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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해구 트롤 어업은 새우 트롤망의 변형 어구를 사용

하여 현측에서 데릭과 롤러를 이용하여 투·양망을 하였

기 때문에 인력과 투·양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낙후

된 어업이었다. 이러한 어업의 형태를 선미 조업식 생력

화 시스템으로 개량한 것이 2000년 초반의 일이며 (Lee et

al., 2001), 이후 선미식 조업 방식이 일반화 되었다. 

현측식 트롤 어선이 자취를 감춘 것은 투망시 그물과

전개판이 선측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진기에 빨려 들어

가 타와 추진기를 파손시킬 염려가 있고, 이것들이 선미

의 바깥쪽 (선미 정횡 방향)으로 멀어지도록 투망하는

현 쪽으로 바람을 받고, 그 쪽으로 배를 돌리면서 투망

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었다. 만약 투망시 바람의

방향을 무시하고, 또한 선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직진하

면서 투망하면 그물은 발줄의 무게에 의해, 전개판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해 빨리 하강함으로써 타와 프로펠러

에 빨려 들어가 손상을 줄 개연성이 높다. 

반면, 선미식은 투망시 바람의 방향과 관계없이 그물

과 전개판이 선미에서 물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선미와

멀어지므로 타와 프로펠러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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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rmal sea condition and storm warning condition respectively. The transverse inclining angles of the ship in hauling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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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투망 침로를 임의로 잡을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러

나 일단 투망이 완료되고 예망 상태에 들어가면 현측식

과 선미식은 파도와 바람에 따른 영향에 큰 차이가 없

다. 그러나 투망시에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양망시에는 현측식이나 선미식 모두 극미속 전진하

거나 거의 정지 상태에 있게 되는데, 타력이 없으므로

양망 도중 선체는 바람과 어구의 저항에 의해 계속 회두

하여 현측식은 현측으로, 선미식은 선미쪽으로 파도와

바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선미에서 양망할 때는

그물의 당기는 힘으로 바람과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종

경사모멘트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선체 자

체에 의한 종동요 감쇠력이 매우 커서 선미 경사로 인한

전복의 위험은 거의 없으나, 현측에서 양망할 때는 그물

과 어획물의 하중에 의한 경사모멘트와 바람, 파도에 의

한 경사 모멘트가 합쳐져 경사 모멘트의 합력은 매우 크

게 된다. 따라서 현측으로 양망할 때는 어획물의 하중과

기상 상태에 따라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현측식트롤어업은투·양망시불편함과안

전성의 문제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선미식으로 대체되

었으나,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외의 복원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

나 (Kang at al., 2011, Ham et al., 2011, Ikeda et al., 1990),

이들은 선망선과 화물선의 횡동요 특성을 고찰한 것이

며, 현측식 트롤선의 횡경사에 대한 정량적인 고찰은 이

루어진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해구 현측식 트롤선의 복원성

을 파악하여, 그것이 국내외의 복원성 기준에 부합하는

지 그 여부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횡경사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측으로 양망시, 어획물의 하중과 풍

압의 영향을 고려한 횡경사를 계산하여 그 위험의 정도

를 파악하였다. 또한 양망시 현측식과 선미식의 경사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론

소각도경사시의복원성

소각도 경사시의 복원력을 나타내는 초기복원력은

식 (1)로 표시되는 횡메타센터 높이 (GM)를 지표로 하

여 표현된다.

GM〓KB + BM－KG (1)

여기서, KB는 부심의 높이, BM은 횡메타센터 반경, KG

는 선저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높이이다.

대각도경사시의복원성

대각도 경사시에는 식 (2)와 같은 근사법으로 GZ를

구해 복원력을 판단한다 (Sohn, 2003).

GZ (f)〓F1 (f) · a + F2 (f) · b + F3 (f) · BM + GM · sinf

(2)

여기서, f의 함수, F1 (f)∼F3 (f)은 다음 Table 1에 나타

낸 값이다.

단, 식 (2)의 와 의 근사값은 식 (3)과 (4)에 의해 구한다.

f CB
a〓B {(___)2/3×(____)－3/4×(CB)

1/2} (3)
d CW

f CB
b〓d {(___)2/3×(____)－1/2} (4)

d CW

여기서, B, d, CB, CW는 각각 선폭, 흘수, 방형계수, 수선

면계수이고, f는 유효건현으로서 식 (5)로 계산한다.

1
f〓(D－d) + 

___
(SF + SA) + 0.63H (5)

7

여기서, D는 형심, SF와 SA는 선체 전, 후부에서의 현호

(sheer)의 높이, H는 상갑판에서의 캠버이다.

