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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attempt to find the improvement of the fish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hull form remodeling for the 3 tuna purse 

seiner, the Catch-Per-Unit-Effort (CPUE) for that undertaken before (2008) and after (2010) was analyzed. In addition, the 

CPUE of 6 similar ships operated same period and same fishing ground. As result, it came to verify that the three modified 

ships had a significant value on the CPUE. An another index for the improvement of fishing efficiency is the rate of reduction 

of fuel oil consumption for the modified ships. Fuel oil consumption per day in service speed as comparing with the original 

ships were reduced 2.1%, 4.0% and 5.1% on the modified ship A, B, and C respectively. And each ship's service speed 

was increased 1.0 kt, 0.6 kt, and 0.4 kt according to the modified ship A, B, and C in due order. In the conclusion, the 

remodeling job with newly equipped bulbous bow, lengthened slipway and enlarged rudder area were improved fairly much 

on fuel oil efficiency, the ship's speed, and in the end, that led to the improving fishing efficiency. Hence, the remodeling 

of tuna purse seiner come to improve not only the fishing performance, but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operating cost 

by saving energy for the fisherie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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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랑어 선망어업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규모가 

큰 어구를 사용하여 강도 높게 집어된 어군을 둘러싸서 

포획하는 두릿그물 중 가장 현대화된 어법이다. 다랑어 

선망선의 특징은 유영 속도가 빠른 다랑어류를 어획하

기 위해 선체의 길이가 길고, 너비는 좁은 홀쭉한 선형

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양망 시에 파워 블록에 걸리는 

그물의 하중에 의한 선박의 큰 횡경사를 탁월한 복원력

으로 극복하며 조업하고 있다. 다랑어 선망어업은 주 

포획 대상 어종이 대양을 회유하는 다랑어류이고, 어장

도 육지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대양에서 이루어지며, 

1 항차에 1∼2개월 소요되므로 어선은 항속 거리가 길

어야 하고, 거친 해황에서도 오랜 시간을 견디어내야 

하므로 감항성이 우수해야 한다 (Ho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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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랑어 선망선의 투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

도이며, 그물의 아랫자락을 조이는 pursing 작업에 

30~40분, 이후 양망작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선박의 성능이 어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로 투망 시간이며, 이때 대상 어류의 유영속

도와 관련하여 어군의 도피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선

속의 빠르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Hong, 2012). 

다랑어 선망어업은 조업 중 조류에 의해 어구의 형상

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고, 또한 바람에 의해 선박과 

그물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므로 조업 시간 경과

에 따른 이들의 변화가 어획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 

(Kim et al., 2002). 

현재 운용중인 다랑어 선망선들은 내․외부적으로 다

양하게 변화된 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위해 필

수적인 장비의 보수와 교체에는 비용을 들여왔지만, 많

은 수리비와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선형개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선망선들이 

유류소모가 많으며, 조업경비가 높은 비효율적, 비생산

적인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급등이

라는 외부적인 충격이 조업경비를 낮추지 않으면 생존

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원양 업계에 불어 넣었다. 

이로 인해 투자비용이 요구되더라도 선체를 개선하여 

저항성능이 우수한 선형으로 변화시켜 조금이라도 조

업경비를 절감하여 어획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Hong et al., 2011; Ho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원양 선망선의 선형개선이 조업 성능 

향상과 유류소모량 감소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

해 대상선의 개조 전·후의 시운전 자료, 항해일지, 기관

일지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 운용중인 다랑어 선

망선의 조업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

으며, 또한 향후 신조선의 선형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

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선박은 동원산업에서 운용하고 있

는 700톤급의 다랑어 선망선 Oriental Kim, Cosmos 

Kim호와 600톤급 Deolinda호 3척이다 (이하 차례로 A

선, B선 그리고 C선이라고 한다). 이들 선박은 남태평

양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선체의 개선 전후를 비교

할 수 있는 자료를 조업을 하며 축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업 성능 개선의 지표는 단위노력당 어

