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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성능 향상을 위한 선망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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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attempt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reduce operating expenses, ship

remodeling was carried out on a 740ton class tuna purse sein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by improving vessel performance, a bulbous bow was newly equipped. The slipway and

rudder area were also lengthened and enlarged with the propeller and main engine remained unchanged. To

reduce the hull resistance, a circle type bulbous bow was attached on the hull behind bow thruster and thus

the cost for exchanging electrical equipment for bow thruster was reduced. The new rudder area was

expanded 15% more than the old one within the extent that the existing mechanical control part and rudder

stock were not changed. To prevent fishing net damage and stabilize wake field, slipway was lengthened to

the optimal position. All of the new design of remodeling parts went through the model tests in towing tank

and CWC. Besides resistance test, all of necessary model test results were delivered for hydrodynamic

character for the modified ship. The maneuvering simulation to verify that the remodeled ship satisfies the

IMO rules was performed in both zigzag and turning tests. The estimated resistance with new bulbous bow

and lengthened stern was reduced by 4.8% in the 2-dimensional analysis and 17.4% in the 3-dimensional

analysis in comparison of conventional ship. The average reduction of resistance was estimated about 10%.

Maneuvering character of modified hull form was found to satisfy all regulations under IMO. The

remodeling of tuna purse seiner can not only improve fishing performance but also contribute to reduction of

operating cost by saving energy for the fisherie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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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등하는 유류비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조업

을 하기 위해 어선어업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회사들이 보유

한 선망선의 대부분은 8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소수의 신조

선들이 국내조선소의 기반미비로 인하여 대만

등지에서 건조되고 있다. 당시에 도입된 원양 선

망선들은 내·외부적으로 변화된 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선형개량에 소극적인 이유로 인해 유

류소모가 많으며, 조업경비가 높은 비효율적인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조업경비의 증가는 저항성능이 우수한 쪽으로

선형개선을 시키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미국 Burton 조선소에서 1982년에 건조된 본

논문의 대상선은 동일한 시리즈로 4척 이상이

건조되었고,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

다. 이 선박의 선형특성은 선수의 폭이 선미의

폭보다 적은 비대칭적인 형상이며, 이로 인하여

조타 시 지시타각에 비하여 선체의 선회력이 지

나치게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수트림

이 발생할 경우 무게중심의 급격한 편향으로 인

하여 조타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구상선

수도 적용되었지만 선미에 비해 적은 선수의 폭

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수트림을 상쇄시킬 부력

을 줄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서 선수트림 방지에

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선미의 폭은 넓지만

트랜섬 선미의 길이가 추진기를 통과하는 후류

를 매끄럽게 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 선미에

서 발생되는 와류가 심해 어구의 파손이 잦은 문

제점이 있다.

구상선수 (bulbous bow) 설치를 통해 조파저항

을 줄여 배의 전체저항을 감소시키는 연구는 70

－80년대에 Inui (Lewis, 1988)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구상

선수로 인한 조파저항 감소는 모형시험과 실선

테스트를 통해 5－7%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것

은 선수파의 감소와 선미파의 이동에 따른 효과

이며, 적절하게 설계된 구상선수는 전체저항을

줄이는 효과가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상선수를

통한 선체저항을 감소시키는 연구 (Park et. al,

2005)가 수행되었다. 또한 항주 시 비선형파가

많이 발생하는 저속비대선의 선수선형에 적합

한 구상선수 설계 (Yu et al, 2010) 뿐만 아니라

고속선박에서 사용되는 거위목 (goose neck) 구

상선수 형태에 따른 저항성능을 시뮬레이션으

로 고찰한 연구 (Yu et al, 2010)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조선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

