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6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연안복합어선의 크기 변화에 따른 어로작업 효율 분석

김민선ㆍ황보규*ㆍ장호영

군산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전공 교수

  Analysis of efficiency of fishing operation by the change in the size of 
coastal composite fishing boat

 Min-Son KIM, Bo-Kyu HWANG* and Ho-Young CHANG

Professor, Marine Production System Maj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Jeonbuk, 54150, Korea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fishing process of existing fishing boat and newly built fishing boat by using the 
video observation methods to understand the improvement of fishing operation efficiency and safety according to the scale 
change of coastal composite fishing boat. The fishing operation efficiency was calculated by analyzing the frequency of 
movement, the movement distance and the moving time per basket used in the fishing process to derive the improvement 
of the newly built fishing boat compared to the existing fishing boat.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n frequency of movements 
decreased to 13.9%, the average moving time decreased to 21.8%, the mean movement distance increased to 20.5% and 
the movement through the top of gunwale did not occur. Movement of frequency, increased and time according to the 
fishing operation were directly affected by the width of side passage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walking obstruction 
such as bulwark stay, hatch coaming and fishing gears on dec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redesigning into a safe and efficient coastal composite fishing boa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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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오랜 세월 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연안 어선의 작업공

간과 생활공간, 노동집약적인 작업 시스템은 우리나라

의 젊은이들이 어선어업을 외면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

가 되었다. KMI (2018)의 우리나라 어가 동향 분석보고

서에 따르면 2015년에 어가 인구의 급감 속에서 고령화

율은 초고령화의 UN 기준인 20.0%에서 10%를 상회하

는 30.5%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

황에서 구인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우면서 

어업 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연안 어선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높은 노동강도, 고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들도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산업의 존폐를 논하기

에 이르렀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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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연안 어선을 미래 세대들의 생활 수준에 맞는 어선

으로 발전시켜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연근해 어장을 경영할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어로작업이란 어선원이 선박의 설비, 어로 장비 및 

어구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제도

에서는 연안어선의 규모를 10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어선의 선주들은 제한된 톤수 내에서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박의 길이와 폭을 크게 키워 

갑판면적을 넓히는 대신 깊이를 비정상적으로 줄여 어

획 공간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Jeong et al., 2015; Kim 
et al., 2017), 이러한 기형적인 선형은 어선의 내항 성능

을 악화시킴으로써 운항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강화되고 있는 국제 

어선원의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안 어선의 

위험하고 열악한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선의 

조업능력을 제한하는 톤수에서 길이 기준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어선원의 안전 ․ 복지, 비용 절감 및 조업 특성

을 고려한 표준 선형의 어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KMI, 2019; MOF, 2016).
한편, 우리나라 연안복합어업은 연안 어선어업에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업과정별 위험도에서 

전 산업의 7.8배 이상으로 높은 재해율 및 9.6배의 실종ㆍ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Hwang, 2018; Lee, 2019). KMTSA 
(2007)은 어선의 인명사고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어선사고를 인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

운데 인적 요인은 주로 작업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과 관련하고, 기계적 요인은 주로 선박 설비와 관련하

고 있음을 분석하였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통계

자료를 이용한 어선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Jung, 
2018; Cho et al., 2017; Park et al., 2016; Lee et al., 
2013)이나 제도적 개선(Ryu and Kim, 2019) 등이 수행

되었으나 조업 환경의 위해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안복합어선의 설비, 어로 장비 및 어구 등 

어로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선원의 어로 활동을 분

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

적인 어로 활동이 담보되는 어선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작업동선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톤수 

기준으로 건조된 기존 선형의 연안복합어선과 길이 기

준으로 어선원의 안전 ․ 복지를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일

환으로 건조한 표준 선형 선박의 어선원의 어로작업환

경의 위험 요소와 조업 효율의 개선 정도를 비교 ․ 분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선박

어선원들의 어로작업 동선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에 이

용한 연안복합어선은 Fig. 1의 기존 어선과 Fig. 2의 신조 

어선이며, Table 1에는 각 사양을 나타내었다. Fig. 1의 
기존 어선은 1998년에 FRP로 건조된 전장 17.17 m, 총
톤수 9.77톤, 서귀포 선적이다. 제주 연안 해역에서 연

