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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and stability evaluation of mobile fish-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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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fish-cage was developed assuming a cage net with an enclosed area, which and estimated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cage through the model experiment.  Flux-shielding plates, installed in the bow were compared with 
the resistance test carried out by making a hole, bilge keel and stud, and basic block flow rate consisting of the results 
to a flat surface plate.
Th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e improved resistance performance effect of 3~6% in the bilge keel and the stud 
form. To assess the stability of the fish-cage, evaluation of  the st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stabilit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floating docks had confirmed that it satisfied the static stability performance under operating conditions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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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연안역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수질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점차 빈번해지

고 있기에 그 해역에서 행해지는 양식어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만의 제한적인 양식 공간

에 부설된 가두리 양식 시설은 환경이 좋은 외해와 심해로

의 이동이 요구된다.
수상부유식 가두리 시설은 양식생물의 사육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어종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의 이유

로 점점 더 영역을 넓히고 있는 외해 양식 개발에 적합한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회유성 고급어종을 대량으로 양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극한 해상 상태, 즉 태풍이

나 적조의 회피 수단으로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상부유식 가두리 

양식시설은 예인선에 의해 쉽고 안전하게 부설장소를 

이동할 뿐만 아니라, 이동 시 가두리 내부의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가두리 구조물의 저항성능 분석과 복원성 평가를 통하

여 예인에 필요한 소요 마력추정 및 안정성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두리 구조물과 

같이 유속이 통과 가능한 그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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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가두리의 항력이나 전개력을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eong et al., 2005; 
Park and Lee, 2014). 또한 어선어업분야에서 어선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통한 안정성과 조업안전 확보에 대한 연구는 

LED집어등을 설치하여 수행되었다 (Jeong and An,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동형 수상부유식 가두리 구조물의 

예인저항 추정을 위하여 가두리 외곽의 그물을 닫힌 면으

로 가정하고 모형을 이용한 저항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활어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속차단막 형태에 따른 

저항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두리 구조물에 

대한 복원성 계산을 수행하여 해상에서 운용될 경우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두리 구조물은 이동형 수상부

유식으로 어류 양식공간은 약 5,200 m3이다. 어류를 포함

했을 때 예인 가능 설계속도는 최대 3 knots이고 공선인 

경우 5 knots이다. 가두리의 일반 배치도를 Fig. 1에 나타내

었고, 주요 제원은 저항시험에 사용된 모형 가두리의 제원

과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LOA (length 
overall)는 전장, B (breadth)는 폭, D (depth)는 깊이,  
S (submerged area)는 침수면적이고 ▲ (displacement)는 

배수량이다. d (draft)는 흘수로 본 연구에서는 8.4 m를 

고려하였다. 침수면적은 구조물 본체를 둘러싼 그물로 

유속이 통과하지 않는 면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수치로 

저항시험에서 마력 추정 시 고려되며, 배수량은 흘수 아래

에 위치한 가두리 구조물의 용적을 계산한 수치로 복원성

능 평가에 산입되었다 (Lewi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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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de view
Fig. 1. General arrangement of a mobile fish-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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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차단막은 가두리를 예인할 때 유입되는 유동장에 

의해 받게 되는 어류의 스트레스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두리 선수에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

구로 우선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유속차단막형 가두리시

설 (이하 Case (A))에 대한 저항특성 시험을 수행하였고, 
본 실험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차단막 구조를 4종류로 

변경한 유속차단막 형태에 따른 저항특성을 조사․분석하

였다.
저항특성을 파악을 위한 모형시험 수행을 위하여, 실시 

설계에서 도출된 가두리 구조물에 대하여 축척 1/50에 

해당하는 정밀한 모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모형 가두리

는 양식 공간인 본체 구조물과 부력 공급 장치, 유속차단막 

등 주된 구조물을 고려하였으며, Fig. 2(b)에 나타내었다.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유속차단막 형태인 Case (A)에 

대한 저항특성 시험결과를 근거로 유속차단막에 다양한 

처리를 하여 Case (B), Case (C) 및 Case (D)를 Table 2와 

같이 고안하였다.
표면이 매끄러운 면을 가진 Case (A)를 기준으로 하여, 

Case (B)는 차단막에 지름 6 mm (모형)의 홀 44개를 

뚫은 형태로 유속차단막의 투영면적에 대한 홀의 면적 

비율은 2.16%이다. Case (C)는 빌지킬 형태로 유속차단막 

표면에 폭 1.8 mm, 높이 3.4 mm인 빌지킬을 부착하여 

이동에 따른 그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빌지킬은 차단막의 중심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2개, 
수직 아래 방향으로 1개, 대각선 방향으로 2개를 설치하였

