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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gle of attack of a cambered otter board in a bottom trawl was estimated using a three-dimensional semi-analytic 

treatment of a towing cable (warp) system that was applied to the field experiments of a bottom trawl obtained by the 

Scanmar system. The equilibrium condition of the horizontal component and vertical component of forces was used to the 

three forces acting on the otter board in the horizontal plane. Those forces were the force on the warp at the bracket, 

hydrodynamic lift and drag forces on the otter board and the force on the hand rope attached just behind the otter board. 

Also the equilibrium of moment about the front edge of the otter board was used to find out the angle of attack of the 

cambered otter board. When the warp length was 120m and 180m long and the towing speed was between 1.23 and 1.90 

m/s, the estimated angle of attack of the cambered otter board was ranged between 26.1° and 29.6°, respectively, though 

the maximum lift force was at the angle of attack 22.6°. The angle of attack of the otter board was tended to increase weakly 

with the longer length of warp (180 m) at the same towing spe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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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트롤어업은 상업적으로도 규모가 큰 어업일 뿐만 아

니라 자원조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롤 작

업은 평탄한 지형이나 해저산이나 심해에서도 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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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구의 발줄이 해저

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트롤어구의 주요 부분은 끌줄, 전개판 및 그물로 구

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줄을 간편하게 해석하기 위하

여 종종 직선으로 가정하기도 하였고, 끌줄에 관해서는 

Pode가 2차원적으로 해석한 바 있고 (Kawakami, 1959; 

Chang and Seo, 1982; Park, 1993; Park and Yae, 

1999), Huang and Vassalos (1993)는 줄에 관해 신장을 

포함하여 간이 해석적으로 3차원 식을 유도하였다. 전

개판에 한 연구로는 평판형, 만곡형, 원형, 복엽형 

(複葉型), 슬롯형 및 그외 회전실린더의 전개력에 관한 

것이 있으며 (Süberkrüb, 1959; Crewe, 1964; FAO, 

1974; Kawakami, 1981; Koyama et al., 1981; Lee et 

al., 1987; Lin et al., 1989; Matuda et al., 1990;  Ko et 

al., 1991; Kwon and Ko. 1994; Bae, 2000; Park et al., 

2001; Park and An, 2002; Park, 2005), 그물 구성이나 

줄에 미치는 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전개시킨 것이 있

고 (Chang and Seo, 1982; Fridman, 1986; Stewart and 

MacLennan, 1987; Matuda, 2001), 모형실험이나 시뮬

레이션을 통해 중층 트롤어구의 성능나 어구에 한 물

고기의 행동을 연구한 것이 있으며 (Chang, 1968; 

Buxton and DeAlteris, 1993; Jang and Lee, 1996; Lee 

et al., 2000, 2001, 2005; Hu et al., 2001; Lee et al., 

2008), 실물 중층 트롤어구와 전개판을 이용한 해상실

험으로부터 어구의 전개상태와 줄에 걸리는 장력 등을 

조사, 연구한 것이 있다 (Lee et al., 1987; Fu and 

Matuda, 1991; Matuda et al., 1991; Kim and Lee, 

1999; Park, 2007). 또한 저층 트롤어구에 해 어구의 

성능과 형상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Sato and Miyazaki, 1984; Engås, 1994; Sangster and 

Breen, 1998; Cho and Cho, 2000; Cho and Go, 2000; 

Park et al., 2008; Prat et al., 2008; Park, 2014).

전개판은 트롤어구에 있어서 그물의 입구를 좌우로 

전개시켜 어군을 입망시키고 어구를 수중으로 신속히 

가라앉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개판의 

전개력과 항력에 관한 성능과 특징은 전개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전개판의 성능을 파악하는 데는 실물로써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장작업이나 수중에서의 

측정기술 및 장비 면에서 실제 예망중인 트롤어구의 각 

부분과 전개판의 영각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기에, 주로 모형을 제작하여 수조에서 전개판을 고정축

에 고정시킨 후 전개판의 양력계수, 항력계수, 모멘트

계수 등을 측정하여 그 성능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수조실험에 의한 결과에 해, 외국의 경우에는 실물 

평판형 전개판에 해서 영각을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

한 사례가 있다 (Crewe, 1964). 또한 중층 트롤의 경우

에 현장 측정값으로부터 종만곡 V형 전개판의 영각을 

추정한 바 있다 (Matuda et al., 1990; Park, 2005).

