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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 목적1

산하고, 파주력은 닻과 묘쇄의 파주력을 계산한다. 프로그램 입

주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기존 이론식과 본 연구

력값으로는 수선간장, 선폭, 흘수, 정면 풍압면적, 풍속, 조류 유

자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

속, 파고, 방형 비척 계수, 닻과 묘쇄 무게, 저질, 닻의 형식 및

여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

신출 길이, 해저로부터 묘쇄공까지의 길이 등을 입력 항목으로

그램은 외력 및 파주력 계산 이론식 정리, 이론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작업, 사용자 이용이 편리한 UI 구성, 입력요소는 이
용자가 선박에서 쉽게 획득이 가능한 요소로 구성, 대표적 선종
5종(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PCC, 탱커)으로 구성하였다.

3. 결 론
선박이 정박 중 강풍으로 인해 주묘되어 좌초되는 사고가 발
생되고 있다. 선박에서는 강풍에 따른 외력과 파주력을 비교하

2. 연구 방법

여 주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C-14형과 ASS형 앵커의 파주계수 비교에 관

서 주묘 위험성 판단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보다 손쉽게 선

한 연구 및 주묘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그리고 묘박중인 선박

박에서는 주묘 위험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

의 풍압력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의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주묘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묘 사례를 통해 검증이 요구된다.

위험성 판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선박의 주묘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외력을 계산하고, 선박의 파주력을 도출하여 파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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