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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의 패류 형망어선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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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an improved shellfish dredge vessel considering the increase of the fishing safety and welfare 
of fishermen in Jeonnam province. We visited five fishing village societies in Korea, and conducted field surveys and survey 
question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presented by the investigation, a general arrangement 
of the improvement vessel was written and adopted after meeting between the fishermen and research team, and calculated 
the initial stability in five loading conditions by using the Napa program. As a result of field surveys and survey questions, 
the existing vessel have buoyant materials under the bow and the warp pass through the wheel-house. In addition, most 
fishing equipment and nets are concentrated on a narrow stern, making it difficult to work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survey, fishermen also responded that operation of casting and hauling is very inconvenient. The fishing equipment of the 
improvement vessel was rearranged, the size of the wheel-house and the crew room was increased, and we secured a basic 
welfare space. As a result of the initial stability test, the stability criteria of the fishing vessel were satisfied in all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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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형망어업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 틀을 달고, 틀
의 밑변에 여러 개의 갈퀴를 설치한 어구로써 바닥을 

긁어 해저에 묻혀 서식하는 조개류를 어획 대상으로 한

다(NIFS, 2018). 우리나라 형망어업에는 근해 형망어업

과 이동성 구획어업의 패류 형망어업이 있는데, 전자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과 폭 8 m, 높이 1 m 이하의 

고정 틀로 된 어구를 사용하고, 후자는 다른 어업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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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피하면서 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과 폭 5 m, 높이 1 m 이하의 

고정 틀로 된 어구를 통해 일정한 구획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형망어업의 생산량은 2009년도 22,244 M/T으

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도에

는 927 M/T까지 이르렀다가 2016년도에 일시적으로 반

등하여 5,206 M/T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연근해 전체 

패류 생산량 대비 형망어업의 패류 생산량은 2010년도 

26.2%에서 2016년도 9.9%로 그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

다(KOSIS, 2006~2016).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형망어

선의 등록건수는 근해 형망어선 66척, 이동성 구획 패류 

형망어선 277척이고, 패류 형망어선 중 78% (217척)가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으나 어선 규모가 3톤 미만의 승선

인원이 2명 전후인 소형 어선이 대부분이며, 실제 매년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은 등록척수에 비하여 적다. 전남 

지역의 패류 형망어선은 48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어선은 대부분 총톤수 4.9톤으로 패류 형망어선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도 크고, 패류 선별기가 현측에 

부착되어 있는 등 조업 자동화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가장 성황리에 조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망어업에 관한 연구로는 분사식 형망의 

개발에 관한 연구(Cho and Ko, 1991a; 1991b), 형망어구

의 어획선택성에 관한 연구(NFRDI, 1997; Cho and 
Kim, 1999; Park and Kim, 2000; Gaspar et al., 2003; 
Kim et al., 2005; Tanabe et al., 2012), 이매패류의 자원

에 관한 연구(Cha et al., 2012; Lee, 2016), 어획 생물의 

종조성 및 군집분석에 관한 연구(An et al., 2014; An 
et al., 2015; Hong et al., 2016), 전라북도 형망어업에 

관한 연구(Choi, 2017) 등이 있고, 연안어선의 개선에 

관한 연구로는 어선의 저항성능에 관한 연구(Kim et al., 
2004; Kang et al., 2007; Yu et al., 2010; Jeong et al., 
2015; Jeong et al., 2017), 다목적 연안어선의 개발에 

관한 연구(MOF, 2000; MOF, 2003) 등이 있다. 이와 같

은 연구는 대부분 어구 개량과 어획선택성에 관한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있고, 어선 개발의 경우 저항성능 개선 

및 선형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패류 형망의 

조업실태 및 어로시스템을 고려한 패류 형망어선에 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그에 따라 어선들이 노후화

되어 항상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Lee et al. 
(2013)의 국내 연안어선의 주요 제원 변화에 대한 조사

