고 있다. 특히, 이는 접안 작업에 종사하는 

도선사, 육상 항만 부두시설의 관리자 등이 가시적으로 접안하고 있는 선

박의 속도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안전한 접안

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접안 속도 측정 장치를 통해서 선박의 접안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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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접안 보조 장치의 설치가 법

적으로 권장되어 대부분의 위험물운반선의 주요 부두에 설치가 진행 및 

완료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탱커선을 제외한 다른 선종의 부두에

는 접안 보조 장치들의 설치에 대한 뚜렷한 공사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접안속도 측정 및 분석 할 수 있는 장비의 활성화가 늦어짐에 따라 설계

접안속도에 대한 지침 및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고 대부분 외국에서의 연

구 결과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접안속도를 직접 취합, 분석하여 각 부두의 설계접안속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접안속도의 실측데이터를 취합하여 분

석하였다. 접안속도 실측치의 확률분포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예측 접안속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접안속도의 특성값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

향시키고자 하는 논의에 맞추어 신뢰수준별 접안속도와 선박규모 간의 관

계를 도출하여 적절한 설계 접안속도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접안속도와 관련된 연구와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

하여, 외국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접안속도 관련 연구에 대한 적정 접안속

도 예측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접안에너지를 산정하는 이론적인 방

법과 통계적인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한 실측 접안속도의 전체 데이터에 대한 개

요를 설명하고 실측치의 빈도수와 확률분포함수의 비교 및 적합도 검정을 

통해 실측 접안속도에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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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초과확률 개념에 적용하여 1/1,000과 1/10,000 확률에서의 접

안속도 예측치를 산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박의 주요 제원과 선박 규모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신뢰

수준별 선박 규모와 접안속도와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실측데이터로부터 관계식을 도출하고 이를 신뢰수준별로 구분하여 

관계식을 제시하였으며, 그래프로 재정리 하여 실측 데이터와 비교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접안속

도 예측치와 제4장에서의 신뢰수준별 선박규모와 접안속도와의 관계식을 

비교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탱커선에서의 선박규모-접안속도에 대한 새로

운 Curve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활용방안 및 한계점, 향후 연

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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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연구의 흐름을 나타낸다.

Fig. 1-1 Flow 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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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박 접안에너지와 접안속도

2.1 국내외 접안속도 관련 연구 및 기준 검토

접안속도의 실측 데이터 분석에 앞서 국내외 접안속도 관련 기준에 대

해 조사하고 비교 검토해 보았다. 국내에서는 외국의 사례, 특히 일본의 

관련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국제

적으로는 PIANC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에서는 접안속도에 관한 연구

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1.1 국제 접안속도 관련 연구 및 기준

접안속도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로 PIANC를 들 수 

있다. PIANC에서는 접안속도와 관련한 Technical Report인 WG33(Working 

Group 33, Guidelines for the design of fender systems, 2002)를 발행하였

다. 이 보고서에서는 항만 부두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방충재(Fender)의 

설계에 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설계 접안속도의 

기준에 대한 제시하고 있다. PIANC (2002)에 의하면 접안속도는 접안에너

지 계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며, 접안속

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Table 2-1과 같이 식별하였다. 항만 및 부두시

설을 설계할 때 접안 속도의 설계치는 실제 접안속도에 가깝게 되도록 고

려하여야 하며, 가장 적절한 접안속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해당 부두의 지

역적인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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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Remark

Prevailing physical 

boundary conditions

the influence of waves, wind and current should be 

considered

Ease of navigation is the approach to the berth easy or difficult?

Method of berthing
are berthing aids used, is berthing always parallel, 

when is the forward motion of the vessel stopped, etc

Type of vessel
is the vessel equipped with powerful engines, quick 

reacting engines, bow thrusters, etc

Use of tugs
are tug boats used, how many and of sufficient 

capacity?

Frequency of 

berthing

at berths with a high berthing frequency, generally 

higher berthing velocities are experienced

Size of vessel

the approach velocity of larger vessels is generally 

less than the approach velocity of smaller vessels; 

range of vessels expected at the berth must be 

considered

Berth appearance
ship masters will berth more careful when approaching 

a desolate berth instead of a new, modern berth

Type of cargo

a vessel with hazardous cargo will generally berth 

under better controlled circumstances, the use of 

berthing aids for example

Windage area of 

the vessel

a vessel with a large windage area is considerably 

more susceptible to wind

Human factor
a most important factor, this may concern the level of 

experience, etc

Table 2-1 The factors of actual approach velocity in PIANC WG33

Source : PIANC WG 3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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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IANC에서는 새로운 접안속도 관련 Technical Report인 

WG145(Working Group 145, Draft Version, 2017)를 연구 진행 중에 있으

며, 여기에서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부두에서 측정한 접안속도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여 접안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접안속

도의 실측치에 대해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 함수를 Weibull 분포로 확인하

였다. 부두의 특성에 따라 Berth type A와 Berth type B로 구분하여 선박 

규모와 초과확률에 대한 접안속도 예측치를 Table 2-2와 같이 제시하였

다. 이 접안속도 예측치는 해당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의 규모를 100,000 

DWT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Berth type A Berth type B

Max berthing 

velocity

30,000~

100,000 

DWT

>100,000 

DWT

30,000~

100,000 

DWT

>100,000 

DWT

1/1,000 

berthings (m/s)
0.16 0.14 0.24 0.23

1/10,000 

berthings (m/s)
0.20 0.17 0.28 0.25

Table 2-2 Recommended berthing velocity in PIANC WG145

Source : PIANC WG 145(2017)

또한, 접안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접안속도계와 같은 ‘Berthing 

Aids’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각종 최신 설비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Table 

2-3은 WG33(2002)와 WG145(2017)의 접안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비

교 검토한 표이다. (PIAN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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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actor
(WG33)

Factor
(WG145)

Remark

Environ
-ment

Prevailing 
physical 
boundary 
conditions

Currents 

the influence of waves, wind and current 
should be considered

Effect 
waves 

Effect 
wind

Berth 
appearance

Closed/ope
n 

quay/jetty

ship masters will berth more careful when  
approaching a desolate berth instead of a 
new, modern berth

Ease of 
navigation

- approach to the berth easy or difficult?

-
Berthing 

aids
Available(PPU, sonar, fixed-laser) and used 
as a tool for berthing assistance

Vessel

Type of 
vessel

Vessel 
type

vessel equipped with powerful engines, quick 
reacting engines, bow thrusters, etc.

Size of 
vessel

approach velocity of larger vessels is 
generally less than the approach velocity of 
smaller vessels; range of vessels expected at 
the berth must be considered

Type of 
cargo

vessel with hazardous cargo will generally 
berth under better controlled circumstances, 
the use of berth aids for example

Windage 
area of 
vessel

vessel with a large windage area is 
considerable more susceptible to wind

Human

Method of 
berthing

Berthing 
manoeuvre

berthing always parallel, when is forward 
motion of the vessel stopped, etc.

Use of 
tugs

Equipment 
/ tugs

tug boats used, how many and of sufficient 
capacity?

Human 
factor

Human 
factor

most important factor, this may concern the 
level of experience, etc. 

Table 2-3 The factors of actual approach velocity between WG33 and WG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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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C의 WG33, WG145 Report에서는 Brolsma curve가 접안속도와 선

박 규모의 관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curve는 제안된 지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설계접안속도의 기준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

다. Fig. 2-1은 Brolsma curve와 WG33, WG145의 접안속도 관련 기준들을 

Overlay하여 표현한 그래프이다. (Brolsma, 1977)

 

Fig. 2-1 Overlay of Brolsma curve, WG33, WG145

Brolsma curve는 해당 부두의 접안 조건에 따라 접안하기 용이한지 여

부와 해당 부두의 외력으로부터 노출 여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여 접안

속도를 제시하고 있다. WG33의 접안속도 기준은 해당 부두의 접안 조건

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최근 연구진행 중인 WG145에서

는 초과확률개념을 도입하여 접안 조건에 따라 Berth type A, B로 구분하

고 1/1,000과 1/10,000에 해당하는 접안속도 기준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 접안속도 관련 국제기준의 공통점은 해당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

의 규모가 커질수록 접안속도가 작아지며, 접안하기 어려운 조건일수록 

접안속도가 큰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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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tt Rankine (2010)은 Brolsma curve가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이 있으며 과거의 데이터로써 현대의 선박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PIANC 뿐만 아니라, British Standard Institute 

(2010, 2014)에서도 Brolsma curve를 대체하는 선박접안속도의 기준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접안속도와 관련하여 연구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NILIM(National Institute for Land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2015)

은 과거의 일본 내 접안속도와 관련된 문헌들을 비교 검토하고 항만 시설

에 접안하는 다양한 선종의 선박들의 실측 접안속도를 분석하여 접안속도

의 실측치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선

박 규모와 접안속도와의 관계를 신뢰수준별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Yamase et al. (2013)은 접안 에너지 산정식에서 선박의 접안속도

는 대수정규분포와 적합하며, 가상질량계수 및 편심계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동일한 조건의 항구에서는 접안속도의 특성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접안속도와 DWT의 상관성은 강하지 않으며 접안

속도와 풍속 및 파고의 상관성 또한 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Roubos et al. (2016)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에서 취합한 실측 접안

속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접안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식별을 

하였다. 해당 항구에 접안하는 선박들의 접안속도를 선종별, 규모별로 구

분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UKC, 자연 외력의 조건, 예인선 수의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접안 속도가 대형 선박의 규모와 관련

이 있지 않고, 접안 속도가 해양 구조물의 유형 혹은 방충재의 종류, 환경

적인 요소인 파랑, 바람, 조류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접안

속도는 접안 관련 정책, 도선사의 숙련도, 접안 보조 장치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접안속도의 확률분포는 대수정규분포나 정규분포 보다는 Weibull 

분포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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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ovic et al. (2017)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Laser system을 이용한 접

안속도 및 각도 측정, 부두와 선박 간 거리 계산, 해상 기상 상태에 대한 

정보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ntegrated laser distance system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AIS와 연계하

여 Fig. 2-2와 같이 선박의 접안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항만 

및 부두 관리자는 물론, 선박을 조선하는 도선사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2 Monitering of vessel approaching and berthing

Source : Perkovic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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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접안속도 관련 연구 및 기준

국제적인 접안속도 관련 기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접안속도와 관련

된 연구 진행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항만시설을 계획할 때 설계되는 

접안속도의 기준이 되는 참고자료인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2014)의 경

우, 접안속도 관련 내용이 일본의 과거 문헌들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상

황이며 이 내용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2014)에서 접안속도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접안속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화물선에서는 거의 10cm/s 

이하이며, 10cm/s를 넘는 것은 없다.

