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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장치를 이용한 양식용 부자 LED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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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ic lightening buoy that can indicate an aquaculture cage at night 

or in rough weather. The energy for the light is generated by the linear motion of a magnet along with a coil inside the 

buoy as the waves cause the buoy to oscillate up and down. The principle of the magnet motion is different between 

the magnet and body of the buoy because the movement of the latter is dependent on the surface wave, while the former 

is affected by the damper. To obtain a quantitative performance of the buoy, the voltage as well as up and down motion 

produced by several waves were measured in the wave tank. A shorter wave period, i.e., faster motion, of the magnet 

produced a brighter ligh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aid in deciding the optimum design of a buoy capable of producing 

a bright light at any aquaculture site affected by sea or fresh water waves.

Keywords : Lightening buoy, Aquaculture, Surface mooring

서 론

바다양식이 대형화되면서 연안에서 벗어난 해역에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육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양식장의 경우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조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깨끗한 환경에서 어류를 양식할 수 있다. 그러나 육지로

부터 원거리일수록 수심이 깊기 때문에 많은 설치비는 

물론이고 먹이의 공급, 모니터링 등 관리비용 등도 많이 

소요된다. 특히 양식시설에 대한 표식장치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 항행중인 선박이 시설물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선박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야간 항행중인 선박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빛으로 표식을 하는 부표가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

으나, 이 중 건전지를 교환하는 방식은 건전지의 잔량

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미처 건전지를 교

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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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이러한 건전지 교환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자가 발광식 부자인데, 주로 태양광을 

이용한다. 그러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육상에

서 설계한 예상 전력과 상이하게 나타기도 하고 (Jo and 

Oh, 2011) 해상의 날씨에 따라 충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태양광판에 소금이 말라붙어 태양광 

충전을 방해하기도 한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식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야광도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광능력이 줄어들고 습윤 시에는 

감량의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 (Seo, 2002)을 보이기 때

문에 발광부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전기전자 모듈을 소형으로 제작하는 기술이 확

보됨에 따라 소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장비 등에는 

가벼운 움직임에도 제품의 운동특성에 따라 충전이 가

능한 다양한 자급 전원 모듈이 적용된 제품들이 많으

며, 충전원리는 대부분 자석과 코일의 상호운동에 의해

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부유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

계하여 파력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력을 얻으려는 

연구 (Lee et al., 2012)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파랑의 

운동에너지를 부자의 발광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

는 찾기 어렵다. 

이 발광 부자는 파랑에 의한 자가 발전으로 발광기능을 

갖도록 한 것으로, 파랑의 상하 운동력을 이용하여 코일 

속 자석을 움직이게 하고 그 유도전류에 의해 발광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수면의 작은 파랑에도 부자내부의 

코일과 자석의 상하 움직임의 위상차를 크게 하도록 

고안된 자급 전원식 부자에 대해 조파수조 내에서 여러 

가지 파랑의 종류를 인가시켜 부자의 상부에 위치한 

LED를 밝히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파랑의 변화

에 따라 LED에 공급되는 전원의 패턴을 확인하여 이 

부자성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여기서 LED로 전

달되는 유도기전력의 전압을 조사한 이유는 LED 빛의 

조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측정이 용이하고 정확성이 높

은 전단계의 물리량을 계측하는 것이 부자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레노이드 방식을 채용한 이러한 발광부자는 기존의 

태양광식에 비해 지속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식용 부자와 같이 야간에 불빛이 필요한 경우에

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자동발광부자의 구조와 원리

부자의 설계도와 기본원리는 Fig. 1과 같이 발광 부자는 

코일에 발생된 유도전류를 전원으로 이용하여 코일과 전선

으로 연결된 LED에서 빛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은 외부에 코일이 부착

된 내부 실린더 속에 있는 자석이 파랑의 상하운동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면서 코일에 발생시킨 유도전류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코일이 부착된 실린더는 파랑의 

