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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선 새바다호의 천수역 선회운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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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urning-motion of T/S SAEBADA in shallow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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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s has predicted the maneuvering characteristics of a fishing vessel in deep water using Kijima's empirical formula 
in a previous study. Since the Kijima’s empirical formula was developed by a regression analysis of merchant vessels which 
have dimensions (,  , etc.)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fishing vessels, it was possible to make a prediction 
approximately even with inaccurate estimation. In this study, the authors estimated the turning-motion characteristics of 
a model ship of fisheries training ship in shallow water based on the results of its previous study. The turning-motion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ship in shallow water was found out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ccording to the water depth 
to ship draft ratio  . In conclusion, the turning-motion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ship had significant changes 
immediately after an  , and this result will be helpful for sailing in shallow water.
 
Keywords: Turning-motion, Empirical formula, Model ship, Fisheries training ship, Shallow water

서 론

해상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선박의 크기

가 커지고 척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해양오염 사고의 발

생 규모 역시 커졌다. 특히, 1989년 발생한 대형 원유 

운반선 EXXON VALDEZ호의 원유 유출사고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야기하였고, 선박 안전 운항의 관점에서 조

종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선박의 조종성은 크게 

선박이 가진 고유한 조종성능,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평가되며, 조종성이 나쁜 선박은 

해양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들 요인 중에서 선박 고유의 조종성능은 불가항력이 

포함된 인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과는 달리 설계와 건

조 방법에 의해 개선시킬 수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1993년 11월 최소한 선박이 가진 고유한 조종

성능 부족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선박 조종성

능에 관한 잠정적인 기준(interim standards for ship 
manoeuverability)을 채택하였고, 2002년도 76차 MSC 
(Maritime Safety Committee)에서 최종적으로 조종성능 

기준(선회, 보침 및 정지성능 등)을 확정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타와 추진기를 가진 길이(수선

간장) 100 m 이상의 동력선 및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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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컬 탱커와 가스 캐리어에 적용하였다(IMO, 2002).
IMO 조종성능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실선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 인력, 예산 등이 

별도로 소요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리나 개조

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Lee et al., 2018)하기 때문에 설

계단계에서부터 선박의 조종성능을 추정 하고자 하는 

연구는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조선소 설계 실무에서는 주로 모형 시험이나 유

사 실적선의 조종성능 시험 결과를 회귀 분석한 추정 

근사식(이하 경험식이라 한다.)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은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조종성능 평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설계 단계에서의 선박 조종성능 추정을 위한 경험식

에 관한 연구는 IMO 조종성능 기준의 적용 대상인 대형 

상선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Lee et al., 2018), 적
용대상이 아닌 어선 건조 과정에 있어서도 예산, 시간 

등의 이유에서 상선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험식을 그대

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의 선박 해양사고 발생 척수는 어선이 비어선(상선 포

함, 수상레저기구 제외)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먼저, 충
돌사고의 경우, 총 1,637척 중에서 어선이 1,013척으로 

비어선 624척을 모두 합친 것보다 평균 36.4% (2013년
도 24.6% [50척], 2014년도 26.1% [57척], 2015년도 

49.7% [158척], 2016년 45.3% [124척]) 많았으며, 좌초

사고 또한 총 421척 중에서 어선이 306척으로 비어선 

115척 보다 평균 57.6% (2013년도 17% [9척], 2014년도 

68% [51척], 2015년도 69.2% [45척], 2016년 71.6% [86
척]) 많았다(KMST, 2013~2016). 비록 이 기간 동안 등

록된 어선의 척수(평균 68,475척)가 비 어선의 척수(평
균 9,282척)를 모두 합친 것보다 평균 7배(KMST, 
2013~2016) 정도 많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발생 척수

