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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모델링을 이용한 홑자망 어구의 유실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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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shing gear loss has been repeated every year in the West Sea; however, there has been no solution. So fisher men 

have undergone economic loss every year. Thus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loss of fishing gear. In this study to find out 

the reason that the fishing gear is lost in the Sea, 10 years data of wave and current for 6 locations in the West Sea were 

investigated and a numerical modelling were conducted into the behaviour of a gillnet in wave and current. The fishing gear 

was modelled with the mass spring model. As a result, it came out into the open that the location where fishing gear loss 

occurred most frequently was Choongnam province. The height of the maximum significant wave in this province was 6.7 

m and the period of that was 4.4 second. The maximum current speed was 0.7 m/s. As a result of simulation with these 

data, it was revealed that the buoy is one of the reasons to decrease the holding power of the gillnet. For example, the tension 

of anchor rope was decreased to 50% while the drag coefficient or volume of buoy was decreased to 25%. So it is predicted 

that an improvement of the buoy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the gilln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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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강풍에 의한 어구 유실은 상당수가 서

해안에서 발생한다. 국가재난정보센터 (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NDIC)의 10년간 (2002–2011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강풍(풍랑)에 의

한 어구 유실은 대부분 서해 지역 (81%, 약 276억원)에

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상으로도 서해가 어구 유

실에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 

어구 유실 발생 시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

지만, 그 규모가 재난 수준의 특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어구 유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매년 되풀

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나 대안은 없어 

어민들은 매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해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유실되는 어구에 대한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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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mage cost for fishing gear loss by the sea area (NDIC, 
2002–2011).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강풍에 

의해서 어구가 어떻게 유실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관련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연구 

(Xu et al., 2011; Lee et al., 2008; Fredriksson et al., 

2004; Decew et al., 2010; Zhao et al., 2013)가 어구에 

작용하는 유체력과 그에 따른 어구의 거동변화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구 유실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구 유실에 초점을 둔 연

구는 아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강풍에 의해 거친 풍

랑이 발생하는 지역의 해양환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Kim et al. (2004)과 Ko et al. (2005)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

러한 연구들은 어구 유실과 관련된 지역의 환경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일부 참고할 만하지만 어구나 어구 유실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강풍

에 의한 어구유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해안에서 강풍에 의해 자망 어구가 

유실되는 과정을 구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서해안

에서 가장 어구 유실이 많은 지역의 조류와 파랑 데이

터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망 어구의 거동을 수치 

모델링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자망 어구가 유실되는 원

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파랑 및 조류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어구유실이 가장 많은 지역을 파악하

기 위해 국가재난정보센터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서해권역의 시도별로 

강풍 (풍랑)에 의한 손실 규모를 분석하여 가장 손실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고, 선택된 지역에 대해 최근 10년

간의 파랑 및 조류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파랑 자료는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및 등표에서 2004에서 2013년까

지 관측한 파랑 자료로부터 유의파 파고 및 주기 자료

를 추출하여 월별 10년간의 평균을 구하였다. 조류 관

련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 수치 모델을 통해 도

출된 자료 (2004–2013년)에서 최대 유속 값을 추출하여 

월별 10년간의 평균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구한 자료

를 자망 어구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gillnet fo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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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어구

모델링 대상으로 사용한 어구는 나일론 경심 3호, 

150 mm 망목을 사용하는 홑자망 어구였다. 어구 한 조

는 7폭으로 구성되며, 한 폭의 가로 길이는 49.5 m 

(1080코), 세로 높이는 1.86 m (13 코)였으며, 망지의 

성형률은 95.2%였다. 부이줄 (PP ∅6 mm)의 길이는 

15 m, 닻줄 (PP ∅6 mm) 의 길이는 22 m였다. 닻 (철

닻) 의 무게는 15 kgf였으며, 나머지 규격은 Fig. 2에 

표시하였다. 

모델링 방법

파랑 및 조류의 흐름 중 자망 어구의 거동과 어구에 

작용하는 힘을 해석하기 위해 어구를 구성하는 망지와 

로프, 부이, 닻 등의 요소들을 질량 스프링 모델을 통해 

기술하였다 (Lee et al. 2008). Fig. 3과 같이 망지를 구

성하는 발 또는 로프 등은 탄성이 있는 스프링으로 간

주하고, 망지의 매듭 또는 로프의 각 연결 마디는 질량

이 있는 점, 즉 질점으로 표현하였다. 어구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각 질점에만 작용하고 어구가 가지는 질량, 

수중 무게, 면적 등은 질점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스프링에는 어구 재료가 가지는 고유 탄성 계

수를 적용하여 각 질점들이 힘을 받아 위치가 변하게 

되면 그 변위에 비례하여 탄성력이 작용하게 하였다. 

