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 177 

References

Bez N, Walker E, Gaertner D, Rivoirard J and Gaspar P. 2011. 
Fishing activity of tuna purse seiners estimated from 
vessels monitoring system(VMS) data. Can. J. Fish. 
Aquat. Sci. 68(1), 1998-2010. (DOI:10.1139/f2011-114)

FAO. 1997. Fisheries Management.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Vol 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Rome.

Fonteneau A, Gaertner D and Nordström V. 1999. An overview 
of problems in the CPUE – abundance relationship for 
the tropical purse seine fisheries. In: Meeting of the 
ICAAT Working Group on Tropical Tuna Abundance 
Indices, Miami(USA), 1998/05/11-15(Ed.), Collective 
Volume of Scientific Papers. ICCAT, Madrid, 259-276.

Gillett R and Lewis A. 2003. A survey of purse seine fishing 
capacity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1988 
to 2003. Administrative report AR-PIR-03-04, US 
department of Commerce.

Hampton J, Sibert JR, Kleiber P, Maunder MN and Harley 
SJ. 2005. Fisheries: Decline of Pacific tuna populations 
exaggerated? Nature, 434:E1-E2, discussion E2.

Harley S, Williams P, Nicol S, Hampton J and Brouwer S. 
2015.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Tuna Fishery: 
2014 Overview and status of stocks. OFP Tuna Fisheries 
Assessment Report No. 15, 7.

Lee MK. 2016. Study on fishing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of Korean tuna purse seine fishery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Doctor of Philosophy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Lee MK, Lee SI, Lee CW, Kim DN and Ku JE. 2016. Study 
on effects and strategies of Korean tuna purse seine 
fishery affected by conservation management measures 
of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J Korean Soc Fish Technol, 52(3), 197-208 
(DOI:10.3796/KSFT.2016.52.3.197)

Lopez J, Moreno G, Sancristobal I and Murua J. 2014. 
Evolution and current state of the technology of 
echo-sounder buoys used by Spanish tropical tuna 
purse seiners in the Atlantic, Indian and Pacific 
Oceans. Fisheries Research 155. 127-137. 
(DOI:10.1016/j.fishres.2014.02.033)

Marsac F, Fonteneau A and Ménard F. 2000. Drifting 
FADs used in tuna fisheries: an ecological trap? In: 
Pêche Thonière et Dispositifs de Concentration de 
Poissons. Jean-Yves LG, Colloque Caraïbe-Martinique, 
Trois-Îlets. 537-552.

Maufroy A, Gaertner D, Kaplan DM, Bez N, Soto M, Assan 
C, Lucas J and Chassot E. 2015. Evaluating the efficacy 
of tropical tuna purse seiners in the Indian Ocean: first 
steps towards a measure of fishing effort. IOTC-2015- 
WPTT17-14 Rev 1.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IFS). 2007. 
Development of distant water fishing ground 50 years. 
Haein Press, Busan, 14-21.

Sakagawa G. 2000. The impact of FAD innovation on the 
performance of US tuna purse seine operations in the 
Pacific Ocean. In: Pêche Thonière et Dispositifs de 
Concentration de Poissons. 371-388.

Pilling G, Tidd A, the PNA Office, Norris W and Hampton 
J. 2016. Examining indicators of effort creep in the WCPO 
purse seine fishery. WCPFC-SC-2016/MI-WP-08.

Tidd AN, Pilling G and Harley SJ. 2015. Estimating 
productivity changes within the tropical WCPO purse 
seine fishery. WCPFC2SC11-2015/MI-WP-06.

Tidd AN, Reid C, Pilling GM and Harley SJ. 2016. Estimating 
productivity, technical and efficiency changes in the 
Western Pacific purse-seine fleets. ICES Journal of 
Marine Science, 73(4), 1226-1234. (DOI:10.1093/icesjms/fsv262)

Torres-Irineo E, Gaertner D, Chassot and Dreyfus-León M. 
2014. Changes in fishing power and fishing strategies 
driven by new technologies: The case of tropical tuna 
purse seiners in the eastern Atlantic Ocean. Fisheries 
Research 155, 10-19. (DOI:10.1016/j.fishres.2014.02.017)

William P and Terawasi P. 2015. Overview of Tuna 
Fisherie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Including Economic Conditions-2014. WCPFC-SC11- 
2015/GN WP-1.

