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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어업실습선의 선교 layout을 위한 당직항해사의 업무특성 분석 

김민선⋅황보규*

군산대학교 해양생산학과

Analysis characteristics of officers’ watch-keeping for efficient navigation 

bridge layout of a fisheries training vessel

Min-Son KIM and Bo-Kyu HWANG
*

Department of Marine produc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54150, Korea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officers’ watch-keeping during fishing operation at the fisheries training ship KAYA 

(GT: 1,737 ton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t observed fishing works of three officers in wheel house of KAYA. The 

observations were carried out at the fishing ground 45 miles away from east of Jeju from 7 to 8 January 2010. The works 

and movements of the officers were recorded with three common video cameras and a 4-channel MPEG-4 Triplex DVR. 

Recorded data of the working circulation was analyzed by using the post-processing method. As a result of the traffic 

lines, the average (±S.D) of working hour (min) and moving frequency (times), distance (m) and speed (m/min) during 

setting the net was 11.8 (0.9), 43.7 (8.1), 133.9 (35.8) and 10.5 (0.6), respectively. During trawling the net, it was 100, 

241 (39.8), 615.7 (194.6) and 5.2 (1.6), respectively. During hauling the net, it was 17.6 (1.4), 41.0 (7.2), 196.9 (37.6) 

and 10.7 (0.8), respectively. In addition, it has a different tendency of the instrument usage frequency by the fishing works. 

During setting, the usage priority was CCTV, ECDIS, RPM and pitch controller, net monitor, GPS plotter, chart room, 

X-band radar, fish finder and public addressor. During trawling, it was CCTV, ECDIS, fish finder, X-band radar, net monitor, 

chart room, GPS plotter, RPM and pitch controller, auto pilot and steering, interphone, wind speed and direction indicator, 

No.1. VHF, navigation light control panel and public addressor. During hauling, it was CCTV, RPM and pitch controller, 

GPS plotter, public addressor, chart room, net monitor, X-band radar, auto pilot and steering and fish finder.

Keywords : Fishing operation, Bridge team, Fsheries training ship, Watch-keeping, Workload

서 론

트롤선의 선교는 투망, 예망 및 양망을 위한 선박의 

미세 조종, 기관제어, 선체각부상황감시, 주변 해역감

시, 수중에 있는 어구의 관찰, 예망 중 트롤윈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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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의 어구제어, 해저장해물감시, 항해 및 어황정보 

관련 대내외 통신 등 항해와 어로작업을 위한 많은 기

능들이 수행되는 곳이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해

야 하는 트롤선의 선교의 계기 및 장비들의 배치는 충

돌, 좌초 및 화재예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시로 행해

지는 갑판 작업자의 안전 및 어획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업실습선의 선교의 경우는 어선실습항해사의 항해 

및 어선운항에 관련된 교육을 동시에 효율적이면서 연

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안을 만족시키는 

선교가 설비되어지기 위해서는 건조사양서의 초안이 

작성되기 전에 기존의 선박에 승선하여 분석활동을 수

행해야 하며, 예상되는 업무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들

을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권고안으로 정리하고, 설계과

정 전체를 조선소나 설계자, 장래 사용자, 하청계약자들

이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제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hauvin et al., 2007). 

선교업무에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선교인원배치의 

최소화를 지원하는 인간공학적 선교설계에 관한 연구 

(Punte et al., 2001), 선교팀의 인간 업무수행에서 업무 

부담과 주의요소에 대한 분석 (Barsan et al., 2007)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화선박 레이아웃의 인간공학적 

설계에 관한 연구 (Lee, 1997), 인간공학적 요소를 고려

한 연안 선박의 선교 설계 및 배치에 관한 연구 (Ha, 

2003), 인간공학적 Bridge coning display 설계에 관한 

연구 (Yang, 2005), 실습선 선교의 효율적 개선 설계에 

관한 연구 (Lee et al., 2008)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는 

대부분 상선의 선교와 관련된 연구이며, 어선의 선교배

치와 관련한 연구로는 네덜란드 빔트롤선의 선교 설계

에 관한 연구 (Buys, 1990)와 어선 설계와 건조에의 인간

요소 통합 (Chauvin et al., 2007), 우리나라 근해 대형트

롤 어선의 조업효율 개선을 위한 최적 선교 layout의 

도출에 관한 연구 (Kim, 2013), 우리나라 근해 대형트롤 

어선의 선교업무특성 (Kim et al., 2013) 및 링크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근해 대형트롤선의 선교 레이아웃 개선

