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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과거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세계의 해상 선박사고를 

조사한 로이드(Lloyd)의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화

물선과 어선의 선박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체 사고 건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Allianz, 2016; MAIB, 

2000). 해상 선박 사고 특히 어선의 사고 건수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의 해상 선박 

사고 건수는 2,549척에서 3,535척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선의 사고가 약 67.1 %로 비어선 대비 많았다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2020).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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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의 어선 

사고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어선의 복원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내, 국외(일

본, 중국, 캐나다) 및 IMO의 어선복원성 기준을 조사 및 비

교분석하여 국내 기준의 주요 항목들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

한 부분들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은 2009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처음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선복원

성 기준의 제정 및 연혁에 대한 사항은 선행연구(Kwon and 

Lee, 2007)에 소개되어 있고, 기준의 제정 이후에는 어선복원

성 규정에 관한 검토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Park et al., 1999).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은 2012년, 2013년, 2015년 그리고 2019

년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에는 어선복

원성 기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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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t al., 2018). 그러나 어선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

계 및 건조된 선박 임에도 해상에서 복원성 관련 사고는 발

생하고 있다(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2020). 특히, 세계 

해양 선박사고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강국이

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어선 해상 사고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이 복원

성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선 복원성 규정과 

IMO 규정 및 해외 3개 국가의 어선 복원성 규정을 국내 규

정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어선 복원성 규

정의 안전도 강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복원성 항목의 검

토 및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국내외 복원성 기준 조사 및 비교분석

2.1 국내외 복원성 기준 조사

어선, 낚시어선, 소형선박(비어로선) 등의 복원성 관련 국

내 해상사고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국내외 4개 국가

와 IMO 기준을 조사 및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 IMO, 일본 중국 그리

고 캐나다의 어선복원성 기준 목록이다. 

Country/
Institution

Title (an official name, original quote)

Korea

Fishing vessel stability and load line criteri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tice, No. 

2019-86)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86호)

IMO

SAFETY RECOMMENDATIONS FOR DECKED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12 

METERS IN LENGTH AND UNDECKED 
FISHING VESSELS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 (2008 IS Code)

Japan

Ship stability rule 
(Ministry of Transport, 1956 No.76)

船舶復原性規則
(昭和三十一年運輸省令第七十六号)

China

Statutory survey rules for ships and offshore 
installations, 

Implemented from January 15, 2019
船舶与海上设施法定检验规则, 
自2019年1月15日起实施

Canada Fishing Vessel Safety Regulations, C.R.C., c. 1486

Table 1. Fishing vessel stability regulations of each country.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규정은 2019년에 기준 항목, 내

용 등이 일부 개정된 기준서이다(Government of Korea, 2019).  

IMO 기준은 ‘2008 IS Code’와 ‘갑판이 없는 어선 및 12미

터 미만의 갑판이 있는 어선’에 관한 기준 2가지를 이용하였

다(IMO, 2008; IMO, 2012). 일본과 중국의 기준은 ‘선박복원

성규칙’(船泊復原性規則)과 ‘선박 및 해상시설 법정 검사규

칙’(船舶与海上设施法定检验规则)을 각각 이용하였고, 캐나

다의 경우 2021년 개정된 최신 규정을 본 연구에서 이용하

였다(Government of Canada, 2021).

2.2 국내외 복원성 기준 비교분석 결과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과 국외 기준들의 상대적인 비교 분

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방법은 앞서 조사한 

Table 1에 정리되어 있는 각각의 기준서들에서 주요 기준 항

목들 즉, 적용되는 어선의 규모, 복원성을 결정짓는 변수들

에 관한 기준 등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형식의 표

로 요약 및 정리하고 그것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분

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어선의 해상사고 증가추세를 줄

이기 위한 일환으로 어선복원성 기준의 향후 개선방안(개정

안)을 도출하였다.

