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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 : Energy Harvesting Technique을 이용한 파력엔진 개발

□ 추진 배경

◯ 해양물성의 시공간적 변이 추적을 장기 추적을 위한 장기운영 모니터링 시

스템 필요

- 표층, 중층, 심층의 물성의 장기변동 추적을 위한 계류시스템 필

요

- 기존, 수중윈치 방식은 모터를 사용하여 제어하기 때문에 소모전

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원이 대형화됨.

◯ Energy Harvesting 엔진 개발

- 글라이더, 아고 플로트 등에도 사용가능한 다용도 부력엔진은 관

측 플랫폼의 핵심기술

- 파력을 이용한 비전력/비모터기반 이동성 확보 기술 필요

□ 연구개발 필요성

◯ 기술적 측면

․대양에서 장기적 모니터링에 필요한 무인선 추진에너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함

◯ 경제적 측면

․고가의 해외 무인선 관측 시스템을 수입 대체할 수 있음

□ 연구개발 목표

◯ 에너지 하베스트 기반 파력엔진 설계 및 구현

․기 개발된 KIOST 무인 글라이더의 실해역 추진성능 평가

․신규 에너지 하베스트 기구 설계 및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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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실용화 검증을 통한 기업체 기술이전

□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수행 방법

◯ 현장 연구진의 수요에 맞춘 장기 해양관측 무인시스템의 요구 기능 분석

◯ 국내에서 무인선을 제작가능하고 자체 R&D 역량을 갖추고 있는 ㈜유에스

티21과 기술이전 협약을 맺어 기술 실용화 실현

□ 기 KIOST 보유 기술의 현장 성능 평가

◯ 서태평양 해역에서 48시간동안 누적 67.5km 이동

◯ 최대속도 1.36노트, 평균 속도 0.74노트로 이동함

(A) KIOST 파력 글라이더 회수 (B) KIOST 파력 글라이더 실시간 위치 
추적

□ 신규 에너지 하베스트 기구 설계 및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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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너지 하베스트 기구 설계 (A) 에너지 하베시트 기구 시제 구현

□ 연구결과 활용방안

◯ 장기 해양관측 및 이동성이 요구되는 무인 관측선 추진 기구로 활용 예정

◯ 에너지 하베스트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기술이전 대상 기업에 전수하여, 기

업 보유 고유 기술과 통합 신규 무인선 시장에 제품을 런칭할 예정

□ 기업 만족도

◯ 독창적인 에너지 하베스트 기술 및 보유 무인선 제어기술을 통합하여 수입

대체 가능한 장기 해양 무인 관측선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

음

◯ 현재 제품은 기업주도 사업을 통한 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화 계획

◯ 장기 해양 관측용 무인선 활용 기초연구 과제에 투입하여 현장 활용 사례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

◯ 산연 협력을 통해 해외 ODA 사업의 신규 시장 창출 분야에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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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 관련 기술의 배경

역사적으로 증기기관 이전의 대양항해에서는 인력과 풍력을 이용한 항해가 

대부분이었고, 풍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돛이 개발되

었다. 바람이 미는 힘뿐만 아니라, 바람과 돛의 형태에 따라 양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원하는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관이 개발된 이후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기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관 동력이 선박 추진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현대의 선박추진 분야에서 사라졌

으나, 제한적인 전지한계에 봉착해 있는 무인선 및 화석연류의 오남용에 따른 

지구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들어 에너지 하베스팅에 의한 추진방식

이 연구되고 있다.

파력은 과거 시대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에너지였으나, 최근에 발달한 기

계 및 제어기술 덕분에 풍력을 대체하고 사용자가 제어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로 전환하기에 알맞은 에너지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풍력에 비해 파력은 대

양에서는 상시 존재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반면, 에너지 하베스트 기술

의 대표 원천인 태양광은 기상상태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고. 주간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바람은 계절 및 위도에 따라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을 예측하여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수중에서의 이동을 위해 활용되는 부력

엔진은 부레가 있는 물고기와 같이 부력 조절을 통해 수중에서의 수직위치 변

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나 오직 수중공간에서 활용되어 공간적 제한성이 

따른다.

2010년경 미국 Liquid Robotics사가 WaveGlider라는 파력추진 무인관측선을 

개발하여 상업판매하기 시작한 이후로 기상·해양관측 및 군사적인 목적 등으

로 장기간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외력추진 무인관측선이 연구개발 되기 시작

하였다. 그 중 WaveGlider는 12개월에 걸쳐 태평양을 횡단(12,000km)한 기록을 

남겼으며, 다양한 수상·수중센서 및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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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파력추진 방식인 영국의 Autonaut, 요트형태의 풍력추진 방식인 미국

의 Saildrone, Submaran, 풍력 및 파력복합 방식인 호주의 Bluebottle,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추진기를 작동하는 방식의 영국의 C-Enduro 등 

다양한 외력추진 무인관측선들이 개발되어 상업판매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은 WaveGlider의 해양, 군사적 중요성을 일찍 인지하고 개발계획을 세웠으며, 

개발사인 Liquid Robotics에 특허 등록된 파력추진 방식으로 외력추진 무인관

측선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림 1-1. 연구개발 또는 상업판매중인 다양한 외력추진 무인관측선들

그림 1-1에서는 현재 연구개발 중이거나 상용판매중인 에너지 하베스트 기

반의 무인관측선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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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활용 및 시장현황

WaveGlider는 가장 성공적인 외력추진 무인관측선으로서 기상·해양·지질

연구, 수중센서 통신노드 활용, 미해군의 SHARC 체계 등의 용도로 전 세계적

으로 수백기 이상이 판매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해양관측, 지오이드 보

정, 지형 및 지층탐사, 수중 감시정찰 등의 목적으로 활용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해저면에 설치된 쓰나미 감지센서의 통신중개 노드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Saildrone의 경우 판매 대신 장비임대 방

식의 수익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WaveGlider 4기를, 국방과학연

구소에서 1기를 도입하여 활용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한국

전력기술연구소에서 1기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 1기에 3~4억에 달하는 도입가

격으로 인해 타 수요처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

원 등에서는 임대 형태로 활용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림 1-2. 대표적 외력추진 무인관측선인 WaveGlider™의 활용분야 (왼쪽부터 태풍관측, 

지층탐사, 쓰나미 센서 중개기, 군사적 용도)

그림 1-2에서는 대표적으로 파력 글라이더를 활용한 분야를 도식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분야는 해양-대기 연속관측을 위한 물리

해양 분야이며, 지진 및 국방분야에서도 조기경보 체계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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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필요성

○ 장기 해양 관측을 위한 이동형 관측 플랫폼 수요증대

대양에서의 역동적인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 위한 이동형 관측 플랫폼 필요

함. 장기 해양 관측을 위한 이동형 관측 플랫폼의 형태로는, 수중의 물성변화 

연속 관측을 위한 수중 글라이더, 해양대기 연속 변화 관측을 위한 파력 글라

이더, 단주기 정밀 탐사를 위한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등이 활용되고 있다.

○ 무인 관측 플랫폼의 에너지 확보기술 

제한된 에너지 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뛰어 넘는 에너지원 활용 필요함. 자

연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 이외에 직접 추진력으로 변환하는 방식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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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

2.1. 연구개발의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독창적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법으로 구현된 파력 엔진 제

작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수요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료의 

탄성과 자연적 에너지(파력)를 활용한 전진추력 구현 기술의 독창적 설계를 바

탕으로, 1노트 이상의 추진 속도를 제공하는 파력 추진 기구를 제안한다.