지금까지 전개판에 한 모형시험으로 얻은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해 확인된 것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개판을 포함한 

실물 저층트롤 어구의 장력 등의 현장 측정값으로부터 

만곡형 전개판의 영각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용한 자료는 해상 트롤시험에서 Scanmar (노르

웨이 Simrad사)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측정했던 

자료 (Cho and Cho, 2000; Cho and Go, 2000)와 수조

에서 만곡형 전개판에 한 모형실험의 자료를 사용하

였다. 이 연구에서 구한 전개판의 영각 추정법은 전개

판에 미치는 수력저항의 수평, 수직 방향의 힘과 모멘

트의 평형, 그리고 Huang and Vassalos (1993)가 줄에 

관해 간이 해석적 (semi-analytic)으로 푼 3차원 해석을 

저층트롤 어구시스템의 끌줄에 적용시켜 실물 전개판

의 영각을 추정하는 것이다. 

자료 및 방법 

1) 끌줄의 3차원 해석

Huang과 Vassalos (1993)는 줄에 해 비틀림이 없

고, 줄이 유연하여 장력 이외에 다른 관성력 (inertia 

force)이 없으며 줄이 균일하다는 가정 하에 줄에 관해 

3차원 해석으로 유도한 끌줄의 좌표에 한 식은 다음

과 같다.

Fig. 1. Three-dimensional coordinate system and discretisation of a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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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 당겨지지 않은 상태와 당겨진 상태의 줄의 길이

를 각각 s와 p라 하자. Fig. 1의 직교좌표계에서 줄을 0

부터 N까지 나누어 각 요소를 첨자 i로 표시하면 당겨

진 줄의 pn과 pn+1 사이의 한 점 p에서의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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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와 p 사이의 관계식은   

  이고, 

T는 줄에 미치는 장력이고, E는 영률 (Young's modulus)

이며, A는 긴장되지 않은 줄의 단면적 (m2)이다. Vx, Vy, 

Vz는 줄의 한쪽 끝인 s=0에 작용하는 힘의 세 성분이

며, Fx
i, Fy

i, Fz
i 는 i번째 줄 요소에 작용하는 외력의 성

분이고, L은 긴장되지 않은 줄의 길이이며, W는 수중

중량이다. 끌줄에 한 경계 조건은 Huang and Vassalos 

(1993)에 나타나 있다. 위 식으로부터 줄의 길이 sn과 

sn+1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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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장된 줄의 sn과 sn+1 사이의 임의점 (s)에서

의 줄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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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 전개판의 영각 추정법

Fig. 2는 트롤어구의 조업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An upper view of a trawl indicating the shape of the warp, hand 
rope, float line and lacing line.

전개판 (OB)의 양력 (LOB)과 항력 (DOB)은 양력과 항

력계수 (CL 및 CD)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OB=(1/2) CL ρ S v2  (10)

DOB=(1/2) CD ρ S v2  (11)

tan   (12)

    =(1/2) Cr ρ S v2  (13)

여기서, ρ는 유체의 도 (해수인 경우 105 kg․s2/m4)

이고, S는 전개판의 최 투영 면적 (m2)이며, v는 상  

유속 (m/s)이고 Cr은 양⋅항력의 합력계수이다.

전개판의 성능을 고려할 때 전개판의 전개력을 최

로 가정하여 측정한 자료에 해 여러 가지 결과를 보

고한 바가 있다 (Hu and Matuda, 1991). 그러나 전개판

에 연결된 끌줄과 후릿줄에 미치는 장력이나 전개판의 

전개력은 유속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 적으로 놓인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 또 어로작업 중 전개판은 진동

하며 복원력도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

는 전개판이 이들 힘에 의해 평형상태를 이루었을 때의 

전개판의 영각을 추정하고자 한다. 예망할 때 전개판 

주위에 미치는 힘은 Fig. 3과 같다. 