에 관한 기초 연구 (Kim and Shin, 2013) 등 어선의 

안전운항과 조업효율에 관련된 선교 배치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안전조업을 담보

하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어업실습교육을 위한 선교설

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어업실습선의 선교운

용 및 선교실습교육을 위한 선교설계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자 관찰 (user observation)방법의 하나인 

비디오 관찰법 (video ethnography)을 이용하였다. 선교

팀에게 부여되는 항해와 어로작업에서 초래되는 피로

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선교실습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업실습선의 선교배치

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업실습선 가야

호의 선교에서 수행하는 항해사들의 어로 작업에 따른 

동선과 선교 계기 및 설비사용 빈도를 관찰하고 그 결

과를 분석･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동영상촬영 및 실험선

어로작업에 관련된 당직항해사의 선교작업동선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 (SDVR-4300, Philtec, Korea)의 구성

은 Fig. 1과 같고 실험에 사용한 부경대학교 실습선 가

야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ig. 1. A block diagram of a digital video recording (DVR) 

system to measure the traffic lines, (a) is video recording and 

replaying system, (b), analysis system.

Table 1. Specification of training ship KAYA

Ship name Training ship KAYA

Gross tonnage 1,737 tons

Length (OA) 81.7 m

Breadth 13.2 m

Depth 8.0 m

Main engine and

horse power

Tow-stroke diesel eng' 

2,976⨯250 rpm

Propeller C.P.P⨯4-blades⨯2.95 m

Speed Maximum 14.8 knots

Max. boarding 152 persons

Launching date May 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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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해역 

비디오 관찰 실험은 2010년 1월 6일과 7일 제주도 

동부어장인 북위 33° 27´, 동경 127° 54´과 북위 33° 

19´, 동경 127° 47´ 사이, 수심 110~115 m, 해저지형은 

암반으로 비교적 불규칙하였다. 그리고 부산과 동남아

로 연결되는 상선의 항로 수역으로 항해사의 주의 깊은 

항해 및 어로당직이 요구되는 해역이기 때문에 선미식 

트롤어선의 다양한 선교 업무를 관찰하는데 적절한 수

역이다. 1회에 소요되는 예망 거리는 약 8마일이었고 

투망, 양망 및 예망에 걸린 시간은 3시간 20분 정도이었

다. 실험해역은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Geographical position of experimental sea.

실험선의 선교배치도 및 카메라 위치

실험선의 선교배치형태와 선교 내에 설치한 3대의 

카메라의 위치는 Fig. 3과 같고 각 계기의 명칭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Identification symbols of the instruments in the bridge 

of the training ship KAYA

Symbol Instrument

N1 X-band radar (TM)

N2 ECDIS

N3 S-band radar (ARPA) 

N4 Auto pilot and steering wheel

N5 RPM and pitch controller

N6 Wind speed and direction indicator

N7 Rudder angle indicator

N8 Echo sounder

N9 Navigation light control panel

F1 Net monitor

F2 Fish finder

F3 CCTV

C1 No. 1 VHF

C2 No. 2 VHF

C3 Interphone

C4 Public addressor

Ch Chart room

E1 GPS plotter

E2 AIS

E3 Clock

E4 Barometer

E5 Navtex

E6 Speed log

E7 Atmosphere and water temperature ind.

Fig. 3. Measurement area of the video ethnography in the bridge of the training ship KAYA. indicates the location of the experimental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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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비교적 안정된 조업상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촬영된 비디오 영상을 실험실에서 검토하였다. 

당직 항해사 3인에 따른 표본 3회분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고 작은 파망사고가 없는 정상 조업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동일한 트롤조업 조건에서 분석되

도록 조업 중의 선교 당직항해사를 A, B 및 C로 나누고 

투망은 그물이 해저에 착망되는 시점까지, 예망은 그물

이 해저에 착망되는 시점부터 그물이 해저에서 떨어지

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양망은 그물이 해저

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루그물이 갑판에 

인양되고 다음 투망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로 정하였다. 끌줄의 길이는 동일하게 400 m로 정하였

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통하여 당직항해사가 계기를 

관측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계기를 각

각 이동 순서대로 스프레드시트에 coding하였고 기록

된 시간과 계기를 CAD 화면상에 오버랩하여 항해사의 

동선을 나타냈다. 항해사가 이동한 동선의 직선거리 값

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CAD 도면상에 누적된 동선을 

각각 측정하여 그 길이의 값을 측정하였다. CAD상에 

나타난 동선들을 실제 이동한 거리 (


)로 나타내기 

위하여 식 (1)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는 CAD 

도면상 누적 길이, 는 CAD 도면의 길이 및 는 



의 실제 길이를 나타낸다. 









