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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의 특성이 통발어구의 고정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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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numerical modeling is conducted to analyze the tension of an anchor line by varying the size and drag coefficient 
of a buoy when the trapnet is influenced by the wave and the current simultaneously. A mass-spring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trapnet underwater under the influence of waves and current. In the simulation of numerical 
model, wave height of 3, 4, 5 and 6 m, a period of 4.4 s, and the flow speed of 0.7 m/s were used for the wave and 
current condition. The drag coefficients of buoy were 0.8, 0.4 and 0.2, respectively. The size of buoy was 100, 50 and 
25% based on the cylindrical buoy (0.0311 m3) used for swimming crab trap. The drag coefficient of the trapnet, the main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was obtained by a circular water channel experiment using a 6-component load cell.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tension of the anchor line decreased proportional to buoy’s drag coefficient and size; the 
higher the wave height, the greater the decrease rate of the tension. When the buoy drag coefficient and size decreased 
to one fourth, the tension of the anchor line decreased to a half and the tension of the anchor line was lower than the 
holding power of the anchor even at 6 m of wave height. Therefore, reducing the buoy drag coefficient and size appropriately 
reduces the trapnet load from the wave, which also reduces the possibility of trapnet loss.

Keywords : Trapnet, Fishing gear loss, Strong wind, Buoy, Numerical modeling

서 론

서해안에서 통발 어구는 자망, 패류껍질어구 등과 더

불어 풍랑에 의한 유실이 많은 어구 중의 하나다 (Lee 
et al., 2015). 통발 어구의 유실은 어구의 구성 특성상 

통발 어구를 구성하는 로프나 부이가 파손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강한 풍랑에 의해 어구의 고정력이 약해져 떠

내려가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발 

어구 한 세트는 수평방향으로 길게 전개되는 모릿줄에 

통발을 일정한 간격마다 아릿줄로 연결하여 구성된다. 
어구의 고정은 모릿줄 양 끝에 철닻을 연결하여 이루어

지고, 어구의 위치 표시 및 투·양망을 위한 부이줄과 부

이가 모릿줄 양 끝에 설치된다. 이러한 통발의 구조에서 

풍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부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부이는 수면에 상시 노출되어 파랑의 영향을 직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 309 



310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 이건호·조삼광·김인옥·차봉진·정성재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부이는 부력을 갖기 때문에 

파랑의 발생으로 인해 수면이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여 

부이와 연결된 부이줄을 당긴다. 부이줄이 당겨지면 

부이줄과 연결된 닻줄도 당겨지고 닻줄 끝에 있는 닻도 

같이 힘을 받게 되어 닻의 고정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Lee et al., 2016). 궁극적으로 부이가 받는 힘이 어구

의 고정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발 

어구의 유실의 줄이기 위해서는 부이가 받는 힘을 최소

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부이가 받는 힘을 최

소화하면 파랑이나 조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체력이 

동일하더라도 어구의 고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어구가 떠내려갈 가능성도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는 통발 어구의 유실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실된 어구의 이동경로를 위성과 비행기 등을 이용하

여 추적하고 그 영향 등을 분석한 Johnson and Eiler 
(1999), Pichel et al. (2012)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유실이 되거나 과정에 있는 어구

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구 유실 

현상 자체를 줄이려는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어구 유

실 저감과 관련하여 최근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Lee 
et al. (2014)은 수조 실험을 통해 부이의 모양에 따른 

부이줄 장력 차이를 연구한 바 있으며, Lee et al. 
(2015)은 수치 모델링을 이용해 자망 어구의 유실 과정

을 해석한 바 있다. 또한 Cho et al. (2016)은 자망 어구

에 사용하는 깃대가 부이줄 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고, Lee et al. (2016)은 패류껍질 어구에서 부이줄 

및 닻줄의 길이가 어구 유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가운데 통발 어구의 유실 문제 개

선이나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발 어구의 유실을 줄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통발 어구에 사용되는 부이가 통발 