승, 채낚기, 자망 및 외줄낚기 조업을 하고 있는 전형적

인 형태의 연안복합어선이다. 선원들의 작업과 관련된 

활동 및 이동과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로 

지정된 갑판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면상에 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각 구역별 용도를 살펴보면, Ⓐ, Ⓑ, 
Ⓒ는 기타 어구 보관장소, Ⓓ, Ⓖ, Ⓙ, Ⓜ은 낚시 및 미끼

광주리 적치, Ⓗ와 Ⓚ는 미끼 만들기 및 끼우기 작업, 
Ⓘ는 부표 깃발용 줄 광주리 적치, Ⓛ과 Ⓞ는 양승 장소,  
Ⓝ은 활어창, Ⓠ는 어구 및 공구, Ⓡ과 Ⓤ는 부표, 깃대, 
빈 광주리 세척 및 적치, Ⓢ는 미끼 상자 적치, Ⓣ는 

조타실, Ⓥ는 미끼 광주리 적치,  Ⓥ, Ⓦ, Ⓧ는 미끼 만들

기 및 미끼작업 작업 장소, 미끼광주리, 빈 광주리 적치, 
Ⓨ는 투승 작업, Ⓩ는 투승 작업 보조,  ⓐ는 발돌, 기발 

및 부표 적치, ⓑ는 원격 조타 및 선속 조종 장소로 구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시범사업

으로 건조된 선체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조업수역을 제

Items
Specifications

Existing 
fishing boat

New built 
fishing boat

LOA 17.16 m 19.99 m
Breadth at transom  3.76 m  5.60 m
Draft (D.L.W.L)  0.85 m  0.85 m
Materials FRP Aluminium
Launching date Aug., 1998 Aug., 2018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experimental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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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신조 어선이다. 이 신조 어선은 2018년에 알루미늄

으로 건조된 전장 19.99 m, 총톤수 19.0톤, 서귀포 선적

의 금룡호로서 기존 어선을 대체한 어선이다. 신조 어선

의 갑판 구역별 용도를 살펴보면, Ⓐ, Ⓑ, Ⓒ는 어구, 
공구 및 빈 광주리 적치, Ⓓ, Ⓖ, Ⓙ는 낚시 광주리, 미끼 

광주리 적치, Ⓔ, Ⓕ, Ⓗ는 미끼작업 작업 공간, 낚시 

광주리 및 미끼 광주리 적치, Ⓘ와 Ⓛ은 양승 공간, Ⓚ는 

어구, 공구 및 어획물 상자 적치 공간, Ⓜ, Ⓟ, Ⓢ는 낚시 

광주리, 미끼광주리 적치, Ⓞ, Ⓡ, Ⓤ는 빈 광주리, 부표, 
깃대 및 부표줄 광주리 적치, Ⓥ는 미끼 광주리 및 미끼

용 상자 적치, Ⓦ는 미끼 만들기, 미끼작업 작업, 미끼 

광주리 및 빈 광주리 적치, Ⓧ는 부표줄 양승기, 빈 광주

ⒶⒷⒸ show space of other fishing gears, ⒹⒼⒿⓂ space of pile up hook basket and baited hook basket, ⒽⓀ space of making 
and hooking the bait, Ⓘ storage space of flotage rope basket, Ⓛ space of assistant  hauling line, Ⓞ hauling of line,  Ⓝ live fish
hold, Ⓠ storage space of fishing gear and tools,  ⓇⓊ storage space of flotage, flagpole, empty basket, cleaning empty basket, Ⓢ
storage space of fishing bait box, Ⓣ wheelhouse, ⓋⓌⓍ space of making and hooking the bait, storage space of hook basket and
baited hook basket, empty basket, Ⓨ work space of setting longline Ⓩ space of assistant setting longline,  ⓐ storage space of sinker,
pole and flotage, ⓑ space of remote control for line hauler, ship’s steer and speed, and  mark shows location of observation cameras.

Fig. 1. Designated spaces for fishing operation of experimental boat (existing fishing boat). 

