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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drag coefficient and lift coefficient of thirteen kinds of knotless nettings used for large purse 
seine gear. By comparing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with nets of the previou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were derived as a purse seine gear. Thirteen kinds of nettings with different length of bar () and diameter () were used 
in the experiment, out of which six kinds used the 30 mm in mesh size and three kinds with 40 mm. The drag coefficient 
() also increased with increasing . It can be expressed as       at a current speed 

0.4 m/s and       at a current speed 0.5 m/s.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drag coefficient 

values were similar to knotless net of similar  and smaller than drag coefficient of knot net. Therefore, using knotless 
net in a purse seine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resistance acting on the purse seine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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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선망어업 허가 (수산업법 시행령, 2015)
는 참치를 주로 어획하는 원양선망, 고등어를 주로 어획

하는 대형선망, 멸치를 주로 어획하는 소형선망과 연안

선망으로 구분되며,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은 근해어

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각 허가에 따라 사용가능한 최소 

크기의 그물코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이들 선망어업 중 대형선망을 현대화하기 위

해 어선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대화된 선망

어선을 설계하고 시험선을 건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형선망어선의 현대화 연구와 함께 

이 어업에서 사용하는 어구에 대한 개선을 위해 수행하

고 있는 선망어구 개선연구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망

어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 중 일부분이다.
선망어업은 트롤어업과 함께 가장 개발되고 발달된 

어업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맞게 어구와 어법에 대해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해역별, 목표어종별로 정리된 

관련 문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선망 어구의 수중

형상이 어획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

에 선망의 수중형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

데, 모형어구를 만들어 수조에서 실험하여 수중형상을 

관측한 연구 (Won, 2002) 뿐만 아니라, 죔줄 체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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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어구의 용적과 장력변화를 계측한 연구 (Kim, 
1999)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선망의 침강 저항 해석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선망의 어구와 어법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

기 힘들다. 다만 근래에 원양선망에서 어구구성과 관련

된 연구 (Ryu et al., 2015)와 나일론 무결절망지로 다양

한 고형률에 따른 저항계수를 도출한 연구 (Zhou et al., 
2015)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망어업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부분과 

지속성의 부분뿐만 아니라 선망어구에 대한 유체역학적 

특성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선망은 망지가 어구

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망지의 특성이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구에서 선망의 망지에 대한 연

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완성된 어구에 대한 수중

형상과 거동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 대해 연구의 재현성

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망지

의 구성과 종류를 달리하면 수중에서의 어구의 형상과 

거동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중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구는 유체력의 작용을 받

기 때문에 어구의 규모와 규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구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파악하여야 한다. 어구에 작

용하는 유체력은 항력과 양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두 힘은 어구면적을 산정하고 특정 요인에 따라 변화

하는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를 계산함으로써 도출이 가능

하다 (Kim, 1999). 망지의 유체역학적 특성인 항력계수

와 양력계수는 어구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요소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과 형상을 결정하는 

형상 계수이며 영각, 레이놀즈수 및 망지 공극률에 따라 

변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형선망어구에 사용되는 대부

분의 망지들의 항력 및 양력 계수를 도출하고 앞선 연구

들의 여러 망지와의 유체역학적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이들 망지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망지

이 연구의 대상은 현재 대형선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13개 종류의 무결절 망지 (PES, twist, JinYang Co., 
Korea)로 망목의 크기 30 mm인 망지가 6 종류, 40 mm
인 망지가 3 종류, 60 mm인 망지가 4 종류였다. 망지의 

기하학적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망목의 크기뿐만 아니

라 그물발의 직경과 발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그물의 

직경과 길이의 비를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이때, 망목의 

크기는 내경을 측정하였고, 그물발의 직경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Thickness gage (Mitutoyo, 547-401)를 

이용해 임의로 선택된 20개의 발에 대해 측정하여 평균

하였으며, 발의 길이는 Digital vernier calipers 

Fig. 2. Experimental nets frame.

Fig. 1. Schematic structure of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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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utoyo, CD-20PSX)를 이용해 임의로 선택된 10개의 

발에 대해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측정한 망목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실험을 위해서 측정된 망지들을 각각 사

각프레임 (600×600 mm, stainless steel, Ø 8)에 망목의 

면적이 최대가 되는 성형률인 70.7%가 되도록 Fig. 2와 

같이 부착하였다. 망지의 이름은 망목의 크기와 망지의 

직경과 발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를 차례로 기술하

여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망목이 30 mm이고,  가 

0.0534인 경우 30-0.053으로 나타내었다. 위의 방법에 

의한 각 망지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 쓰인 망지 중 망목이 30mm인 망지는 선망어

구에서 여러 방향에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인 앞섶과 뒤

섶에 주로 쓰이고, 30-0.053과 30-0.090과 같이 직경이 

작은 망지는 몸그물 부분에 쓰인다. 망목이 40 mm와 

60 mm인 망지인 경우 직경이 2 mm인 망지는 뒤섶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로 몸그물에 배치되고 있다.