2017. 02. 15 Received
2017. 05. 22 Revised
2017. 05. 22 Accepted

조사선 제라호의 조종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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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navigator with specific information necessary to assist in the avoidance of collision and 
in operation of ships to evaluate the maneuverability of research vessel Jera. Authors carried out full-scale sea trials for 
turning test, zig-zag test, and spiral test at actual sea-going condition, which were performed on starboard and port sides 
with 10-20 rudder angle at service speed of 10 knots. The turning circle was much different at both of the turning of 
port and starboard which was longer at the starboard than at the port. In the zig-zag test results, the port and starboard 
was 10̊   the first and second overshoot angles were 6.0̊  , 5.8̊   and 6.3̊  , 7.1̊   respectively and the first overshoot angles 
were 16.4̊  , 17.6̊   when using 20̊  . Her maneuverability index   and   can be easily determined by using an analogue 
computer with the data obtained from the zig-zag tests where   is a constant representing the turning ability and   is 
a constant representing her quick response. In the zig-zag tests under 10̊  or 20̊  at rudder angle, the value   is 0.149. 
0.123 sec- and   is 11.853 and 6.193 sec and angular velocity is 0.937̊  /sec and 1.636̊  /sec. In the spiral test, the loop 
width was unstable at +0.51̊   and -1.19̊   around the midship of rudder, but the tangent line at 0̊   was close to vertical.  
From the sea trial results, we found that she did comply with the present criterion in the standards of maneuverability 
of IMO.

Keyword : Maneuverability, Zig-zag and spiral test, Overshoot angle, Turning ability

 서 론

선박의 조종성능은 예전부터 선회시험의 결과에 의해

서만 평가되어졌지만, 1960년경부터 Kempf의 Z-조종시

험 결과에 의해서 조종성지수라고 정의하여 그 성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Journee and Pinkster, 

2002). 또 방향안정성의 판별을 위해 spiral test가 제의

되고 최근에는 역 spiral test, 변형 Z-조종시험 등이 실시

되고 있다. 조종성능과 더불어 조타에 대한 추종성에 

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선회력을 나타내는 선회성 

(turning ability)과 타각의 응답인 추종성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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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ability)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Journee and 
Pinkster, 2002).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조종성에 관한 이론이 명

백하여지고 선박의 조종성능시험방법도 개선되었다. 조
종성능시험을 제도화 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국

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에서는 조종성기준 (maneuvering standards)을 제정하여 

100 m 이상의 모든 선박과 위험화물을 수송하는 케미컬 

탱커 및 LNG 선박은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선박운항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조

건이나 조선 등의 인적요소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선박

고유의 조종성능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

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조종성능을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초기설계 시 조종성능

을 추정하여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선박을 건조하려

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Kopp, 1993; Lee and 
Kim, 1995). 

선박의 조종성능의 추정방법은 실선 시험에 의한 방

법과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

누고 있다 (Kopp, 1993; Kobayashi, 1995; Matsumoto 
and Suemitsu 1980; Yasukawa, 1992; Yasukawa and 
Yoshimura, 2015 ). 

실선 시험에 의한 방법 중 하나는 자유 항주시험을 

수행하여 직접 조종성능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

나는 수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유체력 계수를 

구한 후 시뮬레이션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실선 

시험에 의하지 않고 조종성능을 추정하는 방법은 유체

력 계수를 이론적인 계산을 수행하여 구하거나 선박의 

기본 제원을 이용하여 기존의 경험식을 사용하여 구하

지만 (Kijima et al., 1990) 실제 운항자가 그 선박에 대해 

해상에서 조종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을 하는 사람은 운항에 

앞서 그 선박의 조종성능과 내항성을 알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선박의 조종성능은 타각을 주었을 때 선체가 

그리는 회두 궤적으로, 주로 전속으로 항행 중에 타각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궤적을 종거, 횡거 및 선회경 등으로 

나누어 조종성능을 표현한다. 이처럼 선회권을 더욱 세

분하여 나타낸 조종성능은 현재까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선형 및 크기를 가진 선박들의 운항

이 폭주하고 있는 최근의 해상에서는 선회권만으로 조

종성능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해양관측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들은 어선들