Fig. 3. Netting modelled with mass spring.

각 질점에 작용하는 힘은 질점과 그 주변 유체의 상

대적인 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유체력과 이 힘에 대해 

그물이 자신의 고유한 물리적 구조를 유지하려는 힘 

즉, 그물발의 탄성력으로 표현된다. 전자를 외력, 후자

를 내력으로 표현하였다. 모델화된 질점들의 운동을 표

현하기 위해 뉴톤의 제2법칙에 따른 운동 방정식을 사

용하였으며, 이 방정식에 질점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

을 반영하여 식 (1)과 같이 나타내었다.  

q  Fi Fe (1)

여기서 은 질점의 질량, 는 부가질량, q는 질점

의 가속도, Fi는 질점에 작용하는 내력, Fe는 외력이

다. 부가질량 계수는 Lee et al.(2010)의 연구를 참조하

여 정하였다. 외력은 질점의 수중무게(Fw), 항력(Fd), 

양력(Fl)의 합이며,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e  Fw Fd Fl  (2)

각 질점이 받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저항은 저

항 계수 즉, 항력 및 양력 계수로 대표되는데, 이는 수

조 실험과 모리슨 방정식 (Morison et al., 1950)을 통해 

구하였다. 질점은 일반적인 매듭의 형상을 따라 대략적

으로 구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물 발은 원

기둥 형상으로 가정하여 그 부피와 면적 등을 결정하였

다. 수중에서 그물발의 배치는 매우 불규칙하고 다양하

나 그물발의 모델링 형태인 원기둥의 구조적 특성상 원

기둥의 단면원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직선축 (도심)을 

가정할 때, 이 직선축과 유체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만들어 내는 영각은 0–90° 범위로 정해진다. 따

라서 저항계수를 구하는 실험은 실제 망지에 대해 그 

굵기와 재질이 동일한 줄을 흐름과 나란하게 배열하고, 

이 줄이 흐름과 이루는 각을 위에서 언급한 영각 범위

에서 10° 단위로 변화시키면서 각 영각에서의 저항력

을 측정하고 모리슨 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영각에서의 

저항계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계수들을 이

용하여 양력과 항력을 구하였다 (식 (3) 및 식 (4)).

Fd   

 V V  (3)

Fl  

 V V  (4)

여기서, V 는 질점의 속도벡터, 조류의 속도 벡터, 파

랑에 의해 생성되는 물입자의 속도 벡터의 합력 벡터를 

의미하며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V  Vm VcVw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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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m 은 질점의 속도 벡터, Vc는 조류의 속도 

벡터, Vw는 파랑 물입자의 속도 벡터이다. 이 중 파랑 

물입자의 속도 벡터는 2차원 규칙파에 의한 것으로, 선

형파 이론에 따라 경계조건을 정의한 뒤 이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속도 포텐셜 함수의 일반해를 구하고, 이를 

물입자의 수평 및 연직 성분에 대해 각각 편미분하면 

식 (6) 및 (7)과 같이 파랑 물입자의 속도 벡터에 관한 

식이 구해진다 (Jeon et al., 2012).   

  

sinh 
cosh  

   (6)

  

sinh 
sinh  

  (7)

여기서, 는 물입자 속도 벡터의 수평 성분이고, 는 

수직 성분이다. 그리고 는 파고, 는 주기, 는 파

수, 는 파의 각빈도, 는 수심, 와 는 물입자의 수

평 및 연직 방향상의 위치, 는 시간이다. 

스프링의 탄성력으로 표현되는 내력은 그물이나 로

프를 구성하는 섬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장력만이 작

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힘은 식(8)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Fi  nr
  

 (8)

여기서, 은 현재 계산중인 질점에 연결된 질점의 위

치 벡터, nr 은 의 단위벡터, 은 질점과 질점 사이를 

연결하는 스프링의 원래 길이, 는 재료의 강성도

(stiffness)를 나타내는 계수로써 식 (9)와 같이 구하였다. 

