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횡동요 운동은 다른 선체 6자유도 운동과 달리 비선

형적이어서 정량적인 파악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횡동

요 감쇠는 어선, 특히 국내 근해 대형 선망의 망선 (이하

선망선이라 한다)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선망

선은 투망시 빠른 속력으로 선회하게 되고, 특히 양망시

에는 파워 블록에 걸리는 그물의 하중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복원력이 요구된다. 이때 선망선의 횡동요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방으로 깊게 돌출된 방형

용골과 만곡부 용골(이하 빌지 킬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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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망선은 구조적으로 횡동요에 취약한 점을 가

지고 있다 (Ham et al, 2011). 즉, 모든 표준 재화 상태에

서 초기 복원력은 매우 양호하나, 건현이 낮아 복원성

범위가 좁고, 또한 최대 복원정이 발생하는 각도가 작아

초기복원력의 계산식이 적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횡

경사각이 크지 않아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망선의 횡동요를 억

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찾기 위한 관심과 노력의

산물로 선망선 마다 독특한 형태의 횡동요 방지 구조를

추가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즉, 불워크 판을 선측 외판

보다 외부로 더 돌출시킨 형태와 그런 형태에 추가하여

불워크 판과 빌지 킬 사이의 선측에 다수의 앵글을 선수

미 방향으로 붙인 형태, 선미 buttock 하측 양쪽에 별도

의 짧은 용골을 붙인 형태, 만재 흘수선 부근에 빌지 킬

의 폭과 거의 같고, 길이는 더 긴 측면 용골을 하나 더 붙

인 형태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추가적으로 부착한 형강(形鋼) 등은 횡동요를 경감시키

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물이다. 

횡동요 감쇠는 모든 선박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

문에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 화물선의 방형계수의

크기에 따른 횡동요 감쇠에 관한 연구 (Ikeda et al., 1976,

1977a, 1977b, 1990), 또한 그 방법을 보다 진전시킨 횡동

요 감쇠에 대한 연구가 있다 (Himeno, 1981). 이들 연구

는 전진력을 가지는 선박의 횡동요 감쇠 요인을 마찰력,

파도, 와류 그리고 양력의 4가지로 보고, 이들 각각의 감

쇠 요인을 분석하였고, 또한 빌지 킬의 넓이와 취부 각

도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론적인 연구로서는 선박과

바지선의 횡동요에 관한 것이 있으며 (Chakrabarti,

2001), 활어 탱크를 이용한 어선의 횡동요 감쇠력에 관

한 연구 (Lee et al., 2005), 빌지 킬의 크기와 부착 위치에

관한 연구 (Ikeda, 2004) 등이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선망선의 복원성 향상 방안 (Ham et

al., 2011)과 횡동요 감쇠 특성에 관한 것 (Kang at al.,

2011) 등이 있는데, 이들은 기존 135톤급 선망선의 선형

에 대해 횡동요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같이 빌지 킬의 형태 변화에 따른 횡

동요 감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국내에서신조선망선을 190총톤으로대형화할계획

이있으므로이것을시험선으로하여빌지킬의크기를변

화시키지않고, 빌지킬의형태만변화시켜횡동요감쇠력

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조 선

망선의횡동요현상을바탕으로, 횡동요경감을위한최적

의빌지킬의형상을고안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재료 및 방법
이론

횡동요 운동방정식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af̈ + bḟ + c〓Mf (1)

여기서, 좌변의 첫째항은 관성력 (hydrodynamic inertial

force), 둘째항은 감쇠력 (damping force), 셋째항은 복원

력이며, a, b, c는 각각 관성력 계수, 감쇠력 계수, 복원력

계수이고, f는 선체의 경사각이다. 그리고 우변의 항은

파랑 강제력이다.

횡동요시에 선체에 작용하는 감쇠모멘트는 조파저항

과 조와저항, 그리고 마찰저항, 빌지 킬과 스케그 (skeg)

등에 기인하는 부가물 성분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감쇠모멘트 계수는 그 값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감쇠계

수가 횡동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횡동요 감쇠계수 는 자유횡동요시험 (free rolling test)

을 통하여 감멸곡선 (curve of extinction)을 도출하면 식

(2)에 의해 구할 수 있다.