어구의 고정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부이의 크

기와 부이의 저항 계수 차이에 따른 통발 어구 닻줄의 

장력 변화를 수치 모델링을 통해 해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모델링 방법

모델링 대상 어구는 꽃게를 어획하는 통발어구였으며 

통발의 수량은 50개, 통발의 간격은 5 m, 아릿줄 (PP, 
∅6 mm)의 길이는 2 m였다. 어구 양쪽에는 Fig. 1과 

같이 부이줄과 닻줄이 각각 연결되며 각 줄의 끝에는 

부이와 닻이 달려 있다. 부이줄의 길이와 굵기는 각각 

37.5 m, 12 mm, 닻줄의 길이와 굵기는 각각 15 m, 
12 mm였다. 

통발어구가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받는 조건에서 부

이의 크기와 부이의 저항 계수 차이에 따른 통발 어구 

닻줄의 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Lee et al. (2008)
의 연구에서 기술한 질량 스프링 모델과 해석 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 모델에서 통발 어구를 구성하는 로프는 유

한개의 질점과 스프링으로 모델화 되는데, 질량은 오직 

질점에만 있고 스프링에는 탄성력만이 작용한다. 통발, 부
이, 닻은 각각을 하나의 질점으로 모델화하였다. Fig. 2는 

질량 스프링 모델로 구성한 통발어구를 나타낸다. 
각 질점에 작용하는 힘은 식 (1)의 운동방정식으로 

기술된다.  

Fig. 2. Trapnet modeled with mass-spring model. 

Fig. 1. Schematic diagram of trapnet fo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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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Fi Fe    (1)

여기서, 은 질점의 질량, 는 부가질량, q는 질점

의 가속도, Fi는 질점에 작용하는 내력, Fe는 외력이다. 
외력은 질점의 수중무게 (Fw), 항력 (Fd), 양력 (Fl)의 

합이며,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e  Fw Fd Fl    (2)

로프의 외력은 Lee et al. (2008) 연구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닻의 파주력은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

여기서, 는 닻의 수중 무게, 는 파주력 계수이다 

(Chang and Seo, 1982). 
어구 모델에 파랑을 적용하기 위해 Lee et al. (2015)의 

연구에서 기술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식 (4)와 (5)는 각

각 질점에 작용하는 파랑 물입자의 연직방향 및 수평 

방향의 속도 벡터를 기술하는 방정식이며,  는 물입자 

속도 벡터의 수평 성분이고, 는 수직 성분이다. 그리고 

는 파고, 는 주기, 는 파수, 는 파의 각빈도, 는 

수심, 와 는 물입자의 수평 및 연직 방향상의 위치, 
는 시간이다 (Jeon et al., 2012). 식 (4)와 (5)에서 구해

진  값은 외력 계산을 위한 파라메터로 입력된다 

(Lee et al., 2015). 

  

sinh 
cosh  

      (4)

  

sinh 
sinh  

     (5)

이와 같이 구해진 운동방정식의 해는 룬지쿠타 4차 

방법을 이용하여 0.002 s 간격으로 구해진다. 구해진 해

는 3차원 공간상에서 통발 어구 각 질점의 위치를 나타

내는 위치 벡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벡터들을 

Visual C 6.0 프로그램과 OpenGL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통발의 저항 측정

통발 어구의 저항을 구하기 위해 수조를 이용하여 저

항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수조는 국립

수산과학원 수직 순환형 회류수조 (L 25.12, W 4.5, D 
8.27 m; 관측부 L 8.0, W 2.8, D 1.4 m)였다. 저항의 

계측은 6분력계 (Denshikogyo Co., DL 61025)를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통발은 서해안에서 꽃게

를 어획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물 규격은 겉망이 재질

은 PE, 망목크기 35 mm, 굵기는 1.0 mm (ø0.22×15ply), 
누두망이 재질은 PE, 망목크기 20 mm, 굵기 0.88 mm 
(ø0.22×9ply)였고, 프레임 (철, ∅ 9 mm)의 지름은 0.58 m, 
높이 0.24 m였다. Fig. 3은 실험을 위해 회류 수조 안에 

설치한 꽃게 통발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저항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0도에서 90도까지 

15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저항 측정 실험 시 유속 범

위는 0.4 m/s에서 1.0 m/s, 측정 간격은 0.1 m/s이었고 

Fig. 3. Crab pot in experiment tank (0 deg.)