의 절대적 수치로 보았을 때 향후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해양오염의 

관점이 아닌 인명피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선 역시 설

계단계에서부터 조종성능을 추정하는 연구와 방법은 필

요하다. 또한, 천수역에서의 어선 선회운동 특성을 추정

하는 연구는 입ㆍ출항과 연안항해가 잦은 어선의 안전 

운항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들은 조선소 설계 실무에서 널

리 쓰이는 Kijima et al. (1990a; 1990b; 2004) 경험식을 

어선 선형인 T/S 새바다호에 적용하여 심수역에서의 유

효성 유무를 확인하였고, 천수역에서의 선회운동을 추

정하여 수심 대 선박 흘수와의 비(심도비, H/d)에 따른 

선회운동 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단, H/d 
> 3.0일 때를 심수(deep water)라 하며, 1.2 < H/d < 1.5일 

때를 천수(shallow water)라 한다(ITTC, 2003).
       

재료 및 방법

대상선박은 경상대학교 소속의 어업실습선 새바다호

(이하 Model ship이라 한다)이며, 길이 60.6 m (LPP), 
폭 12.3 m (mld), 설계흘수 4.5 m의 선미식 트롤어선이

다(Table 1, Fig. 1). Model ship의 선정 이유는 연구에 

필요한 설계상 제원, 저항, 자항 시험 결과를 비롯한 실

선 시운전 시험 자료 확보가 가능하였고, 트롤어선의 

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아래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Model ship의 천

수역에서의 선회운동 특성을 추정하였다. 
첫째, Model ship의 설계상 제원, 프로펠러 단독시험 

등의 결과 값을 식 (7)에 기술한 Kijima et al. (1990a) 
경험식에 대입하여 심수역에서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을 도출하였고, 그 값을 이용하여 ± 35° 타각에서의 

선회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Model ship의 실선 시운전 당시의 선회운동 

시험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상선을 대상으로 개

발된 경험식을 어선 선형에 적용함에 있어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T/S SAEBADA (Stern trawler)
Model ship Full scale ship

Scale 20.2 : 1

 (m) 3 60.6

 (m) 0.6089 12.3

 (m) 0.2228 4.5

 0.616 0.616

L/B (m) 4.927 4.927

Table 1. Ship’s particular of T/S SAE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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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식에 대입하여 심수역에서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을 도출하였고, 그 값을 이용하여 ± 35° 타각에서의 

선회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Model ship의 실선 시운전 당시의 선회운동 

시험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상선을 대상으로 개

발된 경험식을 어선 선형에 적용함에 있어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T/S SAEBADA (Stern trawler)
Model ship Full scale ship

Scale 20.2 : 1

 (m) 3 60.6

 (m) 0.6089 12.3

 (m) 0.2228 4.5

 0.616 0.616

L/B (m) 4.927 4.927

Table 1. Ship’s particular of T/S SAEBADA

Fig. 1. Body plan, bow and stern contours of hull form.

Fig. 2. Fortran program for calculating form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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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타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조종 유체력 미계

수 값 계산은 수식 계산에 특화되어 있는 포트란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Fig. 2). 또한, 시뮬레이션 수행 당시의 

조건은 설계상 만재흘수 4.5 m (even keel), 초기 선속 

14 knots에서 수행하였으며, 풍랑과 파랑 등의 외란

(disturbance)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아래의 Fig. 3에 도시된 실선 시운전 당시의 조건과 다소 

차이를 나타내나, 실선 시운전 시험 시 Beaufort scale 
3 이하에서는 통상의 자료를 얻을 수 있고, Froude 수 

0.3 이하에서는 속력이 선회권에 관계치 않는 점(Yoon, 
2002)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치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

용한 조종성능 검증이라는 연구 수행에는 부합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유효성 검증 결과, 저자들은 Kijima et al. 