동적복원력

동적복원력은 식 (6)을 이용하여 구한다.

동적복원력〓W · ∫0
f

GZ df (6)

양망시의복원성

대상선이 현측으로 어획물을 양망할 때의 경사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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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of F1 (f)∼F3 (f) with varying the heel angles

0° 15° 30° 45° 60° 75° 90°

F1 (f)

F2 (f)

F3 (f)

0

0

0

0

0

0.0093

0.5458

－0.2190

－0.3148

1.2221

－0.4012

－0.8248

1.2835

－0.1967

－1.0980

0.7174

0.3642

－1.0877

0

1.0000

－1.0000



트와 복원 우력의 균형은 Fig. 1의 모식도에 나타낸 것과

같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7)과 같다. 단, 이때

윈치는 상갑판 선체 중앙에 있다고 가정하고, 양망은 데

릭을 사용하지 않고, 상갑판 현측 가장자리의 개구부에

서 어포부를 끌어 올리는 것으로 하고, 윈치에서 나온

양망 로프는 개구부에서 어획물의 하중이 가장 크게 걸

리는 수직 하방으로 향하는 것으로 한다 (Morita, 1985).

2 B L
b′×w〓___

B×r (
___×H′×___

) (7)
3 2 2 

여기서, b′는 선체 종중심선에서 어획물의 무게가 작용

하는 수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 w는 어획물의 무게,

H′는 직립시와 경사시 현측에서의 흘수차이다. 

대상선의 조업시 횡경사 모멘트가 가장 커지는 때는

양망할 때이다. 이 경우는 어장출발상태와 어장도착상

태만 고려되나 여기서는 어장 도착 상태만 고려한다. 또

한 어획물을 양망할 때, 이 힘의 방향은 해상의 상태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장력이 가장 심한 경우는

수직 하방일 것이므로 수직하방으로 그물이 향하는 것

으로 한다.

이 계산에는 양망하는 어획물의 중량에 따른 선박 무

게 중심의 미세한 이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side bulge에

의한 수치는 포함하였다.

양망시 어획물의 무게는 현장에서 18∼60톤으로 추

정하므로, 여기서는 10∼60톤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풍압력에의한경사모멘트

정상풍에 의한 정경사 (定傾斜)시의 풍압력 F의 모멘

트는 식 (8)에 의해 구할 수 있다 (Morita, 1985).

FH〓W·GM sinf

FH 0.76×10－4HAu 2

sin f〓________〓_______________
(8)

W · GM W · GM

여기서, H는 해수 측압의 작용점에서 풍압 면적의 중심

까지의 수직 거리이다.

복원성의 적용

대상선의 국내 복원성은 선박복원성기준 제18조 (어

선의 복원성 기준)의 1)과 2)의 기준을 적용한다.

1) G0M이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

B
G0M〓0.04B + a

___－b (m) (9)
D

여기서, D는 형심, a와 b는 규정에서 지정한 값이다.

2) 현단몰수각에 있어서의 복원정이 부가외력에 의한

횡경사 모멘트보다 클 것. 

Mc
GZc > 

____
(10)

W

여기서, GZc는 현단 몰수각 (12도보다 큰 경우에는 12도

로 한다)에 있어서의 복원정, Mc는 부가외력에 의한 횡

경사 모멘트이다.

대상선의 양망시 현단 몰수각에 있어서의 복원정은

조건이 유사한 국내 선망선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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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equilibrium of incline moment and righting moment when

hauling net at the hull side.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stability criteria of domestic fishing boat with IMO Res. A.749

mode
available range

criteria

stability criteria of domestic fishing boat IMO Res. A. 749

24m ≤ L ≤ 40m 24m≤

1

2

3

4

5

6

G0M (m)

A0－30 (m-rad)

A30－40 (m-rad)

A0－40 (m-rad)

QGZmax (。)

GZ30 (m)

≥ 0.35(with large area of wind pressure)

－
－
－
－
－

≥0.35

≥0.055

≥0.030

≥0.090

≥25

≥0.20



대상선의 국제 복원성은 배의 길이 24m 이상의 어선

에 적용하는 IMO의 비손상시의 복원성, code (A.749)를

준용한다. 