  (1)

결 과

투망작업시의 계기이용 현황과 작업동선

투망작업 중 항해사 A, 항해사 B 및 항해사 C의 선교작

업 동선의 형태와 각 계기에 대한 이용 횟수를 각각 Fig. 

5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투망작업의 동선은 투망준비

지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어구가 해저에 착망시점까지의 

당직항해사의 이동경로이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해사 A, 항해사 B 및 항해사 C 모두 투망작업의 동선은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났다. 항해사 A의 사례에서 동선의 

양을 주도하고 있는 계기의 사용빈도를 보면 CCTV가 

가장 높고 이어서 RPM and pitch controller 및 Chart 

room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해사 B의 사례의 경우에

도 CCTV가 가장 높고 이어서 RPM and pitch controller 

및 ECDI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해사 C의 사례의 

경우에서도 CCTV에 대한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RPM and pitch controller와 ECDIS를 연결하는 동선이 

동선의 양을 주도하고 있다. 항해사 A의 사례에서 출입하는 

Chart room은 항해사 B와 항해사 C의 사례에서는 Chart 

room의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GPS를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교팀이 투망작업을 위해 

이용하는 계기의 전체 사용빈도는 CCTV가 38.1%로 

가장 많고 이어서 ECDIS 14.5, RPM and pitch controller 

14.4, Net monitor 7.3, GPS 7.1, Chart room 5.7, Radar 

4.7, Fish finder 4.7 및 Public addressor 3.5의 순이었다.

Table 3. Frequency to use the instrument during setting a trawl net

Symbol Instrument A (%) B (%) C (%) Total (%)

F3 CCTV 27.7 41.4 45.2 38.1 

N2 ECDIS 2.1 22.4 19.0 14.5 

N5 RPM and pitch controller 19.1 12.1 11.9 14.4 

F1 Net monitor 2.1 10.3 9.5 7.3 

E1 GPS plotter 10.6 3.4 7.1 7.1 

Ch Chart room 17.0 0.0 0.0 5.7 

N1 X-band radar (TM) 4.3 5.2 4.8 4.7 

F2 Fish finder 10.6 3.4 0.0 4.7 

C4 Public addressor 6.4 1.7 2.4 3.5 

Fig. 5. Traffic lines during setting a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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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작업이 당직 항해사에게 미치는 작업 부담은 

Table 4와 같다. 투망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분 

48초, 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 전체가 이동하는 

횟수는 평균 43.7회, 이동하는 거리는 평균 133.9 m이

며, 작업의 속도는 평균 10.5 m/min이었다.

Table 4. Working hours, moving frequency, distance and speed 

during setting the trawl net

Cases

Working 

hours

(min)

Moving 

frequency

(times)

Moving 

distance

(m)

Moving 

speed 

(m/min)

Officer A 13.0 38 174.7 11.3

Officer B 11.4 53 119.3 10.5

Officer C 11.0 40 107.7 9.8

Mean (±S.D) 11.8 (0.9) 43.7 (8.1) 133.9 (35.8) 10.5 (0.6)

예망작업시의 계기이용 현황과 작업동선

예망작업 중의 항해사 A, 항해사 B 및 항해사 C의 

선교작업 동선의 형태와 각 계기에 대한 이용 횟수를 

각각 Fig. 5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예망작업은 어구

가 해저에 착망한 직후부터 100분 간의 당직항해사의 

이동 경로이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해사 A, 

항해사 B 및 항해사 C 모두 예망작업의 동선은 복잡하

게 나타났다. 항해사 A의 사례에서 동선의 양을 주도하

고 있는 계기의 사용 빈도를 보면 Fish finder가 가장 

높고 이어서 Chart room, Net monitor, CCTV, ECDIS, 

Radar, GPS plotter 및 RPM and pitch controller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선의 양을 주도하는 것으로