(1990a) 경험식을 이용하여 심수역에서 Model ship의 

조종성능 추정이 대략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따라서 도출하였던 Model ship의 심수역에서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을 천수역에서의 선박 조종성능 추정 

근사식인 Kijima et al. (1990b; 2004) 경험식에 대입하여 

심도비(H/d 6.0, 1.5, 1.2)를 달리한 조건에서 조종 유체

력 미계수 값을 또다시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Model ship의 천수역에서의 조종 유체

력 미계수 값을 이용하여 각 조건에서의 침로 안정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별하였고, ± 35° 타각에서의 선회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심도비에 따라 변화하는 

조종성능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본 수학 모형 

좌표계와 조종운동 방정식

좌표계는 지구고정좌표계(  )위에 원점을 

선체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으로 고정 시킨 선체

고정좌표계(  )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정수면이며, 는 수직 아래쪽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는 선수, 는 우현, 는 선저 방향이 

각각 양(+)의 방향을 나타낸다(Fig. 4). 이때 조종운동 

방정식을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 
 
 cossin′′ ′sin  ′

′′ 


 sincos′′ ′cos  ′


′ 

′ 
 




′

′ ′

Fig. 3. Conditions of the sea trial test of the model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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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  ,   : 선체질량, X 방향 부가질량, 
Y 방향 부가질량 

 ,   : 선체 관성모멘트, 부가 관성모멘트

 ,  , ′  : 선속, 편각, 선회각속도

 , , 위첨자(′), 위첨자( ․ ) : 선체길이(), 
      선박흘수, 무차원화, 시간에 대한 미분

식 (1)의 무차원화는 아래의 식 (2)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식 (1) 우변의 외력항  ′ ,  ′ ,  ′은 선박에 작용하는 

힘을 Hull, Propeller, Rudder 성분의 힘으로 나누어 식 

(3)과 같이 MMG (Maneuvering Modeling Group)형으

로 나타낼 수 있다(Yasukawa and Yoshimura, 2015).

 ′
′ 

′ 
′

 ′
′ 

′

 ′
′ 

′

여기서, 아래 첨자 H, P, R은 각각 Hull, Propeller, 
Rudder를 의미한다.

Hull에 작용하는 유체력

Hull에 작용하는 유체력 
′ , 

′ , 
′ 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Kijima et al., 1990a).


′  

′  ′sin  ′ cos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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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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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ller에 의한 유체력

Propeller에 의한 힘은 보통 선박의 전후 방향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미소한 횡방향의 힘 
′ 과 모멘트 

′ 를 

생략하면, 
′ 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Kijima 

et al., 1990a).


′      


 

 

     


     

 
여기서, 
 , ,   : 프로펠러 직경, 프로펠러 회전수, 상수

 ,  ,    : 전진운동 시 추력감소계수, 추력계수, 
              전진계수

      : 프로펠러 단독 특성

    : 프로펠러 위치에서 유효반류계수

Rudder에 의한 유체력

Rudder에 의한 유체력 
′ , 

′ , 
′ 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Kijima et al., 19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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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ordinate systems for ship manoeuvring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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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조타 저항 감소계수, 타력 증가계수


′ , 

′  : Rudder 위치에서 축 좌표의 무차원 값, 

조타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횡력 작용점의 축 좌표의 

무차원 값


′  : Rudder에 작용하는 직압력의 무차원값

Kijima et al (1990a) 경험식

Model ship의 천수역에서의 조종성능을 추정하기 위

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한 식은 설계단계에서 널

리 쓰이고 있는 Kijima et al. (1990a) 경험식이다. 이 

식은 대형 상선의 모형 시험 결과를 회귀 분석하여 도출

한 것으로써, 대상선박의 주요 제원, 프로펠러 단독시험

결과 등을 이용하여 선박에 작용하는 조종 유체력 미계

수 값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경험식을 통하여 도출한 미계수 값을 이용하면 건조 

이전 대상선박의 조종성능을 추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

라, 조종성능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Hull
에 작용하는 조종 유체력 미계수를 도출하는 선형식의 

예를 나타내면 식 (7)과 같다.