    (9)

여기서, 는 재료의 영률, 는 스프링의 유효 단면

적이다. 

닻의 파주력은 식(1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0)

여기서, 는 닻의 수중 무게, 는 파주력 계수이다 

(Chang and Seo, 1982). 

이와 같이 구해진 운동방정식은 상미분 방정식의 해

법 중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룬지쿠타 4차 방법을 이용

하여 해를 구하였다. 이 때 구해진 해들은 각 질점의 시

간 변화에 따른 연속적인 3차원 위치 벡터 값으로써 

Visual C 기반에 OpenGL 라이이브러리로 제작한 렌더

링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입체로 표현한 뒤, 파랑 및 조

류의 영향을 받을 때의 어구의 거동 및 하중 해석에 이

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

자망어구 유실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

경 조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자망어구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들이 받는 하중을 조사하였다. 어구 

유실은 궁극적으로 어구를 구성하는 로프나 그물이 끊

어지는 경우와 어구를 해저에 고정하는 닻이 닻줄에 작

용하는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뽑혀서 이동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어구의 

파단 여부와 닻줄에 작용하는 장력의 변화를 조사하였

고, 부이줄 장력도 함께 조사하였다. 닻줄의 장력은 닻

과 닻줄이 만나는 부분에서 측정하였고, 부이줄의 장력

은 부이와 부이줄이 만나는 부분에서 측정하였다. 닻줄

의 장력은 원래는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지만 이 논문에

서는 파주력과의 손쉬운 비교를 위해 닻줄 장력의 수평 

방향에 대한 분력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닻의 파주력 계수는 저질을 사니질로 가정하여 7 (Kenji 

and Atilla, 2012)로 정하였으나, 각 시뮬레이션에서 파

주력을 계산하기 위한 참고 값으로만 사용하고, 닻줄의 

장력이 파주력을 초과하여도 닻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

여 각 조건에 따른 닻줄의 최대 장력 값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 어구가 파단 또는 

파망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구를 구성하는 망지와 

각종 로프별로 파단 한계 값을 지정하여 각 요소에 작용

하는 장력이 파단 한계 값을 초과하면 끊어지게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다음의 몇 가지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째, 어구 유실이 가장 많은 지역의 실제 조업 상황에서

의 유속을 파악하기 위해 유속별 어구 전개 형상을 조

사하였다. 현장 조사에서 어업인들은 자망의 전개 형상

을 고려하여 유속이 느린 시기에만 조업을 한다고 하였

으나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어구 형상이 유

지되는 적정 유속을 찾기 위해 관측 자료로부터 최대 

유속을 구하고 이 범위 안에서 0.1 m/s 간격으로 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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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의 뜸줄 수심 또는 자망어구의 높이 변화를 조사하

였다. 이 때 조류가 어구의 유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해 유속별로 닻줄의 장력을 함께 조사하

였다. 

둘째, 조류와 파랑이 어구에 동시에 작용할 때 어구

가 받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조류와 파랑의 

세기에 따른 닻줄의 장력 값들을 관찰하고, 동시에 이 

값들이 닻의 파주력 한계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부이가 닻줄의 장력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이줄의 장력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 때 조류의 

세기는 위의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유속 범위에서 

0.1 m/s 간격으로 적용하였고, 파랑의 세기는 유실이 

가장 많은 지역과 시기(월)에 관측된 최대 유의파 범위 

안에서 파고는 1 m 간격으로, 파주기는 월별 최대 유의

파 주기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셋째로 부이가 닻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이의 형상을 대표하는 부이의 유체저항계수를 변화 

시켰을 때 닻줄이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부이가 부이줄을 통해 닻줄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구 구성상 수면에 위치하면서 파랑의 영향을 가장 많

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부이의 형상은 정육면체로 

가정하였고, 저항계수는 1.0, 0.5, 0.25로 하였다. 이때도 

조류와 파랑을 동시에 적용하였고, 조류의 세기는 첫 번

째 결과에서 도출된 값의 최대값을 적용하였으며, 파랑 

조건은 두 번째 단계의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째와 조건이 같으나, 부이

의 저항계수 대신 부이의 크기 (체적)변화가 닻줄의 장

력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부이의 

크기는 충남 지역의 꽃게 홑자망 어구에서 사용하는 스

티로폼 부이의 체적 (0.0214 m3)을 기본 크기로 정하고 

이 값의 50% 및 25 % 체적을 가진 부이가 사용되었을 

때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 때 부이의 저항계수는 1.0 

이었다.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조류의 진행 방향은 현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어구와 수평방향으로 나란하게 하였