- 관측된 접안속도의 최댓값은 10,000 DWT 미만에서는 거의 15cm/s, 

10,000 DWT 이상에서는 거의 10cm/s이다.

- 200,000 DWT급의 대형탱커용 돌핀에서 접안속도 실측기록을 보면 접

안속도의 빈도 분포에서 접안속도 실측값의 최대는 13cm/s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본 결과, 실측 데이터는 위의 언급과는 다

른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다.

국내에서는 2014년 여수에서 원유운반선 우이산호의 부두시설 접촉사고

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부두

에 접근하여 부두 손상은 물론 항만 부두 시설이었던 송유관까지 파손했

던 사고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적인 손실까지 이어졌다. (해양안전심판원, 2015) 

Fig. 2-3은 원유운반선 우이산호 부두시설 접촉사고에 대한 사고 요약도 

및 충돌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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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ccident summary chart and photographs of M/T WU YI SAN and jetty

Source : 해양수산부 (2015)

Nam et al. (2015)은 여수 우이산호 사고와 같은 선박과 부두간의 접촉 

및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두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부두 접근 속

도를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부두에 접근하는 선박의 접근속도(Approaching speed)를 

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두에 접촉하는 속도인 접안속도(Berthing 

velocity)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2015)에서는 국내의 주요 유조선 항구인 여수광양항, 울산

항, 인천항에 대한 안전항행에 대한 지침을 위해 유조선 안전항행 안내서

를 발행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2016)에서는 부산항, 대산항, 평택당진항

을 추가하여 유조선 안전항행 안내서를 발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항구

의 유조선 부두에 대한 안전항행 지침 및 접이안시의 주요 지침이 포함되

어있고 적정 접안속도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다. 여수광양항의 주요 유조

선 부두의 적정 접안속도를 정리하면 Table 2-4와 같으며 인천항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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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의 적정 접안속도는 Table 2-5와 같다. 울산항의 경우, 주요 통항로에

서의 적정통과속력은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로 접안속도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부산항의 안전항행 안내서에는 주요 지점에서의 적정통과속

력을 기재하고 있으나, 명확한 접안속도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부두 전면

으로 선폭의 1~1.5배의 거리부터는 부두와 평행을 이루어 정지 후 횡이동

하여 접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산항 및 평택당진항의 유조선 안전항

행 안내서에서는 부두와의 거리가 선폭의 2배가 되는 거리에서 1차 정지 

후, 부두와의 거리가 선폭과 같을 때 약 10 cm/s보다 작은 접안속도로 접

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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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Berth Capacity Berthing velocity (cm/s) Remark

Yeosu,
Kwang
yang

No.1-3 berth of 
crude oil pier

50 K~80 K GT
15 (within 30m)
10 (within 20m)
5 (within 10m)

Crude oil pier
#2 berth

VLCC 
over 150 K GT

15 (within 30m)
10 (within 20m)
5 (within 10m)

U-1 In/Outbound 
pier

50 K-80 K GT,
VLCC 

over 150 K GT

15 (within 30m)
10 (within 20m)
5 (within 10m)

No.1-3 berth of 
OKYC pier

50 K-80 K GT,
VLCC 

over 100 K GT

15 (within 30m)
10 (within 20m)
5 (within 10m)

No.1-2 sapo pier
50 K-80 K GT
20 K-70 K GT

15 (within 30m)
10 (within 20m)
5 (within 10m)

No.1 product pier 
of GS caltex

20 K-30 K GT
15 (within 30m)
10 (within 20m)
5 (within 10m)

VCM pier of LG 
chemicals

3 K-5 K GT
15 (within 30m)
10 (within 20m)
5 (within 10m)

No.4-5 berth of 
Nakpo pier

20 K-30 K GT -

LPG pier 50 K GT 5

E1 gas pier 4 K GT 5

Petrochemical pier 3 K-5 K GT 5

No.1-2 Jungheung 
pier

3 K-5 K GT 5

No.2 product pier 
of GS caltex

3 K-7 K GT 5 (30m ahead of berth)

Samnam pier 3 K-5 K GT 5 (30m ahead of berth)

Cosmos pier 3 K-5 K GT 5 (30m ahead of berth)

LNG pier 90 K-110 K GT
15 (within 30m)
10 (within 20m)
5 (within 10m)

Table 2-4 Guideline for berthing velocity in Yeosu, Kwangyang port

Source : 해양수산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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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Berth Capacity Berthing velocity(cm/s) Remark

Incheon

SK Incheon 
petrochem dolphin 

#3

Less than 
150 K GT

10 (within 60m)
5 (pier touch)

SK Incheon 
petrochem dolphin 

#3

Less than 
50 K GT

20 (under 16 K DWT)
15 (over 16 K DWT)

Korean air dolphin
Less than 
50 K GT

10

SK dolphin
Less than 
20 K GT

15

S-OIL dolphin
Less than 
20 K GT

20(approaching fairway)
10(in front of pier)

Hanil tank dolphin
Less than 
3 K GT

21

KOGAS 1,2 dolphin
Less than 
120 K GT

10 (within 50m)

E1 dolphin
Less than
50 K GT

20

Table 2-5 Guideline for berthing velocity in Incheon port

Source : 해양수산부 (2015)

Table 2-4 와 Table 2-5를 보면 국내의 주요 유조선 항구에서는 접안속

도를 약 5~ 20 cm/s로 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부두별 특성 및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접안속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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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박 접안 에너지의 산정

선박의 접안에너지는 통계적, 경험적, 이론적 또는 물리/수학적 모델링

에 따라 결정되는 방법이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론적인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접안 에너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

해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2.2.1 이론적인 방법으로 접안 에너지 산정

선박 접안에너지를 산정하는 이론적인 방법은 통계적인 방법보다 일반

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항만 및 부두시설 설계 시 접안에너지의 산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여 접안할 때, 선박의 

운동에너지는 다음의 식 (2-1)과 같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014) 

  



                                                       (2-1)

하지만, 실제 접안 시 선박의 접안에너지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

하여 접안에너지가 산정된다. 

- 선박의 회전

- 접안 구조물의 탄성적 변형

- 방충시스템의 압출

- 선박과 접안 구조물 사이의 배수량

위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는 접안에너지 산정식은 식 (2-2)와 같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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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접안에너지 (∙)

 : 선박의 질량 (t)

 : 선박의 접안속도 (m/s)

 : 편심계수 (Eccentricity coefficient)

 : 가상질량계수(Mass coefficient)

 : 유연성계수(Softness factor, 표준은 1.0) 

 : 선석의 형상계수 (Berth configuration factor, 표준은 1.0)

여기서, 접안에너지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는 4가지의 계수들은 주로 

선박과 부두의 형상 그리고 접안각도에 영향을 받는다. 

 (유연성계수)는 선박외판의 변형에 의해서 흡수되는 접안에너지의 

일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방충재가 유연한 경우에는 이 값을 무시하

고 계산한다. 

 (선석의 형상계수)는 접안하는 선박과 부두 벽 사이 해수의 Cushion 

effect에 의해 흡수되는 접안에너지의 일부를 의미하며 선박의 흘수가 작

을수록, 그리고 UKC가 클수록 더 많은 해수가 선박 아래로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이는 더 높은 형상계수를 갖게 된다. 

(가상질량계수)는 선박의 질량에 대한 보정 계수로 선박이 바닷물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선박과 함께 운반되는 바닷물의 양을 선박의 질량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선박이 방충재와 접촉하여 정지할 때, 그 해수는 계

속해서 전체 질량을 증가시키며 가상질량계수는 식 (2-3)과 같이 정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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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선박의 질량 (Displacement)

 : 가상의 질량

이 가상질량계수의 계산방식은 일반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으며 학자에 

따라 구하는 방식을 달리한다. 식 (2-4), 식 (2-5)로 가상질량계수를 구하

는 방식은 Ueda (1981)의 공식이다. 

 


×


     (2-4)

 
∇

     (2-5)

 : 방형비척계수(Block coefficient)

∇ : 선박의 배수부피(Displacement, )

 : 수선간 길이 (m)

 : 형폭 (m)

 : 만재흘수 (m)

또한, Costa (1964)의 가상질량계수를 구하는 방식은 식 (2-6)과 같다. 

 


     (2-6)

국내에서는 식 (2-4), 식 (2-5)로 가상질량계수를 계산하는 Ueda의 방식

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14) 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상질

량계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통일은 아직 논의 중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편심계수)는 방충재와 선박의 접촉 지점 주변에서 선박의 회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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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손실되는 에너지에 대한 계수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Fig. 2-4와 

같이 정확한 접촉 지점, 접안각도 및 속도벡터각도 등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하며 편심계수의 계산식은 식 (2-7) ~ (2-10)과 같다. 

Fig. 2-4 Geometric parameters of ship’s berthing













     (2-7)

        (2-8)



      (2-9)

 
cos

    (2-10)

 : 선박의 선회반경 (Radius of gyration of the ship, m)

 : 선박의 무게중심과 선박-구조물 사이의 충돌 지점 사이의 반경 

(The radius between the centre of mass of the ship and the point of 

collision between the ship and the structure, m)

 : 접안각도 (berthing angle,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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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심계수의 경우, 접안각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안각도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며 방충재의 특성 상 접안각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

다. 