Fig. 3. The forces acting on a cambered otter board (OB). The Twh 
is the horizontal force on the warp at the bracket, L and D are lift and 
drag forces on the otter board, respectively. Thh is the horizontal force 
on the hand rope attached just behind the otter board and α is the angle 
of attack of OB. The labels Φ and δ represent the angles of attack 
of the warp at the bracket and the hand rope just behind the otter board, 
respectively. r is the length of bracket (Kawakami, 1981).

이 전개판을 중심으로 끌줄, 후릿줄 및 전개판에 작

용하는 세 힘이 평형을 이루어, 전개판의 bracket에서 

끌줄에 미치는 장력의 수평성분 (Twh)이 어구의 진행방

향과 이루는 각은 φ이고, 전개판 바로 뒤쪽의 후릿줄

에 미치는 장력의 수평성분 (Thh)은 진행방향과 δ각을 

이루며, 전개판은 진행방향과 영각 α를 이루면서 수력

저항 P를 받아 평형상태가 되었다고 하자. 이때 양․항력

의 합력이 양력과 이루는 각을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θ라 둔다. 세 힘이 평형상태가 되었을 때, 전개판에 

미치는 수력저항과 끌줄, 후릿줄 및 전개판의 수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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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직 분력 및 전개판에서의 모멘트 합이 평형을 이

루어야 한다. 따라서 전개판과 줄에 미치는 수력저항 

(양․항력)의 수평, 수직 분력의 평형으로부터 식 

(14)-(1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sin  (14)

 cos   cos  (15)

그리고 전개판의 앞 끝을 기준으로 한 끌줄, 후릿줄 

및 전개판에 의한 모멘트의 평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wh [r sin (180〫-(α+β+φ))+ a 1 sin (α+φ)]

 =-MOB+Thh a 2
2
+ b 2

2
 sin (α- δ- tan

- 1
(b 2 /a 2 ))

(16)

여기서 MOB은 전개판의 모멘트이고, MOB = 0.5 Cm 

ρ S V2․c 이며, Cm 은 모멘트 계수, ρ는 유체의 도, 

S는 전개판의 면적, V는 상 유속, c는 전개판의 현장 

길이이다. 흐름에 수직인 줄에 미치는 항력은 R= 

(1/2)Cd ρAV2 (단, ρ는 유체의 도)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줄의 항력계수 (Cd)는 Reynolds 수의 범위가 

5×10³< Re < 2×10⁴인 범위 내에서 Cd≒1.2인 값을 사

용하였다 (Sato and Miyazaki, 1984). 단, Re=Vd/ν 이

고, V는 예망속도, d는 wire rope의 직경, ν는 유체의 

동점성계수이다. 그리고 해상 실험에서 측정한 전개판

의 간격 (2 aob)은 식 (8)에 의한 끌줄의 진행방향에 

한 수평거리 (2 y(s))에 톱 롤러 간격(Dt)을 더한 값과 

일치해야 한다. 즉,

aob = y(s) + Dt/2  (17)

  

실물 저층트롤 어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에 군산 학 실습선으로 트롤어구에 만곡형 전개판

을 부착하고, Scanmar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상시험을 

실시하였다 (Cho and Cho, 2000; Cho and Go, 2000). 

헤상시험시 끌줄 길이가 120 m일 때, 예망속력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1-1.90 m/s 범위였고, 

수심은 58.4 m였으며, 끌줄 길이가 180 m일 때, 예망속

력 1.23-1.85 m/s 범위였고, 수심은 62.5 m였다. Fig. 4

는 실물 전개판의 설계도인데 전개판의 높이는 2.72 m

였으며, 종횡비 (aspect ratio)는 1.7이었다. 만곡도 

(camber ratio)는 13%였으며, 수중에서의 무게는 917 

kg이었다. 전개판 면적은 Fig. 4의 사각형 면적인 4.35 

m2의 97.5%  (4.24 m2)였으나 편의상 100% 값을 사용

하였다. 이 전개판에 한 모형 크기는 1/10로 제작하

였으며, 모형시험은 (구)백경공업 (현, BMInternational)

의 회류수조 (Park et al., 2001)에서 전개판의 양⋅항력 

계수값을 영각을 2° 마다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모

멘트 계수는 측정해 놓은 것이 없어, Park and An 

(2002)이 수조 시험에서 측정한 만곡형 전개판의 종횡

비가 1.5이고, 만곡도가 10%인 것과 15%인 것의 모멘

트 값으로부터 보간하였다 (Park and An (2002)의 Fig. 