다. Case (D)는 유속차단막 가장자리를 따라 절단면이 

직각 삼각형인 테두리를 부착한 스터드형으로, 이를 통해 

유속차단막의 끝단에서 발생하는 난류를 촉진하여 저항

을 감소시키고자 설치했으며, 절단면의 직각 삼각형의 

폭은 2.6 mm이고 높이는 3.9 mm이다.
모형 시험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

으며, 수조의 제원은 길이 85 m, 폭 10 m, 깊이 3.5 m이며 

예인전차의 최대속력은 3.0 m/s이다. 저항동력계는 최대

하중이 50 N인 고정식 동력계를 사용하였다. 가두리는 

어류를 포함했을 때 최대 이동 속도 및 공선 예인 속도인 

3 knots와 5 knots를 포함하여 2, 3, 4, 5, 6 knots의 총 

5가지 속도 범위에서 예인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모형가두리의 예인속도로 환산한 0.28~0.85 knots의 속도 

범위에서 수조예인실험을 실시하였다.
저항시험 해석은 ITTC 1957 실선 확장법에 따라 수행

하였다 (ITTC, 2011; Molland et al., 2011; Telfer, 1927). 
본 연구에서 고려된 이동식 가두리 구조물에 대한 저항추

정에 있어서 가두리 구조물의 본체를 그물이 아닌 닫힌 

면으로 가정하여 침수표면적을 계산하여 저항추정을 단

순화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ITTC 실선 확장법을 적용하

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도입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저항은 

기본적으로 마찰저항과 조파저항으로 분리하고 있다. 이
동식 가두리는 예인속도가 낮아 조파저항은 상대적으로 

미소하며 마찰저항이 전체저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마찰저항 성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유속차단막을 설치한 

가두리의 예인력을 모형시험을 통해 일정부분이나마 추

정하기 위한 가정이다. 
 ITTC 1957 모형선-실선 상관관계에 따른 실선의 저항

계수 는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1)

여기에서 는 실선의 마찰 저항계수, 는 잉여저

항계수, 는 모형선-실선상관수정계수이며 는 실

선 공기저항계수를 나타낸다. 실선의 마찰 저항계수는 

각 선속에 따른 레이놀즈수에 대한 마찰 저항 곡선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잉여저항계수는 모형선의 전체 

저항계수 ( )에서 마찰저항계수 ( )를 제한 값을 

사용한다. 각각의 계수들은 유체 밀도 , 모형선 또는 

실선 속도  , 침수 표면적 를 사용하여 각 저항 값에서 



 으로 무차원화해서 구할 수 있다.

모형가두리에서 사용된 플랑크톤 네트를 투과하는 

유체는 전체저항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

다. 대략 83%의 투영면적을 가지는 유속차단막으로 인

하여 플랑크톤 네트로 인해 발생하는 항력은 미소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트의 마찰저항 성분이 크게 작용한

다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정의 도입 없이

는 모형시험을 통한 ITTC 실선 확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동식 가두리의 그물은 장기적으로 해조류와 수생

생물 부착으로 인해 그물의 망목을 통한 유체의 투과량

이 현저하게 줄어들기에, 초기 예인력 추정을 위해서 

그물의 면적만을 고려한 침수표면적으로 저항해석에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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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s of model fish-cage.

Table 1. Principle dimensions of the mobile fish-cage and the 
model

Mobile-cage Model

λ 1/50

LOA (m) 35 0.700 

B (m) 21 0.420 

D (m) 14 0.168 

d (m) 8.4 0.168

S (m²) 1540 0.618

▲ 181.6[ton] 1.489[kg]

*Remark; LOA: length overall, B: breadth, D: depth, d: draft, S: 
submerged area and ▲: displacement

안정성 평가

해상에서 가두리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복원성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동형 수상부유식 가두리 구조물의 

복원성능에 대한 판별 기준이 없는 이유로 유사한 시설이

며 가두리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플로팅도크

(Floating docks) 및 바지 (Barge)의 안정성 기준을 적용하

였다. IMO 기준 (IMO, 2002a, 2002b)의 만족 여부에 

따라 안정성을 판단하였으며 그 기준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Result of evaluation of stability

Criterion Result

Righting arm area > 0.08 m-rad 

The range of stability > 40 deg.