실용화 기술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파력엔진

○ 미세 파동에 반응하는 수중 물갈퀴 형태의 파력엔진 

- 스프링 혹은 물갈퀴 자체의 탄성에 의한 전진추력 생산 구조 개발

○ 기존 해양관측 플랫폼에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탈부착 장치부

- 수직 운동을 전진 추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정 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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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부목표

2.2.1. 정량적 목표

성과지표 구체적 내용 목표 평가(검증)방법

기술스펙

(구체적 물성)*

전진추력 100 kgf 수조시험

날개길이 < 1m 계측

날개무게 < 5kg 계측

이동성 3모듈 분리 실사

기동 최소파고 유의파고 0.5m 수조시험

기술이전(건)* 1건 : 2019년 1월 

기술료수입(백만원)* 10

특허(건) 1

기업성과 200

시제품제작(건) 1

기술개발/개량(건) 1

   

2.2.2. 정성적 목표

본 연구과제의 정성적 목표는 이전된 기술이 업체에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으로 연구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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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발 기술의 기존 연구 현황

1. 에너지 하베스트의 기존 연구 현황

본 절에서는 본 연구과제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트 기

술에 대한 개론적 정리 및 본 연구과제에서 이용한 기반기술을 소개한다.

1.1 파력에너지

지구의 균일하지 않은 열에너지는 바람을 생성하고, 바람은 파도를 만든다. 

파도가 치면 물 입자는 순환운동을 하며 운동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의 양은 바람의 속도와 지속시간, 수심, 그리고 바람의 영

향을 받는 수괴의 면적, 해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전 세계의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파쇄의 총 에너지는 약 2~3백만 MW(megawatt)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의 서부해안, 일본과 뉴질랜드의 해안은 파력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좋은 

사이트이다.

대양의 파력에너지 시스템은 파도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한다. 파력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파

도를 좁은 채널을 통과하도록 하여 규모와 파워를 향상 시킨 뒤, 파도를 일정 

공간에 저장하거나 터빈을 직접 돌리는 방법이다. 파력에너지는 서지(surge) 

장치와 진동수주(oscillating column)의 도움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파력

에너지 변환(Wave energy conversion, WEC)은 가장 실현 가능한 미래의 기술

이지만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소의 건설비용이 꽤 높은 편

이고 시스템이 복잡하며, 해상 조건, 전기 전송 등 고려해야할 사랑이 많다. 게

다가 바다에 위치하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발전시설보다 더 많은 유지비용을 

필요로 한다.

전형적인 파력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은 파력 흡수기(absorber), 터빈, 발전

기, 그리고 전기적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기에 의하여 포획된 파도

의 운동에너지는 터빈으로 옮겨지거나 직접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터빈은 발

전기의 쉐프트(shaft)를 작동시키는데 사용되고 보통 회전형 발전 시스템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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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쓰이며, 선형 발전기의 경우 전력 흡수기 혹은 장비의 움직임에 의하여 직

접 작동된다. 두 가지의 발전기 모두 다양한 주파수와 다양한 주기의 교류 전

력을 생성하며, 전기 전송의 편의성을 위하여 직류 전력으로 변환한다. 염수에

서의 직류 이동은 별도의 케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3상(three-phase) 

케이블을 필요로 하는 교류 전력의 형태로 이동시키는 것 보다 비용적인 면에

서 훨씬 효율적이다. 전송 케이블의 길이는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 다양

하지만 기본원리는 동일하다. 바다로부터 육지로 전송된 직류 전력은 전압 조

정(voltage regulation)을 위하여 DC/DC 변환기나 탭제어(tap-changing) 변압기

를 이용한다. 사용된 전압 조정 시스템에 따라 발전기 전 또는 후에 DC/AC 인

버터가 사용되며, 인터버는 전압을 동기화 시켜주고 최종 산출물은 전력망으

로 연결된다.

그림 2-1. 파력 하베스팅 시스템의 단계 체계도

그림 2-1은 파력에너지 하베스팅의 각 시스템 단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이다. WEC 장치는 수역 내 변전소(substation)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변전소

는 연결 장비와 각 제어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발전기의 끝단은 공통 DC 버스

에 연결되어 있고, 해안으로 전송되기 전에 DC/AC 변환기를 사용하여 전력을 

변환한다. 전송관은 해안의 클러스터로 연결되어 있다. 해안의 인버터는 전력

망으로 보내기 위해 DC 전압을 50 혹은 60Hz의 AC 전압으로 변환한다. 에너지

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발전소에서는 흡수기, 터빈, 발전기를 하나로 구성

한다.

육상의 컨버터는 공간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원해의 플랫폼 위나 해저에 

계류된 부이에 설치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육지의 시스템보다 시스템을 더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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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게 만들고 더 많은 보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림 2-2는 원해로 옮겨진 육

지의 컨버터의 시스템 모식도이다.

그림 2-2. 육상 컨버터 시스템의 모식도

그림 2-3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압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전력일 경

우 더 높은 전송 전압은 전송 중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전력의 전송 기능이 향

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 DC 전송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의 AC/DC 

변환 이후에 DC/DC 컨버터를 장착하여 고압 DC 전송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2-4에 이 시스템의 모식도가 나타나있다. 이 경우, 전력 손실은 최소화 되고 

DC전송을 위한 하나의 라인만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의 단점은 단계가 더 많

아 지기 때문에 부가적인 전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폭 컨버터를 설치

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림 2-3. 원해 변압시설을 포함하는 체계의 단계 모식도

그림 2-4. 고전압 전송 링크가 있는 시스템의 단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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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orn 의 논문[3]에서 대양의 파도와 스펙트럼 관한 물리학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그림 2-5에서는 주기에 따라 다른 두 가지 파도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림 2-5. 파도의 특성 (Modified from W.J. Jones and M. Ruane, Alternative electrical 

energy sources for Maine, Appendix I, Wave Energy Conversion by J. Mays,” 

Report No. MIT-E1 77-010, MIT Energy Laboratory, July 1977.)

그림 2-5a는 주기가 있는 진행파로 사인파 곡선과 비슷하며, 해수면을 기준

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림 2-5b는 더 큰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인파 곡

선이나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마루는 뾰족한 모양이며, 그 이후에 

길고 부드러운 골짜기 모양의 파형을 보인다.

대양 파도의 총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으로 파도 전선의 

길이 당 줄로 계산될 수 있다. 파장 L을 갖는 파도의 위치에너지는 평균수심

(mean sea level)과의 수심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운동에너지는 수평적, 수직

적인 물입자의 운동에 의하여 생성된다.

총 위치, 운동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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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9.8m/s2), ρ는 물의 밀도 

(1000kg/㎥), A는 파도의 진폭(m)을 의미한다. 평균에너지 플럭스 혹은 에너지

의 파워 E는 파도의 진행속도 Vg 에 따라 달라지며.

  


                 (2-2)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T는 파도의 주기(s), L은 파장(m)을 의미한다.

  

 



                      (2-3)

확산 관계는 파주기 T와 파장L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식 4.4로 

설명된다.