접안에너지를 결정하는 데에서는 많은 영향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 접안

속도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박의 접안속도는 해당 선

박의 종류 및 규모, 선박운항자의 경력, UKC(Under keel clearance), 선박

의 재화상태 그리고 예인선의 수 등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영향요소 식별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접안 작업 시에는 설계접안속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만 부두 시설의 방충재 설계 시

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철승 등 (2005)은 이론적 방법에 의한 접안에너지의 산정은 유체역학

적인 측면에서 선박의 운동 상태에 따른 유체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선박

의 횡이동시 수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e Standard P&I Club (2012)에서는 선장이 선박을 접안작업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여기서는 접안 작업 전 혹은 접안 중에 선장

이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선박의 감속이라고 하고 있으며, 과

도한 접안속도로 인한 사고 예시를 들어 접안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

선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도선사와의 정보 교환 중 선박의 속도 및 조종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할 시에는 이

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Galor (2012)은 선박이 접안할 시 발생하는 접안에너지를 항만 부두시설

의 방충재가 충분히 흡수해야 하며 안전한 접안에 대한 조건으로 선박이 

접안할 당시의 접안에너지의 상태는 식 (2-11)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 for≤     (2-11)

 :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접안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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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가능한 접안에너지

 : 각 방충재 당 가해지는 최대 압력

 : 각 방충재 당 허용가능한 압력

접안부두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흡수 에너지가 실제로 발생하는 선박

의 최대 접안에너지보다 커야만 항만 및 부두시설과 해당 선박이 파손 없

이 안전한 접안을 완료할 수 있으며 각 방충재 당 최대 압력 또한 허용치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접안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 선박의 조종성능 (해당 선박 추진기와 보조추진기의 출력과 종류)

- 기상조건 (바람, 조류 등)

- 예선 서비스 (예선의 수와 출력)

- 선박 조종 기술 (선장 및 도선사의 기술)

이런 영향요소들에 의해 선박의 접안에너지가 방충재의 허용치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접안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Fig. 2-5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당시의 접안속도가 과도하여 부두가 파

손된 사고 사진이다. 해당 사고는 선박의 접안에너지가 항만 부두시설의 

방충재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발생하였으며, 선박이나 방충재의 파손뿐만 

아니라 부두시설의 파손으로 이어져 화물 작업의 지연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Maritime heral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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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hotograph of port damage at port Yuzhny, Ukraine

Source : Maritime herald (2017)

2.2.2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안 에너지 산정

통계적인 방법은 선박의 선종 및 규모, 부두의 물리적인 환경요소 및 

접안 방식 등을 기초로 하여 얻어지는 실측 데이터를 근거로 산정된다. 

하지만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안 에너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항만 부두에 

적용하기 어렵다. 동일 선박이 만재상태에서 얻어진 접안 에너지를 해당

선박의 공선 시 접안하는 경우에 대입한다면 그 선박의 특성이 달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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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만재된 경우에는 조류가 접안 에너지의 결정에 주요한 영

향요소가 되지만, 공선의 경우에는 바람에 대한 영향이 조류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남균 등 (2005)은 흘수변화에 따른 선박 조종 성능에 대한 영향에 대

해 연구하였으며, 만재상태와 경하상태에서의 선박 조종 성능의 차이로 

인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안 에너지 및 접안 속도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선박의 재화상태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 접안속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접안속도의 예측

치를 제시하고, 선박의 규모(DWT)와 접안속도와의 관계식을 산정하여 선

박의 규모에 해당되는 적절한 접안속도를 계산하였다. 접안 에너지는 접

안속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통계적인 방법의 접안 에너지 산정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2.3 접안에너지와 방충재(Fender)

방충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당시부터 출항할 때까지 선박과 부두 

사이에 위치하여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운동에너지가 부두에 직접 가해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선박이 부두에 처음 접촉할 당시, 즉 접안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접안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방충재의 규격 및 배치는 해당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의 최대 규모 및 주로 접안하는 선박의 규모에 맞추어 결정된다. 따

라서 선박의 접안에너지는 해당 부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방충

재는 접안하는 선박의 접안에너지를 버텨낼 수 있도록 접안속도에 제한을 

두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방충재의 성능은 종류 및 재질에 따라 다른 성능곡선을 가지게 되며, 

이 성능곡선에 따라 방충재의 성능이 결정된다. 항만 부두시설에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방충재의 종류 및 그 성능곡선은 Fig. 2-6과 같다. 방충재는 

부두의 위치 및 접안하는 선박의 특성에 맞추어 그 형상을 선택하며,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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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너지를 산정하여 그 접안에너지를 견딜 수 있도록 방충재의 크기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두 설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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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Different types of fender 

Source : PIANC WG3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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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cell type fender는 비교적 높은 에너지 흡수율과 낮은 반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에 많이 설치

된다. Fig. 2-7에 Super cell type fender가 부두에 설치된 모습을, Fig. 

2-8에 이 펜더의 성능곡선을 각각 나타냈다. (Bridgestone, 2011)    

Fig. 2-7 Arrangement of super cell type fender 

Source : Bridgestone (2011)

Fig. 2-8의 Fender Performance curve에서 방충재의 반발력은 약 20 % 

수축 시 까지 상승 후 약 40 % 까지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52.5 % 수

축 시까지 상승하여 최대 반발력을 갖게 된다. 에너지 흡수의 경우에는 

52.5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방충재 수축의 52.5 %가 해당 방

충재의 에너지 흡수의 최대치 및 반발력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방충재는 

종류, 규격, 그리고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성능곡선을 가지게 된다. 또

한, 방충재에 가해지는 압력의 각도 즉, 접안하는 선박의 접안 각도에 따

라 super cell type fender의 수축률, 반발력, 에너지 흡수가 Table 2-6과 

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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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Performance curve of super cell type fender

Source : Bridgestone (2011)

Compression Angle

(Degree)
0 3 5 6 7 10 15 20

Reaction Force 

equivalent to 

that of 52.5 % 

normal

deflection

Center

Deflection

(%)

52.5 51.9 51.3 50.8 50.3 48.8 45.5 41.3

Reaction

Force
1.00 1.0 1.00 1.00 1.00 1.00 1.00 1.00

Energy

Absorption
1.00 0.97 0.95 0.93 0.92 0.88 0.80 0.65

Table 2-6 Angular performance for super cell type fender

Source : Bridgestone (2011)

접안속도에 의한 접안에너지의 크기가 방충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만, Table 2-6과 같이 접안각도에 따라 방충재의 성능이 달라지며 접안에

너지 산정식에서도 접안각도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안속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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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접안각도에 대한 접안에너지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항만 및 부두시설에 방충재를 설치할 때 접안하는 선박의 특성, 접안

속도 및 접안각도에 맞게 적절한 방충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PIANC (2017)에서는 방충재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Table 2-7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는 접안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도 유

사하며 선박의 상태(종류, 크기, 화물의 종류 및 상태, 형상 등), 부두의 

상태(부두의 구조에 대한 종류, 방충재의 배치 등), 자연외력조건(바람, 파

랑, 조류, 수심 등), 접안 시의 선박 조종 상태(접안속도 및 각도, 예선의 

도움, Thruster의 사용, 조선자의 기술 등) 그리고 방충재에 대한 영향 요

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새로운 항만 부두 

시설의 방충재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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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condition

-Type of vessel                -Vessel size

-Loading condition              -Type of cargo

-Special vessel condition (flare, vessel belting)

-Allowable hull pressure

Berth 

condition

-Structural type of berth

-Allowable ship motions for cargo handling

-Maximum clearance from quay(limitation of cargo handling)

-Arrangement of fenders      -Design service life

-Overview of mooring facility

Natural 

condition

-Waves(wave height and period)

-Wind(wind direction and speed)

-Tidal current               -Water depth

-Tidal level                 -Temperature

-Freezing condition

Berthing

manoeuvre

-Berthing speed & angle      -Assistance of tugboat

-Use of thruster    

-Degree of difficulty of berthing maneuvering

-Skill of berthing maneuvering

-Frequency of berthing

Fenders

-Energy absorption and reaction of fenders

-Velocity factor          -Temperature factor

-Friction factor between fender or protection panel and 

vessel hull

-Durability & maintenance

Table 2-7 Items to be considered for fender design

Source : PIAN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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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S(Dock mounted docking aid systems)

국내의 항설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돌핀부두

에 접안속도계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 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

다.

DAS (Dock mounted docking aid systems)는 대부분의 탱커 터미널에 설

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Fig. 2-9와 같이 Laser를 이용한다. 

최근 선박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접안속도계는 한군데에서 측정하는 

방식 보다는 선석 당 2개의 Laser sensor로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안벽

에서 최대 200m 이격된 선박의 접안속도를 초당 1cm 단위 기준으로 측

정하고 대형 전광판에 표시하여 접안 시 도선사가 식별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Fig. 2-9 Arrangement of dock mounted laser system 

DAS와 같은 접안속도계의 설치는 선박운항자의 입장에서나 부두 및 항

만 시설을 관리하는 육상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돕

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선박운항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선박의 현재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정 접안속도를 유지 및 관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두의 설계접안속도를 준수할 수 있다.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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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관리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선박의 접안 안전성 여부를 감시함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DAS와 같은 Berthing aids 

system은 안전한 접안을 위해 탱커 터미널뿐만 아니라 모든 선종의 선박

이 접안하는 부두들에 설치가 강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Gucma et al. (2010)은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돕는 장치들에 대해 설명

하고 DAS의 일종으로 SmartDock, BAS(Berthing aid system)등의 예시를 

Fig. 2-10, 2-11과 같이 소개하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접안작업에서 

필요한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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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Display and external sensors of SmartDock system

Source : Trelleborg(2010)

Fig. 2-11 Display of BAS system

Source : Marimatech(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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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측 접안속도에 대한 확률분포함수의 적용

3.1 접안속도 실측 데이터 분석의 개요

3.1.1 실측데이터의 개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접안속도의 실측 데이터는 DAS가 설치되어 있는 

국내항 중 Jetty 1~3으로 구분되어 있는 탱커 터미널 A부두에서 측정하였

다. 데이터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7개월 간 대상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은 Microsoft 

Excel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Origin 9.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데이터

는 Table 3-1 및 Fig. 3-1과 같이 총 3개의 Jetty에 접안한 총 207척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측 데이터에서 최대 선박의 규모는 약 320,000 

DWT인 VLCC로 확인되었고 최소 선박의 크기는 10,000 DWT 이상의 선

박으로 선정하여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선박의 재화상태에 따른 구분인 

만재와 경하 상태에 대한 정보는 만재상태로 접안한 선박 111척, 경하상

태인 선박 79척 으로 총 190척의 선박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며, 나머지 

17척은 재화 상태 구분이 되지 않아, 전체 데이터 분석에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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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 Jetty 1 Jetty 2 Jetty 3 Total

　~50K 65 48 - 113

50K~100K 24 5 5 34

100K~150K - 4 39 43

150K~200K - - 8 8

200K~250K - - - 0

250K~300K - - 2 2

300K~ - - 7 7

All ships 89 57 61 207

Table 3-1 Number of data collected by DWT and jetty

Fig. 3-1 Number of data collected by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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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취합한 실측데이터를 측정한 부두의 특성은 Table 3-2와 

같다. 

