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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statistical analysis method for predicting a coast fishing boat's effective horsepower. The EHP estimation 

method for small coast fishing boats was developed, based on a statistical regression analysis of model test results in a circulating water channel. 
The statistical regression formula of a fishing boat's effective horsepower is determined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sistance test results for 

15 actual coast fishing boats. This method was applied to the effective horsepower prediction of a G/T 4 ton class coast fishing boat. From the 

estimation of the effective horsepower using this regression formula and the experimental model test of the G/T 4 ton class coast fishing boat, the 
estimation accuracy was verified under 10 percent of the design speed. However, the effective horsepower prediction method for coast fishing boats 

using the regression formula will be used at the initial design and hull-form developm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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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없

으므로 건조  실선의 주요성능을 사 에 추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이며, 기 설계단계에서 항추진성능  유효마

력 등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훌륭한 선박을 설계하기 

한 기본 요건 의 하나이다.

주요성능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모형시험에 의한 방법, 이론계

산에 의한 방법, 통계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다. 모형시험에 의

한 방법은 아주 정확하다는 장 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다. 이론계산에 의한 방법은 논리 정연하며 

개 비용이 지만, 정량 인 추정보다는 정성 인 추정만이 가

능하며, 통계해석에 의한 방법은 비록 물리  의미가 약하기는 

하지만 이론계산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도 게 든다(김은찬 등, 1989). 여기서 통계해석은 모형시

험 결과를 표본자료로 한 통계해석을 말하며, 기 설계 단계에

서 실선의 정확한 값을 얻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므로 

부분 정확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속하고도 경제 으로 추정

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때 통계해석에 의한 방법

을 이용하게 된다(김은찬, 1994). 한편, 형조선소에서 건조하

는 형선박들은 실선의 주요성능 추정함에 있어 선형시험을 

통한 검증으로 과학 이고 체계 인 기술  검토가 기본 으로 

례화 되어 있어, 형선박들은 모형시험 결과자료를 바탕으

로 작성한 계열모형시험 도표(Sabit, 1972; Wright, 1971)를 활용

하여, 기 설계단계에서도 과학 이고 체계 인 건조선박의 

주요성능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이 길(1984)은 국내 

어선들에 한 모형시험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선형면에서 유

사성이 많은 일본 연안어선 모형시험 결과를 토 로 항추정 

회귀식을 산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소형 연안선박의 경

우에는 모형시험 실 선의 자료가 미흡하여 부분의 연안어선

들은 기 설계단계에서의 주요성능 추정은 과거 실 선 자료

와 개략추정, 경험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강병윤, 2003; 

정우철 등,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류수조에서 수행한 G/T 10톤 미만 15

척의 박스 킬(Box keel) 장착 국내 건조 연안어선을 상으로 

항시험결과를 정리하고 기존 항추정 계열모형시험 도표(이

춘주, 2003)를 바탕으로 연안어선의 선형분류  용범  등을 

검토하 다. 한, 15척 연안어선의 항시험 결과자료를 바탕

으로 유효마력 추정 회귀 분석식을 도출하 으며, 유효마력 추

정 회귀분석식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유사선형인 G/T 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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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리선의 유효마력 추정값과 비교, 평가하 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 건조되는 소형 연안어선의 기설계에 유용한 

기 자료 확보와 선형개발의 핵심자료로 활용하며, 경제성을 고

려한 연안어선 선형개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안어선 실적선 계열모형시험 도표

소형 연안어선의 계열모형시험 도표 작성을 해 사용된 실

선들은 G/T 10톤 미만의 체 15척으로서 어선의 선종은 복

합어선, 낚시어선, 양식장 리어선이다. 이에, 연안어선의 유효

마력 추정을 한 계열모형시험 도표는 연안어선 실 선 15척

의 회류수조 항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안어선 실 선의 선형특성은 조업특성과 승선원들의 안

성을 고려하여 넓은 갑 면 과 우수한 복원성능을 해 연안

어선의 형 인 박스 킬(Box keel)형상의 각형(Chine type) 단

면형상이며, 선미형상은 트랜섬 형상으로서, 추진장치는 1 의 

주기 과 1기의 고정피치 로펠러 장착한 동일한 선형으로 결

정하 다(박충환 등, 2001).

