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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외해에서 파랑에 의해 가두리 시설에 작용하는 힘을 경감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표면

에 시설된 가두리 시설을 파랑의 영향이 작은 수층까지 침하시켜 시설물 및 양식 어류를

보호하고 다시 원래의 수면까지 부양시킬 수 있는 부침식 가두리 시설의 개발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두리 시설(Kim et al., 1998, Mitrovich, 2010).

은 파랑 등 긴급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작업자가 가두리 어장에 도착하여 가두리 시설을

수동으로 침하시켜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에서는 전혀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침식 가두리 시설의 실용화.

를 위해서는 가두리가 파랑 풍속 등 외부 환경 조건을 스스로 감지하여 가두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조건이 열악한 경우 자동으로 수중으로 가라앉았다가 환경 조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 다시 수면까지 부상되는 자동 부침식 가두리 시설의 개발이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 부침식 가두리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가두리가 파

랑 등 외력 조건에 따라 파손될 수 있는 임계치 이상의 외압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환경 조건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수면까지 자동으로 상승되는 부침

식 가두리 양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물의 크기의 단순화된. 1/10

모형을 제작하여 정적 수조에서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자동 부침 가두리의 특성을 구명하

였으며 이 제안한 부침식 가두리 시설의 부침 성능에 대한 수치 모델에, Kim et al. (2010)

서 구한 값과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2.

자동 부침 가두리 시설의 구성2.1

이 연구에서 고안한 부침식 가두리 시스템은 과 같이 각형의 프레임 가두리Fig. 1 12 ,

그물 천장 그물 개의 상부 부자 각 개씩인 고정 및 가변 밸러스트 탱크 계류삭 앵, , 12 , 6 , ,

커 메인 통제 장치로 구성된다 이 경우 상부 부자는 부력이 항상 일정하며 고정 밸러스, .

트 탱크는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수동으로 부력을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가변 밸러.

스트 탱크는 부력 조절이 필요한 경우 메인 통제 장치의 지령에 의해 밸브가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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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되어 탱크 내부로 기체 또는 바닷물이 유 출입함으로써 가두리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거나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한편 메인 통제 장치는 가변 밸러스트 탱크에 기체 또는.

바닷물의 유입과 유출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가두리가 위치하는 지점의 해양 환경을 감지

하여 감지된 해양 환경의 수치가 가두리가 파손되는 임계치라고 판단하면 가두리를 수중

으로 하강시킨다 이 경우 메인 통제 장치의 내부에는 해양 환경 조건을 판별하기 위해.

파고계 풍속계 보드 등과 같은 관측 장치와 액화 가스 보관 탱크 배터, , GPS, A/D-D/A ,

리 등과 같은 하드웨어가 추가로 구성된다.

Fig. 1. A general schematic of automatic submersible fish cage system with a spread

mooring system.

실험 방법2.2

자동 부침 기능 재현 관련 알고리즘 및 제어기를 바탕으로 자동 부침 가두리 시설의

부침 성능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수 중에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모형 가.

두리 시스템은 프레임 가두리 그물 부침 조절을 위한 메니폴드와 공기 호스로 구성된다, , .

모형 가두리는 지름이 이고 높이가 인 가두리를 실물로 정하고 의 모형20 m 10 m Froude

수칙에 따라 실물의 로 축소하여 제작하였다1/10 .

실험은 전남대학교 수산 증양식 연구 센터에 위치한 옥외 수조 가로 세로( : 5 m, : 5 m,

깊이 에서 행하였으며 사용수는 해수이다 실험에서는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모형: 5 m) , .

가두리 시설의 목표 침하 수심을 결정하고 밸브 에 연결된 공기 호스3way HDA 032S-3)

를 통해 모형 가두리의 가변 밸러스트 탱크 안에 있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켰으며 이,

경우 공기의 양은 밸브 를 통해 조절하였다 이 실험에서 컴퓨터와 가2way (HDA 032S-2) .

두리 시스템 사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연결 장치(Interface, A/D-D/A card)

를 설치하였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측 제어하는 분야에서 연결 장치는 가두리에.

설치한 수압계와 구동기 밸브 밸브를 조정하는 를 컴퓨터와(3way , 2way switching board)

접속시켜 상호 정보 전달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계측량과 제안한 제어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가두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 후 원하는 제어 입력을 출력하여 기준 입

력에 도달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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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형 가두리 실험을 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었다2 .

Fig. 2. Control system of automatic submersible fish cage system by air control.

결과 및 요약3.

은 정수 중 모형 가두리 시설의 자동 침하 및 부상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Fig. 3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가두리 시설이 미리 프로그램에 설정된 목표 수심까지 수직으

로 자동 침하되었다가 입력된 시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위치까지 부상되고 있다. Fig. 4

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형 가두리 시설이 자동으로 목표 수심으로 설정한 및0.5 m

까지 침하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부상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에서1.0 m . Fig. 4(a)

보면 모형 가두리는 목표 수심인 까지 자동으로 침하되는데 약 초가 소요되었으0.5 m 75

며 약 초 후에 원래의 위치까지 자동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65 . Kim et al.

이 제안한 압축 공기를 이용한 부침식 가두리 시설의 부침 성능에 관한 수치 모델(2010)

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 Fig. 4(b)

형 가두리 시설이 자동으로 목표 수심으로 설정한 까지 침하되었다가 다시 원래의1.0 m

위치로 부상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에서 보면 모형 가두리가 목표 수심인 까. 1.0 m

지 자동으로 침하되는데 약 초가 소요되었으며 약 초 후에 원래의 위치까지 자동150 , 150

으로 부상하였다 이 경우 목표 수심까지 도달하는 동안의 결과가 수치 모델과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이것은 가두리에 장착된 수압계 프레임 쪽의 하강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

하여 전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각,

각의 가변 밸러스트 탱크 내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가변 밸러스트 탱크

내의 압축된 공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통한 공기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한편 수심에 따른 부력의 변화가 비례적이지 않아 중성 부력에. ,

서 음성 부력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일정 시간 후 수심에 따라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가,

속되는데 이때 제어프로그램에 설정된 하강 속도의 설정치를 벗어남으로써 그것을 제어,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동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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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el submersible fish cage system during lowering(upper) and raising(below)

by air control system.

(a) (b)

Fig. 4. Time history for lowering to 0.5 meters (a) and 1.0 meter (b) raising to the

surface of the model submersible fish cage operated by air control system in

experiments and numerical modeling(Kim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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