다. 파랑의 진행 방향은 기상청 자료 검토 및 예비 시뮬

레이션을 통해 조류의 방향과 동일하게 하였다. 어구 

설치 수심은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40m인 것으

로 파악이 되었으나, 어구 유실이 크게 발생한 시점의 

어장 수심이 10–15m 사이였던 것을 참고로 하여 10 m

로 정하였다. 

결 과

파랑 및 조류 데이터

조사 결과 어구 유실은 서해권역에 속하는 경기, 인

천, 전북, 충남 지역 중 충남 지역이 10년간 (2002~ 

2011년) 257억 원으로 서해 전체 피해 금액의 93.1%를 

차지하여 어구 유실의 대부분이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따라서 충남 지역 인근 해

에 위치한 가대암 (C), 외연도 (D), 십이동파도 (E)의 

월별 최대 조류의 세기를 조사하였다. 해당 지역은 기

상청에서 파랑 데이터를 관측하는 6개의 정점 중 충남 

연안에 해당하는 정점이다. Fig. 5는 6개 정점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조사 결과, 이 지역의 월별 (10년 평

균) 최대 조류의 세기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

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나타났는데, 그 값은 평균적으

로 약 1.6 m/s와 0.7 m/s였다. 가대암의 최대유속은 약 

1.6 m/s, 외연도와 십이동파도는 약 0.7 m/s였다.

최대 유의 파고의 월별 (10년 평균) 분포는 Fig. 7과 

같이 나타났고, 최대 유의파 주기는 Fig. 8과 같이 나타

났다. 충남 지역 인근 해에 위치한 가대암 (C), 외연도 

(D), 십이동파도 (E)의 데이터를 비교하였을 때 세 지

역 중 십이동파도의 파고가 가장 높고 파주기는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십이동파도의 파랑 에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십이동파도의 월별 최대 유의 

파고는 최고값이 약 6.7 m, 평균값은 5.1 m였고, 주기

는 최대값이 5.2 s, 평균값은 4.4 s였다.

Fig. 4. Damage cost for fishing gear loss by location of the We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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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cations selected for analyzing wave and current data in the
West Sea.

  

Fig. 6. Maximum current speeds of 6 locations by month averaged for
the year.

Fig. 7.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s of 6 locations by month 
averaged for the year.

  

Fig. 8. Maximum significant wave periods of 6 locations by month 
averaged for the year.

Fig. 9. Height of gillnet by current speed.

 

Fig. 10. Tension of anchor rope by curren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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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어구 유실 피해가 가장 많은 충남 연안 지역에서 파

랑의 위력이 가장 큰 곳은 십이동파도로 나타났기 때문

에 이 지역의 최대 유속인 0.7 m/s를 참고로 하여 첫 번

째 시뮬레이션에서는 0.1부터 0.7 m/s까지 0.1 m/s 간격

으로 유속별 어구 전개 형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하였다. 그 결과는 Fig. 9와 같았다. 자망 어구의 높이 

(뻗친 높이)는 0.1 m/s 이후부터 0.3 m/s까지 매우 급격

한 감소를 보였고, 이 후 0.7 m/s까지 완만한 감소를 보

였다. 뜸줄 수심이 0.3 m/s부터는 거의 그물이 해저에 

붙어 그물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그물의 형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유

속인 0.2 m/s까지를 시뮬레이션 조건 범위로 정하였다. 

유속 변화에 따른 닻줄의 장력을 조사한 결과는 Fig. 

10과 같았다. 닻줄의 장력은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지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고 유속에서도 닻줄의 

장력은 파주력을 초과하지 않았다. 