획량 (Catch-per-unit-effort: CPUE)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상 선망선의 조업회수와 어획량을 기초로 CPUE를 

계산하여 개조 전·후의 조업 성능 변화 정도를 비교하

였다. 이들 선박의 개조 전·후의 조업 환경과 승선하고 

있는 선원 구성의 변화, 어구의 크기와 선속도 대상선

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선망어업에 있어

서 CPUE는 조업회수와 어획량을 알고 있다면 쉽게 계

산할 수 있다. 대상선들의 CPUE를 도출하기 위하여 개

조 전·후의 선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도록 

한다.

1) 다랑어 선망어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의 해황과 자

원의 양은 일정하다.

2)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조업능력이 동일하다.

3) 선속은 선형 개선 전·후에 차이가 있다.

4) 어로작업 시간은 투망 시작에서부터 양망종료까

지로 한다.

선망어업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로작업 절차는 다음

과 같은 9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투망 → 선수 삼각

판 받기 (skiff 상봉) → 퍼싱 시작 → 선미 삼각판 받기 

→ 퍼싱 종료 및 양망시작 → 양망종료 → 자루그물 만

들기 → 어획물 입고 → 조업 종료이다. 이 과정 중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이 pursing (죔줄죄기)인데, 소요 시

간은 조류와 바람의 영향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40∼60분 정도가 걸린다. 또한 투망으로부터 조업 완료

까지의 전체 어로작업 시간은 숙련된 선원들로 이루어

진 선박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어구의 규격과 조업시간

대상선의 선형개선에 따라 선속과 선박의 조종성능

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어구의 크기를 변경하였다. 

Table 1은 대상선의 선체 개조 전·후 조업에 사용된 어

구의 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

이 대상선에 따라 뜸줄의 길이는 약 2,300∼2,400 m인 

것을 2,400∼2,500 m로 약 100 m 연장하고, 어구의 설

계 깊이는 기존 어구의 약 310∼320 m에서 347 m로 

10∼30 m 깊게 제작된 어구를 사용하였다. Fig. 1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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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 A와 B의 선체 개조 전 조업에 사용된 어구의 

도면을 나타내었고, Fig. 2에는 대상선 A와 B의 선체 

개조 후 조업에 사용된 어구의 도면을 나타내었다.

Table 2는 조업 현장에서 얻어진 조업일지를 근거로 

하여 작업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써, 기존선은 2008년 1

월 중의 3회 조업 시간을, 개조선은 2010년 1월 중의 3

회 조업 시간을 각각 평균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선 모두 그물이 약간씩 

커짐에 따라 조업시간이 길어졌다. 즉, 조임줄 조임부

터 이후 양망이 완료될 때 까지 약 10분 정도 연장되었

고, 1회 조업 시간은 평균적으로 3시간 13분으로 증대 

되었다.

어획자료

대상 선박의 어획량은 각 선박의 개조 전·후인 2008

년과 2010년의 연간 조업한 것으로 작성하되, 성공한 

조업의 어획량 자료만 집계하였다. 

Table 3은 A 선박의 2008년과 2010년의 연간 어획 

자료이다. Table 3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어획량은 추후 

CPUE 계산에 있어서 제외하기 위한 최고와 최저 어획

량을 나타낸 것이다. 개조 전 A선은 연간 조업 일수 

349일에, 성공 조업은 280회였으며, 총어획량은 8,895

톤이었고, 개조 후에는 연간 조업 일수 351일에, 성공 

조업 304회, 총어획량은 8,905톤이었다. 성공 조업회수

가 28회나 늘어났음에도 어획량은 개조 전·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Table 4는 B 선박의 2008년과 2010년의 연간 어획 자

료이다. 개조 전 B선은 연간 조업 일수 340일에, 성공 

조업은 268회였으며, 총어획량은 10,127톤이었고, 개조 

후에는 연간 조업 일수 344일에, 성공 조업 275회, 총어

획량은 11,295톤이었다. B선은 연간 성공조업 회수가 7

회 늘어남에 따라 어획량도 1,168톤 증가하였다.