형설계가 가능하지만, 기존선을 변경하여 개조

하는 것은 선박전체의 설비를 유지하면서도 저

항성능과 선체의 특성에 따라 조화롭게 성능을

개선해야 하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비

용이 요구된다. 최근 수행된 트롤선의 추진기 개

선연구 (Jeong et al., 2008; Hong et al., 2010)에서

도 유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망선을 대상으로 구상선수

설치와 선미연장을 통한 선형개선으로 저항 및

조종성능과 어획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된

일련의 모형시험 과정과 실선적용에 대하여 고

찰한 후 신조선 선형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대상선의 선형개선을 통한 유류비 절감과 이

에 따른 조업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선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기존선의 신조 건

조시 선수트림의 방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구상선수를 신규로 설계하여 장착하였으며, 선

미후류 개선에 따른 효율적인 투망을 위하여 선

미연장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조종성능 향상을

위하여 타의 면적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선형설계와 더불어 모형시험을 통해 수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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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의 문제점

대상선은 동원산업에서 운용중인 740톤급 선

망선 오리엔탈 킴 (Oriental Kim: ORK)이며, 오

랜 기간 승선한 선장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항해 시에는 침로안정성이 좋지 않아 침로유

지 시 타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다. 또한 직진

항해 시 항해선속에서 트랜섬 선미에 와류가 많

이 발생하고 선수 쪽으로 후류 점프가 생긴다.

아울러 자동조타 항해 시에 다른 선박에 비해 침

로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조업 시에는 투망할 경우에는 지그재그 코스

항해성능이 좋지 않으며 , 선수가 조타방향

(helm)으로 돌아가므로 선체의 헤딩 (heading)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타를 사용하여

야 한다. 간혹 어군의 탈출방향 때문에 직선투망

이 이루어질 때에 그물이 말리거나 빨려 들어가

파망 되는 현상도 발생하며, 투망 시에는 그물과

스키프 보트 (skiff boat)를 내렸을 때 약 70－80톤

의 중량감소로 인해 순간적으로 1m 이상의 선수

트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어획량이 증가할수

록 선수트림이 생기고 만선시점이 되면 선수트

림이 매우 심해져 조타능력이 거의 상실되므로

악천후에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개선대책

선체의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선형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선은 선체의 중앙 단면

적이 선수미 단면적에 비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저항성능이 좋지 않으며, 추진성능 향상을 위해

서는 선수 및 선미에 유선형 수선하부의 면적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선수형상은 U자형으

로 저항은 감소하나 선수벌브가 상대적으로 작

고 저속형 벌브형상이므로 중고속 벌브형상으

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타와 트랜섬

선미의 거리가 너무 짧아 선미후류가 좋지 않게

되므로 저항·추진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선미

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선수트림이 발생하면 저

항도 증가하므로 선수벌브를 키워 선수 쪽에 수

선하부의 면적을 키우고 선미측에 평형수 탱크

(ballast tank)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종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선미를 연장하여

타판 (rudder plate) 주위의 흐름을 좋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타의 면적을 키워 타력을 증대시키고

타주재 (rudder stock) 위치를 최적의 타판위치에

두고 주어진 단면에 최소의 토크가 걸리도록 설

계해야 한다. 침로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선수벌브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선미에 스케

그 (skeg)를 크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상선수 설치와 선미연장

기존선의 변경에 있어서도 구상선수의 신규

설계와 설치로 인해 선수 스러스터 (bow

thruster)의 구조변경을 동반해서는 곤란하다는

제약조건때문에 세심하게 구상선수 설계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개선이 요구되는 대상 선망선

의 주요요목과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저항시험을 위해 제작된 모형의 축척은 29, 모형

선의 길이는 2.35m이다. 