에 의하면, 소형 어선의 경우 연안어업 허가 톤수에 맞추

어 가능한 어업 경쟁력이 높게 어선을 건조해야 하므로 

배의 길이와 폭을 크게 키워 갑판 면적을 넓히는 대신 

깊이를 비정상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러한 설계는 어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어선 

선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남 고흥 지역의 바지락 형망

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

여 고비용·저효율의 어선 구조 개혁 및 어선원의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개량된 선박의 실증화 

및 현장 보급을 위한 기반이 됨에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설문조사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패류 형망어선의 조업 실태

와 어로 시스템의 개선점 도출을 위하여 동‧서‧남해 해역

의 패류 형망어업인 연합회 및 어촌계 등 총 5개소를 

방문하여 지역별 이동성 구획 패류 형망어선의 기초적

인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패류 형망어업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 

내용에 어업인의 인적 및 어선의 일반적인 사항, 항해 

및 조업 중 안전 확보에 관한 설문, 개선할 사항에 관한 

설문 등으로 문항을 나누어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작성

을 권유하였다. 응답자는 총 16명으로, 각 지역별로 살

펴보면 전남 고흥 지역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강원도 지역 5명(양양 : 3명, 동해 : 2명), 경북 포항 지역 

3명, 경남 고성 지역 1명(양식장 관리선)의 순이었다. 
설문지 결과 분석은 경남 고성 지역의 어선은 양식장 

관리선으로 실질적으로 형망어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

에 이것을 제외한 15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설문응

답자 수가 적음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한 응답의 빈도가 

50% 이상인 결과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현장조사

Fig. 1에 나타낸 전남 고흥 지역의 패류 형망어선을 

개량 대상 어선으로 지정하고, 2017년 11월 12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어선은 Fig. 2(a)와 같은 4.99톤의 바지락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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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하는 패류 형망어선이다. 사용 어구는 Fig. 2(b)
와 같이 사각 철제 틀에 자루그물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

이다. 자루 입구 고정틀은 1,200𐄂𐄂800 mm이며, 자루그물

은 망목 자루앞쪽이 70 mm, 끝자루가 50 mm이고 길이

는 7 m이다. 고정틀의 앞쪽 하부에는 두께 32 mm, 길이 

310 mm인 갈퀴가 56 mm 간격으로 11개 부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루그물 하부에는 Fig. 2(c)와 같이 해저와

의 마찰로부터 그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고무로 된 격자

판이 있으며 “땅까래”로 불린다. 
이와 같이 어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

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어

업인과 조선소 간의 회의를 거쳐 형망어선 개량에 착수

하였다. 조업 안전성과 효율, 복지 증대를 위해 어선의 

길이 증대, 복원성 증대, 각종 어로장비의 적정 배치와 

복지 공간 확보 등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패류 형망어

선의 개량을 위한 일반배치도를 작성 및 채택하였다. 
또한 선박의 초기 및 기본 설계에 응용하고 각종 선박 

계산 기능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인 Napa program을 

통해 경하상태(Light ship condition), 만재 출항상태

(Full load departure condition), 어장발상태(Departure 
from fishing ground condition), 만재 입항상태(Full load 
arrival condition) 및 부분만재 입항상태(Half load 
arrival condition)의 5가지 재화상태로 나누어 배수량 등 

각 표준 재화상태에 대하여 비손상시의 트림 및 초기 

복원력 계산을 수행하였다. 선박길이 40미터 미만인 어

선의 복원성은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MOF, 
2015) 제3장 어선의 복원성 기준을 따른다. 



             (1)

여기서, D는 형심, 와 는 규정에서 지정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 어선이 복원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Fig. 1. Location of the investigation area in Dohwa-myeon 
Goheung-gun Jeonnam, Korea (●).

  
(a) Photo of shellfish dredge vessel to be improvement (4.99 ton)

(b) Schematic diagram of dredge net

(c) A rubber gridboard

Fig. 2. Research dredge vessel and fishing gear und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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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초기횡메터센터높이 이 0.04B+(𐄂𐄂B/D)－
의 계산치보다 커야 한다.