Table 5는 C 선박의 2008년과 2010년의 연간 어획 

자료이다. 개조 전 C선은 연간 조업 일수 342일에, 성

공 조업은 320회였으며, 총어획량은 11,465톤이었고, 

개조 후에는 연간 조업 일수 325일에, 성공 조업 218

회, 총어획량은 8,240톤이었다. C선은 연간 조업 회수

가 약 100회나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어획량도 3,225

톤 감소하였다.  

Table 1. Purse seine nets of ship A, B and C

Item
Ship A Ship B Ship C

Original Modified Original Modified Original Modified

Length
1324FL

(2,421 m)
1384FL

(2,531 m)
1324FL

(2,421 m)
1384FL

(2,531 m)
1264FL

(2,311 m)
1324FL

(2,421 m)

Depth
30PC

(321 m)
31PC

(347 m)
30PC

(321 m)
31PC

(331 m)
29PC

(311 m)
30PC

(338 m)

Remark 　 using 12" 　 　 　 using 12"

Table 2. Operating hours by steps for ship A, B and C
[Unit: minute]

Work/Duration
Ship A Ship B Ship C

Original Modified Original Modified Original Modified

Setting net 0 0 0 0 0 0

Bunt part triangle holding 6 6 6 6 7 7

Start pursing 8 8.3 8 8.3 9 9.3

Wing part triangle holding 15 15.3 15 15.3 16 16.3

Completion pursing, and start hauling 35 38 35 38 44 47

Net hauling end 100 110 100 100 104 109

Landing bag 130 140 130 140 144 149

Harvesting 160 170 160 170 174 179

Completion  fishing job 180 190 180 190 19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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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iginal Net plan of Ship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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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fied Net plan of Ship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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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mount of catches by ship A in 2008 and 2010 

Original Modified

Date Days operated No. of 
operation

Catches
(ton) Date Days operated No. of 

operation 
Catches

(ton)
2008-01 29 13 420 2010-01 31 17 715 
2008-02 29 16 530 2010-02 28 13 375 
2008-03 31 13 360 2010-03 31 14 385 
2008-04 30 26 755 2010-04 30 22 470 
2008-05 31 31 1,235 2010-05 21 21 375 
2008-06 30 30 595 2010-06 30 29 510 
2008-07 31 26 835 2010-07 31 34 580 
2008-08 19 26 750 2010-08 29 29 1,260 
2008-09 30 24 670 2010-09 30 43 910 
2008-10 28 31 620 2010-10 30 35 1,280 
2008-11 30 23 1,765 2010-11 30 34 1,215 
2008-12 31 21 360 2010-12 30 13 830 

Sum 349 280 8,895 Sum 351 304 8,905 

Table 4. Amount of catches by ship B in 2008 and 2010  

Original Modified

Date Days operated No. of 
operation

Catches
(ton) Date Days operated No. of 

operation
Catches

(ton)
2008-01 29 23 925 2010-01 31 26 1,210 
2008-02 19 10 205 2010-02 28 12 560 
2008-03 31 20 730 2010-03 20 24 1,025 
2008-04 30 21 790 2010-04 30 25 735 
2008-05 31 33 1,480 2010-05 31 16 460 
2008-06 30 26 910 2010-06 30 29 1,260 
2008-07 31 31 1,600 2010-07 31 22 910 
2008-08 31 32 975 2010-08 29 28 700 
2008-09 30 18 405 2010-09 30 26 760 
2008-10 28 21 737 2010-10 30 30 1,470 
2008-11 30 27 1,250 2010-11 30 20 1,245 
2008-12 20 6 120 2010-12 24 17 960 

Sum 340 268 10,127 Sum 344 275 11,295 

Table 5. Amount of catches by ship C in 2008 and 2010   

Original Modified

Date Days operated No. of 
operation

Catches
(tons) Date Days operated No. of 

operation
Catches
(tons)