둘째로 조류와 파랑이 어구에 동시에 작용할 때 어구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 유속 값은 첫 

번째 결과에서 도출된 적정 유속 값인 0.2 m/s와 한 단

계 작은 값인 0.1 m/s였다. 그리고 파랑 적용을 위해 사

용한 파고는 충남 연안에서 기록된 최대 유의파고 (6.7 

m)를 참고하여 2, 3, 4, 5, 6 m의 파고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고, 주기는 파고변화에 따른 결과 확인을 위해 

월별 최대 유의파들의 평균 주기값인 4.4 s를 적용하였

다. Fig. 11은 파랑 및 유속 조건 변화에 따른 자망 어

구 부이줄 및 닻줄의 장력을 나타낸 것이고, Fig. 12는 

닻줄의 최대 장력을 나타낸 것이다. 부이줄과 닻줄의 

장력은 파고와 유속이 증가할수록 커졌다. 부이줄의 장

력은 닻줄 장력보다 작았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의 패턴

은 닻줄과 거의 유사하였다. 닻줄의 최대 장력은 파고 

증가에 따라 지수적인 증가를 보였고, 유속 증가에 대

해서는 시뮬레이션 조건이 적어 단순한 증가 정도만 파

악할 수 있었다. 닻줄의 최대 장력이 파주력 한계를 초

과하는 시점은 유속과 파고에 따라 달라졌다. 닻줄의 

장력은 유속이 0.1 m/s일 때는 파고 4.5 m에서, 0.2 m/s

일 때는 4.0 m에서 파주력 한계에 도달하였다. 조류만 

적용된 결과와 달리 파랑과 조류가 함께 적용된 경우 

닻줄의 장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Fig. 13은 조류만 

적용한 경우와 파랑과 조류를 함께 적용한 경우에 대한 

닻줄 장력의 비를 나타낸다. 장력의 비는 유속과 파고

에 따라 최소 4배에서 52배까지 차이가 났다. 

부이의 저항계수를 달리 적용한 세 번째 시뮬레이션

의 결과는 Fig. 14에 나타냈다. 시뮬레이션 결과, 파고

의 크기에 상관없이 부이의 저항계수가 감소할수록 부

이줄과 닻줄의 장력이 감소하였다. 저항계수가 0.5 이

하일 때 4 m이상의 높은 파고 조건에서도 닻줄의 장력

이 파주력을 초과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저항계수가 

1.0일 때는 파고 4 m에서 닻줄의 장력이 파주력을 초과

하였지만 저항 계수가 0.5일 때는 파고 5 m일 때 파주

력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저항계수가 그보다 작은 

0.25일 때는 파고 6 m일 때 파주력을 초과하였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도 역시 부이줄의 장력은 닻줄의 

장력 패턴을 따라 변하였다. Fig. 15는 파고 증가에 따

른 닻줄의 최대 장력을 부이의 저항계수별로 나타낸 것

이다. 저항계수가 낮을수록 파고에 따른 곡선의 기울기

가 감소하였다. 

네 번째 부이의 크기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6과 같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세 번째 시뮬레

이션 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파고와 상관없이 부이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부이줄과 닻줄의 장력이 함께 감소

하였다. 부이의 크기가 작을수록 닻줄의 장력이 파주력

을 초과하는 파고의 크기가 증가 하였다. 즉, 부이의 크

기가 100%일 때는 파고 4 m에서 닻줄의 장력이 파주

력을 초과하였지만 부이의 크기가 50%일 때는 파고 5 

m일 때의 파주력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부이의 크기가 

원래 크기의 25%일 때는 닻줄의 장력이 파고 6 m인 

조건이 되어서야 파주력을 초과하였다. Fig. 17은 파고 

증가에 따른 닻줄의 최대 장력을 부이의 크기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부이의 크기가 작을수록 파고에 따른 곡

선의 기울기가 감소하였다. Fig. 18은 부이 크기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저항계수 변화에 대한 시뮬레

이션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ig. 15에 나타난 

결과와 Fig. 17에 나타난 결과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그래프에서 세로 축의 값이 작을수록 두 결과가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비교 결과 두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

었다. 

각 시뮬레이션에 대해 자망어구를 구성하는 망지와 

로프의 파망 또는 파단 현상을 관찰하였는데, 모든 시

뮬레이션 조건에서 파단 및 파망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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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ime series of tension on buoy and anchor rope by current speed and wave height at (a) current speed 0.1 m/s and (b) 
0.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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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ximum tension of anchor rope by current speed and wave
height. 