′  

 


′  ′ ′  


′  


′   

여기서,
    : 와 에 관한 Y의 도함수

    : 와 에 관한 N의 도함수

  

  

수정계수(Correcting factor)를 포함한 조종성능 경험식 

천수역에서의 선박 조종성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

체력을 비롯하여 심도비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가지 요

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Kijima et al. (1990b; 2004)은 

심도비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정계수가 포함된 천수역에

서의 선박 조종성능 경험식을 제안하였고, 선형식의 예

를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여기서, 




×  : 심도비의 영향을 고려한 수정계수

≡ , ∞ : 심도비, 심수

 

침로 안정성 판별식

추정 대상 선박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을 이용하면 

침로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때 침로 

안정성을 판별하는 조건은 식 (9)와 같으며, 안정성 지수 

‘C’ 의 값이 양(+)이면 침로가 안정하고 음(-)이면 불안

정하다고 판별한다. 또한, 
′ ′  ′′ 는 

항상 양(+)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  ′ 의 값이 

양(+)이면 침로가 안정하고 음(-)이면 불안정하다고 판

별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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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여기서, 


′  , 

′   : 모멘트 레버와 횡력 레버   

결과 및 고찰

Kijima et al. (1990a) 경험식 유효성 검증

Kijima et al. (1990a) 경험식에서 도출한 Model ship
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심수역) 값을 이용하여 수행한 

선회운동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선 시운전 시험 결과 모

두 IMO 조종성능 기준에 충족하였으며(Table 2), ±35º 
turn 비교 결과, -35º turn에서 Model ship의 정상 선회반

경 결과 값이 실선보다 0.42 L 작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는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

다(Fig. 5). 여기서, 선체에 작용하는 조종 유체력 미계수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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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로 안정성 판별식

추정 대상 선박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을 이용하면 

침로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때 침로 

안정성을 판별하는 조건은 식 (9)와 같으며, 안정성 지수 

‘C’ 의 값이 양(+)이면 침로가 안정하고 음(-)이면 불안

정하다고 판별한다. 또한, 
′ ′  ′′ 는 

항상 양(+)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  ′ 의 값이 

양(+)이면 침로가 안정하고 음(-)이면 불안정하다고 판

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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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모멘트 레버와 횡력 레버   

결과 및 고찰

Kijima et al. (1990a) 경험식 유효성 검증

Kijima et al. (1990a) 경험식에서 도출한 Model ship
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심수역) 값을 이용하여 수행한 

선회운동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선 시운전 시험 결과 모

두 IMO 조종성능 기준에 충족하였으며(Table 2), ±35º 
turn 비교 결과, -35º turn에서 Model ship의 정상 선회반

경 결과 값이 실선보다 0.42 L 작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는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

다(Fig. 5). 여기서, 선체에 작용하는 조종 유체력 미계수 

(7)

(8)

(9)
값은 어떠한 보정도 거치지 않았다.

천수역에서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

Kijima et al. (1990b; 2004) 경험식을 이용하여 도출한 

Model ship의 선체에 작용하는 횡력, 모멘트의 선형 미

계수 값을 심도비에 따라 Table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odel ship은 심도비가 작아질수록, 즉 수심이 얕아질수

록 
′ 와  

′ 는 커졌고,  
′는 작아졌다. 또

한, 
′  ′′ 는 H/d 1.5까지는 미소하게 

작아지다가 이후 급격히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6).