Fig. 4. Change of attack angle of crab pot for measuring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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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빈도는 200 Hz였다. 통발 저항 실험 세트의 구성을 

Fig. 5에 나타냈다. 
실험에서 측정된 영각 및 유속별 저항 값을 식 (6)에 

대입하여 저항계수를 도출하였다 (Morison et al., 1950).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 (2016)의 방법을 참고하여 저항

계수를 식 (7) 및 식 (8)과 같이 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값 k로 재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저항계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영면적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한데, 통발의 

경우 겉망과 누두망 그리고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복잡

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투영면적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출된 계수 k를 통발 어구

의 시뮬레이션에 대입하였다. 

 
 
     (6)

       (7)

 
 
             (8)

시뮬레이션 조건

서해에서 어구 유실이 많은 지역의 환경 조건 (Lee et 
al., 2015)을 고려하여 조류와 파랑이 동시에 작용할 때 

통발 어구가 받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류 조건은 유속 

0.7 m/s, 파랑 조건은 주기 4.4 s, 파고 3, 4, 5, 6 m였다.  

조류의 흐름 방향과 파랑의 진행 방향은 서로 일치하

게 하였고 수심은 25 m였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조건

에서 통발 어구에 가해지는 힘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 

변화에 따른 부이줄의 장력과 닻줄의 장력을 측정하였

다. 닻줄의 장력은 닻과 닻줄이 만나는 부분에서 측정하

였고, 부이줄의 장력은 부이와 부이줄이 만나는 부분에

서 측정하였다. ‘닻줄의 장력’ 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벡

터의 크기를 뜻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닻의 파주력과의 

손쉬운 비교를 위해 닻줄 장력의 수평 방향 분력을 나타

내는 표현이라고 가정하였다 (Lee et al., 2015). 
부이의 특성이 통발 어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이의 저항 계수와 크기 차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부이의 저항계수 조건은 0.8, 0.4, 0.2로 

정하고, 부이의 크기 조건은 원래 체적 (0.0311 m3)에 

대해 100, 50, 25%가 되도록 하여 각 조건에 대해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부이 크기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

션에서 부이의 저항계수는 0.8이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닻이 끌리면 닻줄의 장력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닻은 초기 위치에 고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료 분석 시 닻줄의 장력과 비교 값으로 사용하

기 위한 닻의 파주력이 필요하므로 닻 무게 (25 kgf)의 

7배인 175 kgf를 닻의 파주력으로 설정하였다 (Kenji 
and Atilla, 2012). 

통발 어구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조류 및 파랑의 영

향에 의해 로프가 끊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습시 

인장 강도 값을 로프 종류별로 입력하여 로프에서 발생

하는 장력이 이 값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끊어지도록 구

현하였다 (Table 1). 

결과 및 고찰

통발의 저항 계수

통발 어구의 저항 측정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통
발이 받는 유수저항은 유속 증가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영각변화에 대해서는 영각의 크기가 증가

Fig. 5.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system for drag 
measurement of crab pot (unit : m). 

Thickness
(mm)

Breaking strength, 
dry (kgf)

Breaking strength, 
wet (kgf)

6.0 550.0 280.5 
12.0 2,030.0 1,035.3 

Table 1. Breaking strength of PP rope used in trapnet (FA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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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영각변화에 대해서는 영각의 크기가 증가

Fig. 5.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system for drag 
measurement of crab pot (unit : m). 