KTfDGM
b〓_________

(2)
p2

여기서, D는 배수량, Tf는 횡동요 주기, GM은 메터센터

높이이다.

그리고 감멸계수 K는 식 (3)에 의해 구할 수 있다.

df
－____〓Kfm (3)

dn

여기서, df는 이웃하는 두 피크치의 차이 (fB－fA), dn은

동요횟수 (dn〓1), fm은 이웃하는 두 피크치의 평균값

(fm〓(fA + fB)/2)이다.

수조 실험

2차원조파수조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부경대학교의 2차원 조파 수조

로서 40 m×2.5 m×1.5 m (L×B×D)의 크기이며, 다양

한 선형파와 ISSC, ITTC 그리고 JONSWAP 등의 불규칙

파형의 생성이 가능하다.

횡동요 계측 장비는 Hamamatsu(주)의 C549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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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system이며, 광점 위치 계측 (light spot position de-

tector) 방식으로써, 고속으로 이동하는 광점들의 위치

를 시분할방식을 사용하여 계측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

서는 모델선의 상갑판 중앙에 세운 막대에 수직으로 2

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이들 센서에 포착된 좌표로부터

모형선의 운동을 산출하였다.

모형선은 현재 일본에서 조업 중인 199총톤 선망선을

대상으로 일반배치도와 선도를 참고하여 1/40로 축소,

제작하였으며, 주요 치수는 Table 1과 같다. 

빌지킬의제작

빌지 킬의 형태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3가지 형

태에선미킬을추가한 4가지이며, 기본적으로실선의빌

지 킬 (길이 14 m, 최대 폭 0.35 m)을 상사비로 축소한 것

으로써, 첫번째는 실선의 빌지 킬이고, 두번째는 실선 빌

지 킬의 3/4되는 곳에 하나의 홈을 넣은 형태이며, 세번째

는 실선 빌지 킬의 1/2되는 곳에 홈을 하나 더 추가한 형

태이다.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홈이 있는 부분의 물의 흐

름이 달라짐으로써 와류를 발생시켜 감쇠력을 더 증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keda, 1994). 그리고 네번째

는 실선 빌지 킬에 추가하여 선미 buttock 양쪽에 별도의

소형 선미 킬을 부착한 형태이다. 이와같이 빌지 킬을 부

착한 모형선을 차례로 A∼D 형으로 표현한다. 

모형선과 시험 방법

강제 횡동요 실험에서 조파기에서 생성된 진행파에

의해 선체의 떠밀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

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선

체와 수조 벽면에 가는 실과 와이어 스프링으로 연결된

계류 장치를 사용하였다. 

모형선을 계류 시스템에 계류하고, 네가지의 서로 다

른 빌지 킬을 취부한 상태에서 파고와 파주기에 따른 횡

동요의 감쇠력과 동요치를 측정하였다. 

모형선은 상갑판이 낮아 횡동요가 심해지면 갑판에

자유수가 생기므로, 갑판 위에 물이 쳐 올라와도 순간적

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상갑판 중앙에 세운 막대에 삿갓

형태로 얇은 비닐로 갑판을 덮어 침입한 물이 순간적으

로 빠지도록 하였다. 또한 자유 횡동요 시험은 각각의

모형선에 대해 2번씩 수행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모형선의 재화 상태는 어장 출발 상태로 하고, 파주기

는 4∼11초로 하여 동조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였다. 파

고는 너무 크면 갑판으로 물이 넘쳐 들어와 실험에 지장

을 초래하므로 최대 2.5 m로 한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신조 선망선의 복원성

199톤급 선망선은 기존 135톤급 선망선의 전장과 선형

을 그대로 유지하되, 선폭과 깊이를 각각 0.30 m, 0.33 m

연장시킨 것으로, 신조 선망선의 속력 시험과 경사 시험

에 의한 복원성 관련 수치는 Table 2와 같다 (Daeu. 2009).

