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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항로표지사고는 통항선박의 항행위험을 초래하고,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해상에 가장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부표는 바람, 조류, 파도 등 해양기상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부표 설치해역별 해양기상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등부표의 동적안정성 계산에 있어 전 해역에 일류적인 극한조건만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등부

표 중 해상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LL-26(M)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을 분석하여, LL-26(M) 등부표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등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해역별 기상을 분석한 후, 해양기상에 의한 사고발생 횟수가 많은 해역별 대표 등부표에 적용하

여 동적안정성(경사각)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각 해역별 LL-26(M) 등부표의 경사각은 상이하였다. 즉, 바람에 의한 경사각은 10.329°~ 

36.868°이고, 조류에 의한 경사각은 0.123°~18.834°이며, 파도에 의한 경사각은 4.777°~20.695°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L-26(M) 등부

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해역별 설치기준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LL-26(M) 등부표, 해양기상, 동적안정성, 항로표지사고, 경사각

Abstract : AtoN Accident causes navigation dangerous to ships and reduces the credibility of aids to navigation. The most light buoys
on the sea have the highest accident rate from the influence of sea weather such as wind, current, and waves. However, in Korea, despite
the different sea weather conditions in each sea area, in calculating the dynamic stability of the light buoy, there is a problem that only
limit value conditions are applied to all sea area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ynamic stability of the LL-26(M)
light buoy, the most installed buoy of its kind on the sea and suggest a stable operation plan for the LL-26(M) light buoy. To achieve
this, after analyzing the weather for each sea area of the previous study related to the light buoy, the dynamic stability (inclination angle)
was estimated by applying to the representative light buoys of each sea area wherein the number of accidents caused by sea weather
was high.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nclination angle of LL-26(M) light buoy for each sea area was different. That is, the inclination
angle caused by winds was 10.329°-36.868°, the inclination angle caused by currents was 0.123°-18.834° and the inclination angle caused
by waves was 4.777°-20.695°. The results of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useful for installation standards for each sea area for stable
operation of the LL-26(M) light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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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해상 및 육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로표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중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는 항만 및 어항에

설치된 방파제등대 다음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항내외의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는 총 676기(2018년 기

준)에 달하고 있으며, 표준형 철재 등부표 10종 중에서

LL-26(M) 등부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MOF, 2018).

대다수 항로표지는 육상 또는 해상에 고정되어 운영되지만,

등부표는 해저에 계류시스템(침추, 체인 등)을 이용하여 항로

주변 등의 해상에 정치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 조류, 파고 등

의 해양기상에 항상 영향을 받고, 선박과의 충돌 위험에 노출

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 10년간(2009~2018년) 항로표지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항로표지사고의 절반 이상은 등부표에서 발

생하였고, 사고의 원인은 기상적인 요인과 선박과의 충돌 등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 설치되는 등부표는 2001년 해양수산부가

해역조건, 수심, 조류 등의 자연환경 조건과 정적·동적 안정성

을 고려하여 철재형 등부표 10종(부표 9종)을 표준화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등부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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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Wind-m/s, Wave-m, W-Cy-Sec, Current-kt