소형 연안어선의 계열모형시험 도표를 작성함에 있어 유체역

학  성능에 요한 향을 미치는 선형변수 에서 기본 인 

요소인 선박길이(L), 선폭(B), 흘수(d), 방형 비척계수(Cb)  

Lcb 등의 주요목과 선형계수를 포함하는 계열변화를 시도하

다(이 길, 1984). 연안어선  유효마력 추정을 한 주요 계열

변수로는 길이-폭(L/B)비, 선폭-흘수(B/T)비, 방형계수(Cb), 주

형계수(Cp), 용  루드(Fn▽)수  부력 심(Lcb)이며, 연안어

선 유효마력 추정 계열모형시험 도표 작성을 한, 주요 계열변

수와 범 는 Table 1과 같다.

연안어선 항시험결과로서 작성된 소형 연안어선의 계열모

형시험 도표의 유효마력 추정은 계열변수에 따른 범 내에서 

배수용  루드(Fn▽)수에 응하는 유효마력-배수용 (EHP/

▽)비로 추정되었다. 한편, 소형 연안어선 계열모형시험 도표의 

계열변수 방형계수(Cb)의 범 는 0.50~0.75이며, 선속에 따른  

Table 1 Series variations and range on coast fishing boat

Fn▽ L/B B/T CB Cp LCB

0.2~2.4 2.5~5.0 3.5~10.0 0.5~0.75 0.60~0.85 −7.5~0.0%

Fig. 1 The EHP/▽ and Fn▽ chart for coast fishing boat

용  루드(Fn▽)수의 범 는 0.2~2.4이다. Fig. 1에 연안어선 

실 선의 모형시험 결과에 따른 용  루드 수에 응하는 유

효마력(EHP)배수용 비의 계열모형시험 도표를 나타내었다.

3. 연안어선 계열모형시험 통계해석

작성된 연안어선 계열모형시험 도표의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

한 추정회귀식의 합도와 유의도를 측정하기 하여 회귀식의 

결정계수(R2)와 회귀식에 의한 추정값의 표 오차(SEE)에 하

여 살펴보았고,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

에 직선의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부정하는 방식

을 통하여 연안어선 유효마력 추정 회귀식의 유의도를 검증하

다(김두섭과 강남 , 2000).

연안어선의 배수용  루드(Fn▽)수에 응하는 유효마력-배

수용 (EHP/▽) 계열모형시험 도표의 회귀분석 통계해석을 통

하여 회귀식을 도출하 으며, Fig. 2는 도출된 연안어선의 배수

용  루드(Fn▽)수에 응하는 유효마력-배수용 (EHP/▽)추

정 계열모형시험 도표이다.

연안어선의 배수용  루드(Fn▽)수에 응하는 유효마력-배

수용 (EHP/▽) 계열모형시험 도표는 통계해석 로그램(SPSS)

의 10가지의 회귀통계 데이터 최소제곱방법(OLS)인 LINEAR, 

LOGARITH, INVERSE, QUADRATI, CUBIC, COMPOUND, 

POWER, S, GROWTH, EXPONENT을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회귀식의 합도가 높게 평가되는 결정계수(R2) 값이 1에 

가장 가까운 것은 QUADRATI 분석으로서, 연안어선의 유효마

력 응 배수용  계열모형시험도표의 추정 회귀식으로 결정하

다(김두섭과 강남 , 2000).

연안어선의 배수용  루드(Fn▽)수에 응하는 유효마력-배

수용 (EHP/▽) 계열모형시험 도표의 회귀분석 통계해석을 통

하여 추정된 회귀분석 결과와 결정계수를 Table 2와 Table 3에 

각각 정리하 으며, 식 (1)은 도출된 추정 회귀식이다.