2008-01 29 21 1,230 2010-01 31 15 720 
2008-02 17 11 600 2010-02 28 13 405 
2008-03 31 20 740 2010-03 19 7 100 
2008-04 30 21 460 2010-04 30 22 1,090 
2008-05 31 22 1,310 2010-05 31 20 670 
2008-06 30 33 1,250 2010-06 30 25 1,000 
2008-07 31 42 1,370 2010-07 31 21 910 
2008-08 31 45 1,135 2010-08 29 20 935 
2008-09 30 33 700 2010-09 30 25 620 
2008-10 28 29 1,205 2010-10 30 30 870 
2008-11 30 24 905 2010-11 15 7 280 
2008-12 24 19 560 2010-12 21 13 640 

Sum 342 320 11,465 Sum 325 218 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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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CPUE 계산

CPUE가 실질적인 조업 성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선 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어선의 조

업에서는 때에 따라 어획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과도하게 어획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

서는 Table 3∼Table 5의 각 선박의 연간 어획 자료에

서 과대하게 어획된 최상위 2개월과 과소하게 어획된 

최하위 2개월을 뺀 나머지 8개월에 대한 어획량과 조업 

회수로써 아래의 식으로 CPUE를 구하도록 하였다. 또

한 각 선박의 그물의 크기는 CPUE 계산에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CPUE = 어획량 (ton)/조업회수

Table 6. CPUE of ship A, B and C in 2008 (original) and 2010 
(modified)

Ships Number of 
operation

Total catches 
(ton) CPUE

A
Original 192 5,178 27.0

Modified 206 5,615 27.3

B
Original 188 6,722 35.8

Modified 188 7,545 40.1

C
Original 216 7,765 35.9

Modified 157 5,770 36.8

Table 6은 대상선의 최상위 어획 2개월과 최하위 어

획 2개월을 뺀 나머지 8개월의 CPUE를 나타낸 것이다.

A선의 경우, 기존선의 CPUE는 27.0이었으나, 개조

선에서는 27.3으로써, 약간 증가되었고, B선의 경우에

는 35.8에서 40.1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C선에서는 

35.9에서 36.8로써 소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 선

박의 CPUE는 평균 1.8 증가하였고, 특히 B선은 대폭 

증가하였다.  

대상선의 개조 전·후의 CPUE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어장에서 같은 시기에 개조 전·후의 선박이 조업

하여 어획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

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엄밀하게 비교할 수는 없

다. 특히 C선의 경우는 조업회수가 매우 적어 비교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상선과 같은 유사선이 개조하지 않은 상태

로 동일 년도 (2008년과 2010년), 동일 해역 (남서태평

양)과 동일한 크기의 그물로써 조업한 자료를 가지고 

CPUE를 계산하여 본 연구 대상선의 CPUE와 서로 비

교해 보면 선형 개선이 조업 성능 향상에 기여한 정도

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7은 동일 년도, 동일 해역에서 조업한 유사선 

6척 (개조하지 않은 선박)의 CPUE를 나타낸 것으로, 

CPUE 계산은 유사선의 조업일지를 자료로 하되 본 연

구의 대상 선박들의 계산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여기서 유사선의 선명은 편의상 숫자로 표시하였다.

①선은 A선과 B선의 총톤수와 비슷하고, ③선은 C

선의 총톤수와 비슷하며, 다른 유사선들은 톤수가 대

상선들 보다 약간 크다. 그러나 마력은 전부 같고, 사

용하는 그물의 크기도 거의 같으므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선 ①∼⑤의 2010년

의 CPUE는 모두 2008년보다 감소하였고, ⑥선만 증가

하였다. 유사선의 CPUE는 평균적으로 1.8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선 3 척의 CPUE는 평균적으로 

1.8 증가하였으므로 선형개선의 효과는 분명히 크다고 

볼 수 있다.    