결과 및 고찰

조업특성

전남 고흥 지역에서 현재 바지락을 주 대상으로 조업

하고 있는 패류 형망어선은 규모가 총톤수 4.68~4.99톤
으로 길이가 8~10 m이며, 기관 출력은 253~470 HP이

다. 어선의 형태는 선교가 선미 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선수에 공간이 많이 있어 이곳에서 여성 작업원 3~4명
이서 패류 선별기를 통해 1차 선별된 바지락을 수작업으

로 최종 선별한다. 선별된 바지락은 선수 앞쪽부터 망태

의 형태로 적재되게 되는데, 1항차에 25 kg의 망태를 

300개 정도를 적재하여 선수 흘수가 증가한다. 바지락

은 물살이 빠른 협수로에 주로 서식하므로 어선이 협수

로에서 크게 선회할 경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전복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자체적으로 

Fig. 3과 같이 횡동요를 줄이고자 선수 좌‧우측에 부력재

를 부착하고 있다. 
조업은 선미 톱 롤러에 끌줄을 넣고 어구를 투망하여 

끌줄을 12~18 m(수심의 3배) 정도 풀어준 후, 1 knot 
정도의 속력으로 1~2분 예망한다. 예망 시에 자루그물 

내에 펄과 바지락 등 4톤 정도의 높은 하중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양망 시 어구 고정 틀을 선미에 

고정한 후 끝자루와 연결된 줄을 선미 상부 유압 드럼에 

연결하여 감고 풀어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물 내 펄

을 털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예망 시 끌줄

에 장력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끌줄 윈치가 조타실 

앞부분에 설치되어 끌줄이 조타실을 통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어 위험하고 어구 조작에 불편을 주고 있다(Fig. 
4). 양망은 펄 털기를 마치고 끝자루에 연결된 줄을 계속 

감아들이면 채취물들이 선미 고기칸(Fish pond)에 쏟아

지게 된다. 채취물들은 우현에 있는 컨베이어를 타고 

패류 선별기에 들어가 기타의 물질 등이 걸러져 선수로 

이동하게 되는데, 선수에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의 어로장비들과 그물이 협소한 선미에 집중되어 

있다(Fig. 5). 하역은 선수에 설치되어있는 유압 컨베이

어를 통하여 이뤄지고, 바지락 망태들은 경남 사천시의 

삼천포로 이동되어 판매된다. 조타실의 크기는 길이 방

향 1.2 m, 폭 방향 1.5 m, 높이는 1.7 m로 매우 협소하여 

성인 남성이 일어선 상태로 조타를 할 수 없어 반드시 

낮은 의자에 앉아 조타를 하여야 한다. 조타실 앞 선원실

의 경우는 높이가 0.75 m로 선원실의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창고로만 사용한다. 이에 기본적인 간단한 식사를 

할 복지공간조차 없어 선박 내 기본적인 복지 공간이 

필요하였다.

Fig. 4. A warp though the wheel-house.

Fig. 5. Fishing equipments centered on the stern.

Fig. 3. Buoyant materials attached to the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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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패류 형망어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중 어업인의 인

적 및 어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역별 조사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선주의 평균 연령은 

62세로 고령화로 인하여 비교적 높은 연령값을 나타내

었는데, 그 범위가 최소가 49세, 최대가 78세로 넓게 나

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패류 형망어선의 일반적인 사항

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평균 톤수는 총톤수 3.71톤
이며, 평균 전장은 9.68 m, 평균 선령은 16.5년으로 나타

났다. 총톤수의 경우 최소가 1.2톤, 최대가 4.99톤이고, 
기관 출력의 경우 최소가 197 HP, 최대가 480 HP으로 

각 값들의 편차는 다소 큰 편이었다. 사용 어구 통수의 

경우 전남 고흥 지역의 형망어선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통의 어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흥 지역의 경우 1통의 

Region
Ave.