는 선수전방에 대한 경계를 위한 N6과 우현 측면 경계

를 위한 이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때로는 선교를 벗

어난 경우와 기타 어로작업 외의 업무도 나타났다. 항

해사 B의 사례의 경우에는 ECDIS에 대한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Net monitor, Radar, CCTV, Chart 

room, Fish finder 및 GPS plotter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N6 그리고 N5에서 경계를 위한 이동 등이 동선의 

양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해사 C의 사례의 

경우에는 CCTV에 대한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Fish finder, Radar, ECDIS, Chart room 및 Net monitor 

등의 순으로 동선의 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경계는 주로 어로계기와 항해계기가 밀집한 구역에

서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망 중 선교 당직항해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기와 사용횟수를 Table 5에 나타냈다. 계기의 사용 

횟수는 CCTV가 16.1%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ECDIS 14.5, Fish finder 13.0, Radar 12.4, Net 

monitor 12.3, Chart room 10.6, GPS plotter 2.7, RPM 

and pitch controller 2.5 및 Auto pilot and steering wheel 

1.8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변 해상경계가 10.6%이었

으며, 기타 어로작업과 관련이 적은 업무는 1.8%, 그리고 

선교 밖으로 나간 경우가 0.2%이었음을 볼 수 있다. 

예망작업이 당직 항해사에게 미치는 작업 부담은 

Table 6과 같다. 예망 시간 100분당 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 전체가 이동하는 횟수는 평균 241회, 이동

하는 거리는 평균 615.7 m이며, 작업의 속도는 평균 

5.2 m/min임을 알 수 있었다.

양망작업시의 계기이용 현황과 작업동선

양망작업 중의 항해사 A, 항해사 B 및 항해사 C의 

선교작업 동선의 형태와 각 계기에 대한 이용 횟수를 

Table 7과 Fig. 6에 나타내었다. 양망작업은 양망준비지

령을 내린 이후부터 어구의 자루그물이 갑판에 인양이 

되기까지의 당직항해사의 움직임이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해사 A, 항해사 B 및 항해사 C 모두 양망작

Fig. 6. Traffic lines during trawling th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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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to use the instrument or other activity during 

trawling the net

Symbol Instrument A (%) B (%) C (%) Total (%)

F3 CCTV 12.7 11.5 24.3 16.1 

N2 ECDIS 11.5 18.1 14.0 14.5 

F2 Fish finder 13.9 7.9 17.0 13.0 

N1 X-band radar (TM) 7.7 13.2 16.2 12.4 

F1 Net monitor 13.0 15.4 8.4 12.3 

Watch 10.5 14.1 8.1 10.9 

Ch Chart room 13.3 9.7 8.7 10.6 

E1 GPS plotter 5.0 2.6 0.6 2.7 

N5 RPM and pitch controller 4.6 2.2 0.6 2.5 

N4
Auto pilot and steering 

wheel

3.1 1.3 1.1 1.8 

Etc 2.2 2.6 0.6 1.8 

C3 Interphone 1.2 0.0 0.0 0.4 

N6
Wind speed and 

direction indicator

0.3 0.9 0.0 0.4 

C1 No.1 VHF 0.0 0.4 0.3 0.2 

Out 0.3 0.0 0.3 0.2 

N9
Navigation light

control panel

0.3 0.0 0.0 0.1 

C4 Public addressor 0.3 0.0 0.0 0.1 

Table 6. Working hours, moving frequency, distance and speed 

during trawling the net

Cases

Working 

hours

(min)

Moving 

frequency

(times)

Moving 

distance

(m)

Moving 

speed 

(m/min)

A 100 264 840.4 8.4

B 100 195 499.8 5.0

C 100 264 506.9 5.1

Mean (±S.D) 100 241.0 (39.8) 615.7 (194.6) 5.2 (1.6)

업의 동선은 투망과 예망작업보다 비교적 단순하게 나

타났다. Fig. 6에서 항해사 A의 사례는 주로 CCTV, 

RPM and pitch controller 및 Chart room을 연결하는 

동선이 동선의 양을 주도하고 있으며, Chart room을 타 

항해사보다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항해사 B의 사례도 항해사 A와 비슷한 CCTV와 