이 밀집해서 조업하고 있는 어장이나 협수로, 항로, 항계

부근 및 항내에서도 관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체

운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적으로 선박 건조 시에 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선형에 

따른 조종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측에 사용되는 총톤수 161
톤급 제주대학교 해양관측선 제라호에 대한 선회권, 
zig-zag 및 spiral 시험 등 조종특성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선박 조종성 기준 

(IMO A. 137(76), 2002)에의 만족여부를 검토하고 고찰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론 배경

조선이라는 것은 자선의 위치, 자세, 속력을 제어하

고, 소정의 방향에 이동 또는 정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조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타 (rudder)와 주기관 (main engine)이 있는데, 이 중 타

는 선체를 직진 또는 회두시켜 Fig. 1과 같이 침로를 

제어하는 중요한 장비이다.

Fig. 1. Block diagram of the course control system.
                             
타에 작용하는 힘은 Bernoulli’s 정리에 의해서 식 (1)

처럼 나타낼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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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압력, 는 유속, 는 밀도, 는 중력가속

도를 나타낸다. 타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직압력 

(normal force: N)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하면 

타각 를 취하였을 때 직압력과 양력, 항력 사이에는 

식 (2)와 같은 관계가 있다.
                                            
       for   × cos
                           
       for   × si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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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기서

                           
  선체의질량
  선체의선수미축 축 방향속도
  선체의정횡축 축 방향속도
  중심축 축 주위의회두각속도
  중심축 축 주위의선체관성모멘트
  선체에움직이는선수미축 축 방향의힘
  선체에작용하는정횡축 축 방향의힘
  선체에작용하는중심축 축 주위의모멘트

를 나타낸다.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 유체력 모멘트가 속도, 가속

도와 비례관계로 완만한 운동을 가정하면 연립방정식을 

선형화하고 타각 에 대해 회두각속도 의 응답을 식 

(4)처럼 조종운동방정식을 쓸 수 있다.
                                

                               (4)

여기에서 각각 는 추종성 지수, 는 선회성 지수라

고 한다. 식 (4)의 미분방정식을 시간영역에서 풀면, 조
타각 에 대해서 회두운동 의 변화를 경과시간 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식 (4)를 에 풀면 식 (5)처럼 

나타낼 수 있다.

       

   

       

 

                (5)

 
직진 중 타 중앙 (midship)에서 조타를 시작하면, 초기

조건은      일 때 식 (5)를 식 (6)처럼 나타낼 

수 있다.

           

               (6)

식 (6)에서   이고, 조타를 했을 경우 우변의 제2

항 
 



는 시간과 함께 감소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게 되면 
 



= 0이 되어  값은 일정 값 로 이르게 

된다. 회두각속도 이 일정 값 에 다다르는 것은 선

체의 선회궤적이 정상적인 원을 그리기 시작한 시기이

고 그 후 선체는 정상선회로 들어가게 된다.
식 (6)에서   라고 했을 때 회두각속도 를 식 (7)

처럼 나타낼 수 있다.  
          

          



    

        =                  (7)
        =                       
식 (7)에서처럼 추종지수 는 회두각속도가 정상 선

회 때 회두각속도의 63% 값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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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 단위는 초이고 의 무차

원 값  ′  

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는 선속, 

는 선박의 길이 (수선간장)를 말한다. 추종성 지수 

는 조타에 대하여 선수회두의 추종이 빠르고, 정상선회

에 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지배하는 요소이므로   

값이 적을 경우, 식 (7)에서 
 



이 빨리 감소하기 때

문에 선체의 정상선회가 빠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값이 적을수록 조타에 대응하는 선수회두의 응답

이 빠르고, 단시간에 정상선회에 이르기 때문에 조선자

로서는 타효가 좋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추종성 

지수   값은 조타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양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추종성 지수  , 선회성 

지수 의 값은 선박에서는 선속에 대한 고유 값을 취하

기 때문에 무차원 지수  ′  ′의 값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변침조선 및 피항 조선에서는 회두 후 선수를 일정

한 침로로 정침했을 때 목표 침로 조금 전에 타를 조타하

여 회두관성을 제어하므로 조선을 잘 할 수 있다. 이때 

조타를 한 후에 선수회두가 끝날 때까지의 overshoot 
angle은 식 (8)처럼 나타낼 수 있고, 조타 후 ⇒으

로 되는 사이에 시간경과로 인한 회두관성의 소장을 통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식 (8)은 조타를 한 시각부터 

회두가 멈추는 시간까지에 대해서 적분하면 overshoot 
angle을 얻을 수 있다.