Goheung Pohang Donghae Yangyang Goseong
Gross Tonnage (t) 4.36 4.13 2.25 2.77 8.55 3.71
L.O.A (m) 9.23 10.60      -       - 13.36 9.68
Age of ships 18.33 12.67 12.50 19.33 18.00 16.50
Engine power (HP) 311.00 455.00 213.50 219.00 316.00 297.93
Age of fisherman 59.83 61.67 56.50 69.33      - 61.79
Number of using gears 1.00 2.00 2.00 2.00 2.00 1.50

Table 1. Results of surveys on the personal data of fishermans and general matters of vessel

      (a) Operation that make fishing difficult           (b) Structures inconvenient to operate

        (c) Current location of the WH           (d) Desired location of the WH

          Fig. 6. Results of survey on owned ships and thing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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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만을 사용하였다. 
패류 형망어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중 보유 선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Fig. 6(a)와 같이 응답자의 52.6%가 조업 중 

투망과 양망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어
획물의 분류와 갑판 청소작업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

다는 응답 결과를 얻었다. 응답 결과에 따라 어로 작업과 

어획물 처리 및 어선의 유지ㆍ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투·양승작

업을 간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어구의 

개발 및 어로장비의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업자의 인력 의존도가 높은 패류 선별작업에서 노동력

을 절감시킬 수 있는 어로 설비의 개발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어로 작업과 관련된 구조 개선에 대한 응답 

결과는 Fig. 6(b)와 같다. 응답자의 58.3%가 투ㆍ양망기

의 구조 및 배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의 패류 형망어선은 

어획한 바지락을 인력으로 최종 선별하고, 이를 망태에 

담는 일련의 과정을 선수 작업갑판에서 거치다 보니 유

압 드럼 및 선미 고기칸 등의 각종 어로장비들이 비교적 

좁은 선미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보유 선박의 조타실의 

위치는 Fig. 6(c)와 같이 대부분(79%)의 조타실이 선미

에 위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신조선 건조 시 바라는 

조타실의 위치 또한  Fig. 6(d)와 같이 71%의 응답률로 

선미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일정 면적 이상 필요한 

선수 작업갑판과 바지락 망태의 적재 공간 등에 따른 

응답으로 판단되나, 과도하게 선미에 각종 어로장비들

이 집중된다면 무게중심이 선미에 집중되어 선미 트림

이 심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조타실 시야 확보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선미에 집중된 어로장비들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선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선사항

현장조사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
조선소 및 본 연구팀 간의 회의를 통해 Fig. 7과 같은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 : GA)를 작성 및 채택

하였으며, 기존선 및 개발선의 주요 요목은 Table 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개발선의 총톤수의 경우 9.17톤

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장()은 15.23 m에서 

15.75 m로 큰 변동은 없으나, 수선간장( )의 경우 1.6 
m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형심 및 계획 흘수를 증가시켜 

예비 부력을 확보하여 복원성을 향상시켰다. 특이점으

로 개발선의 선질은 Al 합금으로 A5083-H321을 사용하

였다. 이는 Al-Mg계 합금을 가공경화 한 후 안정화 열처

리를 한 것으로 Al 합금제 중에서도 강도가 높고 내식

성, 가공성 및 용접성이 좋아 선박용 판재 및 부재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강화플라스틱(FRP)이 가진 저비

용, 대량 생산의 장점에 비하여 화재 취약성 및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고, FRP 선박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

하며,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Al 합금을 차기 신조선의 

재질로 선택하였다.
기존선의 연료유 탱크(Fuel Oil Tank)는 기관실

(Engine Room) 뒤편, 선미 하부 No. 2-6 Frame에 위치하

였으나, 예망 및 양망 시 과도한 선미 트림을 방지하고자 

기관실 좌‧우현 측 No. 7-20 Frame으로 선수 쪽으로 이

                  Ships
 Items

Existing
ship

Improvement 
ship

Gross Tonnage (t) 4.99 9.17
  (m) 15.23 15.75

  (m) 11.30 11.99

  (m) 11.30 12.90

  (m) 3.90 4.00

  (m) 0.79 1.10
Designed draft (m) 0.67 0.80

Load line (m) 1.257 1.13
Full load displacement (t) 24.921 28.784

Light load displacement (t) 15.317 18.50
Dead weight tonnage (t) 9.604 10.284

Main engine (HP) 470 600

Fuel oil capacity () 5.968 4.756
LCB (m) 5.350 5.616
LCF (m) 4.980 5.051

WSA ( ) 43.10 66.60

 0.861 0.697

 0.907 0.942

 0.735 0.704

 1.257 0.989
The material of a ship FRP Alumium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existing and improvement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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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배치하였다. 바지락 패류 형망어선의 경우 망태를 