Table 7. CPUE of similar ships in 2008 and 2010

Ship G.T HP Net dimension 
(m)

CPUE
Remark

2008 2010

① 733 3,600 2,531×347 42.1 37.1 -5.0

② 996 3,600 2,421×338 36.4 34.6 -1.8

③ 635 3,600 2,421×338 27.9 26.5 -1.4

④ 988 3,600 2,421×338 32.9 32.1 -0.8

⑤ 981 3,600 2,421×338 26.4 24.0 -2.4

⑥ 1,201 3,600 2,421×338 34.6 35.4 +0.8

그러나 여기서 비교한 CPUE 값은 어획량과 조업회

수 만을 가지고 도출한 값이므로 이것을 전적으로 조업 

성능 향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선

망의 CPUE에 있어서 어선 마력과 어구의 크기가 유사

하면 조업회수와 어획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파망 사고의 경감

선형개선의 효과 중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물 파망 

사고의 경감이다. 그것은 일단 파망사고가 발생하면 대

파망의 경우 2∼3일의 수리 기간이 필요하고, 소파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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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1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망 

사고가 발생하면 조업 손실과 어구 경비의 추가 발생은 

물론 무리한 작업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의 개연성과 선

원의 피로 등이 추가되어 그 손해가 막대하다.

Table 8은 개조 전·후의 각 선의 파망 횟수와 그 정

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대상선의 조업 일지와 선장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Table 8. Number and extent of net torn in 2008 and 2010 

Ship
Original Modified

No. of
net torn

Extent of
damage

No. of
net torn

Extent of
damage

A 12 small 7, broad 5 5 small 5

B 6 small 6 6 small 5, broad 1

C 12 small 9, broad 3 5 small 4, broad 1

Table 9. Results of sea trial for ship A (modified).

Items Unit
1st Test

(RPM700)
2nd Test

(RPM750)
3rd Test

(RPM780)
4th Test

(RPM800)
5th Test

(RPM830)
6th Test

(RPM850)

Times min 40 15 15 15 15 15

Direction* FW BW FW BW FW BW FW BW FW BW FW BW

Speed of ship knot 12.7 13.1 12.5 13.6 13.8 13.5 14.2 14.5 13.8

Wind direction

Wind speed m/s 7 9 9 9 9

Current direction

Current speed knot 0.6 0.8 0.8 0.7 0.7 1.0

Moving distance 8.7 3.4 3.5 3.5 3.6 3.7

Engine room temp. °C 31 31 31 31 31 31

R.P.M. RPM 700 750 780 800 830 850

GOV, Position 1.2 1.24 1.16 1.08 1.06 1

L.O 
Pressure

Pump out kg/cm2 83 150 81 150 81 152 81 155 81 156 80 158

Eng. in kg/cm2 150 165 167 168 170 175

Booster Air kg/cm2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C.W S.W/F.W kg/cm2 21 2.8/2.8 22 3.0/3.0 22.5 3.5/3.5 23 3.6/3.6 23.5 3.7/3.7 24 3.8/3.8

F.O press. Inlet kg/cm2 46 48 50 52 54 55

EXH, gas 
temp.

CYL, 
head 
outlet

1 °F 560 630 680 720 760 780

2 °F 540 600 650 700 750 780

3 °F 580 620 640 720 760 780

4 °F

5 °F 580 630 700 740 780 780

6 °F 600 610 670 720 740 780

7 °F 540 610 640 730 700 720

8 °F 540 600 630 700 700 720

9 °F 600 600 700 740 730 730

10 °F 600 660 700 760 780 780

11 °F 580 640 680 720 760 780

12 °F 580 660 740 790 820 820

13 °F

14 °F 560 670 720 800 860 850

15 °F 560 640 740 780 810 820

16 °F 580 680 740 800 840 840

*Remark; FW: Forward, BW: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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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은 개조 전, 연간 12회의 파망 (소파망 7회, 대파