가장 먼저 한국의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서 상

의 복원성 관련 중요항목을 발췌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의 구성은 상단에서부터 차례로 적용 국가, 적용 선

종(낚시어선/어선)별 승선인원 혹은 선박의 길이에 따른 분

류, 복원성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들 및 상세 기준값 그리고 

가장 하단부에는 주요항목들에 관한 각주(foot notes)를 정리

해놓았다. 이 기준의 적용 선박은 한국의 어선으로서 선체

길이에 따라 3개구간(24~40 m, 40~70 m, 70 m 이상)으로 구분

하여 정해진 평가항목 별로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승선인원이 13인 이상(13 or more [people])인 낚시어

선은 선체길이에 따라 일반어선에 적용되는 평가항목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평가항목들은 초기GM값(G0M), 

G-Z곡선도(G-Z curve)상에서 계산 가능한 ‘횡요각도에 따른 

구간별 면적들’(A│0°-30°│, A│30°-40°│, A│0°-40°│), 횡요각도 30° 

이상에서의 GZ값(GZ│30° or more│), 최대 GZ값이 발생하는 각

도(GZmax occurrence angle) 등의 항목들이 있다. 평가항목들에 

관한 세부규정들로 한계횡요각도(α ; limited heel angle; 한계

경사각; 현단몰입각), 횡경사에 의해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

되는 각도(φf│inflow into fish-holds│) 그리고 풍압이 GZ 값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G-Z곡선도 상에서 면적 값 비교

(Area│beam wind│) 등이 있다.

평가항목들이 요구하는 값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

자면, 선체길이가 40~70 m에 해당하는 어선의 경우 초기 

GM(G0M) 값은 0.35 m 이상이어야 하고, G-Z곡선도(G-Z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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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횡경사각도 0~30° 구간의 면적은 0.055 m·rad 이상이어

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선체길이가 70 m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초기GM(G0M) 값이 상대적으로 가

장 낮은 수치 0.15 m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인 이상

이 승선하는 낚시어선 혹은 어선의 경우에는 13인 이상(13 

or more [people])의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별도로 선체 길이

에 따라 다른 규정들을 만족해야 한다.

Country KOREA

Applicable ship 
[number of people] 

/ [m]

Fishing boat / Fishery vessel

13 or 
more 

[people]

24~40
[m]

40~70
[m]

70 [m]
or more

G0M[m]

Application 
of criteria 
for fishing 

vessel, 
according 

to the hull 
length.

G0M(1) 0.35 or 
more

0.15 or 
more 

A│0°~30°│[m·rad] - 0.055 or more

A│30°~40°│[m·rad] - 0.030 or more

A│0°~40°│[m·rad] - 0.090 or more

GZ│30° or more│[mm] - 200 or more

GZmax occurrence angle 

[deg.]
- 25° or more

GZ at α(limited heel 
angle[deg.]) / 

at C(immersion angle)
G0Z│α│

(2) GZ│C│
(3)

α(limited heel angle)
[deg.]

16° or more, (or) 80%(3)

φf│inflow into fish-holds│

[deg.]

           -    (However, the 
fish-holds equipped with hatch cover.)

Area│wind│[m-rad] b > a

G0M(1) = 0.04B + α(B/D) - β (40m or less),

  (The α and β are give value on the criteria.)

G0Z│α│
(2) ≧  M/W,  GZ│C│

(3) > MC/W (C = 12°)

80%(3) : 80% of the hull side flooding angle

Table 2. Korea stability criteria for fishing vessel.

국내 복원성 규정에 이어 국제 어선복원성 규정인 IMO 

규정 2가지(SAFETY RECOMMNDATINS FOR DECKED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12 METERS IN LENGTH 

AND UNDECKED FISHING VESSELS), (2008 IS CODE;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에서 “12 or more”(12 m 이상)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

당하는 내용은 기준서 ‘선체길이 12 미터 이하 데크(deck)가 

설치된 어선 및 데크(deck)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의 복원 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권장사항들’에서의 평가 항목 

및 기준 값이며, “24 or more”(24 m 이상)으로 표시된 부분의 

내용은 ‘2008년 정적 복원성 국제 기준’(2008 IS Code)의 평

가항목 및 기준 값들이다. 각각의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세

부 복원성 평가항목들을 살펴보면, 어선 길이 12 m 및 24 m 

이상 각각에서 초기 GM값(GM0)과 GZ 곡선도 상의 횡요각도 

구간별 면적(A)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기준 모두 동일한 

기준 값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계횡경사각도(Limited 

Heel Angle)에 관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은 

24 m 이상의 어선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nstitution IMO

Applicable ship[m] 12 or more 24 or more

GM0[m] 0.35 or more 0.35 or more

A│0°-30°│[m·rad] 0.055 or more 0.055 or more

A│30°-40°│[m·rad] 0.030 or more 0.030 or more

A│0°-40°│[m·rad] 0.090 or more 0.090 or more

GZ│30° or more│[mm] 200 or more 200 or more

GZmax occurrence angle 
[deg.]