  Fig. 13. Ratio of tension by current and wave: tension by current.
CW : Tension by current and wave
C : Tension by current

Fig. 14. Time series of tension on buoy and anchor rope by drag coefficient of buoy and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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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aximum tension of anchor rope by drag coefficient of buoy 
and wave height. 

고 찰

서해에서 어구 유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된 충

남 연안의 최대 유의 파고는 약 7 m, 파주기는 약 4 s

였다. 서해안의 6개 정점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하

면 평균적으로 충남연안에서 발생하는 파랑의 높이가 

가장 높고, 파주기는 가장 짧다. 일반적으로 주기가 짧

고, 파고가 높을수록 파랑 에너지가 커지므로 충남 연

안에서 발생하는 파랑의 위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파랑의 영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어구 유실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류의 세기는 인천 및 경기 지역의 경우 약 1.6 

m/s로 충남지역의 0.7 m/s의 두 배 이상임에도 불구하

고 어구유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서해에서 어구 유실은 조류보다는 파랑의 영향을 더 많

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망 어구의 높이는 어획 효율에 영향을 미치며, 반

면 조류의 빠르기에 영향을 받는다 (Park et al. 2006). 

특히, 서해안은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올바른 조업 조

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업이 가능한 적정 유속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조업

이 가능한 한계 유속을 0.2 m/s로 도출하였다. 해당 유

속에서 자망 어구의 높이는 0.62 m였고, 이보다 빠른 

유속인 0.3 m/s에서는 약 0.22 m 였다. 자망 어구의 높

이가 어획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구 높이가 약 0.2 m 정도가 되면 해저에 붙어서 이동

하는 어류 이외의 대상은 어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조업이 가능한 한계 유속을 

0.2 m/s로 정하였다. 유속에 따른 어구 높이 변화는 

(Park et al. 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와 그 

경향이 비슷하였다. 그물의 상대 높이 (유속에 따른 높

이 / 초기 높이) 는 유속 0.05–0.25 m의 범위에서 0.22–
0.91였으며, 이 연구에서 구해진 값은 0.23–0.93으로 비

슷하였다. 그리고 값의 변화 경향도 두 연구결과에서 

모두 지수함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뮬

레이션이 실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유속 증가에 따른 닻줄의 장력은 최대 유속

에서 닻의 파주력 한계에 근접하였지만, 앞서 구한 한

계 유속 0.2 m/s를 고려하면 닻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약 8 kgf 정도이므로 이 값을 고려한다면 조류의 영향

만으로는 어구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

단된다. 

조류만 적용한 첫 번째 시뮬레이션과 달리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파랑과 조류를 동시에 적용하였다. 

조류의 세기가 비교적 약했기 때문에 예상한 바대로 파

랑이 추가 적용된 결과에서는 부이줄 및 닻줄의 장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조류만 적용했을 때

에 비해 유속과 파고에 따라 닻줄 장력의 경우 무려 52

배까지 났다. 뿐만 아니라 파고가 높아질수록 이 차이

에 대한 비율은 지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

을 볼 때 일반적으로 어구 유실을 우려하는 높은 파고

에서는 조류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무시해도 될 만할 

정도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은 

앞서 언급한 두 조건에서의 결과 차이가 유속 증가에 

따라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동일하게 

파고가 6 m일 때 유속 0.1 m/s인 경우는 닻줄의 장력이 

52배 차이 났지만 0.2 m/s인 경우에는 그것의 절반인 

26배가 차이 났다. 유속이 빠를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Fig. 13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속

이 클 때는 파고 증가에 따른 장력의 증가 정도도 완만

해 진다. 다시 말해 유속이 빠를수록 파랑의 영향이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과 12에 나타난 닻줄 장력의 패턴을 Zhao et 

al. (2008)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된 파주기에서 파고 증가에 따라 평면 망지가 받는 

힘을 구하였는데, 망지가 프레임에 고정되어 변형이 없

는 상태이고, 주기가 1.4 s로 다를 뿐만 아니라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이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

나 Froude 상사를 통해 1/10 축적비를 적용하면 파주기

가 거의 같아지는 점과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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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ime series of tension on buoy and anchor rope by buoy volume and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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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aximum tension of anchor rope by buoy volume and wave
height.