Table 2에 나타낸 바와같이 신조 선망선의 GM은 어장

출발 상태에서 1.81 m로서 기존 선망선의 GM, 1.36 m 보

다매우크다 (Ham et al., 2011). 이것은건현을 0.15 m 증가

시킨 효과로서 초기 복원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3은 Table 2의 자료와 선망선의 제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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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real ship and the model ship

Fig. 1. Shapes of bilge keel(type A-D) used in the experiment.

Fig. 2. Sketch of mooring system. 

Type A

Type B

Type C

Type D

35cm

26cm

17.5cm 9cm 7.5cm

15.5cm

9cm

Items Real ship Model ship

Length overall (m)

Breadth (m)

Depth (m)

Draft (m)

48.00

8.80

5.40

3.41

1.200

0.220

0.135

0.086

2
.5

m

0
.8

2
m

2.0m



계산한 신조 선망선의 어장 출발 상태에서의 정적 복원

력 곡선이다. 

Fig. 3에 나타낸 바와같이, 이 선망선의 GM은 매우 크

나, 복원력 소실각은 35.5。로써 복원성 범위는 매우 적다.

실질적인 복원성 범위(위험 경사각)는 현단 몰수각으로

볼 수 있으므로 11.5。에 불과하다. 또한 최대 복원정이 생

기는 경사각도 19.2。로써 매우 적다. 따라서 횡동요에 취

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빌지 킬에 따른 횡동요 감쇠

Fig. 4는 자유 횡동요 시험을 수행하여 A∼D 형의 빌

지 킬을 달았을 경우의 모형선의 감쇠력을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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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experiment for stability on the loading condi-

tions

FG: Fishing ground

Fig. 3. Restoring lever (GZ) curve of the purseiner in F.G departure

condition.

Condition

Items

Full load

Departure

F.G

Departure

F.G

Arrival

Displacement (ton)

Mean draft (m)

MTC (ton-m)

LCG (m)

LCB (m)

LCF (m)

KG (m)

GM (m)

601.62

3.51

9.33

－3.61

－2.48

－5.49

3.23

1.74

524.23

3.27

9.79

－3.48

－2.04

－5.25

3.40

1.81

502.77

3.20

9.76

－3.55

－1.92

－5.15

3.47

1.78

1.4

1.2

1.0

0.8

0.6

0.4

0.2

0.0

-0.2

actual stability range

G
Z

 i
n
 m

et
er

GZmax

19.2。

GM〓1.81

heeling angle in degree

range of stability

stability vanished
35.5。

0 10 20 30 40 50 6057.3。

Fig. 4. Roll damping of the bilge keels(type A-D) by the free rolling test.



다. Fig. 4에 나타낸 바와같이, 감멸계수 (K)는 차례로 각

각 0.4432, 0.4231, 0.4487, 0.4888, 감쇠계수는 차례로 각

각 1.5806×10－5, 1.5089×10－5, 1.6002×10－5, 1.7432×

10－5였다.

이 결과를 보면, 감멸계수는 기준선인 A 형에 비해 B

형은 4.5% 감소, C 형과 D 형은 각각 1.2% 와 9.3% 증가

하였다. 또한 감쇠계수는 기준선인 A 형에 비해 B 형은

4.5% 감소, C 형과 D 형은 각각 1.3%와 10.1% 증가하였

다. 따라서 B 형은 감쇠력이 오히려 저하되었고, C 형은

향상 정도가 미미하며, D 형은 매우 향상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B 형과 C 형이 실제로 빌지 킬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이나, 이들 형태는 감쇠력을 거의 향상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또 다른 형태

의 빌지 킬을 구상하여, 크기와 취부 방법 등을 연구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미 하부에 작은 킬을

추가로 설치하면 횡동요를 감쇠시키는데 상당히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빌지 킬의 부착 위

치의 수직적 변화, 또는 수평적 변화에 따라 감쇠의 정

도가 달라지므로(Ikeda, 2004), D 형의 선미 하부에 추가

로 부착한 소형 킬의 부착 위치가 최적인가는 또다른 고

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로 작업 중 불편과 전진 중 선

속의 저하라는 부정적인 면이 크지 않다면, 그 형상과

크기 그리고 부착 위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빌지 킬에 따른 횡동요 특성

Fig. 5는 빌지 킬의 형태에 따른 모형선의 횡동요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5에 나타낸 바와같이, A 형

은 파고가 커질수록 모든 파주기에서 횡동요각이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그 증가폭은 고유 횡

동요 주기에 가까울수록 컸다. 