 
 

                           (2-4)

식 2.4를 2.3에 대입하면 파력에너지의 파워 혹은 에너지 플럭스는 아래 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2-5)

파력은 파장의 진폭 대신 파고 H의 함수로 다시 쓸 수 있다. 파고는 파장 진

폭의 두 배로 파력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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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추가적인 계산은 [3]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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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력 에너지 수확 기술

파력에너지를 실제 사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이 연구되었다. 파력에너지 시스템의 초기 연구 성과 중 하나는 Salter Cam[6]

과 힌지 플로트(hinged floating) 시스템[6]으로 영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수압으

로 작동하는 수중 발전기(pressure-activated submerged generator)는 독일의 

Kayser 에 의하여 개발되었다[9,10]. 미국의 스크립스 연구소에서는 파력을 이

용한 펌프를 개발하였고[10, 11],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변환기(pneumatic wave 

converter)는 일본의 Masuda에 의하여 처음 개발되었다[12, 13]. 앞의 4가지 시

스템은 큰 규모(large-scale)의 발전 시스템이며 마지막은 네비게이션 부이에 

사용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낮은 단계의 전력 시스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건에 따라 최대 90%의 파력에

너지를 추출할 수 있으며 실제 보존 과정을 고려한 총 파력에너지의 총 보존 

효율은 연 35% 이다[4]. 파력에너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렇게 불안정

하고 예측 불가한 에너지원을 전력망(grid)으로 통합(integration) 하는 것이다. 

파력에너지는 비용이 들지 않는 연료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경비가 들

어가며 생산 전력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예측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

파력에너지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해안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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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양 에너지 수확 기술

원양 시설(offshore application)은 해안가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유체(floating body)를 파력 흡수기로 사용하고, 또 다른 쪽은 해

저면에 고정되어 있다. 근해 시설에는 일반적으로 부이의 움직임에 의해 직접 

가동되는 선형식 발전기를 사용하며 회전식 발전기는 Salter Cam과 공기 터빈 

부이에만 사용한다. 근해 시설을 구분하기 전에 고정체 혹은 부유체의 동역학

에 대하여 이 섹션에서 설명한다.

2.1.1. 수중에 고정된 물체에 적용되는 동역학

파도가 부두 혹은 근해플랫폼과 같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 부딪히

면 파도나 물체의 모양에 따라 반사파가 생성된다. 만약 물체가 해저면까지 연

결되어 있지 않다면 파력에너지는 표층부터 해저면까지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파장의 1/2에 해당하는 수심에서 파도의 영향을 무시할 정도로 작아진다[4].

그림 2-6에서는 고정 실린더의 2차원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파고 HI를 갖

는 입사파는 부분적으로 실린더에 의해서 반사되는 반면 나머지 에너지는 실

그림 2-6. 고정된 물체에 작용하는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의 측면 모식도 (Modified from 

W.J. Jones and M. Ruane, “Alternative electrical energy sources for Maine, 

Appendix I, Wave Energy Conversion by J. Mays,” Report No. MIT-E1 

77-010, MIT Energy Laboratory, July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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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더를 통하여 계속 파동으로 진행되거나 그대로 에너지로 전달되기도 한다. 

전력 손실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입사파의 총 에너지는 반사파와 투과파

의 에너지의 합과 같아야 한다. 




 

  


 


 

 


 


 

 


          (2-7)

여기서 HT는 투과파의 파고, HR은 반사파의 파고, HI는 입사파의 파고를 의

미한다. 

이러한 파도의 상호작용은 상당한 힘을 만들어 내지만 해안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동안 상당한 양의 에너지는 난류로 인해 손실된다. 실린더가 아닌 구

의 경우, 반사의 차이는 있으나 동작은 유사한데, 굴절파는 파의 간섭에 의하

여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며 실린더의 경우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

다.

2.1.2. 수중에 부유된 물체에 적용되는 동역학

부유체의 경우에, 실린더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부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

한다. 부유체의 움직임은 수직 방향의 히브, 수평 방향의 스웨이, 회전움직임인 

롤로 정의할 수 있다(그림 2-7).

그림 2-7. 부유체의 움직임 방향 (Modified from W.J. Jones and M. Ruane, 

“Alternative electrical energy sources for Maine, Appendix I, Wave Energy 

Conversion by J. Mays,” Report No. MIT-E1 77-010, MIT Energy 

Laboratory, July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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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린더가 위 아래로 힘을 받으면 파도가 생성되며 퍼져 나간다. 수평

방향으로의 힘을 받을 경우에도 비슷할 것이다. 완벽한 실린더라면 물체가 굴

러간다고 하더라도 외란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각형이라면 외란이 발생할 때 

파도가 생성될 수 있다[4].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파도의 조합에 따라 물체는 

각기 다르게 움직인다.

부유형 장비는 부유체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잠수하는 보빙(bobbing)을 함으

로써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부유체는 부유 플랫폼에 장착하거나 해저면에 

고정시킬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장비는 부이의 조명과 경고장치의 전원을 공급

하는데 쓰일 수 있다. 

2.1.3. 압축 공기 터빈

WEC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근해 혹은 원해의 공

기터빈 시스템에서는 파도를 압축 공기로 1차 변환을 하고, 압축된 공기로부터 

역학적 에너지를 추출하여 터빈 쉐프트를 회전하게 하여, 발전기를 이용하여 

역학적인 회전을 전력으로 전환한다.

그림 2-8은 공기 챔버와 공기 발전기를 포함하는 부유체로 구성되어 있는 

원해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보여준다. 이 시스템에서는 파도가 치면 채널안의 

수위가 증가하여 공기 챔버 안의 기압이 상승하게 되고, 압력을 받은 공기가 

벤틸레이터 터빈에 힘을 가하게 되어 회전을 발생시킨다. 이 터빈은 전기 발전

기를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파도가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갈 때, 공기 

챔버 안의 공기 역시 반대방향의 흐름이 생기고 수위가 감소하게 된다. 주사기 

효과로 인하여 터빈 쉐프트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계속 전기를 생산한

다.

주사기 효과가 일어나는 동안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기 챔버와 벤틸레이

팅 발전기는 기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조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더 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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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파력을 이용하는 공기터빈의 회전 모식도 (Modified from “Ocean Energy,” 

Report of the U.S. Department of Interior Minerals Management Service.)

2.1.4. 부이기반 선형식 발전기

기본적인 원리는 파도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높이 차이를 이용

하는 것이다. 부이는 해수면에서 파도를 따라 움직이며, 헐(hull)과 연결된 기둥

(pillar) 위에서 수직적으로 움직인다. 영구자석(PM)은 헐의 표면에 장착되어있

으며, 코일은 헐의 바깥쪽에 말려서 장착되어 있다. 기둥과 스테이터(stator)는 

해저에 서 있는 기반부와 연결되어 있다. 자석이 장착된 헐은 발전기의 로터 

혹은 제너레이터의 피스톤라고 불리며, 이 부분이 선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

에 이 제너레이터는 선형식 제너레이터라고 불린다.

그림 2-9에서는 부유식 부이와 고정식 기둥을 사용하는 선형식 제너레이터

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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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부유식 부이와 고정식 기둥을 사용하는 선형식 제너레이터의 예시

파도의 진폭과 주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최종 산출되는 전압의 진폭과 주파

수 역시 다양하다. 그러므로 DC/AC 변압기 뒤에 오는 AC/DC 정류기는 전력망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선형식 발전기의 단점은 크고 비싼 변환기의 느린 속도 때문에 플럭스의 교

환이 느리다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이는 실린더 모양이 가장 선호되는데 이는 점형의 흡수기처럼 동작할 수 

있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파도의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도가 

상승하면 부이는 로프를 이용하여 제너레이터 피스톤을 당기고, 파도가 하강

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스프링에 의하여 멀어지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제너레이터의 AC 전압은 부이의 위치가 가장 낮을 때 0에서 시작하여 

부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까지 높아지다가 부이가 멈출 때 다시 0 으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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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살터 캠 방식(Salter Cam Method)

그림 2-10은 nodding duck”이라고 알려져 있는 살터 캠(Salter Cam)의 측면 

모식도이다. 살터 캠은 들어오는 파도에 의하여 활성화 되는 내부의 고정 실린

더 주위로 외부의 쉘이 굴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린더와 캠 사이의 회

전 차이를 통해 전력은 축척되며, 캠이 움직이면서 파도의 운동에너지가 유체

로 전환되고 유체모터를 사용하여 압축된 유체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전환하

여 마지막 전기발전기에 의해 전기로 전환된다.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간 단계에서 플라이휠이나 압축된 액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2-11은 밧줄로 해저면에 고정된 내부 실린더의 모습이다.