추정회귀식: ∇ ∇
  ∇   (1)

한편, 연안어선의 배수용  루드(Fn▽)수에 응하는 유효마

력-배수용 (EHP/▽) 계열모형시험 도표의 회귀 제곱합(SSR)

Fig. 2 EHP/▽ and Fn▽ for the model test series of the coast 

fishing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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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β

(Constant)
Fv
Fv2

−0.091
−4.675
−9.580

1.35
2.41
1.00

−0.236
−1.158

−0.068
−1.941
−9.539

.946

.054

.000

Table 3 Summary of determination coefficient (R
2
)

R R2 Adjusted R2 Std. error of the
estimate

0.929 0.863 0.862 3.026

Table 4 Certificate of validity for statist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Sig.

 Regression
 Residual

11,636.9
01,840.5

002
201

5,818.43
0,009.16

635.4 .000

은 값은 11,636.9이다. 이를 회귀분석의 회귀자유도 2로 나 면 

회귀제곱평균(MSR)도 역시 5,818의 값을 지닌다. 한편, 오차제

곱합(SSE)은 1,840이며, 이를 오차자유도 201로 나 면 오차제

곱평균(MSE)은 9.16이 된다. 이에 따라 F비는 식에 의거하여 

635.44가 된다.

분자자유도 F비의 값 635.44는 F분포표 1% 유의수 에서 분

자와 분모의 자유도가 각각 2와 201인 F비의 임계값 약 4.61보

다 월등히 크다. 따라서 추정된 연안어선의 배수용  루드(Fn▽)

수에 응하는 유효마력-배수용 (EHP/▽) 통계해석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을 수 있다(김두섭과 강남 , 2000). 

Table 4는 추정 회귀식의 통계  유의도 검증 요약표이다.

4. G/T 4톤급 연안어선 모형시험

4.1 선형특성

시험 상 연안어선의 주요제원은 유사 실 선 조사,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한 어민의 의견수렴의 결과로서 산출되었다. 주

요 선형특성으로는 연안어선의 계열모형시험 도표 작성에 용

된 실 선과 동일선형인 조업특성과 승선원은 안 을 고려하여 

넓은 갑 면 과 우수한 복원성능을 가지는 박스 킬(Box keel)

형상의 각형(Chine type) 단면형상으로 결정하 고, 선미부는 

연안어선의 형 인 선미형상인 트랜섬을 채택하 다. 시험

상 연안어선의 주요제원은 Table 5와 같으며, Fig. 3은 선형선도

(Lines)이다.

Table 5 Principal particulars of G/T 4ton class coast fishing boat

Length (LBP) 11.03 m Depth (D) 0.78 m

Beam (B) 04.00 m Block coe. (Cb) 0.65

Draft (d) 00.42 m Gross tonnage (G/T) 4.81 ton

Fig. 3 Lines of G/T 4ton class coast fishing boat 

Table 6 Principal particulars of ship and model

Items 
Sea trial load

Ship Model

Lbp (m) 11.030 0.874

Lwl (m) 10.737 0.851

B (m) 04.000 0.317

D (m) 00.780 0.062

d (m) 00.420 0.033

S (m
2
) 34.880 0.219

∇ (m3) 06.094 0.003

Fig. 4 Model of G/T 4ton class coast fishing boat

4.2 대상모형

상모형은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실선 응 모

형선의 축척비(Scale ratio)는 선도(Lines)를 바탕으로 1/12.62 

비율로 하 으며, 모형선 재질은 시험조건인 모형선 배수량, 흘

수  트림변화를 고려하여 FRP와 목재로서 가볍게 제작하

고, 선형시험은 두 선형모두 실선속력 3.0~11.0knot 범 의 시

운 상태(Sea trial load)에서 수행되었다. 모형선의 주요제원을 

Table 6에 정리하 고, 항시험에 사용된 G/T 4톤  양식장

리어선의 선수미형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4.3 시험해석 및 결과고찰

항시험은 모형선을 선수회 (Yaw)과 좌우(Sway)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동력계 로드 셀(Load cell)로 모형선을 무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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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G) 치에 고정하여 모형선 유속에 따른 항치를 계측하

다. 흘수상태는 히 추(Weight)를 이동하여 각 상태별 흘

수상태로 맞추어 시험을 수행하 다.