ⒶⒷⒸ show storage space of fishing gear and tools, empty basket, ⒹⒼⒿ space of pile up hook basket and baited hook basket,
ⒺⒻⒽ space of making and hooking the bait, storage space of hook basket and baited hook basket, ⒾⓁ space of hauling of line,
Ⓚ storage space of fishing gear and tools, boxes of fish, ⓂⓅⓈ storage space of hook basket and baited hook basket, ⓄⓇⓊ storage
space of empty basket, flotage, flagpole and rope of flotage basket, Ⓥ storage space of baited hook basket, fishing bait box, Ⓦ space 
of making and hooking the bait, storage space of baited hook basket, empty basket, Ⓧ line hauler for flotage rope, storage space
of empty, hook and baited hook basket, ⓎⓏ worktable of setting longline and setting longline, ⓐ storage space of sinker and flotage,
ⓑ remote control for line hauler, ship’s steer and speed and  mark shows location of observation cameras.

Fig. 2. Designated spaces for fishing operation of experimental boat (new built fishing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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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mpty, hook and baited hook basket, ⓎⓏ worktable of setting longline and setting longline, ⓐ storage space of sinker and flotage,
ⓑ remote control for line hauler, ship’s steer and speed and  mark shows location of observation cameras.

Fig. 2. Designated spaces for fishing operation of experimental boat (new built fishing boat). 

리, 낚시 광주리, 미끼 광주리 적치, Ⓨ와 Ⓩ는 투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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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8108RV28IDIS, HID300DF(W), AUR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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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08., MSIP-REI- YDO-AHR-ZDHE Co., Lt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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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였다. 
두 어선의 작업 특성을 분석·비교하기 위해서는 장기

간에 걸쳐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영상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업이 순조롭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은 해상 

상태, 선적항에서 출항 전 준비작업의 여부, 출항시각부

터 양망을 완료하고 귀항하여 모든 작업이 종료된 시각

까지 모든 작업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영상이 수록된 것으로 선별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기존 어선의 경우 2018년 8월 27일, 9월 2일 

및 9월 5일에 수록된 것을 선정하였으며, 3일 전체 관찰

시간은 15시간 29분, 인력은 3일 평균 2.7명이다. 신조 

어선은 2019년 2월 4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수집

한 영상자료를 검토하여 2019년 2월 12일, 2월 14일 및 

2월 15일에 수록된 것을 선정하였으며, 3일 전체 관찰시

간은 41시간 46분, 인력은 3일 평균 3명이다. 
어선원들은 조업 활동 중 작업과 관련하여 각각의 공

간을 지속적으로 이동하거나 체류하게 되는데, 각 작업 

공간, 어구 적치 공간, 어로기계 및 선박 조종 장소와 

공간 사이 등 어로작업 시스템과 관련된 어선원들의 작

업효율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간과 공간 사이의 이동 횟

수,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조업과 관련된 각각의 활동들, 즉 작업 내용, 작업 

위치, 이동에 대하여 시작과 종료 시각을 1초 간격으로 

추출한 다음, 각 작업에 대한 어선원의 이동 거리, 이동 

Experimental 
boats

Observation 
date

Time Mean man
powerStart Finish Running Total

Existing 
fishing boat

Aug. 27, 2018 17:50:20 22:06:00 04:15:40
15h 29m 2.7Sep.  2, 2018 17:29:37 22:45:04 05:15:27

Sep.  5, 2018 15:52:00 21:49:35 05:57:35

New built 
fishing boat

Feb. 12, 2019 00:28:10 16:30:00 16:01:50
41h 46m 3.0Feb. 14, 2019 04:32:43 13:44:03  9:11:20

Feb. 15, 2019 03:57:12 16:29:50 16:29:50

Table 2. Observation date and time of longline operation of experimental fishing 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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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및 이동 시간을 추정하였다. 
어선원들의 이동 거리를 RD라 하면 식 (1)로 구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선체 도면의 길이, 는 실제 선체 길이, 
는 도면상의 누적 이동 거리이다. 