실험 장치 및 방법

1. 실험 장치

그물의 유체역학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앞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vertical circulating water channel (Kim, 2012).
ⓐ impeller ⓑ guide vane ⓒ under observation panel ⓓ side observation panel  ⓔ honeycomb

Name of netting　
Mesh size

(mm)
Diameter
(d, mm)

Length of bar
(l, mm) 

Solidity
(%)

30-0.075 30 1.29 17.2 0.0750 12.755
30-0.090 30 1.56 16.97 0.0919 14.719
30-0.094 30 1.60 17.01 0.0941 15.273
30-0.107 30 1.82 16.94 0.1074 16.780
30-0.120 30 2.05 17.08 0.1194 18.181
30-0.137 30 2.34 17.06 0.1372 19.914
40-0.063 40 1.32 20.7 0.0633 11.066
40-0.070 40 1.51 21.46 0.0704 12.098
40-0.092 40 2.01 21.75 0.0924 15.067
60-0.043 60 1.25 30.14 0.0428 7.830
60-0.050 60 1.50 30.12 0.0496 8.947
60-0.054 60 1.62 30.36 0.0534 9.571
60-0.066 60 1.99 30.13 0.0661 11.480

Table 1. Hydrodynamic characteristic of experimental nets for th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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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연구들 (Song and Lee, 2009; Kim, 2012)과 같이 국립

수산과학원에 설치된 수직순환형 회류수조 (관측부 길

이 : 8.0 m, 폭 : 2.8 m, 수심 : 1.4 m)에서 행하였으며, 
실험장치 및 계측 시스템의 구성은 Fig. 3과 같다.

유체의 흐름에 대한 망지의 항력과 양력을 측정하기 

위해 육분력계 (DL-61026, 10 kgf, Gain, Cal 0.25 
mV/V, Filter 100 Hz, Denshikogyo Co., Japan)를 사용하

였고, 망지가 흐름과 이루는 각도인 영각을 조정하기 

위해 프레임의 수직축을 회전시키는 각도 제어기를 사

용하였다. 또한 실험 유속을 측정하는 프로펠러형 유속

계 (Kenek Co., VOT101A)를 사용하였으며, 육분력계와 

유속계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는 증폭기 

(KENEK CO., VOT-230A)와 A/D 변환기 (NI Co., 
PCI-6034E)를 통해 DAQ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2.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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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육분력계는 축이 회전하기 때문에 위

와 같이 측정된 항력과 양력을 그물에 입사하는 유체의 

영각이 반영된 아래의 식으로 변환하였다. 

   cos  sin            (1)

   cos  sin            (2)

여기서, 와 는 각각 항력과 양력으로 단위는 , 
와 는 육분력계로부터 측정된 항력과 양력으로 단

위는 voltage, 는 흐름과 망지가 이루는 영각으로 

radian이다. 
계측된 값에서 프레임의 영향을 제거하기 망지를 제

거한 빈 프레임에 대해 실험조건을 같이 하여 실험하고 

망지를 부착하여 계측한 결과 값에서 그 값을 감하였다. 
어구가 유체 중에서 운동을 하거나 운동 중인 유체 

중에 놓이게 되면 유체로부터 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Fig. 4.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condition of nets frame.

ⓐ netting frame ⓑ connector ⓒ angle controller ⓓ six component load cell  
ⓔ current meter ⓕ angle control box ⓖ Amplifier ⓗ DAQ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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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때 유체에 발생하는 저항력은 관성력과 점성력의 

합력이 된다. 여기서 어구의 운동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

는 힘인 항력과 흐름에 수직으로 발생하는 힘인 양력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유체의 압력과 점성력은 유체의 동압  에 

비례하므로 항력과 양력도  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항력 ( )과 양력 ()을 유체역학 이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im, 1999).