항시험은 Froude의 상사법칙에 따라서 수행되었으며, 해석

방법은 1978 ITTC 해석법을 따르되 2차원법을 용하 으며, 

모형시험 결과의 해석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Froude 해석법

◦ CTS = CFS + CR + CA + CAA

◦ 모형선 - 실선상 수정계수: CA(1978 ITTC 해석법)

◦ 실선 공기 항계수: CAA

◦ 실선상태: 15oC 해수 기 상태, 랑에 의한 부가 항은 

고려치 않음

여기서, 잉여 항계수(CR)는 모형선과 실선에서의 결과치가 

같으며, 마찰 항계수 CFS은 1957-ITTC 상 곡선을 사용하 다. 

한, CA는 모형선-실선 상 수정계수이며, CAA은 공기 항계수

이다.

항실험 결과,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시운 상태

에서의 잉여 항계수(Cr)의 곡선경향은 선속 3knot(Fn▽ = 0.35)

부터 선속 11knot(Fn▽ = 1.3)의 계측범 에서 선속 8~9knot(Fn▽

= 1.0)를 기 으로 선속이 높아짐에 따라 항감소 상이 나타

남을 확인하 으며, 선속 6knot(Fn▽ = 0.7)부근에서 약간의 항

감소(Hollow) 상을 보이고 있다. 선속 8~9knot(Fn▽ = 1.0)부터

의 항감소 원인으로는 선속이 증가함에 따라 선 에서 유체 

동역학 인 힘인 양력과 선 로부터 선측으로의 유체흐름 분리

상(Flow separation) 발생에 따른 선체 부상으로 선체 침수표

면  감소와 조 항 감소가 체 으로 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Fig. 5는 항시험 결과로서 확인된 시운 상

태에서의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선속 응 잉여

항계수(Cr)값을 나타낸 곡선이다.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유효마력 곡선경향은 

항증가(Hump)와 항감소(Hollow) 변화가 크지 않고, 일률

Fig. 5 Cr Curve of G/T 4ton class coast fishing boat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실선속력 응 유

효마력곡선에서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 설계속력 

10knot(Fn▽ = 1.15)에서의 유효마력은 약 55마력(ps)으로 추정된

Fig. 6 EHP Curve of G/T 4ton class coast fishing boat

Fig. 7 Wave profile of the bow (9knot)

Fig. 8 Wave profile of the stern (9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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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6은 항시험 결과로서 확인된 시운 상태에서의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선속 응 유효마력(EHP)을 나타

낸 곡선이며, Fig. 7~8은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선

수, 선미에서의 형모습을 각각 보 다.

5. 연안어선 계열모형시험 결과도표 신뢰성 평가

연안어선의 계열모형시험 유효마력 추정 도표의 신뢰성 평가

를 해서 회류수조에서 수행한 G/T 4톤  양식장 리어선의 

항시험을 통해 유효마력(EHP)값을 추정하 고, 이를 기 작성

된 소형 연안어선 계열모험시험 결과로서 도출된 유효마력 추

정 회귀식에 용함으로서, 작성된 계열모형시험 유효마력 추

정도표의 신뢰성을 평가하 다.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선형요소는 연안어선 계

열모형시험 유효마력 추정 도표의 선형요소 범  내에 모두 포

함되어 있어,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유효마력 추정 계열모형

시험 도표의 신뢰성 평가에도 함을 알 수 있다.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유효마력 추정을 해 연안어선 계열모

형시험결과 통계해석 로그램(SPSS)으로 도출한 회귀식을 이

용하 고, 그 결과를 항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작성된 

연안어선 계열모형시험 도표의 유효마력 추정의 신뢰성을 평가

하 다. Table 7은 유효마력 추정을 해 정리한 G/T 4톤  연

안 양식장 리어선의 선형요소이다.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유효마력은 Fig. 11의 연

안어선 유효마력(EHP)추정 회귀식과 시험값의 비교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수용  루드(Fn▽)수 0.35~1.3 사이의 시험

값과 회귀식 값의 곡선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효마

력 시험값과 회귀식 계산값은 시험값이 선속 9knot까지의 속

Table 7 Hull-form factor on G/T 4ton class coast fishing boat

Items Fn▽ L/B B/T CB Cp LCB

Fishing boat 
(all)