한편, 두 실험선에서 조업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실험선 사이의 작업 단위를 기준화하여 정량화를 해

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연승조업의 기준이 

되는 광주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체 조업

과정에서 미끼작업, 투승 및 양승 작업에 따른 전체 이동 

횟수(), 거리() 및 시간()을 산출한 다음, 이것을 

사용한 광주리의 수로 나누어 광주리 1개당 이동 횟수

(), 이동 거리() 및 이동 시간()을 구하였는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  


,  


           (2)

결과 및 고찰 

조업 관찰 결과 

Table 3은 선별한 3일의 조업 자료에 대한 기존 어선

과 신조 어선의 일별 작업량을 광주리 수로 나타낸 것이

다. 기존 어선에서 미끼작업을 한 광주리 수는 각각 8개, 
13개 및 10개로 총 31개였으며, 투승작업에서는 10개, 
13개 및 14개로 총 37개, 양승작업에서는 10개, 13개 

및 14개로 총 37개로 나타났다. 신조 어선에서는 27개, 
23개 및 36개로 총 86개였으며, 투승작업에서는 29개, 
23개 및 36개로 총 88개, 양승작업에서는 29개, 23개 

및 36개로 총 88개로 나타나, 신조 어선의 작업량이 약 

3배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끼작업에서의 작업 효율 및 동선 비교 

미끼작업을 위한 기존 어선과 신조 어선 선원들의 총 

이동 횟수, 이동에 소요된 시간 및 이동거리는 Table 4와 

같다. 기존 어선의 전체 이동 횟수, 소요 시간 및 거리는 

각각 280회, 1,600초 및 795.4 m였으며, 신조 어선에서

는 685회, 3,582초 및 2,895.0 m로 나타나, 전체 작업량

은 신조어선의 경우가 이동 횟수는 2.4배, 이동 시간은 

                
Classification

  Process

Existing fishing boat
Total

New built fishing boat
Total

Aug. 27, 2018 Sep. 2, 2018 Sep. 5, 2018 Feb. 12, 
2019

Feb. 14, 
2019

Feb. 15, 
2019

Hooking bait 8 13 10 31 27 23 36 86
Setting longline 10 13 14 37 29 23 36 88
Hauling longline 10 13 14 37 29 23 36 88

Table 3. Total number of basket observed in working processes on experimental fishing boats  

  (a) Video data acquisition system, (b) Video data analysis system

Fig. 3. Block diagram of video observ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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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배, 이동 거리는 3.6배로 많았다. 
Fig. 6은 미끼작업의 효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 

어선의 광주리 1개당 이동 횟수, 거리 및 시간은 각각 

9.03회, 25.7 m 및 51.6초였고, 신조 어선에서는 7.97회, 
33.7 m 및 41.7초로 추정되어 이동 거리는 31.1% 증가

하였으나 이동 횟수와 이동 소요 시간은 각각 11.7%와 

19.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끼작업에 대한 기존 어선과 신조 어선에서의 동선 

분석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기존 어선에서의 동선

도 Fig. 7(a)를 살펴보면, 선미측의 Ⓦ를 중심으로 Ⓥ, Ⓧ, 
Ⓨ 및 Ⓩ 사이에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를 

중심으로 양현 통로에서도 동선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적

치된 낚시 광주리 또는 미끼가 채워진 광주리를 선미 쪽

으로 이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거널(gunwale) 상단

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9회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두로

부터 미끼를 수급하기 위해 거널 상단으로 오르거나 이동 

또는 통로의 장해물을 피해 이동하기 위한 행동으로 관찰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해상 또는 선상으로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Fig. 7(b)에 나타낸 신조 어선에서의 동선을 살펴보면, 

중앙 갑판 Ⓗ를 중심으로 Ⓕ, Ⓖ, Ⓘ 및 Ⓙ 사이에서 

동선이 두드러졌으며, 선미 좌현측은 Ⓥ를 중심으로 Ⓦ, 
Ⓨ 및 Ⓩ 사이에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거널 위로 이동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

　Item Existing 
fishing boat 

New built 
fishing boat

Moving frequency (times) 280 685
Moving time (sec) 1,600.0 3,582.0 
Moving distance (m) 795.4 2,895.0 

Table 4. Moving frequency, time and distance of crew during 
hooking bait 

(a) Existing fishing boat, (b) New built fishing boat 

Fig. 7. Moving line during operation of hooking bait.

