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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교통량 증가와 대형화 등 변화하는 

국내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2월 30

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전국 항만에 

대해 2030년까지 총 152선석의 접안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MOF, 2020a).

선박 접안을 위한 신규 부두 축조 시에는 준설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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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조선을 

위해서는 부두 전면 접근 수역의 충분한 여유수심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수심이 확보된 지정항로와 인접한 

해역에 부두가 배치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준설 범위, 기간 

및 준설토의 처리비용 등 준설 비용을 고려할 때 유리한 배

치라고 할 수 있다.

부두가 항로와 인접한 위치에 있을 때 계류중인 선박은 

항행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항주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항주

파의 크기를 줄여 항만의 정온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Kim et al.,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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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부두가 항로와 인접한 위치에 건설되었을 경우 계류선박은 항행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항주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Portable 계측시스템을 제작하여 실제 선박의 Roll 동요량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시뮬레이션 수행에 따른 Roll 동요량은 하역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 선박의 계측 결과에서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분석되었다. 하역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Roll 동요량은 총 18회 분석되었으며, 이 중 다른 시간대의 영향을 받은 

3회를 제외한 15회의 상황 중 11회(73.3%)의 상황이 목포-제주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여객선이 입항하는 시간대와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하역안전성 평가 시 해상교통특성 반영을 제안하는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선박의 하역안

전성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계류선박, Portable 계측시스템, Roll 동요량, 하역안전성, 해상교통특성 

Abstract : When a berth is built close to a fairway, a moored vessel will be affected by the ship waves generated by navigating vessels. In this study, 

a portable measurement system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roll motion of an actual vessel,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simulation results.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roll motion satisfies the loading safety criteria. However, the actual results of the vessel, did not satisfy the criteria 

in some cases. In this study, 18 cases that did not satisfy the loading safety criteria were analyzed. Among these cases, three cases were affected by a 

different time zone of the remaining 15 cases, 11 cases (73.3%) were observed to be consistent with arrival times of passenger ships of more than 

10,000GT sailing between in Mokpo and Jeju.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reflect marine traffic characteristics in the assessment of loading 

safety, which can increase the reliability of results of the loading safety assessment of ships.

Key Words : Moored ship, Portable measurement system, Roll motion, Loading safety, Marine traff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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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11)는 제한수역에서 항행하는 선박과 계류중인 선

박간의 상호간섭력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간섭력이 정지

해 있는 선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항행하는 선박의 항주파는 계류중인 선박의 계류안전성

과 하역작업 시 하역안전성에 영향을 주며, 이와 관련하여 

Kim et al.(2008)은 비선형 파동모형을 적용한 항주파 수치모

형을 구축한 후 이를 항만에 적용하여 항주파를 모의하고, 

안벽 전면에서의 항주파로 인한 계류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Kwak and Moon(2014)의 연구에서는 계류선

박의 동요량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선석 전면에

서 하역한계파고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역안전성 평가의 경우 외력에 의한 선체 운동이 선박의 

통상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체의 6자유도 운동(Surge, Sway, Heave, Roll, Pitch, Yaw)의 

진폭을 검토한다(Cho, 2017). 하역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

우 하역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류화물의 

경우 관 이송 중 선체 동요로 인해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

성이 높다.

현재 해사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계류안전성 평가에서는 부두 및 선박의 제원, 항만의 기

상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를 하지만 항만의 해상교통특

성이 계류중인 선박의 동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

고 있다. 해상교통특성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항주파를 

일으키는 요소로 그 항만을 주로 기항하는 선박의 종류, 크

기 및 선속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ortable 계측시스템을 제작하여 실제 선박

의 Roll 동요량을 계측하고 그 분석 결과를 프로그램 시뮬레

이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선박의 Roll 동요

량이 하역안전성 한계 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대의 해

상교통특성을 분석하여 해상교통특성이 계류중인 선박의 

Roll 동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실제 선박의 Roll 동요량 계측 결과를 분석하

고, 3장에서는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Roll 동요량

에 대한 하역안전성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실제 

계측한 동요량 결과 중 하역안전성 한계치를 초과하는 시간

대의 해상교통특성을 분석하였고, 5장에서 결론을 내렸다.