그림 2-10. 살터 캠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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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해저면에 고정되어 있는 살터 캠의 모식도

살터 캠 WEC는 고정된 내부 실린더 주위 장비의 움직임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파트에서는 파도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 유체를 펌프하고 펌핑 

된 유체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의 shaft와 연결되어 있는 유체 모터를 움직

이게 한다. 그림 2-12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Salter cam 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

고 있다. Salter cam은 에너지 생산에 매우 효율적이며 최근 들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림 2-12. 살터 캠의 동작 원리

이 캠은 특정파장에서 공진하기 때문에 감쇠진동자의 역할을 한다. 이 감쇠

진자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 중력으로 인한 복원력, 그리고 매질의 점성차이에 

따른 감쇠력 등이 있으며 이는 그림 2-1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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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살터 캠에 영향을 끼치는 힘들

살터 캠 [6,15,16]에는 “String” 혹은 보통의 축이 있는데 이것은 캠이 도

는 동안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캠은 회전식 펌프의 몸체인 롤러 

위에서 움직인다. 고압유는 전기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유압식 사판

(swash-plate) 모터를 움직이며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전송한다.

심해에서 파력 공간 플럭스 (kW/m) 는 파고 (Hs in m)와 파고 고점 주기(Tp 

in s)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두 항목에 근거하여 84%의 터빈 효율을 가정한 

해상상태에 따른 입사파의 파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2-8)

파력은 파고의 제곱에 비례하며 이것은 파고가 두 배일 때 생산된 파력은 4

배임을 의미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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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안 에너지 수확 기술

연안(nearshore)는 해안가 혹은 쇄파대 내를 의미한다. 

2.2.1. 해협 혹은 소류지를 이용한 에너지 수확 기술

파력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파도를 좁은 채널을 통과시켜 출력과 크기

를 상승시킨다. 파도는 저장소(catch basin)에 저장되거나 그림 2-14와 같이 직

접 터빈을 회전시킨다. 이 방법은 터빈을 돌릴 수 있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해 시설과 비교하여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WEC의 

모든 시설이 육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해수를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소의 간헐성(intermittencies)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압과 주파수 조정에 용이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체제(regime)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2.2. 압축 공기를 이용한 터진 방식

파력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진동수주(oscillating water 

column, OWC) 이다. 이것은 실린더형 쉐프트나 파이프 안에서 파도에 의한 수

위 변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성한다. 수위의 상승과 하강은 그림 2-15와 같이 

공기를 쉐프트 안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터빈을 작동시킨다.

그림 2-15a는 근해 공기 터빈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챔버 안에 

파도가 차기 되면 그것은 벤틸레이터를 통해 공기를 밀어내고 그림 2-15b의 

전기적 기계를 운용하게 된다. 그림 2-15c에서는 챔버에서 파도가 빠져 나가면

서 내부의 공기를 감소시키는 그림이다.

이 방법은 파력 발전 뿐만 아니라 조력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파도와 공기 챔버의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며 이것으

로 인하여 시스템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디자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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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터빈을 회전시키기 위해 소류지를 통과 후 저장소에 저장되는 파력에너지

그림 2-15. 파력을 이용한 공기터빈 [14]. (a) 파도가 챔버를 채우게 되면 (b) 상승된 물로 인

해 공기는 압축되고 (c) 빠져나가는 물에 의하여 공기 역시 빠져나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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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파력 흡수기를 이용한 에너지 수확 기구

파력 흡수기(wave power absorber)는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역학적 에

너지로 변환 후 발전기와 연결된 터빈을 움직이게 하거나 선형식 발전기의 피

스톤을 직접 움직여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부유체가 수위보다 위 혹은 아래에 있을 때, 복원력은 부유체를 원래 평형 

위치로 되돌려 놓으려는 경향이 있어 물체를 원 위치로 되돌리면서 위치에너

지를 만들어낸다.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4].

파력 시스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식 (2-1)에 주어진 역학

적 에너지를 고려해야한다. 파력 흡수기의 기본 원리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파도의 역학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에너지 추출에는 펌프, 플

라이휠, 압축기, 터빈, 그리고 선형식/회전식 발전기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환기

로 사용된다[4].

그림 2-16. 부이 모양을 가진 Falnes 터빈

파력 이용에 대한 몇 개의 문헌이 보고되어 있다[17-19]. Issacs[13]은 스크립

스 펌프를 포함한 몇 가지 장비들을 서술하였으며, [20] 문헌에서는 Richards가 

부이 모양의 파력 활성 터빈 발전기를 리뷰하였다. 그림 2-16과 2-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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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Air pressure ring buoy. (a)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공기는 위쪽의 배출구로 빠져

나감 (b) 수위가 낮아지면 입구를 통해 공기가 다시 유임됨

그림 2-18. Wave contouring raft

Masuda, McCormic, Issas, Kayser, Falnes 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장비에서 실린더형 부이의 히브 움직임은 압력수두(pressure head)로 

사용되고 유체 혹은 공압 방법에 의하여 터빈 발전기가 작동되게 한다. 그림 

2-16에서는 일본 방위 안전 기구에서 사용된 70, 120W 의 Masuda 유닛을 보여

주고 있다. Masuda는 또한 그림 2-17과 같이 외경 120m의 8면체 의 부이를 제

안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높은 파도에서는 3-6MW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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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ey and Platts에 의하여 제안된 contouring raft는 연결된 각 래프트의 

움직임에 의하여 작동하는 유체 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18에 나타나 

있다. 이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4]에서 논의 되었다. 이 방법은 영국 사우스

햄턴의 Wavepower Ltd에 의하여 실험된바 있다. 각각의 래프트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평균 길이를 파장의 1/4 길이로 제작하였으며 폭

은 진행하는 파도 방향으로 약간 넓게 제작하였다.

실린더형 부이는 부이의 직경보다 큰 파도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으

며 파도의 방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호된다. 파면에서의 파력 또

는 에너지 플럭스는 약 H2T 이다. 부유체는 부유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파도 

뿐 만 아니라 굴절파와 방사파의 에너지도 추출하므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들의 배열은 입사파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경

우 더 많은 에너지를 포획할 수 있다. [21]에서는 파장만큼 떨어진 부유체 배열

은 히브, 롤과 같은 두 모드를 작동할 수 있으며 입사파의 100% 에너지를 추출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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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력에 의한 직접 회전식 발전기

이 섹션에서는 회전식 발전기와 연결된 가장 일반적인 파력 터빈 몇 가지에 

대하여 논한다. 이런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해안에 고정된 구조물 안에 설치되

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보존 효율을 위해서는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적

절한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2.3.1. 우물통 구조의 웰스 터빈

웰스 터빈은 저압 에어터빈으로 보통 OWC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며 비

싸고 약한 밸브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OWC는 해안가에 마운팅 구조물로 사용하며 파도의 힘을 견디기 위하여 고

정된 구조물을 사용한다. OWC는 공진 장비가 필수적이며 들어오는 파도의 움

직임에 반응하여 작동한다[22]. 컬럼 내부의 수압은 입사파의 마루 때문에 증

가한다. 내부의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공기는 컬럼의 상부에서 바깥으로 빠져

나간다[22]. 이런 공기흐름은 에어터빈을 회전시키고 이후 파도가 바다 쪽으로 

나가면 공기의 흐름은 반대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그림 2-19. 우물통 구조를 가진 웰스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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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C는 그림 2-19의 자기정류형(self-rectifying) 에어터빈인 웰스 터빈을 사

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류 밸브가 불필요하다. 웰스 터빈은 공기 컬럼으로 들

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통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며, 저항이 작아 기어 장

치 없이도 수백 rpm의 속도로 회전할 수 있다. 웰스 로터의 효율은 컬럼 내 수

위가 2~3m 일 때 가장 높으며 이 높이는 전형적인 바다의 파고와 같다.

