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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1

3. 결과 및 고찰

한국의 마른 김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연 1억2,750만속으
로 세계 1위이며, 세계 마른 김 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김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김 수
출산업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김 양
식자재는 환경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으며, 이
러한 이유로 최근 현장에서는 새로운 김 양식용 기자재들
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김 양식용 기자재 중에서 김 양식 그물을 지지하는 PP
파이프의 구조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able 1. Result

2. 연구방법
해석 모델은 현재 개발 중인 일체형 김 양식용 부구를 사
용하였으며, 물성치는 밀도 944Kg/m3, 푸아송비 0.42, 탄성계
수 0.9GPa, 항복인장강도 22.54MPa로 PP소재 물성치를 사용
하였다. 지지조건은 Fig. 1에서와 같이 파이프, 부구 각각 한
쪽은 고정하고 반대쪽은 길이방향으로 풀어주어 단순지지한
상태의 지지조건을 주었으며, 하중은 김 양식 시 1줄에 보통
30Set의 부구가 들어가고 1줄에 재배되는 김 하중이 최대
1000Kg이므로 1개의 부구에 약 30Kg이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Y방향으로 200N으로 시작하여 양식 현장 상황을 고려, 평균
300N의 1.5배인 450N까지 여유를 두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Force
200N
300N
400N
450N

Case
Deformation
(Y Axis)
18 cm
27 cm
36 cm
41 cm

1
Von-Mises
Stress
8.51 MPa
12.77 MPa
17.02 MPa
19.15 MPa

Case
Deformation
(Y Axis)
4 cm
6 cm
8 cm
9 cm

2
Von-Mises
Stress
3.78 MPa
5.68 MPa
7.57 MPa
8.52 MPa

Table 1을 보면 파이프 양쪽 끝에 단순지지조건을 준
Case 1에서는 평상 시 300N일 때 12.77MPa의 응력이 발생
하였으며, 약 27cm의 변형이 발생하였고 부구를 단순지지
한 Case 2에서는 300N일 때 5.68MPa응력과 6cm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양식 현장 상황을 고려, 450N의 힘을 가하였
을 때에는 Case 1은 19.15MPa의 응력과 41cm의 변형이
Case 2는 8.52MPa의 응력, 약 9cm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와 같이 양식 현장 상황을 고려
하여 여유를 둔 두 Case의 응력이 각각 19.15MPa, 8.52MPa
으로 항복응력인 22.54MPa에 도달하지 않아 충분히 PP파이
프는 구조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Case 1
에서는 많은 변형이 일어났지만 이는 아무것도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변형이 많이 일어났고 김 양식 현
장에서는 Case 1보다는 Case 2에 맞기 때문에 변형에 의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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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undary Condition (Left : Case1, Right :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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