상하운동에 따라 부력재와 함께 해수면에서 상하로 움

직이게 되는 반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고정판과 로

드에 연결된 자석은 부력재에 비해 상하 움직임이 용의

하지 않으므로 실린더와 자석 사이에 위상차가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자석이 실린더 코일 속을 상하운동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파랑이 발생했을 때 해수면의 수괴는 큰 상하운동을 

하는 것에 비하여 고정판이 위치한 다소 깊은 곳의 수

괴는 비교적 작은 상하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

로는 파랑의 상하운동력의 영향을 받아 발광 부자 내부

의 자석은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 외부의 코일에 유도전

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실험에 사용한 발광부자는 LED (백색, 0.35 W, 2.3 V, 

150 mA, DR Co., Korea)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0.1 mm 에나멜코일을 3,000회 감은 외경 ∅36 원통에

Fig. 1. Basic structure and part name of the lighting buoy (a 

lighting buoy, b styrofoam, c inner cylinder, d outer cylinder, 

e magnetic, f coil, g LED, h wire, i adhesion panel, j upper cover, 

k lower cover, l load, m resistance panel, n rubber cushion, o 

rubber cu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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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N 35 Grade / Ni 도금, ∅25, H20)이 상하 운동하

도록 제작하였다. LED는 4개가 사용되었고, 음전압과 

양전압에서 각각 두 개씩 점멸하도록 하였다. 발광부자

에 사용된 LED를 발광하기 위해서는 2.3 V의 전압이면 

충분하므로 전압이 높게 인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PCB를 통해 최대 전력을 3 V로 제한하였다.

수조실험

발광부자가 파랑에 대해 움직임이 많아지도록 Fig. 1 

의 기본형에 Fig. 2와 같이 참외형 부자 (SHE-6, 3 kgf, 

Dae Yang Co. Korea)를 발광부자 부력재 (스티로폼)의 

둘레에 3개를 부착하였다.

Fig. 2. Three small buoys were attracted to the lighting buoy to 

improve movement of the buoy against waves. 

Fig. 3은 조파수조에서의 실험 형상이다. 실험은 조

파수조 (80×10×3.5 m, NFRDI, Korea)에서 수행하였다. 

수조의 바닥에서 길이 4,000 mm인 계류줄에 고정된 

원형부자 (D: 240 mm, Daeyang Co., Korea)에 표면 계

류줄 (Fig. 3의 Surface mooring rope)을 3가지 간격 

(350, 1,000, 1,700 mm)으로 발광부자를 연결하였다. 

파랑의 종류는 각 연결 길이에 대해 파고가 100 mm 

(주기 1.1, 1.3, 1.5, 1.7, 2.0 sec), 150 mm (주기 1.1, 

1.3, 1.5, 1.7, 2.0 sec), 200 mm (주기 1.3, 1.5, 1.7, 

2.0 sec)인 세 가지로 정하였다.

어떤 실험조건에 대해, 발광부자에 부착된 LED가 발

광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므로 

LED의 발광을 목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션 인식 

장치를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비

해야 하는 점이 있고 실험실의 밝기조정 혹은 인식장치

와 LED와의 일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발광부자에 부착된 LED의 구동 전압이 2.3 V이므로 

이 이상의 전압이 부자의 움직임에 의해 인가되면 불이 

켜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LED를 구동하는 PCB에서 

LED로 공급하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

한 방법이다. 부자내의 LED에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하

기 위해 발광부자 상부에 전선을 삽입하고 코일과 전선의 

양극을 연결하여 부자 내 실린더의 움직임에 따른 전압

차를 측정하였다. 이때, 발광부자의 꼭대기에 중력센서 

(6DOF-IMU (ARS), 2~16 g, E2BOX, Korea)를 부착하

여 그 전압과 함께 발광부자의 상하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데이터 수신반복주파수는 200 Hz였다.