2. 선박 Roll 동요량 계측

2.1 대상항만 및 대상선박 선정

대상항만의 선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1) 부두 전면수역에 직선항로의 배치

(2)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여부

(3) 특정 규모의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항만

위 조건을 검토하였을 때 직선항로 구간이 배치되어 있으

며,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목포-제주항로를 정기적

으로 운항하는 총톤수 10,000톤급 이상의 선박 통항이 빈번

한 목포항을 대상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목포항의 경우 기존에 항주파 관측에 관한 연구(Jung, 2008)

가 진행되었으며, 대형여객선과 쾌속여객선의 항주파가 중

첩될 때 최대파고가 82.6 cm로 관측되었다.

대상선박의 경우 오랜 기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선박 

Roll 동요량을 연속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화물선의 경우 접안시간이 

길지 않고, 연속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용부두에 접안하여 장기간 정박이 가능한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를 대상선박으로 선정하였다. 

실습선의 운항일정을 고려하여 장기간 정박이 가능한 기

간을 조사하여, 계측기간은 2020년 9월 29일 16시 ~ 10월 9일 

22시까지로 계획하였다. 

2.2 Portable 계측시스템 제작

선박의 Roll 동요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Portable 계측시스

템을 제작하였다. 제작 방법은 Fig. 1과 같이 독자적으로 동

작이 가능한 소형 컴퓨터인 Raspberry pi에 6축 자이로 센서

(MPU-6050)를 이용하여 선박 Roll 동요량을 계측한 후 메모

리 카드에 저장 및 LCD 모니터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Fig. 1. Portable measurement system diagram.

MPU-6050은 6축 자이로 센서로 3축(X, Y, Z) 방향의 자이

로스코프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6개의 값을 동시에 획득하

며(Lee, 2017), I2C(Inter-Integrated Circuit) 통신을 지원하기 때

문에 Raspberry pi와 연결이 용이하다.

가속도 센서가 감지한 X, Y, Z축 가속도 값을 이용해 X, 

Y, Z축 기울기 각도를 구할 수 있다(Kim et al.,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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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들은 CPU 부하나 주위 환경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

므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Complementary filter와 Calman filter

를 사용한다. Complementary filter는 high pass filter와 low pass 

filter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임계치 이하의 값은 버리고 

높은 값만 통과시키고 후자는 높은 값은 버리고 낮은 값을 

통과시킨다. Calman filter는 잡음이 포함된 상태를 추적하는 

filter로서 현 상태에 대한 최적의 예측을 할 수 있다(Park et 

al., 2016).

계측되는 선박 Roll 동요량의 정확도 및 연속성을 위해 데

이터의 저장간격은 약 1/150초로 설정하여 간헐적으로 발생

하는 이상 데이터로 부터의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Portable 계측시스템으로 추출한 데이터는 약 1/150초의 시

간 간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분단위의 데이터로 1차 

변환하였다.

1차 변환은 분당 9,000여개의 데이터 셋을 1개의 데이터 

셋으로 변환하였으며, 변환시 각 현측 최대 동요량이 1개의 

데이터 셋을 이루도록 변환하였다. 

1차 변환된 데이터 셋을 다시 5분 단위의 데이터 셋으로 

2차 변환하였다. 2차 변환시 단위 시간의 설정을 위하여 대

상해역의 선박 통항항적을 바탕으로 직선항행 구간, 부두 

직각 방향의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의 평균 속력을 검토하였

다.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의 평균 속력은 10.6 knots였으며, 

Fig. 2와 같이 가시화한 항적을 바탕으로 직선항행 구간은 

840 m로 적용하였다. 해당 직선구간의 평균 통항시간이 2.57

분 소요됨을 바탕으로 입출항 선박 모두를 검토하기 위하여 

단위시간을 5분으로 설정하였다. 

(Chart source: EyeMTAS)

Fig. 2. Ship’s trajectory.

2차 변환된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하역안전성 평가 한계

치를 초과하는 Roll 동요량을 추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데이

터 셋을 peak to peak 동요량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중 peak to peak Roll 동요량이 1도 이상 

발생한 횟수는 총 136회였으며 데이터 오류를 확인하기 위

하여 136개의 데이터 셋에 대해 변환 전 1/150초 단위 데이

터 셋을 재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 Fig. 3에 표시된 4개의 데

이터 셋이 10초 이내의 시간동안 동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후 단위 시간대에서는 동요량의 변화

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해당 4개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총 2,592회의 시간대의 평균 peak to peak Roll 동요량은 

0.37°였으며, 최대 동요량은 3.44°로 분석되었다.