Table 2 나타낸 바와 같이 IMO의 복원성 규정에는 길

이 24m 이상의 어선에 대해 mode 1∼6의 값이 제시되어

있으나, 국내 선박안전법에는 어선의 길이 24m 이상

40m 미만에 대해서 mode 1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 mode

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

제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선의 특징과 제원

대상선의특징

대상선은 전형적인 동해구의 현측식 트롤선인 유진

호 (53ton급)이며, 이들 동해구 현측식 트롤선들은 모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용골이크게돌출되어최대 0.5m에이르고, 현측수

선부에 side bulge가 있으며, 또한 상갑판상 좌현 bulwark

에 개구가 있어 이곳으로 양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ide bulge는 선박이 건조되고 난 후에 추가로 부착한 것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역학적인 자료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별도로 역학적인 계산을 하여 처리하도록 한

다. 적하 상태는 어장 도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선의제원

대상선의 주요 제원은 Table 3과 같다. 

결과 및 고찰
소각도 경사시의 복원성

대상선의 초기복원력을 나타내는 초기횡메타센터 높

이 (G0M)는 0.47 (m)로서 복원성기준 1)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대상선의 현단 몰수각에 있어서의 복원정 (0.10m)은

부가외력에 의한 횡경사 우력정 (0.12m)보다 적어 국내

어선의 복원성 기준 2)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각도 경사시의 복원성

Fig. 4는 대상선의 대각도 경사시 정적복원성 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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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ide opening for hauling net on the side trawler, Yoo Jin.

Fig. 3. The side bulge of the side trawler.

Table 3. Principal dimensions of the model ship

Displacement (ton)

Length (Lpp) (m)

Breadth (Bmld) (m)

Depth (Dmld) (m)

Mean draft (m)   

Trim by the stern (m)

Cb

KG (m)

216.62

26.00 

5.80  

2.45 

2.03

1.05

0.68

2.10

Fig. 4. GZ curve of the model ship on the fishing ground arrival con-

dition.

G
Z

(m
)

Heel angle (deg.)



나타낸 것이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상선의 복원성 범위는

45.5。로서 적은 편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복원성 범위는

현단 몰수각으로 볼 수 있으므로 9.8。로 매우 작다. 또한

최대복원정 (GZmax)이 발생하는 경사각은 23.8。로서 작

은 각도에서 최대복원정이 나타나며, 그 값도 0.16m로

서 작은 편이다. 그리고 복원력 소실각은 45.5。이다.

이와 같이 대상선의 복원성 범위는 작은 편이고, 최대

복원정이 작은 경사각에서 발생하며, 그때의 GZ 값도

적어, 초기 복원성을 제외한 다른 복원성 수치들은 규정

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IMO의 규정에는 최대복원력이 발생하는 경사 각도

는 25°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상선의 최대복

원력이 발생하는 경사 각도는 23.8°로서 기준을 만족하

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대상선이 다른 업종의 어선 선

형과 비교하여 B/D 값이 매우 큰데 기인한다.

Table 4는 대상선의 어장 도착 상태에서의 동적복원

성 수치를 Fig. 5에서 취해 IMO 기준과 비교한 것이다.

국내 복원성 기준에 어선의 동적복원성에 대한 것은 규

정이 없기 때문에 IMO 기준을 준용한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상선의 동적복원성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복원력은 IMO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2) 경사각 0°∼30°에서는 IMO 기준을 겨우 만족시키

고 있다. 

3) 경사각 30°∼40°에서는 IMO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4) 경사각 0°∼40°에서는 IMO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5) 최대 복권정이 발생하는 각도는 IMO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6) 30°에서의 GZ값이 IMO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상선은 초기 횡경사에서는 복원성이

충분하나, 초기 경사각을 초과하면 복원성이 급격히 나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상선의 선형상 매우 큰 B/D 때문에 IMO

code를 전부 만족하기에는 근본적으로 곤란한 구조적

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망시의 횡경사와 복원성

현측으로 양망하는 경우 어획물의 무게 (그물 무게 포

함)에 따른 경사각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여기에는 선

미로 양망할 때의 종경사 값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횡경사시의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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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ynamic stability at for fishing ground arrival condition of

the model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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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dynamic stability of model ship with the criteria of IMO

Criteria

Items
IMO Res. A. 749 Model ship Result

G0M (m)

A0－30 (m-rad)

A30－40 (m-rad)

A0－40 (m-rad)

QGZmax (。)

GZ30 (m)

≥ 0.350

≥ 0.055

≥ 0.030

≥ 0.090

≥ 25°
≥ 0.20

0.470

0.055

0.017

0.071

23.8°
0.14

satisfied

satisfied

unsatisfied

unsatisfied

unsatisfied

unsatisfied

Table 5. Inclined angle according to the load of hauling the net

hauling weight

(ton)

inclined angle(°)

longitudinal

hauling at stern  

transverse

hauling at side

10

20

30

40

50

60

0.8°
1.7°
2.6°
3.4°
4.2°
5.1°

2.6°
7.3°

12.4°
17.8°
23.1°
28.1°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측으로 양망할 때와 선

미로 양망할 때는 경사각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경사각도

는 양망 하중에 따라 다르나, 현측식이 선미식보다 최소

3.3배, 최대 5.5배 정도 경사각이 크다. 최대 중량인 60톤

을 선미로 양망할 때는 경사각이 불과 5.1°에 그치나, 현

측으로 양망할 때는 28.1°로 매우 크게 경사한다. 