최초로 검토된 구상선수는 항해선속 12.5kts

를 기준으로 계산된 Froude Number (Fn〓

0.2784)에 적합한 중고속형 구상선수였지만, 선

주의 요구로 원통형 구상선수로 변경 설계되었

다. 선수 스러스터 구조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상선수의 규모로 인해 선수부의 수정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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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ncipal dimension of ship hull

Particulars Value (unit)

L.O.A. (length over all)

L.B.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B (breadth)

D (depth)

d (draft at D.L.W.L) 

G/T (gross tonnage)

Main engine

Design load draft

Displacement at D.L.W.L

Lightship weight

Deadweight at D.L.W.L

75.590 [m]

68.275 [m]

12.802 [m]

5.692 [m]

5.182 [m]

739 [ton]

3600 ps×900 R.P.M. 

5.767 [m]

3215.891 [ton]

1425.357 [ton]

1790.534 [ton]



1
8
__

Station에서 시작하여 선수 측으로 최소화
2

하였다. 증가되는 선수체적을 18m3 규모로 설정

하였고, 흘수 5.0m 이상의 상부 선체는 그대로

유지하며, FP (fore perpendicular)에서 구상선수

의 단면적은 중앙의 4－7% 정도가 되도록 하였

다. 이것은 선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조파저항

감소효과를 고려하고, 기존선에서 항해 시 발생

하는 선수트림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선체의 중

량중심이 낮아짐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복원

성 변화에 따른 승선감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

절하게 설정된 규모이다. 

선미연장을 위한 기준은 항해시의 선수트림

감소와 프로펠러의 후류에 의한 어망사고 방지

에 필요한 길이로 선체도면을 참고하여 2frame을

연장하며 타의 면적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새롭게 설계된 구상선수

및 선미연장 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한 모형선의

사진을 기존선과 비교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조종성능 개선

기존선이 가진 침로안정성 부족과 타력부족

에 따른 조종성능 문제점 개선을 위해 타의 면적

을 증대시키는 것도 선형개선의 중요한 목적이

다. 기존의 조타기기 (steering gear)를 교체하지

않으면서 용량을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타의 면적을 결정하는 실험이 선행되

었다. 모형선 및 개선 전후의 타를 이용하여 국

립수산과학원 회류수조에서 사항시험 (oblique

towing test)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타의 면

적을 8.5m2에서 10m2으로 15%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슈피스가 장치된

선형이므로 타의 상하높이 변경은 불가능하므

로 타에 장비된 타주재를 중심으로 선수와 선미

방향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전체면적을 증가시

켜 성능개선을 수행하였다. 적정한 타의 면적 증

가량과 변경선의 타력 산정을 위한 기존선과 변

경선의 사항시험 장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사항시험에서는 선박의 편각 (drift angle) β를

±30。까지 5。간격으로 변화시켜 이때의 유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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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models between conventional and

modified hull.

Fig. 2. Oblique towing test between conventional hull and

modified hull in CWC.



선체에 미치는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여 무차원

유체력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조종성 시뮬레

이션과 지그재그 시험을 통하여 선박의 조종성

이 IMO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였다. 아울러 조종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저항성분은 모형시험을 통하여 추정한 계수들

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선망선 ORK의 구상선수 설치와 선미구조를

변경 설치하여 수행한 모형시험에 대한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시험은 크게 저항시

험과 조종성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유선조사시험과 조종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저항시험과 유선조사 시험

선체에 작용하는 기존선과 변경선에 대한 저

항을 추정하기 위하여 선주로부터 제공받은 기

존선의 도면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검토사항

을 토대로 설계한 변경선형에 대한 수정안을 모

형선으로 제작하였다. 우선, 기존선과 변경선의

2개 선종을 대상으로 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저항시험의 계측속도는 저속구간에서 고속구간

까지 10개 선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계항해

속도인 12.5kts에서의 저항을 비교대상으로 하

였다. 저항시험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인수조

(L×B×d: 85×10×3.5m)에서 실시하였고, 각종

계측값들은 전산화된 자료취득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얻어진 후 분석되었다. 저항시험은

Froude의 상사법칙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해석

방법은 ITTC 1978 Performance prediction method

를 따르되 선형특성을 고려하여 2차원 및 3차원

해석법을 적용하였다. 흘수조건은 만재상태로

적용하여 저항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저항시험

장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모형시험에서 나타난 저항계수는 Fig. 4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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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 scene by the speed 12.5kts between

parents and modified ship.