Jetty 1 Jetty 2 Jetty 3

Depth 17.0m 18.0m 19.5m

Capacity 80,000 DWT 120,000 DWT 320,000 DWT

Max LOA 295 m 321 m 382 m

Berthing velocity

(Designed)
12 cm/s 15 cm/s 15 cm/s

Berthing velocity

(Operated)

safety : 5cm/s, warning : 6~10 cm/s, 

dangerous : 11~15 cm/s

Berthing angle
Max 6 deg. within 30 m, 

Max 3 deg. at touching

Table 3-2 Berth particular and operation regulations

해당 부두는 접안 가능한 최대 선박규모(Capacity)에 따라 Jetty 1~3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각각 설계접안속도를 Jetty 1은 12 cm/s, Jetty 2와 3

은 15 cm/s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설계 접안에너지를 계산하면 

Table 3-3과 같다. 

Jetty 1 Jetty 2 Jetty 3

Max. DWT 80,000 DWT 120,000 DWT 320,000 DWT

Displacement 98,800 Ton 148,200 Ton 395,200 Ton

Berthing velocity

(Designed)
12 cm/s 15 cm/s 15 cm/s

Berthing energy 871.42 kN·m 2042.38 kN·m 5446.35 kN·m

Formular of 

berthing energy
  






Table 3-3 Calculation of design berth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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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isplacement는 국내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식 (3-1)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3-1)

 : Displacement(배수량)

 : Deadweight(재화중량톤수)

일반적으로 접안속도는 부두의 방충재에 최초 접촉할 당시의 속도를 기

준으로 하고 있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에는 부두에 완전하게 계류되

어 있는 상태로 접안작업이 종료되더라도 선박과 부두의 특성상 움직임이 

감지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해당 부두 DAS는 선수미 방향 2개 지점에서 측정을 하

고 있으며 접촉이 일어날 당시에 접안속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선수미 

방향 2군데에서 측정한 접촉속도 중 어느 지점의 측정값이 최초 접촉인지

에 대해 표시되지 않고 각각의 방향에 위치한 방충재에 접촉할 당시의 속

도만을 표시한다. 선박의 속도는 부두 및 방충재와 충돌한 이후 방충재의 

접안에너지 흡수에 따라서 감소하므로 선수미 방향의 2개의 접안속도 중 

최댓값을 최초 접촉에 대한 접안속도라고 가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

였다.

3.1.2 실측 접안속도의 특성 분석

각 Jetty별로 항만 부두 시설 설계시 설정된 설계 접안속도가 지정되어

져 있다. Fig. 3-2 ~ 3-4는 각 Jetty에 접안하였던 선박의 DWT와 그 선박

의 접안속도를 측정하여 산점도로 표현한 것이다. Fig. 3-5는 모든 데이터

를 취합한 산점도이다. 선박의 DWT와 접안속도에 대한 실측 데이터에서 

대부분의 선박이 각 Jetty 설계접안속도의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150,000 ~ 300,000 DWT의 선박에서는 모든 선박이 설계접안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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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접안하고 있었다. 설계접안속도를 초과하는 선박은 주로 5만 톤 

미만의 선박들이었으며 이를 초과한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은 약 10만 톤

의 선박으로 파악되었다.  

Fig. 3-2 Scattering map of berthing velocity versus DWT(Jet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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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cattering map of berthing velocity versus DWT(Jetty 2)

Fig. 3-4 Scattering map of berthing velocity versus DWT(Jet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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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Scattering map of berthing velocity versus DWT(All data)

각 Jetty별 접안속도의 특성 값을 분석하여 보면 Table 3-4와 같다. 총 

데이터의 평균값은 약 7.575 cm/s로 측정되었으며, 표준편차는 4.494, 실

측 데이터의 최댓값은 24.60 cm/s로 측정되었다. 각 Jetty 별 평균으로 봤

을 때, Jetty 1은 6.631 cm/s로 설계접안속도인 12 cm/s의 약 절반에 가까

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실측 데이터의 최댓값은 24.60 cm/s로 설

계접안속도에 비해 약 2배 큰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설계접안속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정이 필요하다. Jetty 2와 Jetty 3에

서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은 각각 9.046 cm/s, 7.576 cm/s로 설계접안속도인 

15 cm/s의 범위 내에 있지만, 실측 데이터의 최댓값은 각각 22.85 cm/s, 

22.65 cm/s로 측정되어 설계접안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Jetty 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Jetty 2의 평균치가 9.046 cm/s로 

Jetty 1의 6.631 cm/s, Jetty 3의 7.576 cm/s에 비해 과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etty 2의 선박 규모 분포를 확인해 보면, 50,000 DWT 미만의 

선박들이 다수 존재하며 그 선박들의 접안속도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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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이 다수 접안하였던 Jetty 2에서 평균 접안속도가 과다한 것으로 평

가된다.

 

Velocity(cm/s) Jetty 1 Jetty 2 Jetty 3 Total

Average 6.631 9.046 7.576 7.575

Standard deviation 4.505 4.422 4.235 4.494

Coefficient of variance 0.679 0.489 0.559 0.593

Max observed value 24.60 20.45 22.65 24.60

No. of data 89 57 61 207

Table 3-4 Characteristic of berthing velocity values by jetty

실측된 접안속도의 경우에는 설계된 접안속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함을 Fig. 3-2 ~ 3-4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Jetty에 접안하

는 선박의 규모가 Table 3-2의 최대 선박규모로 접안한 것이 아니며 그보

다 작은 선박이 접안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접안속도의 초과만으로는 

접안에너지가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선박의 규모와 실측 

접안속도를 통해 실제 발생하였던 접안에너지를 각 Jetty별로 계산해본 

결과는 Fig. 3-6과 같다. 

Fig. 3-6에서 보듯 Jetty 1에서 2척의 선박 접안에너지가 Jetty 1의 설계

접안에너지인 871.42를 초과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Jetty 2와 3에서

는 초과하는 사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측 접안속도가 설계 접안

속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았던 Fig. 3-2 ~ 3-4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Jetty에 접안 가능한 최대 선박규모보다 작은 선박이 다수 접

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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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omparison of berthing energy

본 연구에서는 만재 및 경하 상태에 대해 구분을 하여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3-7은 만재상태로 접안한 선박에 대한 선박 규모별 접안

속도의 산포도로 평균속도는 6.942 cm/s로 확인되었다. Fig. 3-8은 경하상

태로 접안한 선박의 선박 규모별 접안속도의 산포도이고, 평균속도는 

8.901 cm/s로 만재상태의 접안속도보다 약 2 cm/s가 빠르게 접안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평균값 비교로 보았을 때, 만재상태의 선박보다 경하상태

에서 비교적 빠른 접안속도를 가지고 접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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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Scattering map of berthing velocity for laden condition

Fig. 3-8 Scattering map of berthing velocity for balla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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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선박의 재화상태에 대한 실측 접안속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재 및 경하 상태로 접안한 선박에 대해 각각 산포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3-9는 만재상태로 접안한 선박에 대한 선박 규모별 접안속도의 산

포도에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만재상태인 선박에서는 선박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의 접안속도가 거의 변화가 없이 평

균값 근처에서 회귀직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9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ade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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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은 경하상태로 접안한 선박에 대한 선박 규모별 접안속도의 산

포도에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경하상태인 선박의 경우에는 만

재상태 선박의 경우와는 다르게 회귀직선이 DWT가 커짐에 따라 접안속

도가 작아지는 형태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0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ballast condition

또한, 선박의 재화상태에 따라 만재, 경하로 구분한 후 Fig. 3-11과 같

이 일반적으로 탱커선의 DWT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AFRA 

Scale을 이용하여 GP, MR, LR1, LR2, VLCC 에 해당되는 각각의 평균속도

를 Fig. 3-12 및 Table 3-5와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GP, VLCC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 규모에서는 경하상태에서 접안하는 선박의 평균접안

속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하상태의 선박은 선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접안속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만재상태로 

접안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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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AFRA) scale

Source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4)

Fig. 3-12 Comparison of mean value according to AFRA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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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class

Mean berthing 

velocity (cm/s)
No. of data (n)

Laden 

condition

Ballast 

condition

Laden 

condition

Ballast 

condition

GP(General purpose) 11.7342 10.6766 7 3

MR(Medium range) 5.86 10.12 1 5

LR1(Long range 1) 6.2486 8.9423 59 60

LR2(Long range 2) 7.1986 9.4525 36 8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6.8475 2.8033 8 3

Total 6.9423 8.9013 111 79

Table 3-5 Comparison of mean value according to AFRA scale

만재상태와 경하상태의 평균값 및 선형회귀분석 결과, 선박의 재화상태 

구분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접안속도의 실측데

이터 분석에 있어 선박의 재화 상태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선

박의 재화상태에 추가하여 선종별로 선형이 다르기 때문에 선종에 대한 

구분도 필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탱커부두에서의 접안속도 실측데이

터를 취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선종구분은 시행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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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확률분포함수의 종류

일반적으로 접안속도의 빈도수는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NILIM, 2015; Yamas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확률분포함수 중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 그리고 

Weibull 분포 함수와 실측 접안속도 데이터의 빈도수를 비교하여 가장 적

합한 확률분포함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의 수식은 식 (3-2) 정규분포, 식 (3-3) 대수정규분포 그리고 식 

(3-4) Weibull 분포에 대한 각각의 확률분포함수 식이다. 