0.2~
2.4

2.5~
5.0

3.5~
10.0

0.5~
0.75

0.60~
0.85

−7.5~
0.0%

Fishing boat
(G/T 4ton)

0.35~
1.3

2.78 9.52 0.65 0.68 −7.16%

Fig. 9 Comparison curve of experimental data and regression 

formula

에서는 약 20%, 설계선속이 되는 10kont 이상의 선속에서는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G/T 4톤  연안 양식장 리어선의 유효마력 시험값과 계열

모형시험 결과 유효마력 추정 회귀식 계산값의 차이는 유효마

력 추정 계열모형시험 도표에 용된 15척의 연안어선의 모형

시험 실 선의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연안어선 15척의 모형시험 실 선으로 작성한 유효마

력 추정 계열모형시험 도표임을 고려하여 향후, 계속 으로 실

선 연안어선 모형시험 결과 데이터를 유효마력 추정 계열모

형시험 도표에 축 해나간다면, 상당히 유효한 유효마력 추정 

회귀식이 도출될 것으로 단되며, 부분의 G/T 10톤 미만 연

안어선 설계선속이 되는 10~20knot 사이에 유효마력 추정도 도

출된 회귀식을 이용한다면, 기 설계 단계에서 정량 으로도 

상당히 근 한 유효마력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 론

본 논문은 회류수조에서 수행한 G/T 10톤 미만 15척의 연안

어선을 상으로 유효마력 추정 계열모형시험 도표 작성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분석식을 도출하 으며, G/T 4톤  박스 

킬(Box keel) 장착 양식장 리선의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를 통

하여 연안어선 유효마력 추정 회귀분석식의 신뢰성을 평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 국내 회류수조에서 수행한 G/T 10톤 미만 15척의 연안어

선을 상으로 기존의 형선의 항추정 도표의 계열변수와 

계열범 의 특성을 분석하여 G/T 10톤 미만 연안어선의 주요

목을 바탕으로 연안어선 유효마력 추정 계열모형시험 도표 작

성을 한 주요 계열변수와 계열범 를 분석, 정리하 다.

(2) 연안어선 계열변수  범 을 바탕으로 G/T 10톤미만 15

척의 연안어선의 배수용  루드(Fn▽)수에 응하는 유효마력

-배수용 (EHP/▽) 계열모형시험 도표를 작성하여, 통계해석 

로그램(SPSS)의 최소제곱방법(OLS) 통계해석을 통하여 회귀

식을 도출하 다.

(3) 연안어선의 계열모형시험 유효마력 추정 도표의 신뢰성 

평가를 해서 회류수조에서 수행한 G/T 4톤  양식장 리어

선의 유효마력(EHP)값과 연안어선 계열모험시험 결과로서 도

출된 유효마력 추정 회귀식 계산값과 비교하 다. 비교결과, 유

효마력 시험값과 회귀식 계산값은 시험값이 선속 8knot까지의 

속에서는 약 20%, 설계선속이 되는 10kont 이상의 선속에서

는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의 차이는 유효마력 추정 계

열모형시험 도표에 용된 15척의 연안어선의 모형시험 실 선

의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하지만, 향후 계속 으로 실 선 연안어선 모형시험 결과 

데이터를 유효마력 추정 계열모형시험 도표에 축 을 통해 계

열변수의 범 를 좁히거나 G/T 1~5톤, G/T 5~10톤 등으로 구

분한다면 상당히 유효한 유효마력 추정 회귀식이 도출될 것으

로 단되며, 부분의 G/T 10톤 미만 연안어선 설계선속이 되

는 10~20knot 사이에 유효마력 추정도 도출된 회귀식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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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기 설계 단계에서 정량 으로도 상당히 근 한 유효마

력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연안어선의 95%를 차지하는 G/T 10톤 미만 

연안어선 기 설계시 은 노력과 비용으로 유효마력 추정를 

한 기 연구로서 도출된 회귀 분석식을 G/T 10톤 미만 연안

어선 선형개발의 유효한 핵심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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