Fig. 3. Analysis results of roll motion.

3. 계류안전성 평가

해사안전법 제15조에서는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등 해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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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보존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MOF, 2020b).

계류안전성 평가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의 항목 중 해상교

통시스템 적정성 평가 요소이며, 계류된 선박이 바람, 조류 

및 조위 변동, 파랑 등의 외력을 받을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박의 계류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장에서는 실제 선박에서 계측된 Roll 동요량과의 비교를 

위해 국내 해상교통안전진단 계류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TTI(Tension Technology International)

사의 OPTIMOOR S/W(Ver. 6.7.6)를 이용하여 하역안전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Kim, 2020).

3.1 대상선박

계측된 Roll 동요량과의 비교를 위하여, 하역안전성 평가 

시뮬레이션 대상선박은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인 총톤수 

4,700톤급 새누리호로 선정하였다. 새누리호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Category GT 4,700 ton Training ship

LOA (m) 103.0

LBP (m) 94.0

Breadth (m) 15.5

Depth (m) 9.9

Draft (m) 5.4

Projected
Windage

Areas (m2)

Transverse 332

Lateral 1,279

Table 1. Specifications of ship

선박의 하역안전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은 Table 2와 같이 각 선종에 따른 선체운동 기준에 

의한 한계치를 명시하고 있다(MOF, 2017). 본 연구에서는 대

상선박인 총톤수 4,700톤급 실습선의 하역안전성 기준을 연

안화물선 10,000 DWT미만 선박의 본선 하역장비 사용 기준

인 peak to peak Roll 동요량 2°로 설정하였다.

Ship
Type

Loading
Device

Surge 
(m)

Sway
(m)

Heave
(m)

Roll
(deg.)

Pitch
(deg.)

Yaw
(deg.)

Coastal
Carrier

(≺10,000 DWT)

Ship's 
Gear

1.00 1.2 0.6 2 1 1

Table 2. Acceptable standards for ship’s motion

3.2 환경외력 모델링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환경외력은 기상조건과 해상조

건으로 구분되며, 기상조건은 풍향과 풍속, 해상조건은 조

류, 조위 및 파고로 구분하였다.

기상조건인 풍속과 풍향은 Portable 계측시스템 설치 기간

동안의 순간최대 풍향 및 풍속을 적용하였다. 기상청 관측

자료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순간최대풍향 및 

풍속은 Table 3와 같으며 최대 풍속은 10월 4일 북풍 13.9 m/s

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풍향 및 풍속은 북풍 30

knots로 설정하였다.

Date 9/29 9/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Wind

(m/s)

N

8.4

NNW

10.8

WSW

5.4

W

6

NW

5.6

N

13.9

NNW

13.4

NNW

12.1

N

8.3

NNE

6.8

NNW

7.7

Table 3. Instantaneous maximum wind data

해상조건은 대상부두에서 수행된 2018년 신규실습선 건

조에 따른 접안시설 축조 시의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반영하

여 최강창조류 유향 130°, 유속 0.2 knots로 적용하고 최강낙

조류는 310°, 0.2 knots를 적용하였다(MMU, 2018). 조위는 10

월 2일이 삭(new moon) 시기임을 고려하여 대조평균고조위

(H.W.O.S.T) DL.(+)4.32 m, 평균해면(M.S.L) DL.(+)2,43 m, 대조

평균저조위(L.W.O.S.T) DL.(+)0.54 m를 적용하였다.

파고는 우리나라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른 중·대형선

의 하역한계파고인 0.5 m를 적용하였다.

3.3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위한 선박의 계류 모델링은 계측기간 실제 선

박의 계류라인 배치를 반영하여 Fig. 4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Fig. 4. Mooring arrangement.