                 (3-2)






ln                      (3-3)

 

 
 
 exp

 


                     (3-4)

 :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 Berthing velocity (cm/s)

 : Mean 

 : Standard deviation 

 : Scale 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 Shape 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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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수식은 식 (3-5) 정규분포, 식 (3-6) 대수정규분포 그리고 식 

(3-7) Weibull 분포에 대한 각각의 누적분포함수 식이다. 

 
 

                       (3-5)

 
 

ln                     (3-6)

 exp
 


                     (3-7)

 :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 Berthing velocity (cm/s)

 : Mean 

 : Standard deviation 

 : Scale 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 Shape 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일반적으로 확률분포함수와 누적분포함수의 관계는 미분, 적분 관계로 

확률분포함수를 적분하면 누적분포함수 그리고 누적분포함수를 미분하면 

확률분포함수가 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3-8), 식 (3-9)와 같다.


∞



                      (3-8)




                                                (3-9)

NILIM (2015)과 Yamase et al. (2013)은 접안속도의 실측 데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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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Roubos et al. (2016)

은 접안속도의 Weibull 분포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PIANC 

(2017)에서는 선종에 따라 Weibull 분포와 대수정규분포에 대한 적합성을 

각각 확인하였다. 각 연구에 따라 취합한 부두의 특성이나 선박의 선종 

및 규모가 각기 다르므로 다른 확률분포도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된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탱커선의 만재상태와 경하상태의 

선박의 접안속도 데이터로 구분 후 분석을 시행하여 확률분포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3.3 확률분포함수의 적용

3.3.1 실측 접안속도 빈도수와 확률분포도

본 연구에서는 실측 접안속도 데이터를 빈도수에 따라 Histogram으로 

구성하고 이에 각각의 확률분포함수인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 Weibull분

포를 Overlay하여 각각의 확률분포함수와 비교하였다. 또한, 통계적인 접

안 에너지 산정시의 문제점인 만재 시와 경하시의 선박의 특성이 변화하

는 점을 고려하여 만재상태의 선박과 경하상태의 선박에 대한 분석을 나

누어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총 207개의 실측데이터 중 선

박의 재화상태 구분이 되는 190개의 실측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만재상태

에서 접안한 선박의 총 데이터 수는 111개이며, 경하상태에서 접안한 선

박의 총 데이터 수는 79개이다. 또한, 총 207개의 실측데이터 중 선박의 

재화상태에 대해 파악되지 않은 17개의 데이터는 전체 선박의 데이터 분

석에만 포함시키고 만재, 경하 상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해당 데이

터를 제외한 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재화상태에 따른 만재, 경하에 대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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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선박의 규모에 따라 100,000 DWT 미만인 선박과 100,000 DWT 이

상인 선박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케이스로 각각의 경우에 확률분포함수

와 비교하였다. 

Fig. 3-13 ~ 3-14는 만재상태에서 접안하는 선박 중 100,000 DWT 미만

인 선박과 100,000 DWT 이상인 선박의 접안속도 실측치를 Histogram화 

하고 각각의 확률분포함수와 Overlay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3-15 ~ 

3-16은 경하상태에서 접안하는 선박을 선박 규모 100,000 DWT 기준으로 

구분하여 확률분포함수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NILIM (2015)과 Yamase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접안속도의 확률분

포는 대수정규분포와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Fig. 3-13 ~ 3-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수정규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접안하는 선박의 조건에 따라 적합

한 확률분포함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재상태 선박 중 

100,000 DWT 미만의 선박 접안속도의 확률분포함수는 대수정규분포와 

Weibull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100,000 DWT 이상의 선박 접

안속도의 확률분포함수는 대수정규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경

하상태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100,000 DWT 미만의 선박은 Weibull 분포가 

적합해 보이며, 100,000 DWT 이상의 선박의 데이터 수가 11개로 확률분

포함수와의 비교가 어려워 보이지만, 정규분포함수와 적합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적합도 

검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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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Frequency distribution(laden, under 100K DWT)

Fig. 3-14 Frequency distribution(laden, over 100K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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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Frequency distribution(ballast, under 100K DWT)

Fig. 3-16 Frequency distribution(ballast, over 100K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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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확률분포도 적합도 검정

3.3.1에서 실측 접안속도 데이터를 Histogram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확률분포함수를 Overlay하여 비교하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확률분포 비

교에서 대수정규분포와 Weibull 분포에서는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

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여러 가지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확률분포함수에 대한 적합도 검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K-S 검정(Kolmogorov-Smirnov test)과 A-D 검정(Adenson-Darling 

test), 그리고 Q-Q Plot(Quantile-quantile plot)을 시행하여 적합한 함수를 

확인하였다. 이 세 가지 적합도 검정법은 각각 적합도 검정식이 다르며 

특히, Q-Q Plot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어 복

합적인 검정을 통해 가장 적절한 확률분포함수를 확인하고자 여러 검정법

을 비교 검토하였다. 

각각의 적합도 검정법은 데이터 샘플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며 가능한 

한 데이터 특성에 맞는 검정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한 검정법만을 택

하여 검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검정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

하다. (Xiankui et al., 2015)

첫 번째로 검정할 방법은 K-S 검정으로 검정 가설은 “접안속도는 정

규분포를 따른다.”, “접안속도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그리고 “접

안속도는 Weibull 분포를 따른다.”와 같이 3가지 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

준은 1%, 5%로 각각 검정하였다. K-S와 A-D 검정법의 검정 통계량이 기

각 한계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 공통 사항이다. 

따라서 검정 통계량이 기각 한계 값 미만인 경우에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

고 지정 유의수준에서 접안속도는 해당 분포에 따른다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K-S 검정의 검정 통계량 D는 식 (3-10)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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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3-10)

 : K-S의 검정 통계량

 : 에 대한 데이터의 누적 확률()

 : 에 대한 확률분포의 누적확률

 : 실측데이터수

K-S 검정법에서의 실측 데이터 수에 따른 기각 한계값은 유의수준에 

따라 유의수준 1 %는 식 (3-11), 유의수준 5 %는 식 (3-12)와 같다. 

유의수준 1 % :                                       (3-11)

유의수준 5 % :                                       (3-12)

K-S 검정법에서는 식 (3-10)으로 계산된 검정 통계량 D와 식 (3-11), 식 

(3-12)와 같이 유의수준에 따라 계산된 기각 한계값을 비교하여 가설에 

대한 기각 유무를 파악한다.

두 번째로 검정할 방법은 A-D 검정법이다. A-D 검정법의 검정 통계량

은 식 (3-13) ~ (3-15)를 통해 결정된다.

     (3-13)

 
 

 






ln ln      (3-14)

     (3-15)

 : A-D의 검정통계량

 : 데이터 수에 의한 수정 검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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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검정법에서의 실측 데이터 수에 따른 기각 한계값은 유의수준에 

따라 유의수준 1 %는 식 (3-16), 유의수준 5 %는 식 (3-17)과 같다.

유의수준 1 % :      (3-16)

유의수준 5 % :      (3-17)

위의 계산식을 통한 두 가지 검정법의 실측 데이터에 대한 K-S 검정 

결과는 Table 3-6, A-D 검정에 따른 검정 결과는 Table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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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PDF
KS test 

D value

Reject limit Test result

Significant 

level 1%

Significant 

level 5%

Significant 

level 1%

Significant 

level 5%

Under 

100,000 

DWT,

laden

Normal 0.16541 0.19791 0.16615 Accept Accept

Log 

normal
0.09429 0.19791 0.16615 Accept Accept

Weibull 0.11267 0.19791 0.16615 Accept Accept

Over 

100,000 

DWT,

laden

Normal 0.19720 0.24422 0.20502 Accept Accept

Log 

normal
0.10250 0.24422 0.20502 Accept Accept

Weibull 0.16973 0.24422 0.20502 Accept Accept

Under 

100,000 

DWT,

ballast

Normal 0.12071 0.19645 0.16492 Accept Accept

Log 

normal
0.10273 0.19645 0.16492 Accept Accept

Weibull 0.09754 0.19645 0.16492 Accept Accept

Over 

100,000 

DWT,

ballast

Normal 0.18576 0.48844 0.41005 Accept Accept

Log 

normal
0.17369 0.48844 0.41005 Accept Accept

Weibull 0.15285 0.48844 0.41005 Accept Accept

Table 3-6 Test results in K-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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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PDF
AD test 

A*Value

Reject limit Test result

Significant 

level 1%

Significant 

level 5%

Significant 

level 1%

Significant 

level 5%

Under 

100,000 

DWT,

laden

Normal 2.31579 1.00479 0.73250 Reject Reject

Log 

normal
0.66211 1.00479 0.73250 Accept Accept

Weibull 0.55855 1.00479 0.73250 Accept Accept

Over 

100,000 

DWT,

laden

Normal 2.54613 0.98910 0.72262 Reject Reject

Log 

normal
0.53670 0.98910 0.72262 Accept Accept

Weibull 1.92277 0.98910 0.72262 Reject Reject

Under 

100,000 

DWT,

ballast

Normal 0.82594 1.00523 0.73278 Accept Reject

Log 

normal
1.40966 1.00523 0.73278 Reject Reject

Weibull 0.43389 1.00523 0.73278 Accept Accept

Over 

100,000 

DWT,

ballast

Normal 0.37583 0.85201 0.63629 Accept Accept

Log 

normal
1.13726 0.85201 0.63629 Reject Reject

Weibull 0.66428 0.85201 0.63629 Accept Reject

Table 3-7 Test results in A-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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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의 결과에서 K-S 검정에서는 모든 조건에서의 접안속도 데이