Fig. 6. Moving frequency, distance and time required per one
basket during the hooking bai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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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신조 어선의 현측 통로가 목재로 제작되어 

있고 또한 폭은 넓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끼작업

에서 두 선박의 동선은 좌현과 우현 통로를 이용하여 

선수와 선미를 왕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끼작

업은 선미와 선수 두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빈번히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선박이 양현 통로로의 이동 빈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승작업에서의 작업 효율 및 동선 비교  

투승작업을 위한 선원들의 총 이동 횟수, 이동에 걸린 

시간 및 이동 거리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기존 

어선의 전체 이동 횟수, 이동에 걸린 시간 및 이동 거리

는 각각 337회, 1,567초 및 953.8 m였고, 신조 어선에서

는 732회, 3,156초 및 1,942.2 m로 나타나, 이동 횟수는 

2.2배,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는 2.0배 많았다.  

투승작업을 광주리 1개당 소요되는 작업량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서 기존 

어선의 투승작업 중 광주리 1개당 이동 횟수, 이동에 

걸린 시간 및 이동 거리는 각각 9.1회, 42.4초 및 25.8 
m였으며, 신조 어선에서는 8.3회, 35.9초 및 22.2 m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투승작업에서 이동 거리는 14.3% 
증가하였으나, 이동 횟수 및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Item Existing 
fishing boat

New built 
fishing boat

Moving frequency (times)   337 732
Moving time (sec)  1,567.0 3,156.0
Moving distance (m)   954.0 1,942.2 

Table 5. Moving frequency, time and distance of crew during 
setting longlines 

(a) Existing fishing boat, (b) New built fishing boat 

Fig. 9. Moving line during operation of setting longline.

Fig. 8. Moving frequency, distance and time required per one 
basket during the setting longlin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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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신조 어선의 현측 통로가 목재로 제작되어 

있고 또한 폭은 넓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끼작업

에서 두 선박의 동선은 좌현과 우현 통로를 이용하여 

선수와 선미를 왕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끼작

업은 선미와 선수 두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빈번히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선박이 양현 통로로의 이동 빈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승작업에서의 작업 효율 및 동선 비교  

투승작업을 위한 선원들의 총 이동 횟수, 이동에 걸린 

시간 및 이동 거리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기존 

어선의 전체 이동 횟수, 이동에 걸린 시간 및 이동 거리

는 각각 337회, 1,567초 및 953.8 m였고, 신조 어선에서

는 732회, 3,156초 및 1,942.2 m로 나타나, 이동 횟수는 

2.2배,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는 2.0배 많았다.  

투승작업을 광주리 1개당 소요되는 작업량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서 기존 

어선의 투승작업 중 광주리 1개당 이동 횟수, 이동에 

걸린 시간 및 이동 거리는 각각 9.1회, 42.4초 및 25.8 
m였으며, 신조 어선에서는 8.3회, 35.9초 및 22.2 m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투승작업에서 이동 거리는 14.3% 
증가하였으나, 이동 횟수 및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Item Existing 
fishing boat

New built 
fishing boat

Moving frequency (times)   337 732
Moving time (sec)  1,567.0 3,156.0
Moving distance (m)   954.0 1,942.2 

Table 5. Moving frequency, time and distance of crew during 
setting longlines 

(a) Existing fishing boat, (b) New built fishing boat 

Fig. 9. Moving line during operation of setting longline.

Fig. 8. Moving frequency, distance and time required per one 
basket during the setting longline operation. 

각각 8.7% 및 1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승작업에 대한 기존 어선과 신조 어선에서의 동선 

분석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a)에 나타낸 기존 어선

의 동선을 살펴보면, 선미측의 투승 보조작업 위치인 

Ⓩ를 중심으로 하여 ⓐ,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투승용 광주리의 이송 및 

투승이 완료된 후의 빈 광주리의 이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에서 ⓐ 사이의 동선은 부표, 발
돌 등 연승에 부착되는 어구의 이송 또는 연결하는 작업

과 관련되며, Ⓣ와 Ⓩ를 왕래하는 동선은 선박을 조종하

는 선장이 항해하면서 혼자서 투승을 하기도 하고, 투승

작업을 돕기 위하여 조타실을 비우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또한 선미 거널 위로 이동하는 동선이 1회 나타났