한편, 파의 주기에 따른 횡동요는 거의 선체 고유 횡

–151–

근해 대형 선망선의 횡동요 경감을 위한 최적의 빌지킬 설계

Fig. 5. Characteristics of roll motion on the types(A-D) of bilge k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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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주기와 일치하여 증가하였다. 기준 모형선의 어장

출발 상태에서 고유 횡동요 주기는 5.7초이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파의 주기인 6초에서 최대 횡동요가 생기

며, 이 그림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주기의 2배인 12

초에는 횡동요가 너무 심해 현단이 몰수되는 현상이 생

겨 실험을 포기할 정도였다. 따라서 선체 고유 횡동요

주기와 파의 주기가 일치하거나 그 배수로 될 때 동조현

상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B 형과 C 형은 A 형과 거의 같은 동조 현상을 보였으

나, 빌지 킬의 형태에 따른 횡동요의 차이는 거의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D 형은 A∼C 형보다 횡동요각이 대

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준선인 A 형과 비교하여 파고

2.5 m, 파주기 6초에서 6% 정도 동요 값이 작았다. 이러

한 횡동요각의 감소 폭은 다른 파고와 파 주기에서도 비

슷하였다. 이 수치는 Fig. 4에 나타난 D 형의 감멸계수가

9.3% 증가한 것과 감쇠계수가 10.1% 증가한 것 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같이 B 형과 C 형은 횡동요 경감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D 형은 횡동요 경감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조 선망선의 동조 횡요 조건

정수중에서 자유 횡동요를 하고 있을 때 저항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때 모델선의 횡동요 주기 (T)는 선폭

(B), 계수 (C) 일 때 다음과 같이 식 (4)로 구할 수 있다.

Tf〓2CB/ GM

C〓0.373 + 0.023 (B/d)－0.043 (L/100) (4)

식 (4)로 구한 신조 선망선의 어장 출발 상태에서의 동

요주기는 5.7초이다. 따라서 이 선망선이 파주기가 이것

과 비슷하거나 또는 배수가 되는 때, 혹은 파장이 약 42

m 되는 조건에서는 동조 횡동요를 일으키게 된다.

파고 2.5 m, 파장 42 m일 때 어장 출발 상태에서 신조

선망선이 동조 횡요를 일으키면 이 때 최대파경사각은

25.9。, 최대 동조 횡요각은 10.7。에 이른다.

이것은 어장 출발 상태에서 신조 선망선의 현단 몰수

각에 근접하는 큰 횡요각이다.

결    론 
본 연구는 199총톤의 신조 선망선을 대상으로 먼저

기초적인 복원성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횡동요를 경감

시키기 위한 최적의 빌지 킬의 형태를 고안하고자 수행

되었다. 빌지 킬의 형태는 네 가지이며, 수조 실험을 수행

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선망선은 초기 복

원성은 매우 양호하나, 복원성 범위가 작아 소각도 경사

에서도 현단이 몰수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빌키 킬의 형태에 따른 횡동요 감쇠는 빌지 킬의

형태에 홈이 1개 있는 것 (B 형)은 기존의 빌지 킬 (A 형)

에 비해 감쇠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여 횡동요의 경감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홈이 2개 있는 것 (C 형)은 기존 빌

지 킬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선미 하부에 추가로 소형 선

미 킬을 부착한 것 (D 형)은 횡동요 감쇠율이 약 10% 증

대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파고와 파주기가 달라져도

비슷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빌지 킬의 형태

는 횡동요 감쇠 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차후 빌지 킬의 형태와 취부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선미 킬을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상당한 감쇠 효과가 있으나, 선속의 감

소에 미치는 영향과 선박 운항시 불편의 정도에 대해서

향후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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