구 분
1980-1999 1980-2009 2012-2018 Max Value

Wind Wave Wind Wave Wind Wave W-Cy Current Wind Wave W-Cy Current

Incheon 35.1 4.9 32.8 2.8 28.2 13.3 12.8 3.3 35.1 13.3 12.8 3.3

Pyeongtaek - - 32.8 2.6 30.3 11.1 12.8 2.8 32.8 11.1 12.8 2.8

Daesan 54.6 5.1 33.6 2.7 42.5 11.8 17.0 4.9 54.6 11.8 17.0 4.9

Gunsan 40.4 6.2 37.8 5.0 35.6 7.8 12.8 2.6 40.4 7.8 12.8 2.6

Mokpo 35.5 5.3 37.8 1.1 49.6 14.6 28.8 3.4 49.6 14.6 28.8 3.4

Jindo - - 46.0 6.7 36.8 13.7 16.0 3.8 46.0 13.7 16.0 3.8

Yeosu 42.2 6.2 49.2 2.1 44.9 16.7 16.0 2.4 49.2 16.7 16.0 2.4

Masan 45.5 1.0 38.8 1.0 24.5 8.0 21.3 1.3 45.5 8.0 21.3 1.3

Busan 44.9 5.1 43.0 9.1 47.6 8.9 20.3 2.0 47.6 9.1 20.3 2.0

Jeju 38.6 5.9 60.0 7.3 39.7 14.4 17.0 3.9 60.0 14.4 17.0 3.9

Ulsan 44.9 4.7 36.7 6.8 33.9 10.8 16.0 2.7 44.9 10.8 16.0 2.7

Pohang 36.5 4.7 38.0 8.1 33.9 10.8 16.0 0.4 38.0 10.8 16.0 0.4

Donghae 26.7 5.4 41.3 7.4 35.1 6.6 10.7 1.9 41.3 7.4 10.7 1.9

mean 40.4 5.0 40.6 4.8 37.1 11.4 16.7 2.7 45.0 11.5 16.7 2.7

Sour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01, 2017),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0)

Table 1 Maximum value of sea weather by previous studies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등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기상을

분석하였다(MOF, 2001; MOLIT 2010).

따라서 설치해역에 따라 해양기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등부표에 미치는 동적안정성(경사각)은 해역별로 상이하게 적

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설치된 등부표

의 동적안정성 계산에 적용되는 해양기상 조건은 해양수산부

에서 발간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14)’에 명시된 극한조

건만을 고려하여 전 해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다. 그리고 최초 표준화 이후 등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기

상 요소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

부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된 항로표

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부표(25.7%, 2018년 기준)

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방안 제시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에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등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LL-26(M) 등부표를 중심

으로 각 해역별로 상이한 해양기상 조건을 고려한 동적안정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등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최신(2017~2018년)의 해역별 해양기상을 분석한 후,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풍속, 조류, 파고, 파주기

등의 해양기상 조건을 해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마지

막으로 항로표지 사고분석을 통해 해양기상에 의해 해역별 사

고빈도가 가장 높은 LL-26(M)을 각 해역의 대표 등부표로 지

정 후, 동적안정성을 분석하여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해양기상 분석

등부표는 2001년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에 의하여 표준화

되었으며, 이후 표준형 등부표와 관련한 연구는 2010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실시되었다. 등부표는 해상의 바람, 조류,

파고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

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분석된 요소가 해양기상 조건

이다.

먼저, 2001년 실시된 표준형 (등)부표 개발에 관한 연구에

서 분석된 기상조건의 경우, 바람은 기상청의 20년(1980~1999

년) 관측자료를 분석하였고, 파랑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20

년(1979~1998년) 천해파랑 및 연안격자점 자료를 분석하였다

(MOF, 2001). 둘째, 2010년 실시된 해상여건에 적합한 특수부

표류 개발 및 등탑상부 표준화 연구에서는 풍속, 파고는 기상

청의 30년(1980~2009년) 기상자료를 분석하였다(MOLIT,

2010). 즉, 2001년과 2010년 연구에서 분석된 기상 요소들은

현재와 달리 해상에 기상부이, 등표 등의 자료가 부족했기 때

문에, 기상청의 육상 기상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2017년 표준형 부표류 개선 연구에서는 해상에 설치

된 기상부이와 기상등표의 해상기상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시기로서, 각 해역 항만인근에 설치

된 기상부이 및 기상등표의 5년간(2012-2016년) 풍속, 파고,

파주기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MOF, 20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자료(1980-2016년)에

2017년 해양수산부 연구에서 분석한 해상의 기상부이 및 기상

등표의 최근 2년간(2017~2018년)을 추가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 파고, 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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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최대값을 해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대풍속의 경우 45m/s 미만은 인천, 평택을 포함한 6개 해역

이었고, 45m/s 이상은 7개 해역이었다. 해상 기상부이 및 기

상등표에서 관측(2012~2018년)된 경우 마산과 인천에서

30m/s 이하로 관측되었다. 최소풍속은 마산(기상부이)에서 관

측된 24.5m/s였고, 최대풍속은 제주(기상대)에서 관측된

60m/s으며, 최대값의 평균 최대풍속은 45m/s였다.