양방향의 공기흐름은 블레이드에 앞쪽으로의 추력을 생성하며, 공기가 양방

향임에도 불구하고 터빈은 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림 2-20. 웰스 터빈의 블록 다이아그램

그림 2-20은 웰스 터빈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터빈의 입력 모델은 컬럼 안

의 압력 상승에 따른 공기 속도이며 출력 모델은 발전기를 돌리는 기계적인 토

크이다[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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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토크 출력은

 

 (2-9)

이다. 여기서 Pshaft는 터빈 쉐프트의 출력이며 ωm은 터빈 쉐프트의 각속도

이다. 쉐프트 출력 Pshaf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10)

여기서 η와 Pair는 각각 터빈과 에어 출력의 효율이다. 터빈의 효율은 유체

상수 Φ의 함수이며, 터빈의 효율과 유체상수의 관계는 그림 2-21에서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21. 터빈의 효율과 유체상수의 관계

에어출력은 공기의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2-11)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k는 비례상수 이다. 

유체상수 Φ는 



 (2-12)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r은 터빈의 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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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의 출력 토크는 진동(pulsating) 형태이다. 즉, 토크의 출력 파형은 공기

의 흐름과는 달리 오실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터빈에 들어가는 공기의 속도는 

파장, 파고와 관계있으며, 결합되어 있는 플라이휠의 큰 관성은 터빈의 출력 

토크를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플라이휠은 터빈과 유도발전기 사이의 쉐

프트에 위치한다[23,24].

그림 2-20의 웰스 터빈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MATLAB과 simulink를 이용하

여 실현 될 수 있으며 웰스 터빈의 진동 파형의 한 예를 그림 2-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관성은 J=0.02kgm2, 전력보존비례상수 k=0.5 이며, 터빈 반경

은 1m 로 작은 크기의 웰스 터빈에 속한다.

그림 2-20. 웰스 터빈의 진동 파형의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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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력 에너지 수확 사례 

대양의 파력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이 있으

며 모든 기술들은 효율, 유지보수비용, 설립의 용이성, 전력 소요량 등 각각 장

단점이 있다. 파력 에너지 하베스팅의 주요 기술들은 OWC, Overtopping, 

Pelamis, Wave Dragon, Archimedes wave swing (AWS), Wave Star Energy 

(WSE), magnetohydrodynamics (MHD) 발전기 등이 있다.

OWC 시스템은 공기 챔버가 수중에서 열려 해수가 챔버로 들어갈 수 있도

록 하는 반잠수형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챔버 안의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챔

버 안의 공기가 압축되어 터빈을 움직이게 되고, 챔버 안의 수위가 내려가면, 

공기 역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방향 터빈과 자정(self-rectifying) 터빈이 

개발되었다. Axial–flow Wells 터빈은 가장 잘 알려진 터빈으로 별도의 정화공

기밸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8].

l Overtopping devices : 월파 장비는 램프를 통해 파도를 저수조로 들어가게 

한다. 저수조에 포획된 해수는 low-head 수력 발전기를 통하여 다시 바다

로 들어간다.

l float systems : 일반적으로 바다 표층에 떠 있는 부이를 의미한다. 이 부이

의 움직임은 양수기와 같은 유압식 동력인출장치(PTO)에 의하여 전기로 전

환된다. 이러한 부유 시스템은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l hinged contour devices : 힌지드 컨투어 장비는 파도가 움직임에 따라 떠있

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힌지 부분에서 동력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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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oscillating water column 

진동수주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발전된 WEC장비이다[79]. 개념적인 연구

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스프레이, 스코틀랜드, 일본과 같은 여

러 나라에서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일본의 시설은 Mighty Whale 이라

고도 불린다.

파도가 챔버의 아래쪽에 위치한 컬럼으로 들어간다. 이 컬럼에서의 파랑 작

용은 장비의 앞쪽에 위치한 잠수형 입구를 통하여 일어난다[80].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챔버 위쪽의 기압이 상승한다. 즉, 수위 변화는 챔버 

안의 기압차를 만들어낸다. 터빈은 채널 안에 위치하며, 이 채널은 공기챔버와 

바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의 흐

름은 반대방향으로 바뀌게 된다[81]. 이렇게 공기는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터빈은 특별히 제작되어야 한다. 웰스 

터빈은 가장 큰 크기의 진동수주 안에 장착되며 일반적으로 500kW 에서 1MW

의 용량으로, 이 용량은 반경에 따라 달라진다. 반경은 2.0~3.5m 이다. 플라이

휠을 함께 설치하면 생산 전력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전형적인 진동수주 어플리케이션에서, 최고 압력의 범위는 1.1~1.3 bar 이

다. 완화 및 스로틀(throttle) 밸브를 사용하면 압력과 공기유동의 임계값을 넘

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진동수주의 가장 큰 단점은 큰 규모의 기반시설에 있다. 이 기반시설은 단

면적이 약 100~400㎡, 챔버의 높이는 10~20m에 달하기 때문에 단일가가 높은 

편이며, 방파제 구조물 내 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비는 발전시설의 전체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진동수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터빈이나 발전기와 

같은 가동부가 해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큰 규모의 진동

수주가 포르투갈(1999)과 영국(2000)에서 운용중이며 이는 각각 Pico와 Limpet

으로 불린다. 일본, 호주, 인도, 노르웨이에서도 진동수주가 운용중이다[80,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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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elamis 

펠라미스는 스코틀랜드의 Ocean Power Delivery Company 에 의하여 고안

되었다. 그림 2-21은 펠라미스의 사진으로, 펠라미스는 원해에 떠있는 힌지드 

컨투어 (floating offshore hinged contour) 장비이다[75].

펠라미스는 4개의 원통형 본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다[86,87]. 이 

본체는 힌지로 연결되어 있고 접합부는 파랑 작용에 따라 함께 움직이면서 피

치와 요와 움직임을 만든다. 내부의 유압 램프는 고압유를 펌핑하여 유압 모터

를 작동시키고, 이 유압 모터는 발전기를 가동시킨다[88]. 접합부의 강도는 해

상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단면적을 줄임으로써 저항력을 줄여 장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펠라미스는 시설의 길이방향과 파도 방향이 평행하게 

계류 되어야 한다.

그림 2-22는 이러한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그림 2-21. 해상의 펠라미스 시설 (Ocean Power Delivery Ltd).

(Courtesy of R. Henderson, Renewable Energy, 31 (2), 271–283, 2006.)

그림 2-22. 펠라미스 시설의 일반적인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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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Orkney 에서는 실물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시범 운영하였

다. 2004년 처음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망으로 전송하였다. 이 프로토타입

은 길이 150m, 외경은 3.5m로 75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내부에 설치된 4개의 

실린더 중 3개는 각각 250kW의 정격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

펠라미스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1974년에 S.Salter에 의하여 개발된 Nodding 

duck[6]과 Sir C.Cockerell에 의하여 고안된 Cockerell Raft[4]과 같은 시도가 있

었으나 펠라미스는 이보다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상용화에 성공하

였다. 포르투갈에서는 2.25MW의 정격 출력을 생산할 수 있는 3개 유닛으로 구

성된 소형 발전 시설을 개발 중이다[80].