Fig. 4. Resistance evaluation between parents and

modified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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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구상선수의 변경에 따른 마찰저항계수

(CFS)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형상의 변화에 따

른 잉여저항계수 (CR)의 추이를 따라 전체저항

계수 (CTS)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항성능에 따른 항해선속 12.5kts에서의 소

요마력 추정은 2차원과 3차원 해석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모형의 길이가

2.35m정도로 비교적 작아 3차원 해석에 필요한

형상계수 선정을 위한 저속구간의 실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

결과를 해석해 항해에 소요되는 제동마력으로

표시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기존선은 12.5kts 항해속도에서 1,234마력이

요구되나, 구상선수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소

요마력이 4.8% 감소하여 1,174마력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3차원 해석에서는 1,037마력이

소요되어 기존선 보다 1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항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여 정확한

해석에 애로가 있지만, 선미연장에 따른 부수적

인 효과인 선체 후류가 균일화되어 이로 인한 추

진기의 효율증대로 실선 항해 시 최소 10%의 저

항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선조사시험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으며,

선미에서 유동이 급격하게 선체외측을 따라 흐

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펠

러로 유입되는 흐름이 고르지 못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턴 핀 (stern fin) 등의 부가

물의 장착이 검토되었으나, 조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설치되지 않았다.

사항시험과 조종성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선과 변경선형에 대한 사항시험을 토대

로 조종성 시뮬레이션 결과해석을 수행해 본 결

과, 변경 후 선형의 선회시험 시뮬레이션에서 종

거 (advance: Ad) 결과는 타각 10°와 20°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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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graphs of paint test results.

Fig. 5. Comparison of speed-power between parents and

modified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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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829L, 3.015L로 나타났으며, 선회경 (tactical

diameter: DT)은 4.227L과 3.675L로 IMO 조종성

기준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그재그

시험 결과도 IMO조종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증가된 타의 면적 1.5m2는 조종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로부터 추정되었다. 타각 20°일 때 수행된 선회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타각

을 20°로 수행한 지그재그 시험에 대한 시뮬레

이션의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고, 이때 1st

overshoot은 6.927°, 2nd overshoot은 21.428°로

나타나 조종성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결    론
조업성능 향상을 위해 수행된 원양 선망선의

개선연구와 시뮬레이션 및 일련의 선형시험으

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선망선의 구상선수 신규설치와 선미형상 변

경설계는 선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행

하였고 선체의 체적증가량은 선수 18m3, 선미

1m3 이며, 선수부에서 약 8톤의 예비부력 증가로

인해 선수트림 방지에 기여한다.

선미연장을 통해 선체 후류가 균일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선미의 와류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어망파손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게 된

다. 저항시험 해석결과에 따르면, 변경선은 만재

항해속력에서 기존선 대비 최소 10%의 소요마

력이 감소된다. 이것은 항해속력 증가 또는 유류

비 절감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면적이 8.5m2에서 10m2로 15% 증대된 타를 변

경선에 적용한 조종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지그

재그 시험 및 선회시험에서 IMO 조종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며, 실선조업 시 침로안정성 향상뿐

만 아니라 조종성능도 크게 개선된다.

모형시험 결과를 토대로 동원산업에서는 선

망선 ORK에 구상선수 설치와 선미연장을 위한

개조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9). 저항성능은 선

체 개조 후 실시된 시운전 결과 항해속도 12.5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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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of zigzag simulation of yaw checking

ability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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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ventional ship and modified ship.



일 때 엔진 회전수는 700RPM으로 개조 전보다

평균 50RPM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조종성

능도 타 면적 증대로 인하여 변경 전 선형과 비

교했을 때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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