둘째, 파고는 최소 1.0m에서 최대 6.7m까지 다양하게 관측

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마산의 1.0m를 제외하면 대부분

4.7m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해상 기상부이 및 기상등표에서

관측(2012~2018년)된 경우 군산, 마산, 동해 등을 제외하면 대

다수 10m 이상 육상(기상대)에서 기록된 파고보다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최대값의 평균 최대파고는 11.5m였다.

셋째, 파주기와 조류속도는 2009년 이전에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2012~2018년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였다. 각 해역별 파

주기는 대체적으로 10.0sec 이상이었으며, 목포가 28.8sec로

가장 길었고, 동해가 10.7sec로 가장 짧았다. 조속1)은 관측되

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0.4kt에서 3.9kt까지

다양했다. 최대 평균값은 파주기가 16.7sec이고, 조속이 2.7kt

였다.

이처럼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해양기상은 각

해역별로 상이하지만, 등부표의 동적안정성과 관련한 해양수

산부의 기준과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해역 특성에 관계없이 극

한조건으로 풍속(45m/s), 조속(5kt), 파고(5m), 파주기(10sec)

를 일괄 적용하여 LL-26(M)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을 계산하

고 있다. 등부표는 설치위치에 따라 바람, 조류, 수심, 파고 등

이 상이하므로 동적안정성에 차이가 있다. 등부표 설치시 해

역의 기상 최대값을 고려하고, 동적안정성에 맞게 설치 운영

된다면 등부표 사고예방을 통해 이용자 및 관리자에게 신뢰성

이 높은 항로표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해역별 40년간의 해양

기상 조건을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3. 등부표의 설치기준 및 사고 분석

3.1 등부표 현황 및 설치기준

우리나라 전 해역에 3,226기(2108년 말 기준)가 설치·운영

되고 있는 항로표지는 선박의 위치측정 정보, 해상물류지원,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상교

통안전 확보 및 연안환경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im and Moon, 2018).

Fig. 1은 항로표지 종류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현재 광파표지가 2,631기(81.6%)로 가장 많으며, 이러한 광파

표지 중에서는 방파제등대가 801기(30.4%)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그 다음 순으로 등부표가 676기(25.7%)를 차지하

고 있다. 등부표를 형식(총 17기)에 따라 구분하면 LL-26(M)

이 407기(60.2%)로 전 해역에 가장 많이 운영 중이고, LL-24

가 113기(16.7%), LSP가 63기(9.3%)로 LL-26(M)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Fig. 1 Current status of AtoNs in korea(2018)

Table 2는 표준형 등부표의 설치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표

준형 등부표는 2001년에 설치 가능한 해역, 수심, 조류 조건에

따라 표준형 철재 등부표 10종을 지정하였다. 설치가능 해역

은 전해역, 내해역, 천수해역 및 주요 통항로로 구분하였으며,

수심은 LT-10을 제외하고는 10~40m, 10~30m 등 설치 가능한

수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류는 LANBY-100을 제

외하고 최고 조속을 정하였다(MOF, 2001).

Buoys type Installation area Depth(m) Current(kt)

LANBY-100 All waters, Main passage over 40 강조류

LS-35, LL-28 All waters, Main passage 10~40 Up to 7

LL-30 All waters, Main passage 10~50 Up to 7

LL-26 All waters 10~30 Up to 5

LL-26(M) All waters 10~30 Up to 3

LL-24 Inner waters 10~20 Up to 3

LS-24 Shallow waters, Inner waters 2~20 Up to 3

LT-10 Inner waters abt. 10 Up to 3

LSP-24 Inner waters 13~17 Up to 1
Sour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01)

Table 2 Installation condition for standard type buoys

이 연구의 대상인 LL-26(M) 등부표의 설치조건은 Table 2

와 같이 수심 10~30m, 조류 3kt 이하인 전해역에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등부표 동적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는 파고, 파주기, 풍속 등은 설치가능 조건에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등부표의 설치조건인 수심과 조

류는 등부표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 고정적이고 측정

가능하지만, 파고, 파주기, 풍속 등은 항상 변화하는 유동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조건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분석 가능한 LL-26(M) 등부표 387기를 설치조건

에 따른 설치 현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설치해역은 동해를 제

외하고 전해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다수가 항만의 항로 및

도서지역의 암초 인근에 설치되어 선박을 안전하게 항내로 유

도하거나, 선저 접촉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1) 조속은 해상관측부이에서 cm/s로 측정된 값을 kt로 환산(100cm/s = 1.9438kt)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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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설치지역 수심은 대다수(308기, 79.6%)