  



            (3)

  



    (4)

여기서, 와 은 각각 항력계수와 양력계수이고, 

는 물의 밀도 (103 kgw·/), 는 투영면적 (), 
는 유속 ()이다. 따라서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5)

 



           (6)

또한 측정된 유체력을 이용하여 레이놀즈수를 고려한 

유체역학적 계수를 도출하였다. 
레이놀즈수 ()는 유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지

표로서 점성력에 대한 유체 관성력의 비를 나타낸다 

(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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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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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기서 는 동점성계수이고, 는 물체의 대표치수로 

그물의 경우에 주로 직경 를 대표치수로 나타냈다. 
식 (7)에서 각 유속별 레이놀즈수를 구하고 식 (9)와 

(10)을 통해 유체역학적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망지별 영각에 따른 유체역학적 계수

이 연구에서는 13가지 종류의 망지를 이용하여 영각 

및 유속에 따른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를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망지별 계수의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는 유속 0.4 m/s와 0.5 m/s에서 영각에 따른 항력계수

와 양력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항력계수는 전 망지에서 

영각이 0°에서 10°로 변화할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영각이 90° 까지 증가함에 따라 계수 값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각 60°에서 90° 범위에서는 그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또한 유속이 0.4 m/s에서 0.5 m/s로 증가하

면 항력계수는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양력계수는 영각 40°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

후 영각범위부터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망지별로 

값들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0.12∼0.34 범위였다.

망지의  변화에 따른 항력계수

망지의 고형률을 나타내는 망사의 직경과 길이의 비

율 ()의 값이 커질수록 항력계수 또한 Fig. 6, 7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유속 0.4 m/s일 때와 Fig. 7은 0.5 m/s일 

때 와 항력계수 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

향은 일반적인 그물의 저항계수 특성과 같은 것으로 

Kumazawa et al. (2012), Dong et al. (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회귀분석을 위해 SAS의 The REG Procedure을 사용

하였고 분석 파라메터와 결과는 Table. 2, 3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Square 가 각각 0.5837와 0.7138
로 1에 가깝기 때문에 분석된 회귀모형이 와 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의확률

을 나타내는 P-value가 0.05보다 작은 0.0015와 0.0001
이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저항계수 의 관계를 

식 (11), (12)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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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속에 따른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를 도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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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또한 유속이 0.4 m/s에서 0.5 m/s로 증가하

면 항력계수는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양력계수는 영각 40°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

후 영각범위부터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망지별로 

값들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0.12∼0.34 범위였다.

망지의  변화에 따른 항력계수

망지의 고형률을 나타내는 망사의 직경과 길이의 비

율 ()의 값이 커질수록 항력계수 또한 Fig. 6, 7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유속 0.4 m/s일 때와 Fig. 7은 0.5 m/s일 

때 와 항력계수 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

향은 일반적인 그물의 저항계수 특성과 같은 것으로 

Kumazawa et al. (2012), Dong et al. (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회귀분석을 위해 SAS의 The REG Procedure을 사용

하였고 분석 파라메터와 결과는 Table. 2, 3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Square 가 각각 0.5837와 0.7138
로 1에 가깝기 때문에 분석된 회귀모형이 와 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의확률

을 나타내는 P-value가 0.05보다 작은 0.0015와 0.0001
이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저항계수 의 관계를 

식 (11), (12)로 표현할 수 있다.
Fig. 5. Drag coefficients and lift coefficients by nets according to attack angle and current speed 0.4 m/s, 0.5 m/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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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Fig. 6. Drag coefficients and   of the nets at a current speed of 0.4 m/s.

             (11)  

Fig. 7. Drag coefficients and   of the nets at a current speed of 0.5 m/s.

Fig. 5. Drag coefficients and lift coefficients by nets according to attack angle and current speed 0.4 m/s, 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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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놀즈수와 항력계수

레이놀즈수에 따른 저항계수를 망지별로 Table 4에서 

나타냈다. 레이놀즈수의 증가에 따라 항력계수는 각 망

지별로 평균 0.0091 정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일한 레이놀즈수에서는 망지의 가 클수록 항력

계수는 증가하였다. 항력계수와 양력계수, 와 레이놀

즈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AS의 피어슨 상관

계수를 이용하였다.
 ,  , 의 변수 중에서 의 레이놀즈수와의 상

관계수가 유속 0.4 m/s와 0.5 m/s 모두 0.7452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레이놀즈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고, 이 상관관계 검정에 대한 유의수준은 

0.0035이다 (Table 5, 6). Fig. 8과 9에 이러한 상관관계

를 3D 그래프로 나타냈다.  

Number of Observations Read 13
Number of Observations Used 13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F
Model 1 0.14259 0.14259 16.84 0.0015
Error 12 0.10163 0.00847

Corrected Total 13 0.24422
Root MSE 0.09203 R-Square 0.5839

Dependent Mean 1.06169 Adj R-Sq 0.5492
Coeff Var 8.66786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Standardized Estimate

Intercept 1 0.76595 0.07615 10.06 <.0001 0
d/l 1 3.71499 0.90535 4.10 0.0015 0.76412

Table 2.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SAS at a current speed of 0.4 m/s

Number of Observations Read 13
Number of Observations Used 13

Analysis of Varianc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F
Model 1 0.19133 0.19133 29.92 0.0001
Error 12 0.07673 0.00639