펠라미스는 수심 50~60m 에 계류할 수 있다. 펠라미스와 해저의 접합 박스

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며, 접합 박스로부터, 이중 강화 3상 케이블은 해안

에서 1km 떨어진 유출관의 배출구로 이어지는 3km 경로를 따라 부드러운 퇴

적물에 매립된다. 그 케이블은 5km 의 유출관을 통해 해안으로부터 약 4km 떨

어진 내륙의 International Paper Facility로 이어진다(그림 2-23). 

그림 2-23. Electrical interconnection of Demo-Plant—in Oregon. (Redrawn from 

O. Siddiqui and R. Bedard. “Feasibility assessment of offshore wave 

and tidal current power production: A collabora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Paper: 05GM0538),” EPRIsolutions, CA, Proceedings of 

the IEEE Power Engineering Society 2005 Meeting Panel Session,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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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와 같이 상업용 시스템은 총 4개의 클러스터를 사용한다. 각 클러

스터는 45 펠라미스 유닛을 가지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각 

클러스터는 열당 15개씩 3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러스터 당 장비의 수는 연

간 발전량에 따라 다르다. 4개의 해저 케이블은 해안의 클러스터로 연결되며 

각 장비는 점퍼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연결된다.

상업적 펠라미스(3,000,000 MWh/yr)의 비용모델을 산출하여 비용 모델의 구

성요소 그림 2-25에 나타내었으며, 운영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4. Demo-Plant—Oregon 시스템의 전기적 연결의 예

그림 2-25. 펠라미스 시설의 비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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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ave Dragon

웨이브 드래곤은 파도에 의해 물이 벽을 타고 넘어오는 것을 이용한 월파형 

발전기로 덴마크의 Wave Dragon Aps Company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Spok 

ApS, Lowenmark Consulting Engineers FRI, Balslev, ESBI Engineering, and 

NIRAS AS과 같은 협력사들이 함께 하였다[89]. 웨이브 드래곤은 동력인출장치

(PTO)를 제외하고 움직이는 부분은 없으며 파도는 리플렉터(reflector)와 램프

(ramp)를 통해 해수면보다 위에 있는 저장소로 들어오게 된다. 그림 2-26은 웨

이브 드래곤의 원리를 나타내며, 그림 2-27은 조감도를 나타낸다.

그림 2-26. 웨이브 드래곤의 동작원리

그림 2-27. 웨이브 드래곤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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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리플렉터)을 통해 들어온 파도는 저장소에 

저장되며 램프를 지나면서 위치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리플렉터는 단단한 벽으로 물에 반쯤 잠겨

있으며 짧고 좁은 채널을 생성한다. 바다 쪽으로는 넓게 열려있고 저장소에 물

이 가득 찼을 때의 높이와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다. 전력 보전 단계에서는 여

러 개의 소수력(low-head water) 터빈을 이용하며 이 터빈들은 일반적으로 

Kaplan 유형의 터빈이다[89]. 이 터빈은 생산되는 전력과 전압의 기복을 줄이

기 위하여 흐르는 물의 양을 일정하도록 조절한다. 그림 2-28은 전면사진과 리

플렉터의 모습이며 더 많은 파력을 채집하기 위한 리플렉터 사이에 위치한 저

장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에는 7개의 터빈이 장착되어 있는 프로토타입을 진수하였으며, 이 터

빈은 각각 20kW의 정격출력과 PM 발전기를 가지고 있다. 2004년에 이 웨이브 

드래곤은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2005년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었다

[80].

그림 2-28. 웨이브 드래곤의 양쪽 리플렉터와 그 사이에 위치한 저장소 (Courtesy of Wave 

Dragon ApS, available online at http://www.wavedra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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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WS

AWS는 네덜란드의 Teamwork Technology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원해

(offshore) 수중에 설치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표층파에 의해 발생하는 정압

의 진동에 의하여 작동한다. 그림 2-29는 AWS의 원리를 나타낸다[80].

그림 2-29. AWS의 작동 원리

AWS는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부와 상하운동을 하는 부유부로 나눌 수 

있는데 상하운동을 하는 부분은 공기로 차있다. 파도는 장비 윗부분의 압력 차

이를 발생시켜 장비가 움직이게 한다. 파도의 마루(crest)가 AWS 위에 있다면 

높은 수압이 발생하여 챔버의 부피가 작아지고, 골(trough)이 AWS 보다 위에 

있을 때는 부유체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 챔버 안의 공기는 챔버 안과 밖의 물

을 펌핑하는 스프링의 역할을 한다[80, 91]. AWS 안의 선형 영구자석 기기는 

에너지 보존 장치로 사용되며 부가적인 에너지 저장 방법을 사용하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AWS 안의 댐퍼는 부유부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에 달했을 때 작동하며, 부

유부의 속도를 줄이거나 강한 충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유체가 

AWS를 작동시킬 만큼의 충분한 힘이 없을 때 발전기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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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연안 수심 40m 해역에서 2MW 용량의 실제 사이즈와 같은 AWS가 

진수되었다[91]. 발전기의 최대 힘은 1MN(meganewton)이며, 실린더의 폭은 

9m, 높이는 38m로 부유체의 최대 속도는 2.2m/s이다.

강철 케이지 안의 실린더는 폰툰(pontoon) 위에 위치하게 된다. 고정된 폰툰 

위에는 4개의 밸러스트가 있으며, 밸러스트는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AWS

의 첫 번째 버전은 크고 비싸서 부유체의 상하운동이 가능한 안전한 곳에 설치

되었고. 유지 보수의 경감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중이다[91].

3.5. Wave Star Energy

웨이브스타는 Wave Starⓒ Energy Company에 의하여 개발된 장비이다. 웨

이브스타는 파도가 부딪히는 일종의 장벽을 이용하는 다른 WEC 장비들과는 

달리 움직이는 파도의 각도를 생각하여 포획하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한 파력 

에너지를 계속하여 포획할 수 있다. Wave Starⓒ Energy는 현재 500kW의 파

력 전환기를 개발하고 있으며[92] 2006년 7월부터 소규모의 전력망 시스템이 

작동중이다.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겨울에 12번의 태풍이 있었으나 시스템

은 손상을 입지 않았다. 가장 처음 개발된 500kW 급 장비 시험은 2008년 북해

(North Sea)에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에 실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장비의 양쪽에는 각각 20개의 반원형 부유체가 달려있으며, 그림 2-30에

서 확인할 수 있다[92]. WSE는 다점흡수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많은 부유

흡수체가 파도에 의하여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이 펌프를 

작동시키고 유압액체를 움직여 유압 모터를 작동시킨다. 

파도가 치면 웨이브스타 한쪽의 부유 흡수체가 뜨고 이어 반대쪽의 부유체

가 뜨게 된다. 각 부유체에는 유압 실린더가 있는데 부유체가 뜰 때 이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이 유체에 압력을 가해 장치의 전송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고 유

압 모터를 작동시켜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이 장비의 길이는 파장의 수 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장비는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 태풍 기간에 해수면 위 20m 의 안전한 곳

으로 흡수체를 들어올린다[92]. 그림 2-31은 WSE가 태풍을 대비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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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장비의 앞에는 해수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 태풍 대비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으며 흡수체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 조정

이 가능하다.