LL-26(M)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79기는 설치기준 수심

을 벗어나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Fig. 2 Current status of the standard buoys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conditions

즉, 10m 미만에 설치된 경우가 42기(10.9%), 30~40m에 설

치된 경우가 33기(8.5%)이고 40m 이상의 수심에 설치된 등부

표도 4기(1.0%)로 나타났다. LL-26(M) 등부표 중 가장 수심

이 깊은 곳에 설치된 것은 인천항서수도5호등부표로 설치수

심은 47.2m(해도상 수심)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류는 등부표

에 조류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등부표별 확인이 불가하였

다. 이처럼 LL-26(M) 등부표의 설치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LL-26(M) 등부표는 항로의 특성, 교통량, 자연환경 조

건,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해역별 해양기상을 반영한 동적안정성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3.2 등부표 사고분석

항로표지사고란 해상 또는 육상에 설치된 항로표지가 자체

결함 등의 내부적인 원인과 선박충돌, 기상악화 등의 외부적

인 원인에 의해 운영 중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Moon,

et al., 2018). 최근 10년간(2009~2018년)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

생한 항로표지사고는 Table 3과 같이 총 1,133건으로 연평균

113건이 발생하고 있다(MOF, 2009~2018). 항로표지 종류별로

는 등부표가 645건(56.9%)으로 전체 항로표지사고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대 168건(14.8%), 등표 134건

(11.8%), 전파표지인 레이콘이 92건(8.3%)이고 기타 도등, 교

량표지, 음파표지 등이 94건(8.3%)이다.

이처럼 등부표가 항로표지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등부표는 항로표지

중 가장 많은 수(25.7%)가 해상에 설치되어 있다. 둘째, 등부

표는 항행선박이 가장 근접하여 통과하기 때문에 선박과 충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등부표는 해상에 설치되어 운

영됨으로 바람, 조류, 파도 등의 해양기상조건에 영향을 많아

받는다. 넷째, 등부표는 해상기상조건에 의해 항상 경사각(횡

요)이 발생하므로 다른 종류의 항로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결함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Table 3 Accident status by type of AtoN(2009-2018)

AtoN Accident Light Buoy Accident

Type Count percent Type Count Percent

Light Buoy 645 56.9% LL-26(M) 364 56.4%

Lighthouse 168 14.8% LL-24 47 7.3%

Light mark 134 11.8% LL-28 41 6.4%

Racon 92 8.1% LS-24 26 4.0%

Bridge 12 1.1% LSP 63 9.8%

Leading Light 9 0.8% LANBY 14 2.2%

etc 73 6.4% etc 90 14.0%

Total 1,133 100% Total 645 100%

또한 10년간 발생한 등부표 사고 645건을 등부표 종류별로

분석하면 Table 3과 같이 LL-26(M)이 364건(56.4%)으로 전

체 등부표사고의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LL-26(M) 등부표의 사고원인은 항로표지연보 상 191건만 기

록 되었다. 모든 발생사고 645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

하기는 어렵지만, 198건의 주된 사고원인은 태풍, 돌풍, 파도

등의 기상적인 원인이 98건, 선박충돌이 93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LL-26(M) 등부표는 장비손상, 침수, 파손, 유실

등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Table 4는 LL-26(M) 등부표 사고 364건 중 해역별

로 기상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 건수를 분석한 다음, 그

중에서 사고횟수가 가장 많은 LL-26(M) 등부표를 정리하였

다. 지난 10년간 기상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LL-26(M) 등

부표 사고는 2~6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

고빈도가 많은 등부표의 설치위치는 항로 경계선에 주로 설치

되어 있었으며, 설치수심은 평택의 아산만1호(30.2m)와 진도

의 횡간수도통항분리3호(35.5m) 2기를 제외하면 설치조건 수

심(10~30m)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에서는 Table 4에서 해양기상적 원인에 의해 각 해역에서

사고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2기의 LL-26(M) 등부표를 대

표 등부표로 지정하여 다음의 동적안정성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며, 위치는 Fig. 2(녹색)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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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Offices