대상선의 양망시, 어장 도착 상태에서의 현단 몰수각

은 9.8°이다. 어획물 25.9톤을 현측으로 양망할 때 경사

각이 현단 몰수각에 이른다. 따라서 이 배의 양망 한계

는 25톤으로 본다. 이것은 풍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

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무게를 줄여야 안전하게 양망할

수 있을 것이다.

풍압의 영향

대상선은 풍압측면적이 85.3m2로서 풍압측면적이 큰

선박은 아니나, 동해안의 기상과 선박의 안전성을 고려

해 풍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 

Table 6은 양망시 폭풍주의보와 폭풍경보 발령 상황

시의 횡경사 각도이다. 이 경사각도는 Table 5의 현측식

의 경사 각도에 국내 폭풍주의보와 경보 상황시 풍압의

영향을 계산하여 더한 각도이다.

국내의 폭풍주위보 발효 상황인 순간최대풍속

20m/sec.와 폭풍경보 상황인 26m/sec.에서 대상선의 경

사 우력, Dw는 각각 0.033 (N·m)과 0.056 (N·m)이다.

따라서 양망 한계 하중은 폭풍주의보 발효 상황에서는

21 (ton), 폭풍경보 발효 상황에서는 17 (ton)이다.

동조횡동요 조건의 추정

양망중 자유횡동요를 하고 있을 때 저항을 받고 있다

고 가정하면, 이때 대상선의 횡동요 주기는 다음 식 (11)

로 구할 수 있다.

Tf〓2CB/  GM

C〓0.373 + 0.023 (B/d)－0.043 (L/100) (11)

식 (11)로 구한 대상선의 어장 도착 상태에서의 동요

주기는 6.58초이다. 따라서 파주기가 이것과 동일하거

나 또는 파장이 약 60m 되는 조건에서는 동조횡동요를

일으키게 된다.

만약, 파고 3.0m, 파장 60m일 때 어장 도착 상태에서

대상선이 동조횡동요를 일으키면, 이때의 최대파경사

각은 8.8°, 최대 동조횡동요각은 23.5°이 된다.

이것은 어장 도착 상태에서 대상선의 현단 몰수각이

약 9.8°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횡요각이다. 따라서

양망시 동조횡동요 조건에 조우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

가 필요하다. 

결    론
국내 동해구 현측식 트롤 어선이 국내와 국제적인 복

원성 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와 현측으로 양망시 어

획량에 따르는 횡경사각을 계산하여 선미식과 비교하

여 현측식의 조업시 안전성을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대상선은 소각도 경사에서는 우리나라 어선의 복원

성 기준 1)을 만족하고 있으나, 어선의 복원성 기준 2)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상선은 복원성 범위가 비교

적 적고, 현단 몰수각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

원성 범위가 적다. 또한 최대 복원정이 발생하는 각도와

그 값도 작아, 위험경사각이 작은 경사에서 일어날 수

있다. 대상선은 국제규정에 따른 복원성을 대부분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각도 경사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대각도 경사에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대상선의 양망시 현단 몰수각은 9.8°이다. 이 현단 몰

수각을 실질적인 복원력의 한계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

당하는 어획물의 양망 한계 하중은 25.9톤이다. 여기에

국내의 폭풍주의보 발효 상황이라면 양망 한계 하중은

21톤, 폭풍경보에서는 17톤이다. 

파도에 의한 영향은 파고와 최대파경사각에 따라 선

체의 동요 형태가 크게 달라 지므로 일률적으로 판정할

수 없고, 또한 동조 현상도 불규칙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나, 만약 양망중 파고 3m에서 동조 현상이 발생한

다면 최대 동조횡동요각은 현단몰수각의 2∼3배가 되

어 전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동해구 트롤

어선의 양망시, 경사 각도는 하중과 기상에 따라 다르

나, 현측식이 선미식보다 최소 3.3배, 최대 5.5배 정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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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ransverse inclined angle adapted the wind pressure on

the hauling net

hauling weight

(ton)

transverse inclined angle(°)

wind 20m/s wind 26m/s

10

20

30

40

50

60

4.5°
9.2°

14.3°
19.7°
25.0°
30.0°

5.8°
10.5°
15.6°
21.0°
26.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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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현측식은 조업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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