6). 실물 전개판의 종횡비는 1.7로, 종횡비 1.5와는 약

간의 차이가 있으나 근사하다고 보고, 실제 해상시험에

서 작동 중이었던 만곡형 전개판의 영각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실제 트롤 조업에서 예망 중인 만곡형 전개판의 영각

(a)은 식 (16)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Park, 2007; Park, 

2005). 끌줄의 장력과 전개판의 간격은 현장에서 측정

한 값이었는데, Cho and Cho (2000)와 Cho and Go 

(2000)의 두 Table 2에서 끌줄 길이 네 가지 중 230 m

와 260 m에서는 예망속도의 차이가 커서 제외하고, 

120 m와 180 m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는 어구설계도와 기존의 수조시험 결과 자료로부터 이

용하였다 (Cho and Cho, 2000; Cho and Go, 2000; 

Park et al., 2001; Park and An, 2002). 

Fig. 4. Drawings of the otter board used in the bottom traw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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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me recorded values of a bottom trawl test (from Cho and Cho, 2000; Cho and Go, 2000)

Length
of warp (m)

Towing
Speed
(m/s)

Depth of 
bottom

(m)

warp Distance
of otter board

(m)

Measuring 
resistance of 

trawl gear (tom)

Height
of net

mouth(m)

Width of
wing net

(m)

Width

depth Height

120 1.31 58.4 2.05 57.0 4.85 4.0 16.67 4.17

120 1.39 58.4 2.05 59.2 5.38 3.9 17.32 4.44

120 1.85 58.4 2.05 60.7 6.77 3.6 17.76 4.93

120 1.90 58.4 2.05 63.0 7.07 3.4 18.43 5.42

180 1.23 62.5 2.88 64.3 5.05 3.8 18.81 4.95

180 1.44 62.5 2.88 67.5 5.62 3.6 19.75 5.49

180 1.70 62.5 2.88 70.9 5.95 3.4 20.74 6.10

180 1.85 62.5 2.88 71.5 7.23 3.3 20.91 6.34

결과 및 고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층 트롤어구 해상시험

에서 측정했던 결과인데, 두 논문 (Cho and Cho, 2000; 

Cho and Go, 2000)의 Table 2에서 끌줄의 길이 네 가

지 중 120 m 및 180 m인 경우의 값들이 Table 1에 나

타나 있다. 이 실험에 사용한 만곡형 전개판의 영각(α)

에 따른 양력과 항력계수 (CL, CD)는 (구)백경공업 수조 

모형실험에서 0∼40° 사이에서 2°  마다 변화시키면서 

구한 결과는 Fig. 5와 같이 나타났는데, 최  양력이 되

는 영각은 22.6°였다. 

Fig. 5. A relationship between the lift (CL) and drag (CD) coefficients 
and the angle of attack of a cambered otter board (from Baek Kyung 
Ind. Co. Ltd. (Park et al., 2001)).

전개판의 영각(α)에 따른 양⋅항력의 합력 계수 (Cr)

는 Fig. 6과 같이 나타났으며, 그 관계식들은 다음과 같

았다.

[0α40] Cr = 0.00005 α3–0.00446 α2+0.13988 α

+ 0.23109 (n=21, R2 = 1.0)  (18) 

영각(α)가 변함에 따라 식 (13)의 합력 (P)이 양력 

(L)과 이루는 각 θ와의 관계는 Fig. 7과 같이 나타났

고, 

[0α30] θ= 0.00025 α4 – 0.01727 α3 + 0.45320 

α2 – 4.82592 α +33.8731 

(n=16, R2 = 0.986)   (19) 

[30<α40] θ= – 0.01096 α2+1.71340 α –7.77059

(n=5, R2 = 0.998)  (20) 

Fig. 6.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efficient of resultant force of lift 
and drag and the angle of attack of a cambered ott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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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relationship between the angle of attack (α) of a cambered 
otter board and the angle (θ) which is the angle of arctangent of drag 
force divided by lift force. Square accounts for the angle between 0 and 
30 degrees, and solid circle that angle between 30 and 40 degrees.