GM 
> 0.095×B

> 0.095×d

*Remark; GZ: righting arm, GM: Metacentric height

가두리 구조물에 대하여 해상 플로팅독 구조물의 정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GM (Metacentric height) 계산을 통해 

복원성을 산정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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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ype Remark

A General

B Hole # of Hole = 44

C Bilge keel
Width : 1.8 mm
Height : 3.4 mm

D Stud
Width : 2.6 mm
Height : 3.9 mm

Table 3. Specifications of the shield types (model)

결과 및 고찰

일반 유속차단막 형태의 저항

매끄러운 면을 가진 유속차단막을 설치한 Case (A)의 

저항시험을 통해 추정한 각 속도별 유효마력 (EHP)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유효마력은 앞서 시험 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두리 구조물의 본체를 닫힌 면으로 

가정하여 얻은 침수 표면적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Fig. 3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류를 포함한 예인 속도인 

3 knots에서 추정한 유효 마력은 약 170 PS이며, 공선 

예인 속도인 5 knots에서는 약 850 PS이다. 이를 통해 

저항시험 결과 비교를 위한 기준을 선정하였고 유속차단

막의 형태에 따른 저항 추정치를 비교할 수 있다.

Fig. 3. EHP according to the speed for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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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차단막 형태에 따른 저항

매끄러운 면으로 이루어진 유속차단막을 설치한 가두

리의 저항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Case (B), (C), (D)의 

저항시험 및 마력 추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Case (A)와 

비교하였다. 차단막의 형태별로 총 저항 및 유효 마력을 

비교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Case (B)의 경우, 
Case (A)와 비교하여 선속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저항이 증가하여 추정 마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Fig. 4(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se (B)를 제외한 나머지 Case (C) 
및 Case (D)에서는 대부분의 선속에서 Case (A)와 비교하여 

추정 마력이 줄어드는 것을 Fig. 4(b)와 (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항개선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Case 

(A)에 대한 각 유형의 총 저항값 차이를 계산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 값은 Case (A)의 결과에 대한 

저항감소, 즉 저항성능의 개선을 의미하며 (-) 값은 저항증

가를 의미한다. Case (C)의 경우, 최고 선속인 6 knots를 

제외하고 Case (A)에 비해 저항이 감소하였으며, Case 
(D)의 경우 시험을 수행한 모든 속도에서 저항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류를 포함한 예인속도인 3 knots에서 

Case (C), Case (D) 각각 Case (A)에 비해 저항이 약 

3.1%, 6.1% 감소하였으며, 공선 예인 속도인 5 knots에서

는 약 2.6%, 6.3% 감소하였다. Case (B)의 경우 저속에서

는 전반적으로 저항감소를 보이지만 고속에서는 저항이 

오히려 증가하여 최대 선속인 6 knots에서는 저항이 약 

3.7%까지 증가하였다.

안정성 평가 결과

해상에서의 안정성을 파악하고자 가두리 구조물에 대

하여 GM을 계산하여 IMO 기준의 만족 여부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두리 구조물은 기준 항목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최대 GZ 각에서의 복원정 면적은 0.63 m ․ rad로서 

기준인 0.08 m ․ rad보다 크고, 복원력 범위 (the range 
of stability)는 40° 이상이므로 안정성 기준을 만족시킨다. 
GM은 24.769 m로 0.095×B 및 0.095×d (IMO 기준)보다 

크므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다. 

(a)

(b)

(c)

Fig. 4. Comparison of EHP according to the speed for (a) 
GE-Hole, (b) GE-Bilge keel, (c) GE-St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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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rag reduction rates according to the shield types.