Total

Accident

Most Frequent Accident depth

(m)Buoy name count

Incheon 64 Incheon Hang Seosudo 23 5 23.1

Pyeongtaek 83 Asanman 1 5 30.2

Daesan 37 Daesan Hang 19 6 23.2

Gunsan 5 Gunsan Hang 3 3 12.1

Mokpo 25 Siahae 22 6 18.0

Jindo 31 Hoenggansudo 3 5 35.5

Yeosu 71 Gwangyang Hang 35 9 15.7

Masan 14 Masan Hang 2 2 15.8

Busan 16 Busannamoe Hang 5 5 24.4

Jeju 10 Jejuoe Hang 1 3 12.6

Ulsan 5 Ulsansin Hang 5 2 28.0

Pohang 3 pohangsin Hang 3 1 17.5

Donghae - SK-C(virtual) - 26.0

Total 364 52

Table 4 LL-26(M) light buoy accident status by

Regional Offices of Ocean and Fisheries

4. 해역별 등부표의 동적안정성

4.1 등부표의 안정성 성분

등부표의 안정성은 정적안정성과 동적안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안정성은 LL-26(M) 등부표를 실제해역에 설치

하기에 앞서 설계단계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할 과정이다. 또

한 정적안정성은 등부표의 구조 및 하중에 대한 해석으로 기

본 전제인 중력과 부력만을 고려하여, 다른 외력의 영향이 없

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Park, 2014). 이러한 정적안정성의

주요 요소에는 중심, 배수체적, 흘수, 부심, 경심, 진동주기 등

이 있으며 LL-26(M) 등부표의 정적안정성 요소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tatic stability factors of LL-26(M) light buoy

Factor Code Data

Center of gravity KG 0.281m

Displacement V 5.603㎥

Center of buoyancy KB 0.279m

Metacenter GM 0.399m

Natural period of vibration t0 7.84sec

Draft d 1.085m

반면, 동적안정성(외력에 의한 경사각)은 바람, 조류, 파도

에 대한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시간의 정점에서 계산되는 결

과가 아닌 동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용하는 외력의 영향

력을 고려한 안정성이다(Jung & Gug, 2013).

바람에 의한 등부표의 최대경사각은 풍력모멘트가 등부표

의 복원모멘트와 같을 경우에 발생(기준 풍속 필요)하며 식(1)

과 같이 구한다.

 ⋅⋅sin   (1)

여기에서 MR은 풍력모멘트(kgf-m)이고 W는 부표의 전체

중량(kgf), GM은 중심에서 메타센터까지의 거리(m), Ma는 전

체 풍압면적의 모멘트(kgf-m)이다.

조류에 의한 등부표의 최대경사각은 조류력모멘트가 등부

표의 복원모멘트와 같을 경우에 발생(기준 조류 필요)하며, 식

(2)와 같이 구한다.

 ⋅⋅sin  (2)

여기에서 Mc는 전체 조류력 모멘트(kgf-m)이다.

파도에 의한 경사각은 바람, 조류에 의한 경사각의 계산과

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등부표의 경우 파력에 의한 직접적

인 운동보다 파도의 경사면을 따라 기울어지는 효과가 파도의

기울기에 의해 등부표의 경사각이 결정된다. 이때 파주기, 설

치위치 수심, 파고의 높이가 필요하고, 식(3)과 같이 구한다.

max 


 


(3)

 


(4)

여기에서 t0는 부표의 고유진동주기, T는 파주기이고, 계수

()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4)와 같이 유한수심에서의 파장(λ)

을 심해파의 파장(λ0)과 수심과의 관계에서 구하는데, 현재 우

리나라는 미 육군 Coastal Research Center의 자료를 이용하

고 있다(DOA, 1984).

이처럼 LL-26(M)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앞에서 분석한 해양기상 중 풍속, 조류, 파주기, 설치위치

수심, 파고의 높이 등이 필요하다.

4.2 LL-26(M)의 동적안정성 비교

LL-26(M)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기상

요소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풍속, 파고, 조류, 파주기, 수심

이다. LL-26(M)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

적안정성은 Table 5를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실시하였다. 해역

별 대표되는 LL-26(M) 등부표는 Table 4에 제시된 각 해역

에서 해양기상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LL-26(M)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수심은 해당 등부표의 수심으로 하였다. 다

만, 동해는 LL-26(M) 등부표가 없어 동해항 인근에 설치된

사설 항로표지인 SK-C호(LL-26(M) 등부표)를 가상으로 적

용하였다. 해양기상은 Table 1의 40년간 해양기상 중 최대값

을 적용하였으며, 수심에 따른 파장과 심해파의 파장은 미 육

군 자료를 적용하였다.

