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수산 자원의 감소 및 인구의 증

가에 따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수산 양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내만 양식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잉여사료나 양식어류 배설물 등으로 인

한 양식장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국내

수산양식은 저가 양식 어류의 수입, 사료비 및 유류비의

폭등, 소비의 다변화 미비, 양식어종의 단순화 등으로

대외 경쟁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해 양식기술 확립, 유전육종 연구,

사료 기술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두드러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식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내만 양식장의 외

해 이전, 양식품종의 다양화,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연

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참

다랑어를 주 대상어종으로 하여 외해에서 완전 양식기

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외해라는 지리

적,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에

서는 외해 양식 시설물 개발을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Huang et al., 2008; Suhey et al.,

2005). 그러나 외해에 설치되는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내

만에 비해 자연적인 외력, 즉 조류이나 파고에 크게 노출

되어 있어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해상에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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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외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시설되는 대부분의 양식 시설

물은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시설함으로써 자연 재해

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2011년 태풍“무이파”로 인해 완도군, 진도군의 전복양

식시설이 인접 양식시설을 덮쳐 해안으로 밀려와 약 260

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

최근 양식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기초로 가두리 적

지 선정 등과 같은 양식시설 표준안 확립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여기서, 해양환경의 외력에 대한 가두리

운동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리학적인 모형을 이용

한 수조 실험적인 차원에서 동역학적 운동해석 (Kim et

al., 2000; Huang et al., 2006; Lee et al., 2012), 양식구조물

의 계류력 산정 및 이를 위한 유체력 해석 (Kim et al.,

2002), 수치이론모델 기반 모델 해석 (Lee et al., 2010a;

Lee et al., 2010b) 등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조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실험만으로는

가두리의 운동 특성 및 안정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

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설치해역은 수조 내에

서 구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향의 불규칙 흐름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Fredriksso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가두리 모형 수조 실험과 이론적

인 모델 해석을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 해석 방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 조건에서 해역의 유속장

및 파랑 중 실측한 데이터를 취득하여 팔각기둥형 가두

리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양식 어류의 유영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용적 손실률 실측을 위한 실험적 방법을 제

시하였다. 또한, 해양환경의 외력에 대한 측정 실험 결과

를 통하여 팔각기둥형 가두리가 설치되는 실제 해역 적

지 선정 등 외해 가두리 시설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팔각기둥형 가두리 특징

참다랑어 양식을 위한 팔각기둥형 가두리는 Fig. 1 및

Table 1과 같이 4점 계류방식으로 제작하여 가두리 규격

은 높이 15.0m, 지름 14.6m, 사육용적 2,460m3의 팔각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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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sketch (A) and photigraph (B) of a aquacultural cage system moored by 4 point ropes.

Table 1. Specification of aquacultural cage system moored by 4 point ropes for offshore

Material Diameter
buoyancy or bottom

weight
Strand Value

Upper and bottom frame[mm]

Mooring line

Weight [kg]

External nets

Internal nets[mm]

# of mooring line

Volume

ST

PP

Cocreate

Compound

PE

－
－

250

50

－
20

5

－
－

2,000

－
20,000

－
－
－
－

－
－
－
－
40

－
－

－
－
－
－
－
4

2,460

(A) (B)



형태로 상부 림 (Upper collar)과 하부 림 (Bottom collar)으

로 구성되며, 각 림 내부에는 공기의 주입량을 조절하여

가두리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그물감이 설치되어 있다. 

설치해역 해저지형 조사

팔 각 기 둥 형 가 두 리 가 설 치 된 통 영 욕 지 도

(34°37.3246’N, 128°14.0264’E) 주변 해저지형 조사하

기 위하여 , 다방향음향측심기 (Multibeam 7101-ST,

Reson, Denmark)를 이용하였다. Fig. 2는 욕지도 덕동항

을 출항하여 가두리가 시설된 시험어장 주변 해역을 약

4－5knot로 항 해 하 면 서 자 료 수 집 소 프 트 웨 어

(PDS2000, Reson, Denmark)를 이용하여 저장하였고, 후

처리소프트웨어 (Fledermaus Ver 7.0, QPS, USA)를 이용

하여 이미지 처리한 가두리 시설 주변 위치 및 해저지형

은 Fig. 3과 같다. 욕지도 덕동항 입구로부터 일정각도로

경사면을 나타내며, 내파성 가두리가 설치된 수심은

38－40m정도로서 비교적 평탄한 해저지형을 이루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수집 장치 구성

경상남도 통영 욕지도 시험장에 설치된 팔각기둥형

가두리의 유속장에 따른 내구성, 거동 특성 및 그물 내

용적손실을 분석하기 위해, 계류삭의 장력 및 사육 해양

환경 (용존산소, 수온) 모니터링을 위해 Fig. 4와 같이 실

시간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성하여 관측 부이 내부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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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 bottom image processing at aquacultural cage station.