Model ship
(simulated)

Full scale ship
(measured)

Standards 
Criteria of IMO

+35º turn
Advance (m) 161 (2.66 L) 170 (2.80 L) 〈 4.5 L
Transfer (m) 114 (1.88 L) 117 (1.92 L)

Tac. Dia. (m) 204 (3.37 L) 216 (3.56 L) 〈 5.0 L

-35º turn
Advance (m) 156 (2.57 L) 172 (2.83 L) 〈 4.5 L
Transfer (m) 109 (1.8 L) 123 (2.03 L)

Tac. Dia. (m) 200 (3.29 L) 225 (3.71 L) 〈 5.0 L

Table 2. Values of the trajectories in deep water between the model ship and full scale ship

Deep water Shallow water
H/d 6.0

(d/H 0.167)
H/d 1.5

(d/H 0.667)
H/d 1.2

(d/H 0.833)

′  0.3935 0.5834 1.0243


′′′  -0.1832 -0.2095 0.1080

 
′  0.1445 0.227 0.4115

 
′ -0.0533 -0.0555 -0.0794

Table 3. Linear hydrodynamic derivatives of the model ship considering H/d

Fig. 5. Comparison of trajectories in deep water between the model ship and full scal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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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비에 따른 침로안정성 판별

심도비를 달리하여 도출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을 

이용하여 해당 심도비에서의 침로 안정성을 판별한 결

과, H/d 6.0부터 1.5까지는 침로 안정성 판별 지수 ‘C’ 
의 값이 음(-)을 나타내며 침로가 불안정하고 H/d 1.2에
서는 침로가 안정한 것으로 판별되었다(Table 4).

특히, H/d 6.0부터 1.5까지는 침로 안정성이 미소한 

간격으로 더욱 불안정해지다가, H/d 1.5 직후 침로 안정

성의 정도가 급격히 상승되면서 1.2에서는 ‘C’의 값이 

Deep water Shallow water
H/d 6.0

(d/H 0.167)
H/d 1.5

(d/H 0.667)
H/d 1.2

(d/H 0.833)

′  0.3935 0.5834 1.0243


′′′  -0.1832 -0.2095 0.1080

 
′  0.1445 0.227 0.4115

 
′ -0.0533 -0.0555 -0.0794
C -0.0055 -0.0152 0.1258

Table 4. Hydrodynamic derivatives for the course keeping qualities considering H/d

Fig. 6. Linear hydrodynamic derivative curves considering (d/H).

 Fig. 7. Course keeping qualities curve considering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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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비에 따른 침로안정성 판별

심도비를 달리하여 도출한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을 

이용하여 해당 심도비에서의 침로 안정성을 판별한 결

과, H/d 6.0부터 1.5까지는 침로 안정성 판별 지수 ‘C’ 
의 값이 음(-)을 나타내며 침로가 불안정하고 H/d 1.2에
서는 침로가 안정한 것으로 판별되었다(Table 4).

특히, H/d 6.0부터 1.5까지는 침로 안정성이 미소한 

간격으로 더욱 불안정해지다가, H/d 1.5 직후 침로 안정

성의 정도가 급격히 상승되면서 1.2에서는 ‘C’의 값이 

Deep water Shallow water
H/d 6.0

(d/H 0.167)
H/d 1.5

(d/H 0.667)
H/d 1.2

(d/H 0.833)

′  0.3935 0.5834 1.0243


′′′  -0.1832 -0.2095 0.1080

 
′  0.1445 0.227 0.4115

 
′ -0.0533 -0.0555 -0.0794
C -0.0055 -0.0152 0.1258

Table 4. Hydrodynamic derivatives for the course keeping qualities considering H/d

Fig. 6. Linear hydrodynamic derivative curves considering (d/H).

 Fig. 7. Course keeping qualities curve considering (d/H).

양(+)을 나타냈다(Fig. 7). 이는 H/d가 1.5보다 작아지면 

선체에 작용하는 마찰 저항이 커지고 타효가 줄어드는 

등 외력이 조종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도로 증가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심도비에 따른 조종성능 특성

심도비가 고려된 각 조건에서 도출한 Model ship의 

조종 유체력 미계수 값을 이용하여 ± 35° 타각에서의 

선회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5와 Fig. 
8, 9와 같다. 여기서, L은 선체의 길이를 나타낸다.