               

    
 



  
 

 (8)         

                                    
  조타후의경과시간
  조타했을때의회두각속도
  조타각
  추종성지수
  선회성지수

 
 Fig. 2는  및   값을 얻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타각 

, 회두 각 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Fig. 2. Schematic time history of zig-zag test.
                                            
IMO가 1993년 11월에 설정한 선박이 최저로 준수해

야 할 조종성능의 기준은 Table 1과 같다. 이들 기준은 

1994년부터 건조된 100 m 이상의 선박 또는 길이에 관

계없이 모든 케미컬 탱커 및 가스 운반선에 대하여 적용

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외 선박에 대해서는 IMO

   Ability              Type of test         Criteria

     Turning
   Turning test with max.
        rudder angle

Advance  < 4.5L
Tactical diameter  < 5.0L

  Initial turning        10̊  /10̊   zig-zag-test Distance ship run before 2nd rudder execution < 2.5L
     Stopping Stopping test with full astern Track reach < 15L

Course-keeping
     and
Yaw-checking
     

      10̊  /10̊   zig-zag-test

1st overshoot : 
 < 10̊   : (L/U < 10s)
 < (5̊  +0.5L/U)̊   : (10s<L/U<30s)
 < 20̊   : (30s<L/U)
2nd overshoot :
 < 25̊   : (L/U<10s)
 < (20̊  +0.5L/U)̊   : (10s<L/U<30s)
 < 35̊   : (30s<L/U)

      20̊  /20̊   zig-zag-test
1st overshoot :
< 25̊    

Table 1. Standards of ship maneuverability in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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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외 선박에 대해서는 IMO

   Ability              Type of test         Criteria

     Turning
   Turning test with max.
        rudder angle

Advance  < 4.5L
Tactical diameter  < 5.0L

  Initial turning        10̊  /10̊   zig-zag-test Distance ship run before 2nd rudder execution < 2.5L
     Stopping Stopping test with full astern Track reach < 15L

Course-keeping
     and
Yaw-checking
     

      10̊  /10̊   zig-zag-test

1st overshoot : 
 < 10̊   : (L/U < 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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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s of ship maneuverability in IMO

Fig. 3. General arrangement of experimental research vessel Jera.

해사안전위원회의가 2002년 12월 4일에 권고사항으로 

결의안 (Resolution MSC. 137 (76))을 채택하였다 (IMO 
A. 6, 2002). 그 기준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회

성능, 초기선회성능, 정지성능, 보침성능 (침로안정성) 
및 변침성능들이다.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지

성능, 보침 및 변침성능이며, 이들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Yoshimura 1994; Yoshimura et al., 2000).

시험선의 제원 및 시험 방법

시험선박의 선형은 Fig. 3과 같고, 주요제원은 Table 
2와 같다. 시험선의 전장 및 수선간장은 38.64 및 31.00 
m이며, 총톤수는 161 tons, 선폭은 7.50 m, 항해속력은 

13.30 kts, 는 4.133, 방형비척계수 (block coefficient: 
Cb)는 0.563, 는 0.136, 승선인원은 연구원 

17명, 선원 12명 총 29명이 승선하여 해양연구의 기초적

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시험선의 

타는 복판타로서 면적 및 면적 비 (area/Lbp⨯T)는 각각 

2.52 m2, 2.96%이다.
조종성능의 평가를 위한 선회권 시험 (starboard & 

port 10̊  , 20̊   ), zig-zag (starboard & port 10̊  , 20̊  ), spiral 
시험을 제주항 북방 5마일 해역에서 heading 000̊  , 풍향

을 선수에서 받도록 하고 선속을 일정하게 10 kts로 해

상시험을 하였다. 이때 운항에 관한 사항을 저장할 수 

있는 기록 장치를 통해서 선속, 위도/경도, heading, 
rudder angle, 풍향 및 풍속, 기관회전수 등의 필요한 자

료를 저장하여 분석하였다. 시험해역 및 해상의 상태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선회권 시험 