Fig. 3. Installation position of the octagonal pillar type fish cage and mooring system.



치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CDMA 통신을 통해 육상

의 PC에서 데이터가 수집된다. 또한, 가두리의 내구성

및 거동 특성, 그리고 가두리 그물 내 용적손실률을 분

석하기 위해서 장력계, ADCP (WH-300, Teledyne RDI,

USA) 및 수심센서를 Fig. 5와 같이 설치하였다.

수중가두리 장력 변화

수중에 설치된 가두리의 외력에 대한 안정성은 이론

계산과 실측 측정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데, 설치 해역

의 해상용 관측 부이로부터 실측된 측정값과 비교하기

위하여 계산식에 의한 가두리에 미치는 힘을 분석하였

다. 수중에 설치된 가두리의 계류삭에 인가되는 장력은

가두리의 유수저항, 부력, 양력의 영향을 받으며, 중성

부력상태로 가정하고 부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

우, 본 연구에서 적용한 팔각기둥형 수중가두리에 미치

는 전체 유수저항은 그물감의 저항, 가두리 프레임의 저

항, 가두리 계류삭의 저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두리

전체에 미치는 힘은 이러한 저항의 벡터 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변형을 고려하지 않는 그물의 경우는 후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각각의 그물감에 작용하는 유수저항

을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합

산하여 전체 저항으로 채택하여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수중가두리의 저항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그물의 저

항은 이론값과 측정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Fridman에 의

한 평면 그물감의 저항으로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Rnet〓

___
r·CD Sr u 2 (1) 

2

2 Rnet
CDrag〓

______
(2) 

r S u 2

S〓2·Ek·(Dt /ML)·L0·H0 (3) 

여기서, 가로 성형률 0.707로 하여 영각 90°일 경우, 실

험에 사용된 평면 그물감의 매듭 계수비 (Ek)는 매듭그

물감의 경우 1.0로 계산하였으며, L0, H0는 각각 그물감

의 수평 및 수직으로의 뻗친 길이이다. 그물실의 굵기

(Dt)는 1.0mm, 그물코의 크기 (ML) 24.5mm인 PE 그물감

로, 가로 성형률 약 0.707로 하여 영각 90°로 계산하였다.

또한, Sn는 그물감의 유효면적 (Kim, 1999)이며, 면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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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for acquisition data of tension, DO, sea-

water temperature.

Fig. 5. Observation buoy (a) and Installed position (b) of tension meter, depth sensors and ADCP at an aquacultural cage.

(a) (b)



는 식 (5)와 같다. 

d S
Sn〓

___·_________
(4) 

L sinfcosf

Sn d___〓__________
(5) 

S Lsinfcosf

그물에 작용하는 유수저항을 계산하기 위해, 저항계

수 Cd는 유체의 점성과 유속, 영각의 함수로 이루어지

며, 그물감 벽면적 S, 그물의 투영면적 Sm, 그물감의 투

영면적 Sn, 저항 R은 저항계수 k (kg·s2/m4), 그물감의 면

적을 S, 유속을 U로 계산한다. 