Thickness
(mm)

Breaking strength, 
dry (kgf)

Breaking strength, 
wet (kgf)

6.0 550.0 280.5 
12.0 2,030.0 1,035.3 

Table 1. Breaking strength of PP rope used in trapnet (FAO, 1990) 할수록 저항의 증가폭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영각 60
∼90도일 때는 측정 결과가 서로 비슷하였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Fig. 7과 같이 영각별 측정값에 대

한 회귀곡선식을 구하여 이를 유속변화에 따른 통발

의 저항식으로 정의하였다 (식 (9)). 식 (9)에서 v는 

유속을 뜻한다. 다음으로 통발의 저항식을 식 (8)에 

대입하여 Fig. 8과 같이 저항계수 k의 곡선과 이를 기

술하는 저항 계수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에 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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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로프의 

파단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통발어구의 경우 

시뮬레이션에서 부여한 유속 7.0 m/s, 파고 6 m (주기 

4.4 s) 이하의 조건에서는 어구 파단으로 인한 유실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이의 저항계수 및 파고 차이에 따른 부이줄과 닻줄

의 장력 변화를 Fig. 9에 나타냈다. Fig.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이줄과 닻줄의 장력은 부이의 저항계수가 작아

질수록 감소하였다. 저항계수가 0.8일 때 닻줄의 장력은 

파고 4 m인 조건에서 파주력 한계에 도달하였지만, 저
항계수가 0.4로 감소했을 때는 닻줄 장력이 파고 5 m에

서도 파주력 한계를 넘지 않았다. 저항계수가 0.2로 감

소했을 때는 닻줄 장력이 파고 6 m에서도 파주력 한계

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저항계수가 감소할수록 어구의 

상대적인 고정력은 증가하고 높은 파도에 보다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이의 저항 

계수 감소는 부이가 유체로부터 받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이가 받는 힘이 줄었을 때 닻줄

에 작용하는 장력도 함께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부이가 

어구의 고정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Fig. 9에서 부이줄과 닻줄 장력의 변화 패턴과 주기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통해 그 영향이 매우 직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Fig. 9의 결과에서 닻줄에 작용하는 최대 

장력을 저항계수 감소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파고가 높

을수록 저항계수 감소에 따른 장력의 감소율이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저항계수가 0.8에서 0.2로 감소할 때 파

고가 3 m일 때는 장력이 약 10%p 감소하였지만 파고가 

6 m일 때는 약 50%p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이의 저항

계수 감소는 파고가 높을수록 통발어구의 고정력 향상

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이의 크기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1

에 나타냈다.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이줄과 닻줄

의 장력은 부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감소하였다. 부이

의 크기가 100%일 때 닻줄의 장력은 파고 4 m 조건에서 

파주력 한계에 도달하였지만, 부이의 크기가 50%로 감

소했을 때는 닻줄의 장력이 파고 5 m에서도 파주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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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넘지 않았다. 부이의 크기가 25%로 감소했을 때는 

닻줄의 장력이 파고 6 m에서도 파주력 한계를 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부이 크기 감소 시에도 닻줄 장력의 

변화 패턴은 저항계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였다. 저항

계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이의 크기를 줄이는 것 역

시 부이가 받는 힘을 줄이는 방법이다. 부이의 크기가 

줄게 될 경우 투영면적이 감소하므로 부이가 받는 유체

저항이 감소하고, 부피감소에 의해 부가질량도 감소하

므로 관성력도 함께 감소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이의 

크기가 줄어들면 부력이 감소하므로 부이줄에 연결된 

닻줄을 위로 당기는 힘도 줄어들어 닻줄에 미치는 영향

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파랑의 상승주기에서는 상승한 

해수면의 높이만큼 부이의 위치도 높아지려 하기 때문

에 만약 부이의 부력이 크다면 그만큼 누워 있는 닻의 

닻채 끝을 위로 더 강하게 당겨서 고정력을 보다 약화시

킬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같이 부이의 크기 감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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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nsion of buoy line and anchor line by buoy coefficient and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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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넘지 않았다. 부이의 크기가 25%로 감소했을 때는 