25° or more 25° or more

α (limited heel angle) -
16° or more,  
(or) 80%(1)

φf│inflow into fish-holds│ 20° or more -

A│beam wind│ - b > a

80%* :  80% of the hull side flooding angle

Table 3. IMO stability criteria for fishing vessel.

IMO 어선복원성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어선복원성 

규정과 달리 선체길이 24 m 이하의 어선에 대해서도 대형 

어선과 동일한 복원성 항목 기준 값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또한 12 m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최

초 횡경사 각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평가항목이 있는

데, 이것은 24 m 이상 어선에는 적용되는 않는 특별 항목이

다. 이 평가항목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어선일수록 선

체 현단(측면의 건현부) 높이가 낮아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현단 높이를 규정하기 위해 추가된 항목인 것으로 판

단한다.

일본의 어선 복원성 규정은 Table 4에 요약 및 정리했다. 

일본의 어선복원성 규정은 전체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초기 GM(GM0)값 및 GZ 곡선도 상의 횡요

각도 구간별 면적에 관한 평가항목은 IMO의 기준 수치와 동

일하게 규정화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점은 어구

(어업장비/설비) 및 풍압에 의한 복원성을 고려한 세부 항목

(Table 4, “Area│wind, fishing gear│”)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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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JAPAN

Applicable ship [m]
The regulation for applicable fishing 

vessels are deleted and none. 
(Confirmed on Dec. 9th.)

GM0[m] 0.35 or more

A│0°-30°│[m·rad] 0.055 or more

A│30°-40°│[m·rad] 0.030 or more

A│0°-40°│[m·rad] 0.090 or more

GZ│30° or more│ [mm] 200 or more

GZmax occurrence angle 

[deg.]
25° or more

α(limited heel angle) -

φf│inflow to fish-holds│ -

Area│wind│ b > a

Area│wind, fishing gear│

ABC=BDE 
at 17° or less 
(Refer table 8)

Table 4. Japan stability criteria for fishing vessel.

Table 5는 중국의 어선 복원성 기준이다. 한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더 작은 어선 즉, 선체길이 12~24 m 이상의 어선에 

대해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체길이 12~24 m 어

선의 복원성에 대해 IMO에서는 권장사항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의무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GZ 

곡선도상에서의 횡경사각도에 따른 요구 면적(A; Area) 값도 

한국 및 IMO 대비 약 17 % 높은 기준 값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기준 대비 더 작은 어선들까지도 복원

성을 규정을 만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한국 대비 상

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의 안전율을 요구하고 있다.

Country CHINA

Applicable ship [m] 12 or more

GM0[m] 0.35 or more

A│0°-30°│[m·rad] 0.066 or more

A│30°-40°│[m·rad] 0.036 or more

A│0°-40°│[m·rad] 0.108 or more

GZ│30° or more│[mm] 200 or more

GZmax occurrence angle 

[deg.]
25° or more

Table 5. China stability criteria for fishing vessel.

Table 6은 캐나다의 어선복원성 기준(Government of Canada, 

2021)의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값들이다. 캐다나 기준서의 

서론 부분에는 “IMO의 복원성 기준을 적용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단 한 가지 예외 사항으로서 기준 적용 어선은 

9톤 이상,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한국, IMO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적용 

어선의 규모를 선체 길이가 아닌 톤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과 IMO 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어선에 대

해서도 복원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다.

Country CANADA

Applicable ship [ton] 9 or more / G.T. 15

GM0[m] 0.35 or more

A│0°-30°│[m·rad] 0.066 or more

A│30°-40°│[m·rad] 0.036 or more

A│0°-40°│[m·rad] 0.108 or more

GZ│30° or more│[mm] 200 or more

GZmax occurrence angle 

[deg.]
25° or more

Table 6. Canada stability criteria for fishing vessel.

2.3 국내외 복원성 기준 비교분석 요약

상기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 및 결

론들을 이하에 요약, 정리한다. IMO 에서는 선체길이 24 m 

이상 선박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

하고 있고, 24 m 이하의 소형 어선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한 방법으로 (의무가 아닌) 권장기준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

다. 다만, 복원성 기준 적용은 길이 24 m 이상으로 동일하다.