그림 2-30. View of the WSE, a multipoint absorber. (Courtesy of M. Kramer, “The 

wave energy con�verter: Wave Star, a multi point absorber system,” 

Technical Report, Aalborg University and Wave Star Energy, 

Bremerhaven, Denmark.)

그림 2-31. WSE position in storm protection mode. (Courtesy of M. Kramer, “The wave 

energy converter: Wave Star, a multi point absorber system,” Technical 

Report, Aalborg University and Wave Star Energy, Bremerhaven,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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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agnetohydrodynamics Wave energy converter

MHD 발전기는 Scientific Applications & Research Associates (SARA) Inc.에 

의하여 개발된 발전기로 직접적인 역학적 전기 에너지 변환기이다. 따라서 

WEC 시스템과 비교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SARA Inc.는 100kW MHD 유

닛을 개발중에 있다[93,94]. 이 장비는 효율적이고 높은 전력밀도를 가지고 있

다. 이 장비의 가장 큰 이점은 보통의 회전식 전기발전기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장비의 출력이 매우 높은 전류와 낮은 전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전력 전기 변환기를 쓰면 출력은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전류와 전압

으로 변환할 수 있다.

MWEC(magnetohydrodynamics wave energy converter) 장비는 파도의 상하

움직임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쉐프트를 통해 MHD 발전기로 전송

되고. 쉐프트는 영구자석을 통해 전도체에 힘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MWEC 발전기는 다른 MHD 발전기와 달리 유수가 강한 자기장의 도움에 의한 

유도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원리에 입각한다. 장비로 들어온 해수는 나팔 모양

의 입구와 출구를 가진 빈 관을 통해 흐른다. 입구와 출구에서는 높은 압력에

서 낮은 압력으로 흐를 때 속도가 증가하는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라 속도가 증

가하게 된다. 강한 전자석은 물이 흐르는 연직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하고 전

류는 강한 자기장에 의해 활성화된다. 관 안에 위치한 전극은 이 전류를 모으

기 위해 사용된다. 

제조사에 따르면 MWEC 시스템은 낮은 수심에서의 운용 가능성과 높은 효

율, 빠르고 쉬운 진수, 실현 가능성 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어, 터빈, 

벨트, 베어링, 전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소요 자본과 유지보수 비용은 낮으

며 가스배출이 없는 환경적인 장치이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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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에너지 하베스트를 위한 생체모방 기술과 기구설계

생물에서 영감을 얻은 진동 포일은 매우 전도유망하며 유체역학과 생물 분

야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파력에너지 추출 기술 중

에서 살터 캠 구조를 기반으로, 물고기의 유영 형태를 이용한 파력 날개의 형

상과 중력과 부력 및 파력에 의한 탄성 반동을 전진 추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앞 장에서 기술한 파력에너지 전환 기술을 

수중 전진 추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다양한 생물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1. 생체모방 기술 현황

물고기와 해양 포유류가 수 백 만년동안 진화하는 동안 추진 방법 역시 함

께 발전해왔다. 이는 생물학자 뿐 만 아니라 유체역학 연구자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종에 따른 환경과 물리적,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 메카니즘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추진 메카니즘이 연구되었다. Webb 은 물 

속에서 유영하는 모든 척추동물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127]. A 부류는 주기적

인 추진을 위하여 몸(body)과 꼬리지느러미(caudal fins)를 모두 사용하거나 혹

은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BCF군 이며, 이 부류는 상대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장기간 유영한다. 또한 단기 혹은 일시적인 추진을 위하여 몸과 꼬리지느러미

를 사용하며, 유영을 시작하는 초기동작과 방향 전환이 빠른 B 부류는 몸체는 

유연하며 큰 꼬리를 가지고 있다. C 부류는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

러미를 포함하는 주요 지느러미 (median fins)와 가슴지느러미(paired)를 이용

하는 MPF 군이다. 이 부류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며 느린 속도에서 더 

좋은 효율을 보인다. D 군은 거의 유영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제외되는 대상

이다.

Sfakiotakis et al. [119] 에 의한 최근 논문에서는 [97]에 정의되어 있던 BCF 

와 MPF의 분류를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MPF 영법은 가슴지느러

미,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혹은 이것들의 함께 사용한다. 가오리는 가슴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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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를 이용하여 파도를 지나가면서 움직이고 (rajiform, 홍어목)[117], 개복치

는 가슴지느러미로 노를 젓듯이 움직인다(labriform). 아미아목(amiiform)은 등

지느러미를 이용하고, 김노투스목(Gymnotiform)은 배지느러미를 이용하는 반

면 다른 종들은 지느러미를 진동하여 움직인다(balistiform). [112]

BCF군의 하위 분류는 꼬리지느러미에 의한 추진력에 따라 분류된다. 한 예

로 뱀장어목(auguilliform)은 긴 몸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파동을 생성하고 추진

에 이용하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예로 몸의 앞부

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반면 꼬리지느러미를 좌우로 움직여 이동하는 경우

가 있다. 이런 유영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류는 참치로 이런 영법을 다랑어

목(thunniform) 영법이라고도 칭한다. 이 두 가지의 영법 사이에 모든 범위의 

영법이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전갱이목(carangiform)은 중간성격을 띈다. 그림 

3-1은 [119]에서 정리한 BCF 모드와 MCF 모드의 수영 모드이다.

그림 3-1. BCF 추진과 MPF 추진을 하는 수영 모드. 그림의 어두운 부분은 추진력이 발생되는 부분이

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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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nberger and Westneat [117]은 BCF와 MPF를 진동(oscillation) 있는지에 

따라 나누었다. 그들은[118] 몸 혹은 지느러미에 한 개의 파장 이상이 있을 때 

기복(undulation)이라고 정의하였으며, 1/2 파장보다 작을 때는 진동(ocillation)

이라고 정의하였다. 기복 영법은 옆 방향으로 큰 힘이 발생하며[109], 속도가 

빠를 때는 낮은 추진력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96], [112], [124]). 기복 영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영시 발생되는 교란이 작아 이 때문에 종종 스텔스 모드라고

도 불린다[99]. 진동 영법 물고기는 속도가 더 빠르며 고속에서의 추진 효율 또

한 높다.[96], [118].

생물학자와 유체역학자들은 물고기 영법에 기반한 추진 메카니즘을 다양하

게 적용 및 연구해왔으며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인 전갱이목(carangiform) 모드

의 문헌 리뷰를 살펴보기로 한다. 

Lighthill [111]은 carangiform 모드에서 수영하는 물고기의 유체역학적인 힘

을 계산하기 위하여 Elongated-body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 이론의 결론 중 하

나는 길고 가느다란 꼬리지느러미는 작은 진폭의 플래핑을 하기 때문에 에너

지 손실이 적어 빠른 스피드에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Blake [96]의 연구에 의하면 labriform 모드의 가장 큰 힘과 추진력은 가슴지

느러미의 바깥쪽에서 생성되며 파워 스트로크와 리커버리 스트로크로 이루어

지는 플래핑의 주기가 짧아 추진력의 손실이 적다고 보고된 바 있다.