좌·우현 10̊   및 20̊  로 360̊  를 선회했을 때 선회권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값은 종거 

(advance: Ad), 횡거 (transfer: Tf) 및 선회경 (tactical 
diameter: Td)는 좌현 10̊  일 경우에는 186 m, 142 m 
및 305 m, 우현 10̊  일 경우에는 185 m, 158 m 및 338 
m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좌현이 20̊  일 경우에는 115 
m, 70 m, 147 m, 우현이 20̊  일 경우에는 142 m, 93 
m, 173 m임을 알 수 있었고, 이때의 타 직압력은 각각 

403.2 kgf 및 810.3 kgf이었다.

 Date
Position Sea condition

Lat./ Long. Draft
           Wind              Sea
    speed      direction      height   direction

 2016
 10.14

 33̊  -33.6´N Fore : 2.60 m
    3 m/s      North-NE      0.7 m      NE

126̊  -28.7´E After : 3.80 m

Table 3. Sea trial conditions of the research vessel Jera.

  Items       Specification
Gross tonnage 161.00 tons
Loa  38.64 m
Lbp  31.00 m
Breath (MLD)   7.50 m
Depth (MLD)   3.30 m
Draft (MLD)   2.50 m
Cb   0.563
Cw   0.875
Cp   0.669
Cm   0.843
Displacement 357.86
Lcb   -1.96
GM   0.851 m

Table 2 Particular of experimental research vessel Jera



18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 이창헌·안장영·김석종·김민선·최찬문

Fig. 4. Trajectories of turning circle of port and starboard 10°, 20°.

좌·우현 10̊   및 20̊  에서 720̊  를 선회했을 경우의 결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를 살펴보면, 오른 쪽은 

좌·우현 10̊  로 선회했을 경우의 결과인데 우현 선회는 

그 궤적이 남서방향으로, 좌현 선회는 서쪽방향으로 치

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좌·우현 20̊  로 선회했

을 경우에도 10̊  로 선회했을 경우와 동일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Zig-zag 시험

타각을 좌·우현 10̊  로 했을 경우의 zig-zag시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을 살펴보면, 1st, 2nd 
overshoot angle는 6.0̊  , 5.8̊  , 6.3̊   및 7.1̊  임을 알 수 있다.

타각 좌·우현 20̊  로 했을 경우의 zig-zag시험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을 살펴보면, 1st overshoot 
angle은 16.4̊   및 17.6̊  임을 알 수 있다.  

타각 10̊   및 20̊  일 때의 조종지수인 선회성 및 추종성

의 지수  , 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값은  

0.149 sec-, 11.853 sec 및 0.1230 sec-, 6.193 sec이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상 선회의 경우에는 회두각

속도의 63% 값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추종지수   
값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의 회두각속

도는 0.9374̊  /sec 및 1.6355̊  /sec임을 알 수 있다.   
타각 좌·우현 10̊  에서 zig-zag시험 결과에 의한 1st, 

2nd overshoot angle을 IMO의 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

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서 x축은 선박길이에 

대한 선속 비이며 (L/U, L : length, U : ship speed), 이때

의 값은 7.833, y축은 이에 대응하는 좌·우현 1st, 2nd 

Fig. 5. Effect of current on path of turning circle (720̊   ) of port 
and starboard 10̊  , 20̊  .

Fig. 6. Time histories of heading and rudder angles for ±10̊
zig-za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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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jectories of turning circle of port and starboard 10°, 20°.

좌·우현 10̊   및 20̊  에서 720̊  를 선회했을 경우의 결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를 살펴보면, 오른 쪽은 

좌·우현 10̊  로 선회했을 경우의 결과인데 우현 선회는 

그 궤적이 남서방향으로, 좌현 선회는 서쪽방향으로 치

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좌·우현 20̊  로 선회했

을 경우에도 10̊  로 선회했을 경우와 동일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Zig-zag 시험

타각을 좌·우현 10̊  로 했을 경우의 zig-zag시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을 살펴보면, 1st, 2nd 
overshoot angle는 6.0̊  , 5.8̊  , 6.3̊   및 7.1̊  임을 알 수 있다.