시나리오는 총 6 case로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에 대한 

선체동요량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Roll 동요량은 Case No.6 결과와 같이 낙조류 대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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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위에서 0.8°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항만 및 어

항설계기준에 따르면 10,000 DWT미만 연안화물선이 본선 하

역장비를 이용할 경우 Roll 동요량 한계치인 peak to peak 2° 

미만으로 하역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Case
No.

Wind Current
Wave 
height

Tide
Roll

(degree)

1

N’ly
30 knots

130°
0.2 knots

0.5 m

H.W.O.S.T 0.6

2 M.S.L 0.6

3 L.W.O.S.T 0.7

4
310°

0.2 knots

H.W.O.S.T 0.7

5 M.S.L 0.7

6 L.W.O.S.T 0.8

Table 4. Results of simulation

4. 평가 결과 비교

4.1 선박 Roll 동요량 비교

OPTIMOOR S/W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선박의 Roll 

동요량 최대치는 0.8°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선박에 Portable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계측한 동요량은 최대 3.44°로 계측

되었다. Peak to peak 동요량이 하역안전성 한계치인 2°를 초

과하는 단위시간 발생 횟수는 18회로 분석되었으며, Table 5

는 하역 한계치를 초과하는 선박 동요량이 발생한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18 ~ 19시, 21시~ 22시에 총 14회(77.8 %)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항만의 해상교통

특성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Time Number of times Roll (degree)

08-09 1 2.82

13-14 2 2.18, 2.61

18-19 7
2.66, 2.64, 2.46, 2.83, 

2.48, 3.44, 3.15

19-20 1 2.73

21-22 7
2.25, 2.62, 2.11, 3.38, 

2.40, 2.15, 3.19

Total 18 -

Table 5. Results of simulation

4.2 해상교통특성 분석

목포항의 해상교통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수집 장비를 Portable 계측시스템 설치 

기간과 동일하게 2020년 9월 29일 ~ 10월 9일까지 설치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부두 직각 

방향으로 통과선을 설정하여, 입항 및 출항 선박을 분석하

였다.

Fig. 5. Selection of gate line.

통과선 분석결과 Table 6과 같이 분석기간 중 입항 선박은 

732척, 출항선박은 685척 총 1,417척의 선박이 통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Gate Line Ratio (%)

Inbound 732 51.7

Outbound 685 48.3

Total 1,417 100

Table 6. Number of passing vessels for gate line (Unit: ship)

Table 7은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을 톤수별, 선속별로 분석

한 결과이다. 총톤수 20,000톤 이상의 선박은 화물선 1척이 

출항하였으며, 총톤수 10,000 ~ 20,000톤급 선박은 화물선 9척

을 제외한 40척(81.6 %)의 선박이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여객

선으로 분석되었다. 통과 속력별 분석결과에서는 15 knots 이

상의 선박 97척 중 기타선박을 24척을 제외한 73척(75.3 %)은 

모두 여객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G/T
Number of 

vessels
Speed (knots)

Number of 
vessels

~500 1,274 ~5 43

500~5,000 74 5~10 573

5,000~10,000 19 10~15 704

10,000~20,000 49 15~20 77

20,000~ 1 20~ 20

Total 1,417 Total 1,417

Table 7. Number of passing vessels by G/T and speed



해상교통특성과 계류중인 선박의 Roll 동요량에 관한 연구

- 79 -

4.3 분석 결과

하역안전성 한계치를 초과하는 총 18회의 시간대 중 전후 

시간대 발생한 선체 Roll 동요량의 영향으로 인해 계측된 동

요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된 3개의 시간대를 제외한 15

개의 시간대에 대하여 해상교통특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하역한계치를 초과하는 총 15회의 시간대 중 선박의 속력

이 15 knots 이상인 횟수는 9회(60.0 %)였으며,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이 통항한 시간대는 13회(86.7 %)로 분석되었다. 