망 5회)이 발생했으나, 개조 후에는 5회로 줄었으며, 특

히 대파망의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B선은 개조 전, 연간 6회의 파망 (소파망)이 발생했으

며, 개조 후에도 6회 발생하여 회수에는 변함이 없었으

나, 그 중에 대파망이 1회 포함되었다. B선은 선형개조 

시 조파저항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수 bulb만 설

치하였고, 선미 연장과 타면적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으로써, 다른 두 선박과 달리 선형상의 문제가 크지 

않았고, 파망 사고도 원래부터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C선은 개조 전, 년간 12회의 파망 (소파망 9회, 대파

망 3회)이 발생했으나, 개조 후에는 5회로 줄었으며, 이 

중에서 대파망의 경우는 1회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선형 개선은 파망의 횟수를 크게 감소시킴

으로써 이에 따른 직접적인 어로 경비의 경감과 조업 

회수 증대 등 부수적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

므로 선망선의 조업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

한다.

유류 소모량

선형개선이 조업 성능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선속의 

증대와 유류 소모량의 절감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대

상선이 조업 중 사용하는 유류소모량의 계산은 개조 

전․후의 상황이 서로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

교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대상선

이 선체의 개조작업 전·후에 행해진 공시 항해 시운전 

결과와 모항에서 어장까지의 항해자료를 근거로 하여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시운전 결과

다랑어 선망선의 유류소모량은 조업의 횟수 (조업의 

강도), 묘박의 유무, 항해와 해황 등 다양한 요인에 지

배되기 때문에 선형 개선 전·후의 유류소모량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선은 상가 수리 후 시운전을 수행한 자료를 이용했

고, 개조선은 선형의 개조 작업이 종료 된 후 실시된 항

해 시운전 결과를 통해 서로 비교하였다.

대상선 3척이 사용하는 유류는 M.G.O. (Marine Gas 

Oil)이며, 주기관의 회전수는 800 RPM과 850 RPM의 

두 가지의 출력에 대해 유류소모량을 파악하였다. 유류

소모량의 측정을 위해 시운전에서 계측된 항목은 각각의 

RPM 기준으로 GOV' RACK (가버너 랙 포지션), BHP 

(제동마력), 시간당 마력대비 연료소비율 (LB/HP-HR)

이다. 

Table 9는 A선의 개조 후 시운전 자료이다. 이 시운

전 자료에는 해상·기상 상태와 RPM을 기준으로 선박의 

속도 및 저항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와 함께 엔진

의 상태까지도 동시에 나타내 줌으로써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Table 10은 시운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A선의 

개조 전·후의 연료소모량을 비교한 것이다. 

A선의 선형 개선 후 시간당 마력대비 연료소비율이 

800 RPM에서는 2.06%, 850 RPM에서는 1.96% 감소하

였고, 이것은 하루에 각각 0.11 ㎘씩의 유류를 절약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Reduction of fuel oil for ship A

Provision Original Modified

RPM 800 850 800 850

GOV' RACK 1.06 0.96 1.08 1.00

BHP 2,880 3,380 2,700 3,200

Rate of fuel consumption 
(LB/HP-HR) 0.49 0.51 0.48 0.50

Rate of fuel consumption 
decreasing (%) - - 2.06 1.96

Consumption (㎘/day) 5.28 5.55 5.17 5.44

Fuel decreasing (㎘/day) - - 0.11 0.11

Table 11은 B선의 개조 전·후의 연료소모 감소량을 

비교한 것이다. 

B선의 선형 개선 후 시간당 마력대비 연료소비율이 

800 RPM에서는 2.33%, 850 RPM에서는 2.17% 감소하

였고, 이것은 하루에 각각 0.18 ㎘과 0.17 ㎘의 유류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Reduction of fuel oil for ship B

Provision Original Modified

RPM 800 850 800 850

GOV' RACK 1.28 1.18 1.35 1.25

BHP 1,840 2,400 1,560 2,100

Rate of fuel consumption 
(LB/HP-HR) 0.43 0.46 0.42 0.45

Rate of fuel consumption 
decreasing (%) - - 2.33 2.17

Consumption (㎘/day) 4.70 5.01 4.52 4.84

Fuel decreasing (㎘/day) - - 0.18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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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는 C선의 개조 전·후의 연료소모 감소량을 

비교한 것이다. 