타각 좌·우현 20̊  로 했을 경우의 zig-zag시험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을 살펴보면, 1st overshoot 
angle은 16.4̊   및 17.6̊  임을 알 수 있다.  

타각 10̊   및 20̊  일 때의 조종지수인 선회성 및 추종성

의 지수  , 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값은  

0.149 sec-, 11.853 sec 및 0.1230 sec-, 6.193 sec이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상 선회의 경우에는 회두각

속도의 63% 값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추종지수   
값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의 회두각속

도는 0.9374̊  /sec 및 1.6355̊  /sec임을 알 수 있다.   
타각 좌·우현 10̊  에서 zig-zag시험 결과에 의한 1st, 

2nd overshoot angle을 IMO의 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

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서 x축은 선박길이에 

대한 선속 비이며 (L/U, L : length, U : ship speed), 이때

의 값은 7.833, y축은 이에 대응하는 좌·우현 1st, 2nd 

Fig. 5. Effect of current on path of turning circle (720̊   ) of port 
and starboard 10̊  , 20̊  .

Fig. 6. Time histories of heading and rudder angles for ±10̊
zig-zag test.

overshoot angle의 값이 6.0̊  , 5.8̊  , 6.3̊   및 7.1̊  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시험선의 타각 좌·우현 10̊  에서의 

overshoot angle은 기준인 10̊  , 25̊   미만임을 알 수 있다.  
타각 좌·우현 20̊  에서 zig-zag시험 결과에 의한 1st 

overshoot angle를 IMO의 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Fig. 8. Maneuvering performance index 10̊  and 20̊   

Fig. 9. 1st, 2nd overshoot angles of port and starboard 10̊    zig-zag 
tests.

Fig. 10. 1st overshoot angle of port and starboard ± 20̊    zig-zag
test.

Fig. 7. Time histories of heading and rudder angles for ±20̊
zig-za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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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x축은 선박길이에 

대한 선속 비이며 (L/U, L : length (31 m), U : ship 
speed (12 kts)) 이때의 값은 7.833, y축은 이에 대응하는 

좌·우현 1st overshoot angle 값이 16.4̊   및 17.6̊  로 나타

났다. 따라서 시험선의 타각 좌·우현 20̊   에서의 overshoot  
angle은 기준 값인 25̊   미만임을 알 수 있다. 

Spiral 시험

선회성능시험은 전반적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을 알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침 조타의 상황은 오히려 

5̊   이하의 소각도의 조타로 침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

럼 소각도를 이용하여 통상침로의 운동성능 즉 비교적 

타각이 적은 범위 내에서 타각에 대하여 선박의 응답의 

정도와 그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 spiral시험이다.
좌현 20̊  에서 시작하여 우현 20̊  까지 =5̊   간격으로 

5분간의 각각의 회두각속도 ()를 Fig. 11에 나타내었

다. Fig. 11의 그래프는 침로안정에 대한 양부를 결정하

는 것으로 시험선은 타각이 클수록 점차적으로 그 각속

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시험에서 선회권 시험 (360̊  , 720̊   )의 결과는 조타 

각 좌·우현 10̊  로 했을 경우에는 선회권 시험 결과에서 

종거 및 횡거의 길이는 좌·우현 큰 차이 없었으나, 선회

경은 우현 쪽이 33 m 더 길게 나타나서 An et al. (2005)
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고, 좌·우현 20̊  에서는 좌·우
현 10̊   보다 대부분 그 길이가 짧았으며, 종거, 횡거 및 

선회경은 우현 쪽이 25 m, 23 m, 26 m 더 길었다. 시험선

인 경우, 좌현 선회경이 작았고, IMO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타각을 20̊  로 했을 경우에는 만족하지만 10̊  일 경

우에는 미흡하였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준에서

는 최대 타각일 때의 값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

고 Jung et al. (2008)의 연구 결과처럼 타 선박과의 충돌

상황이 아닌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는 상황에서는 좌현 

쪽의 선회경이 작으므로, 속력을 낮추고 좌현으로 전타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720̊   
선회권 시험에서는 선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경은 