는데, 투승 중 이러한 행동은 선외 또는 선상으로 추락하

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조 어선의 동선 Fig. 9(b)를 살펴보면, 선미측의 투승 

보조작업 위치인 Ⓩ를 중심으로 하여 Ⓦ, Ⓧ, ⓐ의 순으

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선미 중앙 Ⓦ를 

중심으로 Ⓨ,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를 중심으로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작업에서의 작업 효율 및 동선 비교   

양승작업을 위한 선원들의 총 이동 횟수, 이동에 걸린 

시간 및 이동 거리는 Table 6과 같다. 기존 어선의 전체 

이동 횟수, 이동에 걸린 시간 및 이동 거리는 각각 625
회, 1,901.4초 및 2,978 m로 나타났으며, 신조 어선에서

는 1,169회, 3,804.2초 및 4,895 m로 추정되어, 신조 어

선이 전체 이동 횟수는 1.9배, 이동 소요 시간은 2.0배, 
이동 거리는 1.6배 많았다. 

Fig. 10은 양승작업을 광주리 당 작업량으로 기준화하

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어선의 광주리 

1개당 이동 횟수, 이동 거리 및 이동 시간은 각각 16.9회, 

51.4 m 및 80.5초였고, 신조어선에서는 13.3회, 22.2 m 
및 55.6초로 추정되었다. 기존 어선과 신조 어선을 비교

하면, 이동 거리는 신조 어선이 16.0% 증가하였으나, 
이동 횟수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1.4% 및 

30.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승작업에 대한 어선원들의 작업동선 분석 결과는 

Fig. 11과 같다, Fig. 11(a)는 기존 어선에서의 동선을 

나타낸 것으로 선미측의 양승 보조작업 위치인 Ⓛ을 중

심으로 Ⓚ,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이것은 양승 보조자가 빈 광주리를 양승기 아래로

의 이송 및 낚시가 장착된 빈 광주리를 이송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 위치 Ⓞ를 중심으로 Ⓡ, 
Ⓝ, Ⓛ 및 Ⓡ을 중심으로 Ⓞ,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낚시줄을 인양하는 양승 

담당자가 Ⓤ와 Ⓧ에서 빈 광주리를 양승기 아래로 이송

하고 부표, 발돌 등 연승에 부착된 속구들을 Ⓡ로 이송

하는 활동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2개의 이동 중심이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와 Ⓩ를 왕래하는 동선은 조타실

의 선장이 양승을 하기도 하고, 양승작업을 돕기 위하여 

조타실을 비우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측 거널 위로 이동하는 동선이 26회가 나타났고, 이 

중 1회의 선외 추락사고가 관찰되었는데, 양승작업 중에 

거널 위로 이동하는 비율은 약 4.3%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에서 양현의 건널 위로 통행하는 경우는 조타실 현

　Item Existing 
fishing boat

New built 
fishing boat

Moving frequency (times)  625 1,169
Moving time (sec)  1,901.4  3,804.2 
Moving distance (m)  2,978.0  4,895.0

Table 6. Moving frequency, time and distance of crew during 
hauling longlines 

Fig. 10. Moving frequency, moving distance and moving time 
required per one basket during the hauling longlin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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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통로에 빈 광주리 또는 어구들이 적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선수 방향의 건널 이용은 부표

를 잡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신조 어선에서의 어선원들의 동선 Fig. 11의 (b)를 살

펴보면, 양승 보조작업 위치인 Ⓘ를 중심으로 Ⓗ, Ⓕ, 
Ⓛ, Ⓡ,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를 중심으로 Ⓘ,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양
승 작업자의 위치 Ⓛ을 중심으로 Ⓘ, Ⓤ, Ⓗ, Ⓡ의 순으

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현측 통로 Ⓡ을 중심

으로 Ⓤ,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으나, 거널 위로 이동하는 동선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통로에 낚시 광주리 또는 어구 등을 적치해 놓아

도 작업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별 이동속도 비교

기존 어선과 신조 어선에서의 미끼, 투승 및 양승작업

을 위한 어선원들의 작업 이동 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12와 같다. 미끼작업시 어선원들의 이동 속도는 기