터가 각각의 확률분포함수에 모두 채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Table 3-7의 A-D 검정 결과에서는 만재상태의 100,000 DWT 미

만인 선박에서 대수정규분포와 Weibull분포에 유의수준 1 %와 5 % 모두

에서 적합하지만, 정규분포는 모두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다. 100,000 

DWT 이상인 선박에서는 대수정규분포의 확률분포함수만이 유의수준 1 %

와 5 %에서 모두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경하상태의 경우에는 100,000 DWT 미만의 선박에서는 정규분포의 경

우, 유의수준 1 %에서는 채택되었지만, 유의수준 5 %에서는 기각되는 값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Weibull 분포는 유의수준 1 %와 5 %에서 모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대수정규분포는 모두 기각 되었다. 100,000 DWT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정규분포에서 유의수준 1 %, 5 % 모두에서 채택

되었으며, Weibull 분포에서는 유의수준 1 %에서 채택되었지만 유의수준 

5 %에서는 기각되었다. 100,000 DWT 미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수정

규분포는 모두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확률분포함수를 검정하기 위해 Fig. 3-17 ~ 3-20과 같이 선

박의 재화상태, 규모에 따라 4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Q-Q plot을 시행하

였다. 위의 K-S 검정과 A-D 검정과는 다르게 Q-Q plot은 그래프에 데이

터를 Plot하여 비교 검정할 수 있는 시각적인 확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Q-Q plot은 쉽고 빠르게 검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이해하기가 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Bikramji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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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Q-Q probability plot(laden, under 100K DWT)

Fig. 3-18 Q-Q probability plot(laden, over 100K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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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Q-Q probability plot(ballast, under 100K DWT)

Fig. 3-20 Q-Q probability plot(ballast, over 100K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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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 3-18의 100,000 DWT 미만과 100,000 DWT 이상의 만재상

태 선박에 대한 접안속도 분포를 Q-Q Plot 시행한 결과를 보면, 두 Case 

모두 대수정규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로 쉽게 확인된다. 하지만 여

기서 보다 정확한 검정을 위해 R-Squared를 구하여 본 결과, 100,000 

DWT 미만의 선박은 0.9899, 100,000 DWT 이상의 선박에서는 0.9849로 

다른 확률분포함수보다 대수정규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로 확인

되었다. 

Fig. 3-19 ~ 3-20의 100,000 DWT 미만과 100,000 DWT 이상의 경하상

태 선박에 대한 접안속도 분포를 Q-Q Plot 시행한 결과를 보면, 만재상태

의 선박과는 다르게 대수정규분포가 다소 벗어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가 있다. 또한 Weibull 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임을 확인할 수

가 있으며, R-squared 값을 비교해보면 100,000 DWT 미만에서는 0.9950, 

100,000 DWT 이상에서는 0.9788로 Weibull 분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접안속도 데이터에 Q-Q Plot을 시행한 결과는 Fig. 3-21과 같다.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Q-Q Plot에서는 Weibull 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R-squared 값에서도 0.9702로 Weibull 분포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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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Q-Q probability plot of all data

또한, Fig. 3-21의 Q-Q Plot 내 직선에서 해당 데이터들이 약 14~16 

cm/s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전체 데이터의 접안속도 빈

도수를 나타낸 Table 3-8을 보면 14~16 cm/s까지 접안속도의 누적빈도수

의 비율이 약 95 %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데이터의 약 5% 

가 확률분포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5 %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의 분포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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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cm/s)
Count

Cumulative 

count

Relative 

frequency

Cumulative 

frequency

0~2 13 13 6.28% 6.28%

2~4 27 40 13.04% 19.32%

4~6 45 85 21.74% 41.06%

6~8 45 130 21.74% 62.80%

8~10 31 161 14.98% 77.78%

10~12 19 180 9.18% 86.96%

12~14 11 191 5.31% 92.27%

14~16 6 197 2.90% 95.17%

16~18 1 198 0.48% 95.65%

18~20 3 201 1.45% 97.10%

20~22 3 204 1.45% 98.55%

22~24 1 205 0.48% 99.03%

24~26 2 207 0.97% 100.00%

Table 3-8 Frequency count of berthing velocity for all data

3.3.3 적합도 검정 결과 요약

K-S 검정, A-D 검정, Q-Q plot 검정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9와 같

다. 검정결과에서 선박의 재화상태 및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확률분

포모형이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만재상태에서는 대수정규분포가 가장 적

합함을 확인하였고, 경하상태에서는 Weibull 분포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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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K-S test

result

A-D test 

result

Q-Q plot

result
Final result

Under 100,000 DWT,

laden
Log normal Weibull Log normal Log normal

Over 100,000 DWT,

laden
Log normal Log normal Log normal Log normal

Under 100,000 DWT,

ballast
Weibull Weibull Weibull Weibull

Over 100,000 DWT,

ballast
Weibull Normal Weibull Weibull

Table 3-9 Result for goodness of f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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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적용

3장에서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를 검정한 이유는 실측 데이터를 통

한 초과확률 개념에서 적정 접안속도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적합도 검정 

결과 만재상태에서는 대수정규분포, 경하상태에서는 Weibull 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예측 

접안속도는 각각 선박의 재화상태에 따라 대수정규분포와 Weibull 분포함

수의 예측 접안속도를 대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접안속도의 초과확률 개념에서 예측을 위해 Benard et al. 

(1953)가 고안한 Median rank 추정법을 따라 식 (3-18)과 같이 계산한다. 




    (3-18)

 : Median rank, 중앙값 순위

 : 실측값 순위

 : 샘플의 수

위의 식은 접안속도 실측치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시킨 후 그

에 해당하는 실측값의 순위 j에 대한 중앙값 순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여 1/1,000, 1/10,000의 초과확률에 대한 예측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적절한 접안속도의 예측치를 구하

기 위해 만재상태 및 경하상태에서 접안하는 선박으로 구분하고 전체 데

이터를 대입하여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접안속도 예측치 그래프를 비교 평

가하였다.

여기에서도 선박의 재화상태에 따라 만재, 경하로 구분하고 선박의 규

모에 따라 100,000 DWT 기준으로 구분하여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초과

확률 개념에서의 접안속도 예측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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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는 만재상태이며, 100,000 DWT 미만인 선박의 접안속도 실측

치를 이용해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그래프를 생성한 것이다. 점으로 표시

된 부분은 실측치에 대한 것이고, 각각의 확률분포에 해당하는 예측치는 

실선으로 표시하여 Overlay하였다. 실측치는 대수정규분포와 가장 근접하

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1/1,000과 1/10,000의 확률에서 예측 접안속도

는 Table 3-10과 같다. 

Fig. 3-22 Probability of exceedance(laden, under 100 K DWT)

Extreme value estimates of the berthing velocity(cm/s)

Probability of 

exceedance
1/10 1/100 1/1,000 1/10,000

Normal 12.835 17.699 21.422 24.389

Lognormal 13.871 29.130 43.845 56.856

Weibull 13.116 20.351 26.409 31.782

Table 3-10 Extreme value estimates of the berthing velocity(laden, under 100 K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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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은 만재상태이며, 100,000 DWT 이상인 선박의 접안속도 실측

치를 이용해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그래프를 생성한 것이다. 이 조건에서

의 실측치는 대수정규분포와 가장 근접하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1/1,000과 1/10,000의 확률에서 예측 접안속도는 Table 3-11과 같다.

Fig. 3-23 Probability of exceedance(laden, over 100 K DWT)

Extreme value estimates of the berthing velocity(cm/s)

Probability of 

exceedance
1/10 1/100 1/1,000 1/10,000

Normal 11.676 15.355 17.971 20.245

Lognormal 11.079 17.251 23.274 28.595

Weibull 11.949 16.409 19.841 22.914

Table 3-11 Extreme value estimates of the berthing velocity(laden, over 100 K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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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는 경하상태이며, 100,000 DWT 미만인 선박의 접안속도 실측

치를 이용해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그래프를 생성한 것이다. 경하상태에서

의 실측치는 Weibull 분포와 가장 근접하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1/1,000과 1/10,000의 확률에서 예측 접안속도는 Table 3-12와 같다.

Fig. 3-24 Probability of exceedance(ballast, under 100 K DWT)

Extreme value estimates of the berthing velocity(cm/s)

Probability of 

exceedance
1/10 1/100 1/1,000 1/10,000

Normal 15.231 20.178 23.876 26.979

Lognormal 15.579 31.732 44.951 56.650

Weibull 17.167 21.960 26.959 31.404

Table 3-12 Extreme value estimates of the berthing velocity(ballast, under 100 K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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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는 경하상태이며, 100,000 DWT 이상인 선박의 접안속도 실측

치를 이용해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그래프를 생성한 것이다. 이 조건에서

의 실측치는 Weibull분포와 가장 근접하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1/1,000과 1/10,000의 확률에서 예측 접안속도는 Table 3-13과 같다.

Fig. 3-25 Probability of exceedance(ballast, over 100 K DWT)

Extreme value estimates of the berthing velocity(cm/s)

Probability of 

exceedance
1/10 1/100 1/1,000 1/10,000

Normal 13.438 19.225 24.214 28.690

Lognormal 20.229 40.276 57.989 73.441

Weibull 15.231 22.769 29.304 35.140

Table 3-13 Extreme value estimates of the berthing velocity(ballast, over 100 K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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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 적용하는 설계접안속도는 그 특성상, 1/10과 1/100과 같은 낮은 

빈도의 확률에 해당하는 예측치 보다는 1/1,000과 1/10,000과 같이 보다 

높은 빈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조건에서 계산된 1/1,000과 1/10,000에 해당되는 초과확

률 개념에서의 접안속도 예측치는 Table 3-14와 같다. 