Fig. 3. Arrangement of experimental apparatus in wav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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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수신은 첫 번째 파랑이 부자를 만나기 시작

할 때부터였으나 실험 간 동일한 비교를 위해 데이터 

수신 후 15초가 경과한 시간부터 10초 간의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실험 사이에는 선행 실험에서 발생한 잔파의 영향

을 없애기 위해 10분 간의 간격을 두었고, 매번 소파기

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 4, 5, 6은 각각 부자와 표면의 고정점 간의 거리

가 350, 1000, 1700 mm인 경우에 파고와 주기별 부자

의 상하 움직임과 전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경

우에 대한 그래프의 이름은 고정점과 부자의 간격인 

표면 계류줄의 길이 (L, mm), 파고 (H, mm), 주기 (S, 

Fig. 4. Patterns of voltage yield and acceleration by movement of the buoy with 0.35 m length of surface mooring

rope depends on waves. Thin: voltage, Dot: acceleration.

Fig. 5. Patterns of voltage yield and acceleration by movement of the buoy with 1 m length of surface mooring

rope depends on waves. Thin: voltage, Dot: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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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로 표시되어 있다. 즉 L350H100F1.1은 350 mm 

길이의 표면 계류줄로 고정점 부자와 발광부자 사이를 

연결하고 파고 100 mm에 주기가 1.1 second인 파랑을 

인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자의 상하 움직임과 전압의 

크기 및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실험에서 부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속도 값

이 파랑의 주기에 잘 대응하였는데, 파랑의 주기가 짧

은 경우에는 가속도의 편차도 크고 주기도 짧았으며, 

파랑의 주기가 긴 경우에는 가속도 크기의 편차도 작고 

주기도 길었다. 특히, 파고가 100 mm로 가장 낮고 주기

가 2.0 sec로 가장 긴 경우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또한 파랑이 큰 경우가 파랑이 작은 경우보다 가속도의 

편차가 컸다. 가속도 편차가 크다는 것은 부자의 움직

임이 빠르다는 것으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석의 행정

(이동거리)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표면 계류줄과 파랑의 형태가 

솔레노이드 장치가 발생시키는 전압의 크기와 질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실험의 케이스 중 

2.3 V의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발생되는 경우는 

L1700H100S2.0이었다. 이 경우는 전체의 실험 케이스 

중 표면 계류줄이 가장 길며 인가되는 파랑의 형태도 

가장 낮은 파랑과 가장 긴 주기를 가졌기 때문에 부자

가 파랑에 자유롭게 천천히 움직였다.

발광부자의 전압은 솔레노이드가 전압발생장치가 

들어가 있는 부자 몸체와 전자석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로드 및 고정판의 상하움직임의 위상 차이에 의해 발생

되는데, 파랑이 높은 경우에는 부자본체는 파랑을 타므

로 움직임이 크고 고정판은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위상

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지만, 파랑이 낮은 경우에는 위

상차가 작아서 안정적인 전압의 공급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파랑이 낮은 경우에도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과 같이 주기가 빨라지면 발생되는 전압이 커지게 

된다.

  



 




(1)

즉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짧아도 그 안의 자석이 빠르

게 움직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충분한 전압이 공급된다. 

따라서 파도의 주기가 긴 경우에도 표면 계류줄이 짧으

면 부자가 긴 주기의 파랑을 못하기 때문에 발광부자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상하로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짧은 주기의 파도가 인가된 것과 같이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Fig. 7 (b)). 파랑의 형태는 같았지만 

2.3 V의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L350H100S2.0과 

Fig. 6. Patterns of voltage yield and acceleration by movement of the buoy with 1.7 m length of surface mooring

rope depends on waves. Thin: voltage, Bord: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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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Interference of movement of a buoy on the wave by surface 

mooring rope.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2.3 V의 전압이 공급되는 L1000 

H100S2.0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350H100S1.7의 경우는 계류줄이 상대적으

