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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의 선폭을 의미한다. 이 정보를 스테이션 별로 합산하여 수

어선은 선박 관련 해양사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

선면 2차모멘트를 얻고, KM을 계산할 수 있다. 무게중심높

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이 수행될 수 있

이(KG)가 추정되거나, 혹은 구체적인 값이 주어질 경우 횡방

으며, 그 정확도를 높이려면 사고 선박의 복원성 정보가 필

향 복원성의 주요 요소인 ‘횡메타센터높이(GM)’을 도출할

요하다. 특히 소형 어선 경우 사고 당시 기록이 부족한 경우

수 있다. 더불어 얻어진 수선면 정보로부터 ‘수선면계수’ 도

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소형 어선의 복원성 부재정보를 통

추정 가능하다.

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각 흘수에서 본진곡선 기울기, 즉 선폭을 알면 선체 외곽
형상을 재구성할 수 있고, 선체 외곽 침수길이를 길이방향

2. 소형 어선 복원성 근사 추정법
Kim et al.(2017a)에서와 같이 소형 어선의 중량은 크게 6가
지로 분류되며, 총톤수 및 사고 시 추정되는 재화상태 정보

으로 합산하여 대상선의 전체 ‘침수면적’이 근사 추정된다.

3. 추정법의 적용 및 검증

에 의하여 근사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Kim et al.(2017b)에서

사고 대상 어선의 총톤수와 길이, 폭, 깊이 등 주요제원

처럼 국내 소형 어선은 대부분 하드차인과 센터 킬을 갖고

정보만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 선행 연구에서 어선 중량 부

방형 계수 등이 유사하므로 본진곡선을 선폭과 깊이로 무차

재정보 추정 시 통계자료로 활용되었던 20척 이상의 소형어

원화 한 대표 본진곡선을 선정한 후, 어선의 근사적인 유체

선을 대상으로 제안된 추정법을 적용하고 선수/선미 흘수,

역학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

GM 등 복원성 관련 정보를 계산한 후 실제 데이터와 비교

대상 어선의 중량 및 무게중심위치를 선행 연구에서 제안
된 방법으로 추정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중량 정보가 주어

하였다. 추정값과 실제값의 유사함을 통하여 제안식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질 경우, 역시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대표 무차원 본진곡선
과 연동 계산함으로써 ‘선수 및 선미 흘수’ 추정이 가능하

4. 결 론

다. 정적 부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량과 부력의 일치,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분석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기 위

길이방향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위치가 일치한다는 조건을

한 소형어선의 복원성 부재정보 추정법을 제안하였다. 통계

이용하여 선수/선미 흘수를 추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면 분석 과정에 추가하여

력중심위치(LCB, KB)’ 가 도출된다.

추정법의 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진곡선은 각 스테이션에서 흘수 별 침수면적 정보
이므로 특정 흘수에서 본진곡선 기울기는 해당 수선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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