닻줄의 장력이 파고 6 m에서도 파주력 한계를 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부이 크기 감소 시에도 닻줄 장력의 

변화 패턴은 저항계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였다. 저항

계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이의 크기를 줄이는 것 역

시 부이가 받는 힘을 줄이는 방법이다. 부이의 크기가 

줄게 될 경우 투영면적이 감소하므로 부이가 받는 유체

저항이 감소하고, 부피감소에 의해 부가질량도 감소하

므로 관성력도 함께 감소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이의 

크기가 줄어들면 부력이 감소하므로 부이줄에 연결된 

닻줄을 위로 당기는 힘도 줄어들어 닻줄에 미치는 영향

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파랑의 상승주기에서는 상승한 

해수면의 높이만큼 부이의 위치도 높아지려 하기 때문

에 만약 부이의 부력이 크다면 그만큼 누워 있는 닻의 

닻채 끝을 위로 더 강하게 당겨서 고정력을 보다 약화시

킬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같이 부이의 크기 감소에 의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00.20.40.60.8

Te
ns

io
n 

(k
gf

)

Coefficient

3m 4m 5m 6m Hold
power

Fig. 10. Maximum tension of anchor line according to buoy 
coefficient and wave height.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a) Coeff. 0.8
Buoy line
Hold power
Anchor lin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Te
ns

io
n 

(k
gf

)

Wave H 4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Wave H 5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Wave H 6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b) Coeff. 0.4
Wave H 3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Wave H 4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Wave H 5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Time (sec)

Wave H 6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c) Coeff. 0.2
Wave H 3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Wave H 4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Wave H 5m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373 386 398

Wave H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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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가 받는 힘이 감소하고 동시에 닻줄이 받는 힘도 

줄었다면 부이의 크기변화가 닻줄의 장력 변화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부이의 크기 감소에 따라 닻줄이 받는 힘도 감소하였으

므로 부이의 크기 축소는 통발어구의 고정력 향상에 기

여한다고 볼 수 있다. 
Fig. 12는 Fig. 11의 결과에서 닻줄에 작용하는 최대 

장력을 부이의 크기 감소 비율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파고가 높을수록 크기 비율 감소에 따른 장력의 감소율

이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부이의 크기 비율

이 100%에서 25%로 감소할 때 파고가 3 m일 때는 장력

이 약 24%p 감소하였지만, 파고가 6 m일 때는 약 55%p
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이의 크기 감소는 파고가 높을

수록 통발어구의 고정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통발 어구에 사용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50100

Te
ns

io
n (

kg
f)

Volume of buoy (%)

3m 4m 5m 6m Hol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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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호·조삼광·김인옥·차봉진·정성재

되는 부이의 저항계수 또는 크기를 적절히 줄이면 통발

어구가 파랑으로부터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구 유실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저항계수와 

크기를 줄인 부이를 개발하고, 이 부이를 실물 어구에 

부착한 후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조건에서 

닻줄의 장력이나 어구의 고정 상태가 기존 어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이의 특성이 통발어구의 유실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파랑과 조류를 동시에 받는 조

건에서 부이의 크기와 부이의 저항 계수 차이에 따른 

통발 어구 (꽃게통발 50개) 닻줄의 장력 변화를 수치 

모델링을 통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통발어구에서 사용되는 부이의 저항계수를 감소시킬 

때 통발어구를 고정하는 닻줄이 받는 힘도 감소하였다. 
이때 파고가 높을수록 저항계수 감소에 따른 장력의 감

소율은 증가하였다. 부이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닻줄이 받는 힘이 감소하였으며, 파고가 높을수록 부이 

크기 감소에 따른 장력의 감소율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통발어구에 파고 6 m, 파주기 4.4 s인 파랑과 유속 7.0 
m/s인 조류가 동시에 가하였을 때 통발어구를 구성하는 

로프의 파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통발 어구가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받을 때 부이의 

저항계수와 크기를 줄이면 통발 어구가 받는 힘을 줄여

서 통발 어구의 고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실 가능

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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