C선의 선형 개선 후 시간당 마력대비 연료소비율이 

800 RPM에서는 4.44%, 850 RPM에서는 6.38% 감소하

였고, 이것은 하루에 각각 0.25 ㎘ 0.33 ㎘의 유류를 절

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Reduction of fuel oil for ship C

Provision Original Modified

RPM 800 850 800 850

GOV' RACK 1.24 1.16 1.3 1.23

BHP 2,020 2,600 1,760 1,980

Rate of fuel consumption 
(LB/HP-HR) 0.45 0.47 0.43 0.44

Rate of fuel consumption 
decreasing (%) - - 4.44 6.38

Consumption (㎘/day) 4.91 5.12 4.66 4.79

Fuel decreasing (㎘/day) - - 0.25 0.33

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대상선의 유류소모량은 

엔진 회전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최소 

0.11 ㎘에서 최대 0.33 ㎘까지 절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유류소모량의 절감 효과는 시운전 자료에 의

한 것이므로 엄밀한 검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나, 변동 

요인이 비교적 적은 어장과 모항으로 왕복하는 항해시

간과 장거리 어장 이동 시간에 따른 유류소모량을 통계

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누적한다면 보다 정확히 정량화

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유류 소모량의 비교

Table 13는 대상선 3척의 선형 개선 후의 성능 향상 

효과를 선속의 증대와 연간 유류 소모량 감소로 나타낸 

것이다. 

선속과 유류소모량의 계산은 기존선과 개조선의 정

기 수리 후 시운전 결과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러나 시운전 자료는 대체로 짧은 시간 간격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자료의 신빙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

라서 조업 중의 자료 중 변동 요인이 많은 조업 중 것

을 제외하고, 장기간 항해시간과 거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모항과 어장의 왕복 기간만의 선속과 유류소모

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기에는 항해일지와 기관일지

의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Table 13. Effects of remodeling upon improvement for each ship

Ship/Provision A B C

 Remodeling
Bulbous bow ○ ○ ○

Stern extension ○ × ○

 Speed (kts)
 by 800 RPM

Original 12.8 13.2 12.7

Modified 13.8 13.8 13.1

 Increasing of speed (kts) 1.0 0.6 0.4

 Days operated/year (modified) 351 344 325

 Reduction of fuel oil/day (㎘) 0.11 0.18 0.25

 Reduction of fuel oil (㎘/year) 38.6 61.9 81.3

 Reduction of fuel oil cost
     (1,000won/year) 31,000 50,300 66,100

이 선박들의 항해 시 주기관의 RPM은 800이고, 유

류소모량 감소의 금액 환산에는 2009년도의 평균 유가

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표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개조 후의 유류 절감효과

를 연 단위로 계산했을 때 배에 따라 36.8 ㎘~81.3 ㎘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속은 배에 따라 

0.4 kt~1.0 kt 향상되었다.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들 선

박이 평균적으로 일일 50 마일을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A선, B선, 그리고 C선은 속력 향상에 따라 총 이동

시간은 1일 각각 0.3시간, 0.2시간 그리고 0.15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연료소모량으로 계산하면 각선의 1일 평균 

운항시간은 A선은 7.2시간, B선은 6.8시간, C선은 8.1

시간이다.

1회 조업이 평균적으로 3시간 소요된다고 보고, 이때

의 주기관 RPM을 850으로 한다면, 항해 시간을 제외

하고 각 선박의 연간 조업 중 절감되는 유류의 양은 

Table 14와 같다.

Table 14. Reduction of fuel oil consumption by whole fishing hour in 
a year.