감소하였고, 조류의 방향과 속도에 따른 외력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zig-zag시험 결과에서는 좌·우현 10̊  일 경우에는 1st, 2nd 

overshoot angle이 동일하게 좌현쪽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

다. 한편, IMO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L/U<10 sec일 경우에는 1st, 2nd overshoot angle은 10̊  , 25̊   
미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험선은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좌·우현 20̊  일 경우의 1st. overshoot 
angle은 25̊   이하이므로 IMO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비교적 소각도의 타각일수록 overshoot angle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통하여 Lee and Lee (1998)의 보침성을 평가

하는 데 좌·우현 10̊  쪽의 시험결과가 보다 합리적인 것으

로 생각된다.  
시험선의 조종성 지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

서 타각 10̊  일 경우에는 선회성 ( ′  ) 및 추종성 

( ′  ) 지수가 1.167 및 1.514임을 알 수 있다. 
타각 20̊  일 경우에는 0.963 및 0.791,  ′ =1.297 ′  및  ′
=1.217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타각이 

클수록 선회성은 좋으나 추종성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선 탐양호, 실습선 가야호 및 한바다호의 조종성능을 

지수를 조사한 Kim (1995), Kim et al. (2009), Jung et al. 
(2008) 등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이들 선박과 시험선의 조종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10̊   및 20̊  의 타각에서 선회성은 좋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추종성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Plotted in    diagram by the spiral maneuver of the 
research vessel Jera.

  

 ′ 1.167 0.963
 ′ 1.514 0.791

Table 4. Calculated Maneuvering indices  ′and  ′of the 
research vessel J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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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x축은 선박길이에 

대한 선속 비이며 (L/U, L : length (31 m), U : ship 
speed (12 kts)) 이때의 값은 7.833, y축은 이에 대응하는 

좌·우현 1st overshoot angle 값이 16.4̊   및 17.6̊  로 나타

났다. 따라서 시험선의 타각 좌·우현 20̊   에서의 overshoot  
angle은 기준 값인 25̊   미만임을 알 수 있다. 

Spiral 시험

선회성능시험은 전반적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을 알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침 조타의 상황은 오히려 

5̊   이하의 소각도의 조타로 침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

럼 소각도를 이용하여 통상침로의 운동성능 즉 비교적 

타각이 적은 범위 내에서 타각에 대하여 선박의 응답의 

정도와 그 성질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 spiral시험이다.
좌현 20̊  에서 시작하여 우현 20̊  까지 =5̊   간격으로 

5분간의 각각의 회두각속도 ()를 Fig. 11에 나타내었

다. Fig. 11의 그래프는 침로안정에 대한 양부를 결정하

는 것으로 시험선은 타각이 클수록 점차적으로 그 각속

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시험에서 선회권 시험 (360̊  , 720̊   )의 결과는 조타 

각 좌·우현 10̊  로 했을 경우에는 선회권 시험 결과에서 

종거 및 횡거의 길이는 좌·우현 큰 차이 없었으나, 선회

경은 우현 쪽이 33 m 더 길게 나타나서 An et al. (2005)
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고, 좌·우현 20̊  에서는 좌·우
현 10̊   보다 대부분 그 길이가 짧았으며, 종거, 횡거 및 

선회경은 우현 쪽이 25 m, 23 m, 26 m 더 길었다. 시험선

인 경우, 좌현 선회경이 작았고, IMO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타각을 20̊  로 했을 경우에는 만족하지만 10̊  일 경

우에는 미흡하였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준에서

는 최대 타각일 때의 값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

고 Jung et al. (2008)의 연구 결과처럼 타 선박과의 충돌

상황이 아닌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는 상황에서는 좌현 

쪽의 선회경이 작으므로, 속력을 낮추고 좌현으로 전타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720̊   
선회권 시험에서는 선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경은 

감소하였고, 조류의 방향과 속도에 따른 외력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zig-zag시험 결과에서는 좌·우현 10̊  일 경우에는 1st, 2nd 

overshoot angle이 동일하게 좌현쪽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

다. 한편, IMO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L/U<10 sec일 경우에는 1st, 2nd overshoot angle은 10̊  , 25̊   
미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험선은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좌·우현 20̊  일 경우의 1st. overshoot 
angle은 25̊   이하이므로 IMO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비교적 소각도의 타각일수록 overshoot angle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통하여 Lee and Lee (1998)의 보침성을 평가