Table 6은 각 해역별 풍속, 조류, 파고에 최대값을 반영한

각 항목별 동적안정성 추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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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stimated dynamic stability of LL-26(M) by water

areas

Region

Inclination angle

Wind Current
Wave

angle d/λ0 d/λ

Limit Value 19.724° 19.642° 19.278° 0.128 0.16490

Incheon 11.849° 8.420° 6.338° 0.090 0.03821

Pyeongtaek 10.329° 6.051° 16.561° 0.118 0.15640

Daesan 29.791° 18.834° 11.068° 0.051 0.09520

Gunsan 15.784° 5.215° 16.897° 0.047 0.09098

Mokpo 24.205° 8.942° 7.551° 0.014 0.04791

Jindo 20.649° 11.196° 12.000° 0.089 0.13130

Yeosu 23.792° 4.442° 20.695° 0.039 0.08215

Masan 20.183° 1.302° 6.383° 0.022 0.06057

Busan 22.186° 3.083° 4.777° 0.038 0.08100

Jeju 36.868° 11.801° 17.967° 0.028 0.06878

Ulsan 19.632° 5.625° 10.405° 0.070 0.11390

Pohang 13.925° 0.123° 12.780° 0.044 0.08744

Donghae 16.515° 2.782° 19.924° 0.146 0.18000

1) 바람에 의한 경사각

바람에 의한 LL-26(M) 등부표의 경사각은 Table 6과 같이

풍속이 가장 강한 제주(60.0m/s)가 36.868°로 경사각이 가장

컸으며, 평택(32.8m/s)이 10.329°로 가장 작았다. 해역별로 풍

속의 차이에 의해 경사각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LL-26(M)

등부표의 바람에 의한 동적안정성은 제주를 제외하면, 40m/s

이상 해역(군산, 진도, 마산 등)은 15~30도였으며, 40m/s 이하

해역(인천, 평택, 포항)은 10~14도였다. 지역적으로는 남해가

가장 경사각이 컸으며, 서해, 동해 순이다. 바람에 의한 경사

각은 풍력모멘트가 등부표의 복원모멘트와 같은 경우에 발생

하므로 풍속이 강할수록 경사각은 커지게 된다. 또한 어느 각

도 이상의 경사각에서는 복원모멘트가 음(-)의 값이 되어 전

복하게 되는데 LL-26(M)의 경우에는 최대 풍속 77.46m/s

(=89.479°) 이상일 경우에 복원모멘트가 음의 값이 된다.

Fig. 3 Inclination angle by wind

Fig. 3은 해역별 바람에 의한 경사각을 도식화한 것이다.

바람에 의한 경사각을 해역별 최대풍속과 선행연구의 극한조

건(45m/s=19.724°)을 비교하면 7개 해역이 극한조건의 경사각

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극한조건으로 제

시된 최대풍속(45m/s)은 기상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

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설치기준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류에 의한 경사각

조류에 의한 LL-26(M) 등부표의 경사각은 Table 6과 같이

조류가 가장 강한 대산(4.9kt)이 18.834°로 경사각이 가장 컸으

며, 포항(0.4kt)이 0.123°로 가장 작았다. 각 해역별 조류에 의

한 경사각은 2kt 이하 해역(마산, 부산, 포항, 동해)에서는 5도

미만 이었고, 2~3kt 해역(평택, 군산, 여수, 울산)에서는 대부

분 10~12도였으며, 3~4kt 해역(목포, 진도, 제주)에서도 17도

이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해, 남해, 동해 순으로 경사각이 심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해역에서 LL-26(M) 등부표의 조류

(3kt 이하)에 설치조건을 고려시 조류에 경사각은 대다수 미

비하였으므로, 조류에 의한 등부표 사고는 미비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류에 의한 경사각은 조류력모멘트가 등부표의 복

원모멘트와 같을 경우에 발생하므로 조속이 강할수록 경사각

은 커지게 된다. 또한 어느 각도 이상의 경사각에서는 복원모

멘트가 음의 값이 되어 전복하게 되는데 LL-26(M)의 경우에

는 최대 조속 8.62kt(=87.545°) 이상일 경우에 복원모멘트가

음의 값이 된다.