Table 5와 Fig. 8,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Model ship은 
± 35° 타각 선회운동에서 H/d가 작아질수록 Advance는 궤적

의 크기에 비례하여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Tactical 
diameter는 H/d 1.5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Deep water Shallow water
H/d 6.0

(d/H 0.167)
H/d 1.5

(d/H 0.667)
H/d 1.2

(d/H 0.833)

+35º turn
Advance (m) 161 (2.66 L) 170 (2.81 L) 187 (3.09 L)
Transfer (m) 114 (1.88 L) 127 (2.1 L) 166 (2.74 L)

Tac. Dia. (m) 204 (3.37 L) 254 (4.19 L) 321 (5.3 L)

-35º turn
Advance (m) 156 (2.57 L) 165 (2.72 L) 180 (2.97 L)
Transfer (m) 109 (1.8 L) 125 (2.06 L) 157 (2.59 L)

Tac. Dia. (m) 200 (3.29 L) 247 (4.08 L) 306 (5.05 L)

Table 5. Turning motion trajectories of the model ship considering H/d

Fig. 8.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turning motion trajectories considering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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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일반적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은 H/d가 작아질수록 선

회저항 모멘트, 타압 모멘트, 수심에 따른 동압력 등 유

체력의 영향으로 선회성은 저하되고, 침로 안정성 또는 

추종성은 향상되는 특성을 나타낸다(Yoon 2002). 그러

나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는 심도비 구간은 선종과 선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선박(상선)의 

모형시험 결과만으로 회귀 분석된 경험식을 모든 선종

과 선형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추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험식은 

없기 때문에 상선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험식을 아무런 

보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수행한 이 연구는 상선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험식

을 어선 선형을 가진 Model ship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천수역에서의 조종성능 특성을 분석한 것

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Model ship은 H/d 1.5 직후 Advance는 미

미하게 증가하였으나, Tactical diameter는 급격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항내와 같은 얕고 좁은 천수역

에서 충돌 회피를 위한 동작을 실시할 경우, 상대선박과

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선회공간 확보가 더욱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Model ship과 

유사한 제원 특성을 가진 어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Kijima et al. (1990a; 1990b; 2004) 경험식은 

제한된 상선(특히  가 0.8 이상의 저속 비대선)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귀분석 과

정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   등(Yoshimura 
and Masumoto, 2011)이 상선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어선( 0.6 부근)에 보정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추정 오차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험식을 

Fig. 9. Comparison trajectories of the model ship considering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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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일반적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은 H/d가 작아질수록 선

회저항 모멘트, 타압 모멘트, 수심에 따른 동압력 등 유

체력의 영향으로 선회성은 저하되고, 침로 안정성 또는 

추종성은 향상되는 특성을 나타낸다(Yoon 2002). 그러

나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는 심도비 구간은 선종과 선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선박(상선)의 

모형시험 결과만으로 회귀 분석된 경험식을 모든 선종

과 선형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추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험식은 

없기 때문에 상선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험식을 아무런 

보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수행한 이 연구는 상선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험식

을 어선 선형을 가진 Model ship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천수역에서의 조종성능 특성을 분석한 것

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Model ship은 H/d 1.5 직후 Advance는 미

미하게 증가하였으나, Tactical diameter는 급격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항내와 같은 얕고 좁은 천수역

에서 충돌 회피를 위한 동작을 실시할 경우, 상대선박과

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선회공간 확보가 더욱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Model ship과 

유사한 제원 특성을 가진 어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Kijima et al. (1990a; 1990b; 2004) 경험식은 

제한된 상선(특히  가 0.8 이상의 저속 비대선)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귀분석 과

정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   등(Yoshimura 
and Masumoto, 2011)이 상선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어선( 0.6 부근)에 보정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추정 오차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험식을 

Fig. 9. Comparison trajectories of the model ship considering H/d.

이용하

여 어선의 조종성능을 추정함에 있어서 정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어선 선형의 제원 파라메터가 경험식에 포

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 파라메터는 향후 어선 선형의 

제원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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