하는 데 좌·우현 10̊  쪽의 시험결과가 보다 합리적인 것으

로 생각된다.  
시험선의 조종성 지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

서 타각 10̊  일 경우에는 선회성 ( ′  ) 및 추종성 

( ′  ) 지수가 1.167 및 1.514임을 알 수 있다. 
타각 20̊  일 경우에는 0.963 및 0.791,  ′ =1.297 ′  및  ′
=1.217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타각이 

클수록 선회성은 좋으나 추종성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선 탐양호, 실습선 가야호 및 한바다호의 조종성능을 

지수를 조사한 Kim (1995), Kim et al. (2009), Jung et al. 
(2008) 등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이들 선박과 시험선의 조종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10̊   및 20̊  의 타각에서 선회성은 좋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추종성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Plotted in    diagram by the spiral maneuver of the 
research vessel Jera.

  

 ′ 1.167 0.963
 ′ 1.514 0.791

Table 4. Calculated Maneuvering indices  ′and  ′of the 
research vessel Jera

대표적으로 Tamyang과 시험선을 비교해 보면, 시험

선의 선회성 지수는 시험선이 Tamyang보다 0.221 및 

0.098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Tamyang보다 각

속도가 더 크고 선회성이 더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추종성 지수의 경우는 시험선이 Tamyang보다 

0.824 및 0.369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시험선

은 타각의 응답속도가 비교 선박보다 더 늦다는 것과 

추종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박의 보침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계곡선

에서     부근의 기울기나, loop가 있는 경우 loop의 

폭, 높이 등이 그 기준이 된다 (Lee and Lee, 1998). 
시험선의 경우는 타각 0̊   부근에서 +0.51̊ , -1.19̊  정도 

불안정한 loop폭을 나타냈지만, 타각 0̊  의 접선이 수직

에 가깝고 타각과 정상 각속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일반적으로 타각이 0̊  에서 직진하지 않는 것이 보

통이다. 시험 결과, 타각 0̊  에서는 침로 불안정한 loop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선형변화를 보여 안정된 선박이라

고 판단 할 수 있었다. 

결 론

연구조사선인 제라호의 조종성능 추정하기 위해 실선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상에서 선회권 

시험결과는 조타 각 좌·우현 10̊  로 했을 경우에 종거 

및 횡거의 길이는 좌·우현 큰 차이 없었으나, 선회경은 

우현 쪽이 33 m 더 길게 나타났다. 좌·우현 20̊  에서는 

좌·우현 10̊  보다 대부분 그 길이가 짧았고, 종거, 횡거 

및 선회경은 우현 쪽이 25 m, 23 m 및 26 m로 더 길게 

나타났으며, 좌 선회에서는 각각 3.70 L, 2.20 L 및 4.74 
L배, 우 선회에서는 4.50 L, 3.00 L 및 5.58 L배로 좌 

선회 변침이 유리한 선박으로 판단된다. 
zig-zag시험 결과에서는 좌·우현 10̊  일 경우에는 1st 

및 2nd overshoot angle은 6.0̊  , 5.8̊  ,  6.3̊   및 7.1̊   이었다.  

 
이때 선회성 지수  , 추종성 지수 는 0.149 sec- 

및 11.853 sec이었다. 좌·우현 20̊  로 했을 경우에는 1st 
overshoot angle은 16.4̊   및 17.6̊  ,   및 는 0.1230 
sec- 및 6.193 sec이므로 타각 20̊  일 때가 선회성은 좋으

나 추종성능이 좋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그리고 타각 

10̊   및 20̊  , 선속 10.0 kts로 시험했을 경우에 각속도는 

0.937̊  /sec 및 1.636̊  /sec로 각각 나타났다.
spiral시험에서는 타 중앙을 중심으로 +0.51̊   및 -1.19̊  

로 불안정한 loop폭을 나타냈지만, 타각 0̊  의 접선이 수

직에 가까우므로 침로안정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선박으

로 판단된다.
본 시험선의 조종성능을 IMO 조종성능 기준에 따른 

비교 분석한 결과는 시험선의 조종성능이 이 기준을 전

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어선들이 밀집하

여 조업하는 해역에서 빈번한 항해, 선회 및 변침 등 

관측을 위한 조선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spiral시험에서  관계 곡선이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정된 선박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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