로 긴 L1700H100S1.7나 L1000H100S1.7에 비해 전압

의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마이너스 전압에서만 

2.3 V 이상의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4개의 LED 

중 2개의 LED만 발광하였는데, 부자의 상하 움직임은 

다른 실험들에 비해 가장 짧고 빨라서 부자의 움직임 

빠를수록 전압의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가설에 배치된

다. Fig. 7의 그림과 같이 발광부자가 계류되어 있는 

경우는 파랑의 주기와 구속된 계류 시스템의 주기 모두

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주기가 공교롭게도 양의 전

압을 발생시키는 움직임을 저감하는 형태의 주기와 동

기화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광부자가 가두리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가두

리의 움직임에 예속되어 가두리에 인가되는 파랑의 형

태에 따른 가두리의 움직임이 발광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가두리는 작은 파랑에는 거의 상하 움

직임이 없으므로 발광부자가 작은 표면파에도 발광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에서와 같이 표면 계류시스

템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때, 인가하는 파랑의 

형태에 따른 부자의 움직임과 고정판의 움직임의 위상

차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L350H100S1.7과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발광부자가 계류줄에 묶여 있지 않고 파랑표면의 접

선으로 움직이며 저자들의 의도대로 고정판의 항력이 

매우 높아 일정한 수심에서 거의 상하 움직임이 없다고 

가정하면 부자의 상하 움직임이 발광부자 내부의 자석

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발광부

자의 움직임은 파랑의 일반식 (Berteaux, 1976)으로 표

현된다. Fig. 7에서 발광부자가 파랑의 마루에서 골로 

내려올 때 양전압이 발생하고 골에서 마루로 올라갈 

때 음전압이 발생하므로, 발광부자의 반주기 움직임에 

의해 양전압과 음전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랑 마루와 골의 차이가 솔레노이드 길이 (l)보다 긴 

경우는 자속은 “l ”에 예속되고,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긴 경우는 2a에 의해 제한된다. 

이를 조건으로 식 (1)에 대입하면, 자기선속 Φ (파이)

는 자기력선의 수 (B)와 자석의 면속도 (S)에 의해 결정

되므로,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파랑의 골과 마루보다 짧은 

경우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식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파도의 주기이다.

  







∙



(2)

  










∙


(3)

그러나 발광부자는 형태에 따라서 표면에서 움직이

는 모양이 다르고 (Yoon et al., 1998), 실제 해상은 여러 

정현파가 섞여서 상존하며 부자도 표면 계류로 발광부

자의 움직임에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의 식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전력을 얻는 발광부자

의 전력량을 예측하고 적정한 전력량을 발생시키기 위

해서는 바다표면 입체경 등을 통해 발광부자를 설치하

고자 하는 곳의 일반적인 해상상태를 파악 (Knauss, 

1988)하여 그 조건을 질량스프링 모델 등 파랑과 조류

Fig. 8. Up and down motion of the magnet in the solenoid by 

a cosin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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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이 추가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 방법 

(Lee et al., 2008)’에 적용함으로써 발광부자의 움직임

을 예측한 후, 이에 맞는 솔레노이드의 길이 등을 설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솔레노이드를 내장한 부자가 파랑에 

대응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을 이용해 발광하도록 

하는 자가발광형 부자에 대해 조파수조에서 실험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발광부자는 다양한 주기와 파고의 파랑

에 잘 대응하여 상부의 LED가 발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파랑이 낮고 주기가 긴 경우

에는 발광부자가 외부의 요인 없이 그 파랑에 자유로이 

운동하게 되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솔레노이드 형식으로 발광하

는 부자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상하 움직임을 빠르게 움직이도록 표면 계류줄의 길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해역의 상태와 발광부자의 모양에 

따라 부자의 상하움직임 패턴이 달라지므로 해역의 상태

를 고려하여 발광부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실험을 통해 실용성을 증명

한다면 현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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