R〓KSU2 (6)

여기서, 저항계수 k는 레이놀즈수에 의한 영향은 일정

이상의 유속에서는 상수화된다.

d
k0〓g (______)

0.8

, (영각 q〓0。) (7)
lcosf

Sn Sn
k45〓100 (___)

1.2

(___)
1.6

, (0。< q ≤45。) (8)
Sm S

Sn Sn
k〓100 (___)

1.2

(___), (45。< q ≤90。일 경우) (9)
Sm S

Sn
k90〓100 (___)

1.2
, (영각 q〓90。) (10)

Sm

팔각기둥형 수중가두리의 유수저항은 저항계수 k, 그

물감 벽면적 S, 유속 U에 비례하므로, 대상으로 하는 그

물감을 통과한 유속 감소가 후면의 그물감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기존 정육면체 사각형 모형 그물

의 유수저항 R〓kSU1.76〜1.83에 비례한다 (Kim et al, 2000)

는결과를고려하여 R〓kSU1.8에비례하는것으로계산하

였다. 여기서, 유속범위 0.2－1.2m/s로 0.1m/s씩 증가시키

며 측정하였다. 그물실의 직경에 대한 유속 0.6m/s, 물의

동점수계수 (u)는 20°C일 때 1.004×10－6m/s2이므로, 평

면그물감의 레이놀즈수 (Re〓D·V/u)는 6.0×102이다. 

따라서, 그물감의 레이놀즈수와 유속에 따른 저항값

과 항력계수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Fridman의 그물

감 레이놀즈수에 의한 저항계수 변화에 관한 실험결과

에서 항력계수가 약 1.4이며 본 실험에서는 1.5로 나타

났다. 레이놀즈수가 3.0×102 이상 높은 영역에서 저항

계수의 변화가 매우 작으며,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두리 프레임의 유수저항은 식

(11)과 같다.

1
D〓∑___

CdrAu 2 (Cd〓1.0, r〓1,030kg·m3) (11)
2

결과 및 고찰
팔각기둥형 가두리 양식 욕지도 시험장에 도플러유

향유속계 (ADCP)를 설치하여 2011년 12월 17－21일까

지 5일간 측정한 유속장 자료를 Fig. 6과 같으며, 측정 기

간 동안 평균 유속은 0.4m/s, 최대 유속 1.1m/s로 나타났

으며, 평균 수심은 38m로 나타났다. 유속장 내에서 가두

리의 용적 손실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상부 림 (Upper

Collar)과 하부 림 (Bottom Collar)에 각각 수심센서 2개

씩을 수직 대칭 및 동시에 수평 대칭으로 부착하였다.

한편, 상·하부 림에 설치된 수심센서로 부터 2011년 12

월 18일－27일까지 12일간 측정된 수중가두리 상·하

부 림의 수심변화 데이터는 Fig. 7과 같다.

Fig. 7의 결과를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기간 내

유속 변화가 심한 2011년 12월 20일 일정시간대

(09:59－23:19)를 분석영역으로 설정하고, 동 시간에 유

향유속에 따라 계류삭에 걸리는 4점의 장력을 합산한

값과 용적손실률 계산을 위해 부착한 수심센서의 변화

를 Fig. 8과 같다. 그 데이터로부터 유속장에 따라 분석

영역에서 장력의 변화 및 2차원적인 용적손실률을 아래

와 같이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계류식에 의해 계산된 수중가두리에 미치는 유

수저항의 이론값과 현장에서 장력계에 의한 측정값을

상호 비교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계산식에 의한 0.4 및

0.6, 0.8, 1.0m/s의 유속에 대한 이론값은 각각 489.8kg·f,

1,016.3kg·f, 1,705.7kg·f, 2,548.9kg·f로 나타났고, 측

정 값 은 405.2kg·f, 821.0kg·f, 1,502.0kg·f, 2,208.0

kg·f으로 나타났다.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은 2차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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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of resistance value and drag coefficients according to current speed

Current speed (m/s)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Resistance of net (kg·f)

Drag coefficients

0.14

1.76

0.28

1.56

0.47

1.49

0.76

1.55

1.07

1.51

1.45

1.50

1.86

1.47

2.25

1.41

2.75

1.40

3.54

1.49

3.8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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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rrent speed data for time elapsed.

(a) 2012.12.20 (11:01)

(b) 2012.12.20 (13:01)

(c) 2012.12.20 (18:01)

Fig. 7. Data of depth sensor attached at the 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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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psed time (min)

B
4
 (

m
)

B
2
 (

m
)

U
3
 (

m
)

T
en

si
o
n
 (

k
g
f)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그래프

에서의 오차는 이론값에서 가정한 평면 그물감의 저항

에 관한 계산식이 실제 가두리 설치 시에는 평면 그물감

이 아닌 곡면으로 설치된 것과, 가두리 각 부의 흐름 방

향과 일정한 영각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는 계산

식에서는 흐름에 직각으로 받는다고 계산됨으로써 발

생하는 오차이므로, 이론값이 다소 14－24% 높게 산정

되었으나 이론값과 측정값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며 잘 일치하고 있다 (R2〓0.997).