Fig. 18. Comparison between result by volume and result by drag 
coefficient

TC : Tension by drag coefficient of buoy
TV : Tension by volume of buoy 

조류의 영향에 비해 파랑의 영향이 지배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실험 조건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망지가 받는 힘을 나

타낸 그래프의 패턴과 파고에 따른 최대 하중 값의 증

가 경향은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Fig. 11에 나타난 그래프를 살펴보면, 모든 조건

에 대해 공통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부이줄 장력이 기

록된 패턴이 크기 차이를 제외하면 닻줄의 장력 패턴과 

출현시점이 거의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이줄

이 닻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랑의 영향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

소하기 때문에 수심이 보다 깊은 곳에 있는 닻줄의 장

력이 작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

나, 두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부이줄의 끝은 파랑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예외적으로 닻줄의 장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닻줄은 길이가 350 m나 되는 

그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닻줄이 받는 힘은 상대적

으로 크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속 증가에 따른 닻줄의 장력과 파주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속이 빠를수록 닻줄의 장력이 증가

하므로 같은 파고 조건이라도 빠른 유속에서 파주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유속이 0.1 m/s

일 때는 파고 4.5 m에서 파주력 한계에 도달하였지만 

0.2 m/s일 때는 4.0 m에서 파주력 한계에 도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파랑 조건에서 조류의 속

도에 따라 어구의 상대적인 고정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자망 어구

가 파랑 및 조류의 영향을 받을 때  부이가 어구의 고

정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과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부이의 저항 계수 또는 크기를 줄이면 

닻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낮아지므로 이 값들이 감소할

수록 동일한 파고 조건에서 어구의 고정력은 상대적으

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5와 Fig. 1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이의 저항계수 또는 크기가 감

소할수록 파고의 증가에 따른 곡선의 기울기도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파고가 높아질수록 저항

계수 또는 크기 감소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Fig. 15와 17의 결과에 따르면 부이의 저항계수 또

는 부피가 각각 25%로 감소할 때 닻줄이 받는 하중은 

약 2배까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

에 따르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줄일 경우 이론적으

로는 닻줄이 받는 힘을 최대 4배까지 줄일 수 있다. 따

라서 자망 어구가 파랑 및 조류의 영향 받을 때 부이의 

저항계수 또는 부이의 크기를 줄이면 어구의 고정력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자망 어구의 유

실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닻의 파주력은 닻줄이 당겨지는 방향이 

닻채가 뻗은 방향에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그런데 부이

줄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부이줄과 닻줄은 기하학적으

로 수직에 점점 가까워지고 이 상태에서 부이가 파랑 

물입자의 영향을 받아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부이줄이 

닻을 수면을 향해 연직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닻의 파

주력은 크게 약화된다. 반대로 부이줄의 길이가 길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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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부이줄이 작용하는 방향이 닻채와 나란해지므로 

파주력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이줄 길이를 현장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심의 1.5배인 15 m를 적용하였

으나 이 값은 어업인들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강풍에 의한 어구 유실은 문자 그대로 바람이 원인이

므로 바람이 바다와 어구에 미치는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나, 결국 파랑이란 것은 해상에서 바람이 분 것에 대

한 결과이므로 이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적용하면 강풍에 

대한 영향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망 어구

의 경우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

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수면 위

에 노출된 부분이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자망 어구 유실의 원인을 구명

하기 위해 서해안에서 어구 유실이 가장 많은 지역의 

조류와 파랑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자망 어구의 거동 

해석 모델에 적용 및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해안에서의 어구 유실은 

대부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이 지역의 최대 유

의 파고는 6.7 m, 주기는 평균 4.4 s, 조류의 세기는 최

대 0.7 m/s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자

망 어구의 거동 해석 모델에 대입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망 어구가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때 

파고가 증가하면 자망어구를 해저에 고정하는 닻줄이 

받는 하중은 지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부이의 특징 변

화가 자망 어구의 고정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에서는 자망어구가 조류와 파랑의 영향을 받을 때 

부이의 저항계수 또는 크기 (체적)가 감소하면 닻줄이 

받는 하중도 감소하여 자망 어구의 상대적인 고정력은 

증가하고, 파고 증가에 따른 닻줄 장력의 증가율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이의 저항계수와 

부이의 크기 변화에 따른 닻줄 장력의 변화량은 서로 

비슷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자망 어구가 파랑과 조류

의 영향을 받을 때 부이의 형태와 크기를 개선하면 수

중에 부설된 어구의 고정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나

아가 어구 유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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