존 어선이 0.5 m/sec, 신조 어선이 0.8 m/sec로 나타났다. 
투승작업의 경우에는 기존 어선에서는 0.6 m/sec, 신조 

어선은 0.6 m/sec로 같았으며, 양승작업의 경우에는 기

존 어선에서는 0.6 m/sec, 신조 어선에서는 0.8 m/sec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신조 어선의 작업 이동 

속도는 미끼작업의 경우는 60%의 속도가 증가되었고, 
투승작업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양승작업의 경

우는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존 어선에 

비해 작업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조 어선이 기존 어선에 

비해 일별 작업량이 약 3배로 많아 더 많은 피로를 느꼈

(a) Existing fishing boat, (b) New built fishing boat

Fig. 11. Moving line during operation of hauling longline.

Fig. 12. The mean speed of movement of the workers according
to the op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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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통로에 빈 광주리 또는 어구들이 적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선수 방향의 건널 이용은 부표

를 잡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신조 어선에서의 어선원들의 동선 Fig. 11의 (b)를 살

펴보면, 양승 보조작업 위치인 Ⓘ를 중심으로 Ⓗ, Ⓕ, 
Ⓛ, Ⓡ,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를 중심으로 Ⓘ,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양
승 작업자의 위치 Ⓛ을 중심으로 Ⓘ, Ⓤ, Ⓗ, Ⓡ의 순으

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현측 통로 Ⓡ을 중심

으로 Ⓤ, Ⓘ, Ⓞ, Ⓛ의 순으로 동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으나, 거널 위로 이동하는 동선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통로에 낚시 광주리 또는 어구 등을 적치해 놓아

도 작업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별 이동속도 비교

기존 어선과 신조 어선에서의 미끼, 투승 및 양승작업

을 위한 어선원들의 작업 이동 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12와 같다. 미끼작업시 어선원들의 이동 속도는 기

존 어선이 0.5 m/sec, 신조 어선이 0.8 m/sec로 나타났다. 
투승작업의 경우에는 기존 어선에서는 0.6 m/sec, 신조 

어선은 0.6 m/sec로 같았으며, 양승작업의 경우에는 기

존 어선에서는 0.6 m/sec, 신조 어선에서는 0.8 m/sec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신조 어선의 작업 이동 

속도는 미끼작업의 경우는 60%의 속도가 증가되었고, 
투승작업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양승작업의 경

우는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존 어선에 

비해 작업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조 어선이 기존 어선에 

비해 일별 작업량이 약 3배로 많아 더 많은 피로를 느꼈

(a) Existing fishing boat, (b) New built fishing boat

Fig. 11. Moving line during operation of hauling longline.

Fig. 12. The mean speed of movement of the workers according
to the operation process.

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작업 과정에서 신조 어선보

다 기존 어선이 더 느린 이동 속도를 보였다. 이것은 

Fig. 13의 (a)에서와 같이 기존 어선은 갑판 통로에 불워

크 스테이(bulwark stay)가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고, 어
구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어구 등을 이송할 경우에 이러한 돌출물이나 장해물

로 인하여 출발과 동시에 목적지까지 곧바로 이송되지 

않고 돌출물 주변에 일시 적치한 후 다시 이송하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이동 횟수가 많아지고 이동 속도도 느려

진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 시에는 투승을 끝낸 빈 광주리

를 우현 측 통로의 빈 광주리 적치 공간인 Ⓡ 및 Ⓤ로 

이동하는 과정과 낚시 광주리를 좌현 측에 쌓는 과정에

서 이동의 횟수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조타

실 현측 통로에 불워크 스테이(bulwark stay)라는 돌출

물과 어로 갑판 중앙에 바닥 면보다 높이 설비된 어창의 

해치 코밍(coaming) 때문에 한 번만 이동해도 되는 것을 

두 번을 이동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신조 어선은 조타실 현측 통로는 기존 어선에 비해 넓고, 
갑판에는 돌출물이 없으며, 이동로를 단절시킬 수 있는 

높은 어창의 해치 코밍(coaming)이 없다. 이러한 결과로 

이동 횟수는 줄어들었고 이동 속도는 빨라진 것으로 판

단된다. 
Lee (2019)의 연안복합 어선원의 안전 위험도 평가에

서 조업 중 발생하는 재해 빈도는 ‘미끄러지고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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