IMO 규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12 m 이상의 어선에도 GM 

및 GZ 곡선도상에서의 횡경사각도에 따른 요구 면적에 대

한 기준 값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4 m 이상의 경우는 한계

횡경사각의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안전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복원성 기준은 선체 길이별로 구간을 나눠 항목별 

기준 값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기

준값(e.g. GM0)을 적용하기 보다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요구

되는 최소한의 기준값을 적용하고,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 항목들은 어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간소화

되어 GZ 최소값 1가지만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우

리나라 규정은 IMO 규정에 비하면, 24 m 이하의 어선에 대

해서는 복원성 규정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

이다. 또한 24 m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40 m까지의 어선에 

대하여 GZ 곡선도상에서의 횡경사각도에 따른 요구 면적에 

대한 기준 값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어선복원성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IMO 및 다른 나라 규정에 비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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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어선복원성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정 적용 대상 

범위가 어선의 길이가 다른 기준들과는 상대적으로 소형어

선에 대해서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길이와 상관없이 모

든 어선의 GM 및 GZ 곡선도상에서의 횡경사각도에 따른 요

구 면적에 대한 기준 값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타 국가 

대비 상당히 강화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에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어구(어업장비/기계 등의) 사용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평가항목이 일본의 어선복원성 기준에만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어선 복원성 기준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은 3가지

가 있다. 첫 번째는 IMO 기준에서는 권장사양 급에 해당하

는 선체길이 12 m 이상의 어선부터 복원성을 검토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과, 두 번째로 G-Z 곡선도(G-Z curve) 상에서 

계산되는 횡경사 각도별-면적의 기준(요구) 값이 가장 높다

는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풍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GM의 최소 기준 값을 만족하고, 횡경사 각도에 따

른 G-Z 곡선도 상의 면적(m-rad)을 만족한다면 풍압은 고려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횡경사에 따른 면적 기준 값을 높

게 설정한 것인가 하는 설정의도를 고려해 본다.

캐나다 기준은 “IMO의 복원성 기준을 적용 한다”라고 명

시되어 있다. 다만, 적용 어선의 크기/규모에 대해서는 IMO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크기인 배수량 9톤 이상 혹은, 총톤수

(G.T.) 15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복원성 평가항목과 기준 값들에 대해서

는 IMO의 2008 IS Code를 그대로 적용하되,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들까지 2008 IS Code 기준값을 그대로 적용하여 복원 안

정성을 확보하는 즉, IMO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

준으로 판별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외 어선 복원성 기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Table 7과 같다. 

IMO 기준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5개 기준들 중에서 최저

에 근접한 정도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국가별 기준들은 검

토 항목과 항목별 기준 값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의 기준은 IMO 기준에서 검토하도록 권장하는 항목

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24 m 이상의 어선들에 대해서만 복원

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체의 길이와 승선인원

에 따라 5분류하여 평가항목별 적용 범위가 IMO와 다르다. 

일본, 중국 그리고 캐나다의 어선복원성 규정은 한국 규

정과는 반대로 최대한 작은 크기의 어선까지도 복원성을 검

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어구 사용에 의한 복

원력 변화를 검토하도록 하는 일본만의 특별한 어선 복원성 

평가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선체길이 12 m의 어선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며, 평가항목별 기준 값 또한 가장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기준들 중에 가장 강

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캐나다의 규정은 IMO 기

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적용 선박의 크기(급)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작은 선박까지도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기준

에서 만큼은 강화된 기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untry/
Institution

Distinct Characteristics

Korea

❍ There is no applicable standard for hull 
length less than 24 meters.

❍ The value of criterion is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hull length. 

IMO
❍ The stability criteria for fishing vessels with a 

hull length of less than 12 meters is not 
mandatory (recommended).

Japan

❍ The criteria are applied for all fishing vessel.
❍ There are regulations to evaluate the effect of 

wind pressure acting on fishing gear on 
stability.

China

❍ Even small tonnage fishing vessels are 
required to evaluate their stability.

❍ It is stipulated to satisfy the most stringent 
safety factor (standard value).

Canada

❍ Even small tonnage fishing vessels are 
required to evaluate their stability.

❍ For other regulatory items, the IMO standard 
is applied as it is.