RPM and pitch controller 및 Chart room을 연결하는 

동선이 동선의 양을 주도하고 있다. 항해사 C의 사례는 

CCTV와 RPM and pitch controller 그리고 Chart room 

앞에서 GPS를 보기 위한 동선이 동선의 양을 주도하고 

있다. 항해사 A의 사례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Chart 

room은 항해사 C의 사례에서는 Chart room을 이용하

지 않고 다만 그곳 앞에서 Chart room의 내부에 설치된 

GPS plotter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망 중 선교 당직항해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기를 사용횟수 순위 별로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계기의 사용 횟수는 CCTV가 44.5%로 가장 많이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PM and pitch controller 27.8, 

GPS plotter 6.0, Public addressor 5.7, Chart room 4.9, 

Net monitor 3.7 및 Radar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변해상 감시는 1.9%로 나타났다.

Table 7. Frequency to use the instrument or other activity during 

hauling the net

Symbol Instrument A (%) B (%) C (%) Total (%)

F3 CCTV 33.3 53.6 46.5 44.5 

N5 RPM and pitch controller 25.0 30.4 27.9 27.8 

E1 GPS plotter 0.0 1.8 16.3 6.0 

C4 Public addressor 11.1 3.6 2.3 5.7 

Ch Chart room 11.1 3.6 0.0 4.9 

F1 Net monitor 2.8 3.6 4.7 3.7 

N1 X-band radar (TM) 2.8 3.6 2.3 2.9 

Watch 5.6 0.0 0.0 1.9 

N4
Auto pilot and steering 

wheel

2.8 0.0 0.0 0.9 

N9
Navigation light control 

panel

2.8 0.0 0.0 0.9 

F2 Fish finder 2.8 0.0 0.0 0.9 

Fig. 7. Traffic lines during hauling th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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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망작업 중 당직 항해사의 작업 부담을 나타내면 

Table 8과 같다. 양망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7분 

36초, 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 전체가 이동하는 

횟수는 평균 41회, 이동하는 거리는 평균 196.7 m이며, 

이동의 속도는 평균 10.7 m/min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Working hours, moving frequency, distance and speed 

during hauling the net

Cases

Working 

hours

(min)

Moving 

frequency

(times)

Moving 

distance

(m)

Moving 

speed 

(m/min)

A 15.7 33 167.8 10.7

B 18.2 47 239.4 11.6

C 19.0 43 183.6 9.7

Mean (±S.D) 17.6 (1.4) 41.0 (7.2) 196.9 (37.6) 10.7 (0.8)

고 찰

어업실습선의 선교는 항해사의 당직 업무활동을 실

습항해사가 실제로 답습하는 곳으로서 실습항해사에게

는 어선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이다. 또한 

당직항해사에게는 선박운항과 조업에 필요한 정보에 

따라 선박과 어구를 제어하여 선박과 어구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안전조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곳

이다. 따라서 실습선의 선교를 설계할 경우에는 선박의 

성능뿐만 아니라 어구의 성능, 해저의 특성, 기상의 상

태 등 당직항해사가 선박의 운항, 조업 환경 및 갑판에

서의 작업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고유한 업무 

활동에 더하여 실습에서 오는 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선교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을 동시에 수용되어 실습에 임하는 실습항해사

들이 항해사의 운항 및 조업 활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박의 설계

자에게는 선박운항의 집약된 경험축척이 부족하고 또

한 황천항해와 같은 극한상황에서의 근무여건을 실감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부분 이외에는 항해사의 

입장을 고려한 선교의 설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Lee, 1997). 따라서 충돌, 좌초 및 화재 예방에 더하여 

어획활동 및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어업실습

선의 선교 배치는 실선 설계에 앞서 항해사의 업무분석

이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험선의 선교는 Fig. 5, Fig. 6 및 Fig.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선이 단순하지 않고 산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동선이 산만하게 나타난 이유는 선미식 

트롤어선의 선교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계기들의 배치

가 인간공학에서 제시하는 작업공간을 설계하는 원리

인 사용빈도의 원리, 중요도의 원리, 사용 순서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동일 위치를 통한 제어장치 및 디스플

레이 부합성 원리, 혼잡성 회피원리, 기능적 집단화 원

리 (An Introduction to Human Factors Engineering. 