한편, 수중가두리는 흐름장내에 존재하므로 흐름의

강약에 따라 용적이 변화하게 된다. 수중가두리의 용적

이 변화하게 되면, 사육하는 어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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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quatic cage shape at static state (a) and current speed 1.1 m/s (b).

Fig. 9.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values of nets according to cur-

ren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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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epth difference of vertical frame at a 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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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생물에 적합한 가두리시설을 설계하기 위해

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

라서, 수중가두리 상·하부에 각각 2개의 수심센서를

장착하여 상하부의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유속변화에

따른 가두리의 용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영역에서

의 수중가두리의 용적 손실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동

시간에 상·하부 림의 높이인 각 부림의 수직방향의 수

심 단차 (B2-U1, B4-U2)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기서,

수심센서 B2와 U1의 단차는 대략 9.8m, 수심센서 B4-

U2은 11.2m이다 (Fig. 10). 

또한, 분석영역에서 설계 도면상 가두리 용적과 최대

유속 1.1m/s에서의 용적을 계산하여 손실된 용적률을

계산하였다. 설계도면상 수중가두리 용적률은 가두리

의 팔각형 모서리의 길이 (L) 6.0m, 수중가두리의 팔각

형 직경 (R) 14.0m 및 밑면의 넓이 (S), 164m2, 높이 (H)

15.0m이므로, 전체 용적 (P)은 2,460m2로 산정된다. 또

한, 실제 해상에서 수중가두리의 거동은 측정값을 적용

하면, 하부 림은 계류삭에 의해 고정되어 거의 거동이

없으며, 상부 림만 상하 거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속 1.1m/s에서의 용적은 수중가두리의 팔각

형 밑면의 넓이는 164m2, 수심센서 B2-U1의 단차 (D1)

는 9.8m, 수심센서 B4-U2의 단차 (D2)는 11.1m가 되어

1,714m2로 나타나 용적손실률은 30.3%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용적손실률 산정값은 일반 해면가두리의 해수

유동에 의한 밑면 그물감 날림들을 고려하면 큰 용적 손

실률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분석영역에서 하부 림이 계류삭에 의해 수평으

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대유속 1.1m/s에서

대략적으로 가두리의 상부 림이 유속에 의해 기울어진

정도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약 5.3°정도 기울

어 져서 용적 손실이 30.3%로 산정되었다 (Fig. 11). 여기

서, Fig. 11 (a)는 정조시의 수중가두리형상을, Fig. 11 (b)

는 최대유속 1.1m/s에서의 수중가두리 형상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그 결과, 팔각기둥형 수중가두리의 경우 용

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부 림의 부력을 현재 2

배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팔각기둥

형 수중가두리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작업이 불

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하부 림에 고정된 로

프를 수정하여 로프와 부력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부

상 부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영 욕지도 시험어장에 설치된 팔각

기둥형 수중가두리의 현장 실증실험으로 외력 (유속장,

파고)에 대한 가두리의 내구성 (장력, 거동 특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가두리 시설 표준안을 제

시하였다. 경남 욕지도에 설치된 팔각기둥형 가두리는

현장 실증 실험결과로부터 욕지도의 외력 (유향유속, 파

고) 등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가두리의 계류삭과 샤클의

사양을 규격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인 해양환경 관측 및 기존 수십 년의 해양관측자료 분석

을 통해, 정밀한 수중가두리의 표준시설 기준안을 제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팔각기둥형 수중가두리의 현장

실증실험에서 개선 사항으로는 그물형상을 유지하는

상부 림의 부력증가 (320.0kg) 및 그물망 교체의 편의성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심센서를 이용하여

상·하부 림의 단차분석을 통해 유향유속별 가두리의

거동 특성을 2차원적인 분석방법으로 수행되었으나, 향

후에는 가두리의 거동 특성을 정밀 관찰하기 위해서 3

차원적인 해석방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분석 기

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수중가두리

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수심센서, Pitch & Roll, 장력계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동기화시키고, 수중가두리 실시간

거동 특성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후처리 프로그램 개발

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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