최대 속력이 15 knots 이상이며,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

이 통항한 조건에서 하역안전성 한계치가 초과한 시간대는 

총 8회(53.3 %)로 분석되었다.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이 통항한 시간대 중 단 1회

만 화물선이 통항하였으며, 그 외의 시간대는 모두 목포-제

주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항

선박의 최대 속력이 15 knots를 초과하는 9회 중 7회가 여객

선이 통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하역안전성 한계치 Roll 동요량

을 초과하는 시간대는 18 ~ 19시 6회, 21 ~ 22시 5회로 두 시간

대가 총 11회(73.3 %)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시간대는 목포-제주간 10,000톤급 이상의 여객선이 입항하는 

시간대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부두 전면의 접근 수역은 

충분한 여유수심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수심이 확보된 지정

항로와 인접한 해역에 부두가 배치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준

설 비용을 고려할 때 유리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부두가 

항로와 인접한 위치에 건설되었을 경우 계류중인 선박은 항

행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항주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신규 부두 건설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시 계

류안전성 평가에서는 항만의 해상교통특성이 계류중인 선

박의 동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rtable 계측시스템을 제작하여 실제 선박

의 Roll 동요량을 계측하고 그 분석 결과를 프로그램 시뮬레

이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실제 선박의 Roll 동요량이 하역

안전성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대 해상교통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실제 선박에 Portable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선박의 

선체 Roll 동요량을 계측한 결과 총 2,592회 시간대의 평균 

peak to peak Roll 동요량은 0.37°였으며, 최대 동요량은 3.44°

로 분석되었다.

(2) OPTIMOOR S/W를 사용한 선체 Roll 동요량 시뮬레이

션 결과 peak to peak Roll 동요량은 최대 0.8°가 가장 높게 평

가되었으며, 이는 10,000 DWT미만 연안화물선이 본선 하역

Case Date / Time
Roll

(degree)
Number of 

passing vessels

Maximum Speed Vessels Vessels over 10,000 G/T

Speed (knots) Ship type Status Passing Ship type Status

1 9-29 / 18~19 2.66 5 19.8 Passenger In Yes Passenger In

2 9-30 / 18~19 2.64 4 16.9 Passenger In Yes Passenger In

3 9-30 / 19~20 2.73 1 12.8 Passenger In No - -

4 10-01 / 18~19 2.46 3 19.7 Passenger In Yes Passenger In

5 10-02 / 18~19 2.83 4 23.9 Others In Yes Passenger In

6 10-03 / 18~19 2.48 7 19.2 Passenger In Yes Passenger In

7 10-04 / 13~14 2.18 17 17.1 Oters In Yes Cargo Out

8 10-04 / 18~19 3.44 11 21.2 Passenger In Yes Passenger In

9 10-04 / 21~22 2.25 7 11.9 Oters In Yes Passenger In

10 10-05 / 21~22 2.62 2 11.1 Passenger In Yes Passenger In

11 10-06 / 21~22 2.11 4 11.6 Passenger In Yes Passenger In

12 10-07 / 08~09 2.82 9 16.9 Passenger Out Yes Passenger In

13 10-07 / 21~22 3.38 4 12.0 Cargo In Yes Passenger In

14 10-08 / 13~14 2.61 7 18.2 Passenger In No - -

15 10-09 / 21~22 3.19 2 12.1 Cargo In Yes Passenger In

Table 8. Number of passing vessels by G/T a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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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이용할 경우 Roll 동요량 한계치인 2° 미만으로 하역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Portable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계측한 동요량 중 하

역한계치를 초과하는 총 15회의 시간대를 해상교통조사 결

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선박의 속력이 15 knots 이상인 횟수

는 9회(60.0 %)였으며,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이 통항한 

시간대는 13회(86.7 %)로 분석되었다. 최대 속력이 15 knots 

이상이며,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이 통항한 조건에서 

하역안전성 한계치가 초과한 시간대는 총 8회(53.3 %)로 분석

되었다.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이 통항한 시간대 중 단 

1회만 화물선이 통항하였으며, 그 외의 시간대는 모두 목포-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

항선박의 최대 속력이 15 knots를 초과하는 9회 중 7회가 여

객선이 통항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또한, 하역안전성 한계치 Roll 동요량을 초과하는 시

간대는 18 ~ 19시 6회, 21 ~ 22시 5회로 두 시간대가 총 11회

(73.3 %)를 차지하였으며, 해당 시간대는 목포-제주간 10,000

톤급 이상의 여객선이 입항하는 시간대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하역안전성 평가 시 해상교통특성 반영을 

제안하는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선박의 하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

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항주파 계측을 위한 시스템

을 제작하여 통항 선박과 계류중인 선박 동요량의 상관관계

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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