만곡형 전개판의 종횡비가 1.7이고 만곡도가 13%인 

모멘트 계수값 (Cm)은, Park and An (2002)의 Fig. 6의 

자료로부터 구하여 전개판의 영각(α)에 따라 나타내면 

Fig. 8과 같았으며, 이들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었다. 

[0α30] Cm = –0.00005 α3 +0.00248 α2 –0.02871α–0.04214  

     (n=16, R2 = 0.991)  (21) 

[30<α40] Cm = 0.00071 α2 –0.05211 α +0.89564, 

(n=5, R2 = 1.0)  (22)

실물 전개판의 영각(α)을,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전

개판에 미치는 힘과 모멘트의 평형으로부터 구한 결과

값을 끌줄의 길이가 120 m와 180 m일 때, 예망속도에 

따라 나타내면 Fig. 9와 같았다. 전개판의 영각은 예망

속도 1.23-1.90 m/s 범위에서 26.1-29.6° 로 나타났고, 

이 두 경우의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예망속도에서 끌줄

이 길 때 영각이 약간 커진 경향을 보였다.

이 만곡형 전개판의 추정된 영각은 최  전개력에 해

당되는 영각 (22.6°)보다 약간 큰 값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사용한 모멘트 값은 종횡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 (종횡비 1.7 신 1.5의 모멘트 계수값)이었기에 

보다 정확하려면 종횡비가 같은 경우의 모멘트 값을 사

용하여 정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Fig. 8.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efficient of moment and the angle 
of attack of a cambered otter board. White square accounts for the angle 
between 0 and 30 degrees, and solid circle that angle between 30 and 
40 degrees.

Fig. 9. An estimated angle of attack of a cambered otter board according 
to the relative towing speed. The labels ○ and △ indicate the length 
of warp of 120 and 180 m, respectively.

결 론

해상 시험에서 실제 작동중인 트롤 전개판의 양력, 

항력이나 영각을 파악하는 데는 장비라든지 비용에 애

로점이 많다. 따라서 전개판 (otter board)의 성능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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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데는 주로 모형을 제작하여 수조에서 전개판의 

양력, 항력, 모멘트계수를 측정하여 그 성능을 파악하

고 있는데, 이러한 수조실험의 결과에 해 실제 현장

조업에서 직접 측정 비교한 것에 해서는 평판형 전개

판 이외에 거의 확인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저층 트롤 해상시험에서 전개판 주위에서의 장력 측정

값과 전개판 간격을 측정힌 자료로부터 예망 중이었던 

전개판의 영각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한 예로서 실제 트롤시험에서 전개판 주위에 미치는 끌

줄 및 후릿줄에 미치는 장력, 전개판에 미치는 수력저

항의 수직, 수평 방향의 힘과 모멘트의 평형을 고려하

여 전개판의 영각을 추정하였다. 

전개판의 합력 계수 (Cr)와 영각 (α)과의 관계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0α40] Cr = 0.00005 α3 -0.00446 α2 +0.13988 

α+0.23109 (R2 =1.0)  (23)

모형 만곡형 전개판의 영각에 따른 양력․항력 계수 

(CL, CD)로부터 진행방향에 한 영각 α와 양력, 항력

의 합력 P가 양력과 이루는 각 θ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0α30] θ= 0.00025 α4 –0.01727 α3 +0.45320 α2 

–4.82592 α+33.8731 

(R2 =0.986)   (24)

[30<α40] θ= –0.01096 α2 +1.71340 α –7.77059   

(R2 =0.998)           (25)

만곡형 전개판의 만곡도가 13%인 모멘트 계수 (Cm)

값과 전개판의 영각(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0α30] Cm = –0.00005 α3 +0.00248 α2 –0.02871 

α–0.04214 (R2 =0.991)     (26)

[30<α40] Cm = 0.00071 α2 –0.05211 α+0.89564 

(R2 =1.0)                 (27)

끌줄의 길이가 120 m와 180 m일 때 예망속도에 따

른 실물 만곡형 전개판의 추정된 영각은 속도 1.23–1.90 

m/s 범위에서 26.1°–29.6°의 값으로, 최  전개력에 해

당되는 영각 (22.6°)보다 약간 큰 값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예망속도에서는 끌줄 길이가 길 때, 전개판의 

영각이 약간 커진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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