선수 상갑판 전방부터 적재하므로 어창의 활용도 및 필

요성이 낮기 때문에, No. 28-31 Frame에 폭 방향으로 

2개의 구획만을 어창으로 설계하였다. 끌줄 윈치의 경우 

끌줄이 조타실의 중앙을 통하여 나가는 점을 개선하고

자 끌줄 윈치를 조타실 좌측 No. 3-5 Frame에 배치하여 

조업 안전성을 높였다.
어선원의 복지공간 및 거주설비의 확보를 위해 조타

실의 크기를 길이 방향 1.1 m, 폭 방향 2 m, 높이 1.9 

m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조타실 높이 1.8 m 이상의 기준을 맞추었

다. 또한 조타실 앞 선원실의 크기는 길이 방향 1.5 m, 
폭 방향 2 m, 높이 1.9 m로 간단한 식사 또는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선원 거주 공간을 확대하였다. 
조타실 및 선원실의 길이는 기존선이 4.7 m임에 반해 

개발 어선은 5 m로, 기존 패류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어획물들이 선수 작업원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는 점

을 개선하고자 선별기 끝단에 이동식 컨베이어를 추가

Fig. 7. A General arrangement of the improved shellfish dredg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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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치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하였

다. 또한, 위생 공간의 배치는 상갑판 상부, 선미부 우현

에 간이식 화장실을 배치하였다. 

복원성 검사

개발 어선의 복원성능을 경하상태, 만재 출항상태, 어
장발상태, 만재 입항상태 및 부분만재 입항상태로 총 

5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먼저 복원성 판정을 

위해서 만재 출항상태의 연료유 상황은 연료유 탱크용

적의 87%인 4.158 M/T으로 가정하였고, 기관부 예비품 

및 창고품의 경우 0.070 M/T, 식료품 및 식수의 경우 

0.025 M/T으로 가정하였다. 만재 출항상태의 어구 및 

각종 장비의 경우 1.350 M/T으로 가정하였고, 어장발 

및 만재·부분만재 입항상태 시의 중량은 해수 등의 영향

을 고려하여 기존 중량의 110%인 1.485 M/T으로 가정

하였다. 어장발상태 및 만재 입항상태의 바지락 망태의 

중량은 7.004 M/T으로, 25 kg 망태를 약 280개를 선수에 

적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선원의 영향의 경우 

망태 적재공간의 제외한 구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승선인원인 8명을 기준으로 하여 0.680 
M/T으로 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Table 3에 각 재화상태에 대한 복원성능을 평가하고 

복원성 기준 계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하상태, 만재 

출항상태, 어장발상태, 만재 입항상태 및 부분만재 입항

상태의 5가지 경우의 을 (1)로 나타내었으며, 값

의 경우 어선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제11조 제1항
의 1에 따른 표에 따른 값으로 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

에는 보간법에 따라서 값을 산정하였다. 이후 0.04B+
(𐄂𐄂B/D)-의 값을 (2)로 표시하였다. Table 3의 하단에 

계산된 (1)-(2)의 값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재화상태에서 

복원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재화상태에서 의 값이 

0.04B+(𐄂𐄂B/D)-  계산결과 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복

원성능이 충분하게 만족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패류 형망어선을 개량하기 위하여 설

문조사 및 조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 패류 형망어선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조업 안전성과 작업 효율, 복지 