Berthing velocity 

(cm/s)

1/1,000 berthings 1/10,000 berthings

10-100 K

DWT

100-320 K

DWT

10-100 K

DWT

100-320 K

DWT

Laden condition 43.845 23.274 56.856 28.595

Ballast condition 26.959 29.304 31.404 35.140

Table 3-14 Estimate result of the berthing velocity

본 연구에서 접안속도를 측정하였던 부두는 외해로부터 Shelter되어 있

으며 접안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탱커선이 주로 접안하는 부두이었

다. 만재상태의 선박 중 100,000 DWT 미만의 선박은 1/1,000 확률에서 약 

43 cm/s, 1/10,000 확률에서는 약 56 cm/s, 그리고 100,000 DWT 이상의 

선박은 1/1,000 확률에서 약 23 cm/s, 1/10,000 확률에서는 약 28 cm/s로 

예측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하상태로 접안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100,000 DWT 미만의 선박은 

1/1,000 확률에서 약 27 cm/s, 1/10,000 확률에서는 약 31 cm/s의 예측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100,000 DWT 이상의 선박은 1/1,000 확률에서 약 29 

cm/s, 1/10,000 확률에서는 약 35 cm/s의 접안속도 예측치를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두의 연간 예상 접안횟수와 예상수명을 

대입하여 접안 빈도수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연간 예상 접안횟수가 100 

회로 예상되며, 예상수명을 100년을 갖도록 부두를 설계할 시에는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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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곱한 10,000 회의 접안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접안속도의 

예측치 즉, 1/10,000의 초과확률에 해당되는 접안속도 예측치를 이용하여 

예측치에 여유를 두어 적절한 접안속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계접안속도에 대한 적용 시에는 항만 부두시설의 설계 수명에 대한 접

안 빈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부두는 Jetty에 따라 설계접안속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 값은 

Jetty 1은 12 cm/s, Jetty 2와 Jetty 3은 15 cm/s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접안속도 예측치와 이 설계접안속도 값을 비교하면  

설계접안속도가 예측치에 비해 굉장히 작게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설계접안속도가 해당부두의 특성에 비해 작게 설정되어 있거

나 해당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의 접안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방충재 등의 

계류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접안속도 예측치를 이용하여 기존의 설계접안속도가 아닌 새

로운 설계접안속도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

만 부두 시설의 신설 및 변경 시에도 적절한 접안속도를 설계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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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신뢰수준별 접안속도와 선박규모 관계

본 4장에서는 선박의 규모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선박의 DWT와 접

안속도와의 관계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부두의 적절한 접안속도를 산

출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현재 선박의 규모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

각의 선박과 항만 부두 시설에 해당하는 적절한 접안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4.1 선박 규모와 선박의 주요 데이터와의 관계

NILIM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선박의 주요 데이터와 선박 규모와의 관

계식은 식 (4-1)과 같다.

        (4-1)

 : LOA, LPP, 접안속도 등의 선박 주요 데이터

 : DWT, GT와 같은 선박의 규모

 : 회귀계수

또한, 이 수식의 양변에 자연로그 ln을 취하면 자연로그 성질에 따라 식

(4-2)로 수정이 가능하다. 식 (4-2)를 이용하면 복잡한 로그의 회귀식이 아

닌 단순한 직선 회귀식의 산정 및 통계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ln  ln l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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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형회귀분석

Fig. 4-1은 경하상태에서 선박 규모별 접안속도에 대한 실측데이터에 선

박규모인 DWT와 접안속도 V에 자연로그화 하여 산점도로 표현한 후, 이

에 대해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한 것이다. 즉, ln(DWT)와 ln(V)의 산점도에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그래프이다. 여기서 ln(y)를 또 다른 Y로 보고 

ln(x)를 또 다른 X로 본다면 ln와 는 각각 Y절편, 그리고 회귀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선박의 DWT와 그에 

해당하는 접안속도 V에 자연로그 ln을 씌워 산점도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ln와 를 구할 수 있다. 

Fig. 4-1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ln(V)-ln(DWT) (ballast condition)

Table 4-1은 해당 데이터에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주요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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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Residual sum 

of squares

Intercept

(ln)
Slope

()

ln  ln ln 34.88504 5.67482 -0.3369

Table 4-1 Test results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ballast condition)

위의 표에서 보이는 intercept 값은 ln로서 이 값에 exp를 하면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값은 회귀직선의 기울기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여

기서 구해진 회귀 계수 값을 식 (4-1)에 대입하면 50 %의 신뢰수준에 대

한 접안속도와 DWT 간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4.3 접안속도와 선박규모의 관계식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박규모와 접안속도의 관계식을 산출할 때에는 

여러 주의사항이 있다. 선박의 선종별로 선형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

문에 해당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의 선종 구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종 구분이 되었을 지라도 해당 선박의 재화상태에 따

라 선박의 흘수는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재화상태 구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3.1 신뢰수준별 접안속도와 선박규모의 관계식 도출 방법

국제적으로 접안속도의 통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계 접안속도를 설정

할 시 일정 신뢰수준 값 (95 %)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하며 

또한 현재 접안속도 관련하여 참고문헌으로 활용되고 있는 Brolsma curve

도 접안속도와 선박 규모와의 관계에 대해 50 %의 신뢰수준 즉, 평균값 

개념에서 소개하고 있다. (PIANC, 2017)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접안속도와 선박의 규모(DWT) 간의 관계식을 

50, 75, 90, 95, 98, 99 %의 신뢰수준 별로 구하여 이에 대한 관계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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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표현하고자 한다. (NILIM, 2015)

 Ueda et al. (2002)의 연구에서 접안속도는 Fig. 4-2에서 ln(DWT), ln(V) 

축에서 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

다. 이 때, 그래프 상의 회귀직선은 선박규모(DWT)의 자연로그 값에 대한 

접안속도의 자연 로그값의 평균치이다.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

심으로 대칭 분포형 이기 때문에 평균치와 중앙값(50% 확률)이 동일하지

만 대수정규분포에서는 평균값과 중앙값이 같지 않다는 것에 주의가 필요

하다.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자연로그 값의 평균은 ln , 표준편차를 ln 

으로 했을 때,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값 및 중앙값은 식 (4-3), (4-4)와 같

다.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값 : 
ln 

ln

     (4-3)

대수정규분포의 중앙값 : 
ln            (4-4)

Fig. 4-2 Norm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berthing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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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접안속도와 선박의 규모 관계를 신뢰 수준별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이 아닌 중앙값, 즉 50% 확률치로

써 둘의 관계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회귀 직선 주위의 분포 형태를 생각하면 어떤 커버율 P%에 해당하는 

관계식은 회귀선을 수평 이동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는 정규 분포를 가정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량은 회귀 직선 주위의 표준 편차에 의해 결정

되며 Fig. 4-3과 같다. 회귀 직선 주위의 표준편차를 라고 하면 이동량은 

S 로 표시되며 이때의 계수 S는 커버율 P%에 따라 표준정규분포표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을 정리하면 Table 4-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P 50 % 75 % 90 % 95 % 98 % 99 %

S 0.000 0.674 1.282 1.645 2.054 2.326

Table 4-2 Coefficient value S according to the coverage

Fig. 4-3 Regression linear shift for cover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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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측 접안속도의 자연로그값의 분포를 고려하면 그 평균값은 

직선회귀 식으로부터 얻은 예측치이며, 표준 편차는 회귀 직선 주위의 표

준편차이다. 어떤 커버율 P%에 해당하는 접안속도의 자연로그 ln(V)와 계

수 S는 식 (4-5), 식(4-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n  lnln      (4-5)

 

ln lnln
     (4-6)

이 때, 식에 나타나는 계수 S는 Fig. 4-4의 정규 분포의 표준화된 형태

를 취하고 표준정규분포표에 나타나는 커버율에 해당하는 계수 S의 값은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산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접

안속도 자연로그값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그 분포 형상에 관

계없이 그 값은 일정하다. 

Fig. 4-4 Density distribution curve for random cover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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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커버율에 대한 관계식은 식 (4-5)의 양변에 지수함수를 취한 식 

(4-7)과 같이 계산한다. 

 
        (4-7)

 

또한 회귀 직선 주위의 표준 편차는 식 (4-8)로 구할 수 있다. 

 




 





 




 




     (4-8)


 : 변수 x (ln X)의 분산


 : 변수 v (ln V)의 분산

 : 변수 x, v 의 공분산

n : 데이터 수

4.3.2 접안속도와 선박규모의 관계식 도출 결과

위의 방법에 따라 탱커선에 대한 신뢰수준별 접안속도와 선박규모와의 

관계식을 만재, 경하 상태로 구분하여 식 (4-9) ~ (4-20)과 같이 도출하였

다. 

만재상태에서 신뢰수준별 관계식은 신뢰구간별로 식 (4-9) ~ (4-14)와 

같다.

50% 신뢰구간 : ∙      (4-9)

75% 신뢰구간 : ∙     (4-10)

90% 신뢰구간 : ∙     (4-11)

95% 신뢰구간 :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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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신뢰구간 : ∙     (4-13)

99% 신뢰구간 : ∙     (4-14)

또한, 경하시의 신뢰수준별 관계식은 신뢰구간별로 식 (4-15) ~ (4-20)과 

같다. 

50% 신뢰구간 : ∙     (4-15)

75% 신뢰구간 : ∙     (4-16)

90% 신뢰구간 : ∙     (4-17)

95% 신뢰구간 : ∙     (4-18)

98% 신뢰구간 : ∙     (4-19)

99% 신뢰구간 : ∙     (4-20)

이에 해당 관계식을 접안속도와 DWT 간의 관계 그래프로 도식화하면 

재화상태에 따라 만재상태의 그래프는 Fig. 4-5, 경하상태에서는 Fig. 4-6

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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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Relation curve between berthing velocity and DWT(laden condition)

Fig. 4-6 Relation curve between berthing velocity and DWT(balla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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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재화상태에 따른 접안속도의 특성이 다름을 앞장에서 확인하였

기 때문에 본 장에서의 신뢰수준별 접안속도와 선박의 규모와의 관계에서

도 관계식 및 그래프가 다르게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접안속도의 신뢰수준을 기존 50%인 평균치에서 

95~99 %까지 상향시키자는 논의가 되고 있어, 본 그래프의 활용 시에는 

가장 낮은 접안속도 곡선이 나오는 50% Confidence level이 아닌 95~99 %

의 곡선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재상태와 경하상태의 선박 규모에 대한 접안속도의 관계식을 이용하

여 3장 Fig. 3-11의 AFRA Scale(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 scale) 

에 따라 각각의 선박의 규모에 해당하는 신뢰수준 95~99 %의 적정 접안

속도를 만재상태 시 Table 4-3, 경하상태 시 Table 4-4와 같이 계산하였

다. 