Corrected Total 13 0.26806
Root MSE 0.07996 R-Square 0.7138

Dependent Mean 1.03313 Adj R-Sq 0.6899
Coeff Var 7.73988

Parameter Estimates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Standardized Estimate

Intercept 1 0.69056 0.06617 10.44 <.0001 0
d/l 1 4.30324 0.78667 5.47 0.0001 0.84484

Table 3.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SAS at a current speed of 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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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th Variables: Cd Cl d/l
1 Variables: Re

Variable N Mean Std Dev Sum Minimum Maximum
Cd 13 1.05294 0.13852 13.68820 0.80477 1.22928
Cl 13 0.03043 0.05258 0.39561 -0.06034 0.13937
d/l 13 0.08164 0.02826 1.06131 0.04282 0.13724
Re 13 512.12908 101.33772 6658 393.15149 712.93746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N = 13 
H0: Rho=0, Prob > |r|

Re
Cd 0.62181

0.0233
Cl -0.36117

0.2253
d/l 0.74520

0.0035

Table 5.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y SAS at a current speed of 0.4 m/s

Velocity(m/s) netting Cd d/l Re

0.4

60-0.043 0.805 0.043 393.182
60-0.050 0.931 0.050 455.762
60-0.054 0.871 0.054 495.8571
40-0.063 0.913 0.063 399.702
60-0.066 1.001 0.066 607.2765
40-0.070 1.129 0.070 460.2103
30-0.075 1.129 0.075 393.1515
30-0.090 1.032 0.090 463.6836
40-0.092 1.137 0.092 612.395
30-0.094 1.111 0.094 487.4786
30-0.107 1.174 0.107 554.5069
30-0.120 1.227 0.120 621.5352
30-0.137 1.229 0.137 712.9375

0.5

60-0.043 0.768 0.043 503.541 
60-0.050 0.911 0.050 583.687 
60-0.054 0.814 0.054 635.036 
40-0.063 0.937 0.063 511.891 
60-0.066 0.930 0.066 777.729 
40-0.070 1.071 0.070 589.383 
30-0.075 1.075 0.075 503.502 
30-0.090 1.019 0.090 593.832 
40-0.092 1.127 0.092 784.284 
30-0.094 1.082 0.094 624.305 
30-0.107 1.162 0.107 710.147 
30-0.120 1.224 0.120 795.989 
30-0.137 1.239 0.137 913.047 

Table 4. Experimental result of reynold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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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rrelation of drag coefficient,  and reynolds 
number at a current speed of 0.4 m/s.

3 With Variables: Cd Cl d/l
1 Variables: Re

Variable N Mean Std Dev Sum Minimum Maximum
Cd 13 1.02769 0.14795 13.35996 0.76766 1.23860
Cl 13 0.0003382 0.03219 0.00440 -0.04282 0.06466
d/l 13 0.08164 0.02826 1.06131 0.04282 0.13724
Re 13 655.87491 129.78147 8526 503.50236 913.0467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N = 13 
H0: Rho=0, Prob > |r|

Re
Cd 0.62580

0.0221
Cl -0.15943

0.6029
d/l 0.74520

0.0035

Table 6.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y SAS at a current speed of 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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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current speed of 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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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영·김현영·구명성·이춘우·차봉진

있고, 선박에 적재 시 어구 전체의 부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항해 중의 유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선망어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망지의 

항력, 양력계수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계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선 연구들과 비교하였다. 도출된 계수 

및 망지의 유체역학적 특성은 앞으로 어구를 개선하거

나 어구의 형상을 예측 (Kim et al., 2007)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망에 사용되는 각 망지들에 대해서

만 유체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망은 앞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다양한 망지들이 어구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그물감이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현재 선망어구에 사용되는 PES 재질 무결절 망지의 

유체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회류수조 저항실험을 

수행하여 망지의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력계수는 직경 ()이 작을수록, 망목이 클수록 그 

값이 작았고, 각 망지별로 영각이 0°에서 90°까지 변화

할수록 증가하였다. 양력계수는 영각 40°까지는 증가하

다가 그 이후 영각범위부터는 감소하였다.

망지의 고형률을 나타내는 망사의 직경 대 길이의 비

율 ()과 항력계수 ()는 유속 0.4 m/s일 때 

    , 유속 0.5 m/s일 때 

   이었다. 가 커질수록 

항력계수 () 또한 증가하는 경향은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했다.
는 레이놀즈수와 피어슨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분

석되었다. 이는 유체에서 가 망지에 작용하는 관성력

과 점성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항력계수는 비슷한 를 갖는 나일론 재질의 무결절 

망지의 저항계수 결과 (Park et al., 2013)와 비슷하고, 
다이니마 재질의 결절 망지 연구 (Kumazawa et al., 
2012)의 항력계수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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