Table 7. Characteristics of each national/institution fishing vessel 

stability criteria

IMO 복원성 기준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의 

복원성 기준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어선복원

성 기준이 타 국가들의 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완화된 기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캐나다의 기준은 적용선박의 범위부터 IMO 기준보

다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어선까지 포함하고 있고 특히, 중

국 기준에서는 GM 요구값이 IMO 보다 높아 가장 강화된 기

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의 개선 사항 제안

앞서 2장에서 국가별 복원성 기준 비교분석 결과 한국의 

기준은 다른 국가들과 IMO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완화

된 규정임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해서 24 m 이상의 어선

임에도 일부 규정(항목)들을 검토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이다. 어선의 해상 사고 유형,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복원성

에 기인한 국내 해양 사고는 IMO 및 다른 국가들의 기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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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국내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사

고를 줄이거나 예방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앞서 국내외 어선복원성 기준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선복원성 기준이 향후 개정되어야 한다

고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Table 8과 같이 제안하며, 제

안하는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Name 
Proposal of criteria amendments 

(for Korea)

Applicable ship 
[number of people] 

/ [m]

13 [people] or more / fishery

13 
[people]
or more 

12~24
[m]

24~40 
[m]

40~70
[m]

70 [m]
or 

more

G0M[m] Application
of criteria 

for 
fishing 
vessel, 

according 
to the 
hull 

length

G0M
(1) 0.35 or more 0.15

A│0°-30°│[m·rad] - 0.055 or more

A│30°-40°│[m·rad] - 0.030 or more

A│0°-40°│[m·rad] - 0.090 or more

GZ│30° or more│[mm] - 200 or more

GZmax occurrence angle 
[deg.]

25° or more

GZ at α(limited heel 
angle [deg.]) / 
at C(immersion angle)

G0Z│α│
(2) GZ│C│

(3)

α(limited heel angle)
[deg.]

16° or more, (or) 80%(3)

φf│inflow into fish-holds│ 20° or more

Area│wind│[m·rad] b > a

Area│wind, fishing gear│

[m·rad]
ABC=BDE 

at 17° or less 

G0M
(1) = 0.04B + α(B/D) - β (24m or less)

G0Z│α│
(2) ≧  M/W,  GZ│C│

(3) > MC/W (C = 12°)
80%* : 80% of the hull side flooding angle

Table 8. Proposal of amendment as Korea fishing vessel stability 

criteria

첫 번째 제안사항은 24 m 이상 어선에 대하여 GZ 곡선도

상에서의 횡경사각도에 따른 요구 면적에 대한 기준을 IMO 

규정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는 것이다. 기존 국내 규정에서 40 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평가항목들을 

24 m 이상 어선부터 적용하도록 모두 하향 조정하여 IMO 기

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IMO 보

다 더 작은 어선들까지도 복원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일본, 중국 그리고 캐나다)의 적용기준과 비교

했을 때 이러한 개선은 최소한일 것이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안은 선체길이 

24 m 이하의 소형 어선(12~24 m)에 대한 적용기준을 추가하

고, 그에 따른 평가항목으로서 현재의 24~40 m 어선에 적용

하는 초기 GM(G0M
(1))값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국내 

규정에서는 24~40 m 어선에 대해서 초기 GM(G0M
(1))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IMO 및 국외에서는 어선 길이 24 m 혹

은 12 m에 대하여 초기 GM(G0M)값에 관한 기준 뿐만 아니

라 GZ 곡선도상에서의 횡경사각도에 따른 요구 면적 기준

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기준상의 24 m 

이상 어선에 대하여 단순히 G0M
(1) 한 가지 항목만을 그것도 

국내에서만 평가하는 기준값으로 규정화 하고 있는 것은 상

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국내에

서만 평가하는 G0M
(1) 항목에 관한 기준이 갖는 취지는 그대

로 하되, 이 항목의 적용 대상을 어선 ‘24 m 이상’에서 

‘12~24 m’로 변경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국제 규정

과 유사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판단한다.

셋째, 최대 GZ 값을 갖는 횡경사 각도가 25° 이상이 되도

록 하는 평가항목을 전체 어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다. 이것은 현재 한국만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규정들이 

모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다. 한국의 현재 기준대로라면 

횡경사각도 25° 이상에서 급격하게 복원력이 낮아지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통해서 횡경사각 25° 

이상에서도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다.

넷째, 새로 추가하는 소형(12~24 m) 어선에 대해서는 기존

의 24~40 m에 적용하던 최소 GZ값을 검토하는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다. 소형 어선일수록 승선인원 1명의 횡 방향 이동

에 따른 복원력 변화가 24 m 이상의 어선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12~24 m 소형 어선의 복원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본의 어선복원성 규정에 있는 

“어구 사용 시 풍압에 기인하는 복원력의 변화”를 검토하는 

평가항목인 “Area│wind, fishing gear│”를 국내 규정에도 추가 적용

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내 어선 복원성 기준에서는 ‘어구 사

용에 의한 영향’과 ‘어구 사용시 풍압에 의한 복원력 변화’ 2

가지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평가항목의 도입

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의 향후 개정안으로 제

안한 상기 5가지 사항들은 기존의 우리나라 어선복원성 기

준의 평가항목들이 갖는 고유한 특성은 최대한 유지하되, 

IMO와 해외 기준들이 갖는 특징인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어선들까지도 복원성을 검토하고 복원 안전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안했다. 