Vessel class

95 %

confidence 

level

98 %

confidence 

level

99 %

confidence 

level

GP(General purpose) 17.211 22.338 26.567

MR(Medium range) 16.869 21.895 26.040

LR1(Long range 1) 16.606 21.553 25.633

LR2(Long range 2) 16.316 21.177 25.186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16.010 20.780 24.714

ULCC(Ultra large crude carrier) - - -

Table 4-3 Berthing velocity according to AFRA scale(lade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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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class

95 %

confidence 

level

98 %

confidence 

level

99 %

confidence 

level

GP(General purpose) 33.599 44.336 53.314

MR(Medium range) 26.189 34.557 41.555

LR1(Long range 1) 21.582 28.478 34.245

LR2(Long range 2) 17.391 22.949 27.596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13.778 18.181 21.863

ULCC(Ultra large crude carrier) - - -

Table 4-4 Berthing velocity according to AFRA scale(ballast condition)

본 연구에서의 실측 데이터의 선박 분포는 최소 DWT 약 11,000 DWT

에서 최대 DWT 약 320,000 DWT 로 분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유효범위는 11,000 ~ 320,000 DWT 에 해당하는 선박이 된다. 이에 Table 

4-3과 Table 4-4에서는 320,000 DWT 이상의 선박인 ULCC의 접안속도 값

을 계산하지 않았다. 

Table 4-3의 만재상태의 접안속도 값은 선박의 규모가 VLCC 까지 커짐

에도 접안속도가 약 1~2 cm/s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재상태

의 선박은 선박의 규모가 커짐에도 접안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

며 그에 따른 신뢰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하상태로 접안하는 선박의 접안속도 값인 Table 4-4에서 보면 만재상

태와는 다르게 선박의 규모가 GP에서 VLCC까지 커짐에 따라 접안속도가 

약 20~32 cm/s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경하상태에서 선박의 규모가 커짐

에 따라 큰 차이로 접안속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7과 Fig. 4-8은 만재상태와 경하상태의 선박에 대한 접안속도와 

DWT의 관계 그래프에 실측 데이터를 overlay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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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Overlay for relation curve and actual data(laden condition)

Fig. 4-8 Overlay for relation curve and actual data(ballast condition)



- 86 -

만재상태에서 접안하는 선박의 실측 데이터를 신뢰수준별로 산출된 접

안속도-선박 규모와의 관계 그래프와 비교하면 모든 값이 99 % 

confidence level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데

이터는 90 % confidence level 범위 안에 있으므로 기존의 50 % 

confidence level 보다는 상향된 접안속도 곡선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재상태에서 접안하는 선박의 실측 데이터를 신뢰수준별로 산출된 접

안속도-선박 규모와의 관계 그래프와 비교하면 모든 실측치가 98 % 범주 

안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도 대부분의 데이터가 

50 % 범주를 상향하는 접안속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뢰

수준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동향을 국내에서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Jetty 3의 최대 접안가능 선박의 크기는 VLCC인 약 300,000 

DWT의 규모의 선박이다. 이를 만재상태로 접안하는 선박의 곡선에 대입

하여 보면, 만재시의 경우에는 50 %의 신뢰수준, 즉 평균값으로는 약 5 

cm/s에 불과하다. 하지만 Fig. 4-7에서 보듯이 만재상태에서 접안하였던 

약 300,000 DWT의 선박의 실측치는 이를 초과하여 15 cm/s에 가깝게 측

정되었다. 

또한 해당 그래프에 Jetty 1의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규모인 80,000 DWT

까지 Jetty 1의 설계접안속도인 12 cm/s를 하늘색 범주로 표시하고, Jetty 

2 와 Jetty 3에 접안 가능한 최대선박규모인 320,000 DWT까지 Jetty 2, 3

의 설계접안속도인 15 cm/s를 노란색 범주로 Fig. 4-7과 Fig. 4-8에 각각 

표시하였다. 그 결과 실측 데이터는 설계치보다 초과하는 데이터가 존재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계접안속도의 재설계 혹은 접안속도의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부두의 설계접안속도는 만재상

태에서는 약 75 ~ 95 % 에 해당하는 신뢰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경하상태에서는 약 50 ~ 98 % 에 해당하는 신뢰수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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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해진 접안속도와 선박규모 DWT의 관계 곡선은 기존의 

국제적으로 접안속도에 적용되었던 Brolsma curve와는 다르게 최근에 측

정된 접안속도를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rolsma curve에서 선박의 재

화상태에 따른 구분이 되지 않았던 단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성

질을 가지는 탱커부두에서는 신뢰수준별로 구분한 접안속도 예측 곡선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외력에 있어 어느 정도 Shelter되어 있고 접

안하기 어려운 탱커부두에 본 곡선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1977년에 제작되어 약 40년간 활용되고 있는 Brolsma 

curve를 대체할 새로운 접안속도 곡선을 생성하여 여러 국가의 항만 부두 

시설에 대한 적절한 설계접안속도를 제시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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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최근 국제적으로 접안속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측 접안속도 

분석을 통한 접안속도의 특성값(설계접안속도) 확인에 대한 연구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미비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해당부두에 적합한 접안속도의 특성값을 확인하는 것은 

접안에너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

다. 이를 통해 부두와 선박간의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부두 사

용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모 탱커부두에서 실측한 접안속도를 분석하여 해당 부두에 대한 

적절한 접안속도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선박의 재화상태와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접안하는 선박을 구분한 

후, 접안속도 실측치의 확률 분포에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 함수를 찾고

자 하였다. 그 후 Median rank 추정식을 이용하여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예측 접안속도를 계산하여 1/1,000, 1/10,000 확률에서 접안속도 예측치를 

만재상태와 경하상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PIANC에서 접안

속도에 대한 신뢰수준을 기존 50 %인 평균치에서 95 % 이상의 신뢰수준

으로 상향 시키려 하는 논의에 맞추어 신뢰수준별로 선박의 DWT에 해당

하는 접안속도의 관계식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에서 정리한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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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측 접안속도의 확률분포 특성

실측 접안속도의 확률분포는 Weibull 분포 혹은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

고 선행연구에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안속도의 실측치를 선박

의 재화상태에 따라 만재상태, 경하상태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Histogram으로 표현하고 이를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 Weibull 

분포와 비교 검정하였다. 확률분포함수의 적합성 검정은 K-S 검정, A-D 

검정, Q-Q plot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만재상태에

서의 접안속도는 대수정규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로 확인되었으

며, 경하상태에서는 Weibull 분포가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함수로 확인되

었다. 

(2)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접안속도 예측치 제시 

초과확률 개념에서의 접안속도 예측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Benard의 

Median rank 추정식을 이용하였다. 선박의 재화상태와 선박의 규모에 따

라 선박을 구분하였으며, 만재상태로 접안하는 선박 중 10 만 DWT 미만

의 소형 선박은 1/1,000 확률에서 약 43 cm/s, 1/10,000 확률에서는 약 56 

cm/s로 확인되었다. 만재상태 선박 중 10만 DWT 이상의 중대형 선박은 

1/1,000 확률에서 약 23 cm/s, 1/10,000 확률에서는 약 28 cm/s로 예측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하상태로 접안하는 선박 중 10만 DWT 미만의 소형

선박은 1/1,000 확률에서 약 26 cm/s, 1/10,000 확률에서 약 31 cm/s로 확

인되었다. 또한 경하상태 선박 중 10만 DWT 이상의 중대형 선박은 

1/1,000 확률에서 약 29 cm/s, 1/10,000 확률에서는 약 35 cm/s로 예측치가 

확인되었다. 이는 1,000 번, 10,000 번의 접안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접안속도 예측치로써 해당 항구의 연간 예상 접안횟수와 기대수명 

설정으로 해당되는 확률의 예측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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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안속도와 선박 DWT간의 관계식 도출

해당 항구에 접안하는 선박의 규모는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이에 접안속

도와 선박의 DWT간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관계그래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또한 접안하는 선박의 화물재화상태에 따라 만재상태, 경하상태의 선

박으로 구분하여 관계식을 구하였다. 관계식은 신뢰수준별로 50 %, 75 %, 

90 %, 95 %, 98 %, 99 % 의 신뢰수준으로 각각 계산하였으며, 선박 규모

에 대한 접안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AFRA Scale의 GP, MR, LR1, LR2, 

VLCC 등의 선박 규모에 따른 선박 등급을 이용하여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접안속도를 신뢰수준 95~99 % 로 구하였다. 만재상태에서의 접안속도는 

선박의 등급, 즉 선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신

뢰수준에 따른 차이만을 보였다. 하지만 경하상태에서는 선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접안속도가 크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선박의 

재화상태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본 관계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제언

본 연구는 실측 접안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 선박의 재화상태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항만 부두 시설의 설계 시 접안속도

의 설정에 대한 방법 제시 및 현존하는 항만 부두의 설계접안속도가 적절

한 값인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내의 여러 탱커부두 중 한 곳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였

기 때문에 향후 연구과제로 다양한 부두 및 선종에 대한 실측 접안속도 

데이터 취득 후, 선종 및 부두의 특성에 맞는 접안속도와 선박 규모간의 

관계식을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산된 예측 접안속도와 해당 

부두의 신설 당시에 설정된 설계 접안속도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

었기 때문에 부두의 방충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실측 접안속도로 계산된 접안에너지를 항만 부두 시설의 방충재가 감당하

지 못한다면, 부두 시설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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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선종 및 부두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한 추가 분석과 함께 접안속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식별을 통해 선박과 부두 간의 접촉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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