Ships
Time of 
operation

Quantities of 
fuel oil

Rate of reduction of 
fuel oil

A
304×3 = 
912 (HR)

912 (HR) × 0.50 
= 456 (㎘)

456 (㎘) × 1.96/100 
= 8.9 (㎘) 

B
275×3 = 
825 (HR)

825 (HR) × 0.45 
= 371 (㎘)

371 (㎘) × 2.17/100 
= 8.1 (㎘)

C
218×3 = 
654 (HR)

654 (HR) × 0.44 
= 2844 (㎘)

284 (㎘) × 6.38/100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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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A선은 8.9 (㎘), B선은 8.1 

(㎘), C선은 18.1 (㎘)의 연료유를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5. Fishing time and sailing time in a year for original ships  

Ships
No. of 

operation/days 
operated

Operation 
time in a 
year (hr)

Fishing 
time per 
year (hr)

Sailing 
time per 
year (hr)

A
280/349 
= 0.80 

7.2×349 
= 2,513

3×0.80×349 
= 838

2,513-838 
= 1,675

B
268/340 
= 0.79

6.8×340 
= 2,312

3×0.79×340 
= 806

2,312-806 
= 1,506

C
320/342 
= 0.94

8.1×342 
= 2,770

3×0.94×342 
= 964

2,770-964 
= 1,806

Table 15는 기존선의 경우 주기관 RPM 800에서 연

간 조업과 항해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각 선의 조업률은 A선이 80%, B선 79%, 

C선 94%이다.

이상과 같이 선형개선에 따른 조업 성능 향상 효과는 

선속의 증대, 연료비 같은 직접 경비의 절감뿐만 아니

라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선속 증대에 따른 어탐기회의 증대, 선미 와류경감으로 

인한 어망사고의 경감, 어망사고에 따른 수리비 및 조

업일수 손실 보전, 선박의 안전성 향상 등이 그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조업 중인 다랑어 선망선 3척을 대상으로 

새로운 구상선수의 설치, 선미의 연장, 그리고 타면적

의 증대를 통한 선형 개선이 조업성능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대상선의 개조 전인 2008년과 개조 

후인 2010년에 행한 1년간의 조업 자료를 토대로 단위

노력당어획량 (CPUE)을 계산하여 고찰하였다.

해당 연도의 절대적인 어획량은 모든 선박에서 개조 

후 증가하였고, CPUE 계산 결과 역시 모든 선박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CPUE로 조업 성능의 향상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기존선과 개조선이 모두 같은 어장, 같

은 시기에 어획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되어야 하

나 기존선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업 선박의 

상이와 조업 자료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CPUE 계산

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비교 방법으로 동일한 어장과 시기, 

같은 크기의 그물로 조업한 톤수가 거의 같은 유사선 

6척의 CPUE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사선 

6척의 CPUE는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모두 감소하

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선은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선형 

개선이 조업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선형개선에 따른 조업 성능 향상에 기여한 또 다른 

부분은 유류 소모량의 절감과 파망 사고 감소로 볼 수 

있다. 대상선 모두 동일한 종류의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고, 주기관의 회전수를 두 단

계로 나누어 해석한 결과, 개선 전․후의 유류소모량은 

선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간 31∼81 ㎘가 

감소하여 조업경비의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파망 사고에서 B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선과 C선은 거의 60% 이상 감소하여 선형 

개선에 따른 조업 성능 향상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

다. 파망사고의 경감은 직접적인 어로 경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조업 회수 증대 등 부수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

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다랑어 선망선의 부분적인 선형 개선은 

여러 가지 실험과 장기간에 걸친 현장 조업자료를 토대

로 분석한 결과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신조와 구조

개선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 우리나라 원양어선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선에서도 

유류소모량의 감소와 조업 능률 향상을 통해 해당 어업

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단지, 대상 선박에 대한 수조시험과 실선 시험이 일

괄되게 수행되지 못해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

가 계속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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