오경근․임남균

- 296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어선의 복원력 관련 해상사고 사례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복원력에 기인한 사고를 줄이고

자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의 향후 개선 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국외(일본, 중국, 캐나다) 및 IMO의 어선

복원성기준 총5개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한국, IMO, 일본, 중국, 캐나다의 어선복원성 기준을 조

사하고, 각 기준의 평가항목과 기준 값들을 비교 및 검토하

였다. 일본, 중국, 캐나다의 기준은 표준(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IMO의 어선복원성 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은 IMO 복

원성 기준의 항목들과 기준 값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 선박(어선)의 크기/면에서 완화되어 있다.

2) 비교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복원성기준이 향후 개선

되어야 할 이하의 5가지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정리하여 제안했다.

(1) 복원성 검토 선박 확대 (전장 12~24 m의 소형 어선)

(2) 소형 어선(전장 12~24 m)의 최소 GZ값 확보

(3) 24 m 이상 어선의 적용 기준항목 평준화(안전율 조정)

(4) 횡경사각도 25° 이상(대각도)에서의 GZ값 확보

(5) 횡경사시 현단에서의 선내 해수 유입 상황 고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의 어선복원성 기준 개선안은 

IMO, 일본, 중국, 캐나다의 어선복원성 기준들과의 상호 비

교하여 국내 기준을 평준화하는 접근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

이다.  제안한 기준 개선안의 특정 항목들의 대해서는 보다 

정확히 비교평가하기 위해 향후 실적선 정보를 이용한 물리

적, 수학적인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평가 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20년도 목포해양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

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임.

References

[1] Allianz(2016), Safety and Shipping Review, An annual review 

of trends and developments in shipping losses and safety, 

2016.

[2] Government of Canada(2021), Fishing Vessel Safety Regulations, 

C.R.C., c. 1486. 

[3] Government of China(2019), Ship and Maritime Construction 

Criteria (船舶与海上设施法定检验规则).

[4] Government of Japan(2021), Ship Stability Criteria; 船舶復原

性規則, Ministry of Transport (運輸省令), No. 76 (第七十

六号).

[5] Government of Korea(2019), Fishing vessel stability and load 

line criteri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tice, No. 

2019-86. 

[6] IMO(2008),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 (2008 IS Code).

[7] IMO(2012), SAFETY RECOMMENDATIONS FOR DECKED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12 METERS IN 

LENGTH AND UNDECKED FISHING VESSELS (2012), 

IMO. 254, pp. 8-10.

[8] Kwon, S. Y. and H. J. Lee(2007), Study on the Stability 

Criteria for Small Fishing Vessels and Cargo Ship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hip Inspection & Technology, 

Vol. 22, No. 5, pp. 19-33.

[9] Kwon, S. Y. and H. K. Choi(2008), Study on the Stability 

Criteria for Fishing Vessels, Journal of the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No. 5, pp. 21-38.

[10] Lee, A. R., I. K. Kang, and H. J. Jo(2009), A Study on the 

stability of a crab trap fishing boat with water tank 

experi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Vol. 45, No. 4, pp. 267-275.

[11] Lee, H. J. and S. K. Kim(2004), Effect of Fishing Gear Load 

on Recovery Performance (translated in English), Journal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Vol. 13, pp. 22-25.

[12] MAIB(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2002), Report on the Analysis of Fishing Vessel Accident 

Data 1992 to 2000, pp. 8-22.

[13]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2020), Maritime safety tribunal 

statistical yearbook, Maritime safety tribunal center, Maritime 

accident statistics, chapter 1-4.

[14] Park, J. W., J. N. Kim, and J. H. Her(1999), A Study for 

Stability Criteria of Small Fishing Vess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5, No. 

2, pp. 45-55.

[15] Song, B. H., K. H. Lee, and W. K. Choi(2018),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to Ensure Marine Saf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4, No. 7, pp. 875-888. 

                                                         

Received : 2022. 01. 17. 

Revised : 2022. 02. 11. (1st)

: 2022. 02. 15. (2nd)

Accepted : 2022. 0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