Table 4. Result of evaluation of stability

Criterion Result OK/NG

Righting arm area 0.63 m⋅rad 
(> 0.08 m⋅rad) ok

The range of stability > 40 deg. ok

GoM > 0.095×B 24.769 
(>2.00=0.095×21) ok

GoM > 0.095×d 24.769
(> 0.32=0.05×6.32) ok

고 찰

이동식 가두리 구조물의 모형을 이용한 저항시험으로 

ITTC 1957 모형선-실선확장 방법의 적용을 통한 유효마

력 추정을 가두리 외곽에 설치된 그물을 물이 투과하지 

못하는 닫힌 면으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초기에 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알몸선체에 대한 마찰저항

으로 저항해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뼈대구조로 이루어

진 구조물의 저항만 반영할 뿐 실제 그물의 저항을 충분하

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물의 항력을 추가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

지만, 모형 가두리를 위한 1/50의 상사법칙을 만족하는 

그물의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그물을 닫힌 면으로 하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즉, 침수표면적을 증가시켜 부분적으

로나마 가두리의 예인을 통한 저항시험의 결과를 확장하

는 과정에 그물의 면적을 적용한 침수표면적으로 충분한 

마찰저항을 고려하여 실선의 유효마력이 산정되도록 하

였다. 비록 엄밀한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인 예인마력의 산정에는 신뢰할 수 

있는 초기값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모형시험의 실선확장을 통해 추정된 

예인을 위한 유효마력은 구조물의 크기에 상응하는 값으

로 판단된다. 매끄러운 유속차단막을 설치한 추정 결과인 

Fig. 3에서 Sea margin 15%를 고려한다면 선속 5 knots로 

예인하기 위해서는 가용출력 1,000마력 이상의 예인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속차단막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소요마력을 추정한 

결과는 매끄러운 면을 가진 유속차단막에 비하여 끝단에

서 유체의 흐름을 교란시켜 난류발생을 촉진시키는 장치

를 설치한 스터드형 차단막은 예인속도 3 knots에서 약 

6.1%의 저항개선 효과를 보였다. 또한 공선 예인속도 

5 knots에서 6.3%의 저항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빌지킬 형태를 갖춘 유속차단막도 저항성능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유속차단막에 설치된 빌지킬의 위치와 

형태가 정확한 유선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빌지킬형 차단막은 예인속도 3 knots에서 

약 3.1%, 5 knots에서는 약 2.6%의 저항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3%의 예인저항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선에서는 

스터드형 및 빌지킬 형태의 유속차단막을 함께 설치한 

유속차단막의 저항성능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홀 형태를 갖춘 유속차단막의 경우에는 저속으로 예인

하는 경우에는 홀로 유입되는 유동의 영향이 작아 전체적

인 저항이 줄어들지만 예인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입되

는 유동으로 인해서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면에 설치되는 유속차단막은 부분적으

로 유동을 완전히 차단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식 가두리의 안정성은 수치계산을 통해 초기 메타

센터 높이를 계산하고 플로팅독과 바지선에 적용되는 

IMO의 판정기준에 따라 복원성 만족여부를 판정하였다. 
그 결과, 이동식 가두리 구조물은 IMO 기준을 모두 만족하

며 해역의 이동 없이 정해진 해역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계류하여 운용한다면 시설물은 충분히 안정하고 실제 

해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해상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의 파랑하중에 따른 거동

과 안정성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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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구조설계를 통한 거동해석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결 론

이동형 수상부유식 가두리에 대한 저항시험을 통해 

해상실험 수행 시 가두리의 예인에 필요한 소요마력을 

추정하였다. 이동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부의 유속차단

막 표면에 다양한 처리를 하여 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매끈한 표면을 가진 유속차단막의 가장자리에 삼각형의 

테두리를 부착하여 난류발생을 촉진한 스터드 형태의 

유속차단막이 매끈한 유속차단막에 비하여 약 6% 이상의 

저항감소를 나타내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저항시험을 결과를 토대로 ITTC 실선확장 방법을 이용

하여 이동형 수상부유식 가두리를 설계속도로 예인하기 

위해 필요한 유효마력을 추정하고, 해상시험 수행에 필요

한 예인선의 제원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복원성 계산을 통해 가두리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동형 수상부유식 가두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으므로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인 플로팅독의 정적안정성 

판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였고, 그 결과 가두리 구조물은 

충분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대형 이동식 

가두리 구조물의 마력 추정을 위해 가두리의 그물을 닫힌 

면으로 가정하고 마찰저항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본 연구

에서 적용한 유속차단막에 대한 실험 결과는 정량적인 

결과 값보다는 정성적인 저항개선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또한 해상시험을 위하여 동원하는 각종 장비의 

초기제원을 선정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후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실물 가두리에 대하여 해상에서 

예인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모형시험 결과 비교를 

통해 마력추정 방법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의 확보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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