2008)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결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선 분석기법에 의해 파악된 

당직항해사의 작업행태를 살펴보면, 당직 항해사들의 

신체 전체의 움직임은 다른 계기보다 CCTV에 많이 집

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CCTV에 집중하는 이유는 

투･양망 작업은 어로 갑판 상에서 자루그물 투입과 인

양, 전개판의 꼬릿줄과 끌줄의 연결 및 분리작업, 네트

드럼에의 연결 및 분리 작업 등으로 갑판작업원은 어구

에 의한 안전사고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작업상황과 어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어구의 투입과 인양 작업과정에 맞추어 조타

명령과 선속을 조절해야 하며, 예망 중에는 끌줄과 Top 

roller의 형상으로 어구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조류와 

풍압에 의한 끌줄의 입수각과 좌우편향의 정도를 통해 

목표하는 예망 침로에 대한 선위의 편위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예망 중 동선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나타난 원인으로

는 예망 중의 선교작업은 항해와 어로작업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어로계기와 항해계

기에 사용되는 계기류의 사용빈도순위와 외부경계가 

차지하는 빈도수 등에서도 선미식 트롤어선의 작업형

태의 특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당직

항해사들의 해도실에의 잦은 출입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도실에는 상세한 해저정보를 수록한 어장

도와 대지속력과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GPS plotter, 

대수속력을 제공해주는 Doppler log, 주변에서 항행 중

인 선박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AIS, 기온 및 수온 정보

를 제공하는 온도계, 기압 정보를 제공하는 기압계, 그

리고 시계, 항해일지 등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당직항해사는 해도실에 대한 잦은 출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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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해도실의 출입은 

해저정보, 수중 어구정보, 주변의 선박이나 장해물, 어

로갑판의 끌줄 형상 및 Top roller에 대한 연속적인 감

시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 충

돌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 경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Gaȅl, 2006). Fig. 6에서 당직항해사가 선교 

밖을 나가는 경우를 항해사 A와 항해사 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인터뷰 결과 화장실이용이라고 답하였

다. 이러한 당직항해사의 선교부재라는 행태는 보조항

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생

각되며, 이러한 행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화

장실을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투

망, 예망, 양망 작업 중의 복잡한 동선은 승무원의 피로

를 유발하게 하는 4개 즉 승무원 요소, 육상･선박관리

요소, 선박요소, 환경적 요소 중 부적절한 선교 설계에 

기인하는 선박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Yang, 

2004).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사용자 관찰법 중 하나인 Video 관찰법을 이용한 어선

의 선교작업환경에 관한 자료수집에 매우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관찰과 기존의 설문조사와의 차이점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설문조사가 조사항목을 중심으

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반해 관찰은 개방적

이라는 연구 성격적인 차이점과 둘째, 관찰이 실제 사

용자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러운 사용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잘 훈련된 

관찰자가 관찰법을 수행할 경우 사용상황의 다양한 측

면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Son,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Video 관찰법을 선미식 트롤 어업 실습선인 가

야호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분석과 평가에 이용하였으

며, 시험선의 선교에 대하여 비개념적 설계의 단점을 

분석･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토대

로 향후 심층 분석을 더한다면 인간공학적 요소를 어선

의 선교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연구방법 중 하

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선미식 트롤 어업 실습선인 가야호의 트롤조업 중 

사용자 관찰법의 하나인 Video ethnography를 이용하여 

선교 당직 항해사의 투망작업, 예망작업 및 양망작업에 

대한 동선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실험선의 어로작업 중의 선교팀 업무는 항해계기와 

어로계기를 유사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험선의 어로작업이 항해와 어

로 업무가 병행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선을 나타낸 그림에서 당직항해사의 이

동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계기류의 배치가 선교팀의 

어로업무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교환경은 해상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인 당직 항해사의 피로를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실습항해사들에게는 조업 중인 선박조종을 

이해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CCTV의 사용이 비교적 많은 이유는 실험선의 선교구

조가 어로갑판을 직접 볼 수 없고, CCTV를 통하여 어

로갑판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선과 같이 어로갑판이 보이지 않은 선교에서 당직항해

사의 시선은 CCTV 한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로갑판 뿐만 아니라 주변해역의 상황 등을 폭넓게 

경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어로갑판에서 작업 

또는 실습 중인 승무원 및 학생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한 작업장을 설

계함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사전 업무분석은 필수적

이다. 차세대 어업실습선의 선교를 설계할 경우에 이 

연구에서 얻은 조업에 따른 당직항해사의 동선과 계기

사용특성을 고려한다면 항해, 조업 및 실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교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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