Fig. 4 Inclination angle by current

Fig. 4는 각 해역별 조류에 의한 경사각을 도식화한 것으로,

모든 해역의 경사각이 명시된 조류의 극한조건(5kt= 19.642°)

이내에 있다. 다만, LL-26(M) 등부표의 조류 설치기준인 3kt

이하는 5개 해역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LL-26(M) 등부표의 설치기준으로 제시된 조류 3kts 이하는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3) 파도에 의한 경사각

파도에 의한 LL-26(M) 등부표의 경사각은 Table 6과 같이

여수(16.7m=20.695°)가 가장 경사각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 동

해(7.4m=19.924°)가 경사각이 컸고, 부산(9.1m=4.777°)이 가장

작았다. 파도에 의한 경사각은 각 해역별로 상이하기는 하지

만 대체로 10~20도 사이의 경사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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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clination angle by wave

Fig. 5는 각 해역별 파도에 의한 경사각을 도식화 한 것으

로, 동해와 여수를 제외하고 경사각이 명시된 파고에 의한 극

한조건(10m/s=19.278°) 이내에 있다. 4개 해역을 제외하고 대

다수의 해역에서 극한조건(=10m)을 초과하지만 극한조건 보

다 경사각이 큰 것은 여수와 동해 2개 해역뿐이었다.

파도에 의한 경사각은 파력에 의한 직접적인 운동보다 파

도의 경사면을 따라 기울어지는 효과가 파도의 기울기에 의해

등부표의 경사각이 결정된다. 또한, 경사각은 파고의 높이, 파

주기, 수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파고가 높다고

경사각이 큰 것은 아니다. 다만, 해역별 기상특성을 고려시 파

고는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고 파주기는 최근에 기상등부표 및

기상등표에서 측정되고 있으므로 해역별 LL-26(M) 등부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5. 결 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LL-26(M) 등부표는 해

상에 설치되어 외력에 의한 경사각이 항상 발생한다. 외력에

의한 경사각은 등부표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그동안 각 해역의 기상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LL-26(M)

등부표의 설치 및 운영은 항로표지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통

항선박에게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LL-26(M) 등부표의 동적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해

역별 바람, 조류, 파고 등의 기상특성을 반영한 경사각을 분석

하여, 등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에 의한 경사각은 최대(제주) 36.868°로 선행연구

에서 예시로 다룬 극한 조건인 45m/s(=19.724°)를 초과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해역에서 최대풍속이 극한 조건을 초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각 해역별 LL-26(M) 등부표 설치 및

운영에 적합한 풍속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등부표의

설치기준에도 최대풍속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조류에 의한 경사각은 최대(대산) 18.834°로 선행연구

의 극한조건 이내였다. 그러나 LL-26(M) 등부표의 조류 설치

기준(3kt 이하), 극한조건(5kt) 그리고 각 해역의 조류 등을 고

려할 경우, 설치기준에 제시한 조속 3kt 이하 조건은 상향 또

는 각 해역에 적합하도록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파도에 의한 경사각은 최대(여수) 20.695°이다. 파도

에 의한 경사각은 파고의 높이, 파주기, 수심 등을 반영한 결

과이다. 파고는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고, 파주기 역시 선행연

구에서 다룬 극한조건보다 길었으므로 각 해역에 적합한 조건

이 필요하다.

넷째, 등부표를 처음 표준화한 2001년과 현재는 해양기상

조건이 다소 변동되었으며, 기상분석에서와 같이 해역별로 기

상조건이 상이하였다. 따라서 등부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는 각 해역에 적합한 설치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해역별 바람, 조류, 파도에 의한 LL-26(M) 등부표의 경사

각은 각 성분에 대한 개별 경사각이다. 해상에서는 바람, 조

류, 파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성분에 대한 개별

경사각보다 더 큰 경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

서는 해양기상의 각 성분에 대한 방향성 자료를 반영하지 못

하였으므로, 벡터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경사각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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