증대에 주안점을 두어 추가적인 현장조사 및 회의를 통

해 개량형 패류 형망어선의 일반배치도를 작성 및 채택

하였다. 이후 5가지 재화상태로 나누어 비손상시의 트림 

및 초기 복원력 계산을 수행하여 복원성능을 계산하였

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패류 형망어선은 선수에 부력재가 설치

되어 있고, 끌줄이 조타실을 통해 나가는 등 어로장비들

이 과도하게 선미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어로작업

이 힘들었으며, 선원실의 공간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

라 기본적인 복지공간이 매우 부족하였다.
(2) 우리나라 패류 형망어선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어업인의 인적 및 어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유 선박의 평균 톤수는 총톤수 3.71톤이며, 평균 

            Condition
 Items Light ship Full load 

departure
Departure from 

fish ground Full load arrival Half load arrival

Displacement (t) 18.500 25.533 28.784 28.157 24.655

Draft (equi.) 0.912 1.062 1.130 1.117 1.043

Trim by stern (m) -0.925 -0.676 -0.079 -0.111 -0.466

K.M.T (m) 3.269 2.682 2.515 2.546 2.753

K.G (m) 1.100 1.080 1.056 1.070 1.089

G.M (m) 2.169 1.601 1.458 1.477 1.663

  (m) : (1) 2.169 1.466 1.338 1.354 1.523

  (m) 1.095 1.095 1.085 1.088 1.095

0.04B+(𐄂𐄂B/D)-  : (2) 1.029 1.029 1.039 1.036 1.029

(1)-(2) 1.140 0.437 0.299 0.318 0.494

Table 3. Stability evaluation of improvement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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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은 9.68 m, 평균 선령은 16.5년, 선주의 평균 연령은 

62세로 나타났다. 사용 어구 통수의 경우 전남 고흥 지

역의 형망어선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통의 어구를 사용

하고 있으며, 고흥 지역의 경우 1통의 어구만을 사용하

였다. 보유선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 설문을 받은 결

과, 조업 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작업은 투ㆍ양망 

작업(52.6%)이었으며, 그 외에도 어획물 분류 및 갑판 

청소작업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조업 중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 투ㆍ양망기(58.3%)가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

다. 현재 조타실 위치에 관하여는 선미(78.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조선 건조 시에도 선미형

(71.4%) 조타실을 가장 선호하였다.
(3) 현장조사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

소ㆍ어업인 간의 회의를 통해 일반배치도를 작성 및 채

택하였다. 총톤수의 경우 9.17톤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

고, 수선간장 또한 기존선 대비 1.6 m 증가하였다. 형심 

및 계획흘수를 대폭 증가시켜 예비부력을 확보하였고, 
연료유 탱크의 배치를 선미 하부 No. 2-6 Frame에서 

엔진룸 좌ㆍ우현 측 No. 7-20 Frame으로 이동 배치하였

다. 어창의 경우 활용도 및 필요성이 낮으므로, No. 
28-31 Frame에 폭 방향으로 2개의 구획만을 어창으로 설

계하였다. 끌줄 윈치의 경우 조타실 좌측 No. 3-5 Frame에 

배치하여 조업안전성을 높였다. 선박의 재질은 Al을 채

택하였으며, 조타실 크기 및 선원실의 크기를 증대시켜 

기본적인 복지공간을 확보하였다.
(4) 개발선의 복원성능을 5가지 재화상태로 나누어 

초기 복원력 검사를 하였고 모두 어선의 복원성 기준 

계산식에 만족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일반배치도에 따른 

개량 형망어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건조가 완료되는 

2019년도 초에 시험 어구를 제작하여 기존선 대비 조업

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여 실증화 단계를 

거쳐 개선된 패류 형망어선을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량된 패류 형망어선 보급에 앞서, 현재 수산업법 제41
조에 의하면 이동성 구획어업은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개선된 형망어선의 상용화를 위해

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패류 형망어업은 

채취물이 패류 선별기를 통과하여도 선원들의 추가적인 

선별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인 인력 의존도가 높다. 따라

서 패류 선별기의 성능을 개선시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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