Webb [128]은 점농어의 가슴지느러미의 움직임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외전 운동(abduction phase)을 하는 동안, 몸체로부터 떨어진 가슴지느러미는 

아래로 움직였다가 앞쪽으로 움직이며, 추진력과 양력은 이 단계에서 생성된

다. 내전운동(adduction phase) 하는 동안에는, 지느러미를 위로 띄웠다가 움츠

리면서 추진력과 반대방향의 양력을 발생시킨다. 마지막 단계는 굴절로 지느

러미가 회전운동을 하며 속도가 빠를수록 이 단계는 짧게 나타난다. 가슴지느

러미는 앞쪽은 단단하며 뒤쪽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후에 Webb[129]은 유수 

수조에서 무지개송어 (rainbow trout)와 타이거 머스키 (tiger musky) 의 몸체와 

꼬리의 운동에너지를 연구하였다. 이 둘은 모두 carangiform 영법을 사용하며 

비디오 녹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추진력과 총 에너지, 그리고 효율은 

Lighthill의 이론을 이용한 운동에너지로부터 산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플래핑 



- 46 -

주파수는 수영 속도에 비례하는 반면 몸체의 파장과는 독립적이다. 좌우로의 

반동으로 인해 효율이 낮아지는데, 측면의 힘을 최소화 하거나 꼬리 움직임의 

주파수를 증사시킴으로써 추진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추

진의 증가는 꼬리 움직임의 작은 파장, 작은 지느러미 혹은 작은 진폭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다.

West Chester 대학의 수생 연구실에서는 지난 30년간 해양 포유류 영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간하였다. 방대한 연구자료 

때문에 한 가지만 설명한다. 대부분의 해양 포유류는 꼬리지느러미를 이용하

여 높은 속도로 움직이며 때로는 물갈퀴의 도움을 받는다. 좋은 예로 병코 돌

고래의 추진 효율은 높으며, 이 영법은 다랑어목과 유사하지만 꼬리가 좌우로 

진동하는 대신 세로로 진동한다는 차이점이 있다[103]. 돌고래는 소비 에너지

를 줄이기 위해서 포퍼싱과 파도타기 등의 두 가지 행동을 한다. 포퍼싱

(porpoising)은 항력을 받지 않기 위해 물 밖으로 주기적으로 점프하는 것이며, 

파도타기는 표층파 혹은 선박에 의하여 발생된 난류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

함이다[101]. 또한 하프 바다표범의 연구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는 수중익선보

다 진동 수중익선의 받음각이 더 커서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02]. 가장 먼저 발생하는 약간의 곡률은 경계층의 이른 분리를 막아주지만 너

무 큰 뒤처짐각(30도이상)은 효율을 줄일 것이다. 포유동물의 관찰은 경계층은 

난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낮은 속도에서 패들링은 더 효율적인 반면 높은 속도

에서는 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이 더 효율적이다([104], [108]). Fish and Battle 

[105]에 의한 흑등고래 가슴지느러미의 정밀한 측정과 Fish [106]의 다른 고래 

종들의 꼬리지느러미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이 되었던 고래들은 모두 유

체역학적으로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작부분은 둥글지만 

끝에는 뾰족한 유선형의 프로파일, 높은 형상비, 끝으로 갈수록 끝이 점점 좁

아드는 타원에 가까운 길이와 두께 등이 이러한 특징에 해당된다. 게다가, 흑

등고래의 가슴지느러미 표면의 작은 혹들은 그것들에 의하여 발생된 와류를 

모멘텀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유영할 수 있다. Miklosovic et 

al. [11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은 혹의 유무에 따른 결과를 통해 이것을 확

인하였다. 해양 포유류는 점액(mucus), 비늘의 돌기(riblet) 등 저항항력을 줄이



- 47 -

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107]. 보통 해양 포유류가 바다에서 움직일 

때는 체형에 따른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꼬리 움직임의 진폭은 제한되어 있

고, 최대 파워와 일시적인 힘은 각기 가진 근육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러한 제

약 안에서 가능한 효율 있게 수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Rohr and Fish [116] 는 

모든 해양 포유류는 0.2 ~ 0.4 스트라홀 수 (Strouhal number)의 범위에서 수영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다. 스트라홀 수는 다음 식 (3-1)과 같이 정

의된다. 

 


식 (3-1)

여기서 f는 진동 주파수, A는 상하운동 진폭의 두 배 정도인 항적의 폭, U0

는 속도를 의미한다.

Walker and Westneat[124] 는 labriform 유영을 항력(drag)을 기본으로 하는 

로잉(rowing)과 양력(lift)을 기본으로 하는 플래핑(flapping)으로 나누었다. 바다

에서 수영 혹은 움직이는 모든 생물체는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움직인다. 로잉

은 완전히 항력을 기반으로 한 움직이지만 큰가시고기와 같은 물고기의 움직

임에는 부유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잉에서의 파워 스트로크는 

수영 방향과 평행한 반면, 리커버리 스트로크는 지느러미가 몸체에서 멀어지

면서 일어나는 좀 더 복잡한 움직임이다[122]. 로잉은 플래핑보다 느린 속도에

서 추진력이 좋으며 호버링(hovering)에 매우 실용적이다. 가슴지느러미의 피

치각은 방형파 형태로 달라진다. 전형적인 플래핑 영법의 양놀래기(bird 

wrasse)는 가슴지느러미를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며 끝은 8자 

모양을 그린다[130].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피치각과 면적, 곡률은 측정될 수 

있다. 플래핑은 좀 더 높은 스피드에 적합하다[123]. 받음각과 피치각은 시간에 

따라사인 곡선의 형태로 달라진다. 로잉과 플래핑에서 발생하는 위쪽과 아래

쪽 사이의 압력차, 지느러미 주변의 와류 등의 유체역학적인 효과는 지느러미

의 힘에 영향을 끼친다[125]. 종종 에너지의 폭발이 관측되는데 이것은 자유 부

유의 주기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일정한 움직임보다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물

고기의 체형 때문에 발생한다. 

Wassersug and von Senckendorff Hoff[126]의 올챙이의 빠른 스피드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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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수동적인 진동과 불안정한 포텐셜 플로우 분석, 지느러미 유연성에 관

한 Combes and Daniel[98], [100]의 총체적인 연구, 그리고 Tytell [120] 의 입자

의 속도와 운동에너지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운동능력이 모양 (비율, 길이, 두

께, 단면적의 모양, 체내 공간) 뿐만 아니라 운동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보

여준다. Liu et al.[113]에 의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올챙이는 물고기처럼 수영하

기 때문에 옆쪽으로의 움직임은 많지 않아 낮은 추진력과 낮은 마찰 항력을 갖

는 것을 보여준다.

받음각이 클 때 정지된 포일은 정체 현상(stall)을 겪게 되는데 이는 가장 자

리의 와류의 분리로 인해 양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95]. 포일이 진동 할 때는 

위의 정체 현상은 크게 지연되는데 분리된 와류가 일시적으로 포일의 표면에 

다시 부착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delayed 혹은 dynamic 정체라 부른다[131]. 

각 항목(parameter)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항적(wake) 안 에서 역 본카

르만와류열 (reverse von Kármán street)이 관찰된다. 보통의 본카르만와류열

과 다른 점은 와류가 반대로 배열되고 가운데에 제트기류가 생성된다는 것이

며, 몸체(포일)는 항력 대신에 추진력을 받게 된다. 이보다 덜 이상적인 조건에

서는 두 번째 와류가 없어지면서 역 본카르만와류열이 부분적으로 없어지고 

추진력과 효율을 감소시킨다.

Nauen and Lauder[115]는 고등어의 입자 영상 유속계(PIV) 실험을 실시하였

는데, 이와 같이 꼬리지느러미로 수영하는 종에서 연속된 타원형의 와류고리

가 관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역 본카르만열의 3차원 버전이다[121]. 

와류고리의 높이는 대략 꼬리지느러미의 폭과 같은 반면 고리의 길이는 수영 

속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이 고리 사이에 강한 제트기류가 생성되며 힘의 크

기는 순환을 관측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수평적인 힘은 대략 추진력의 두 

배이며 이런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피칭 모션은 강한 전진 중의 가슴지느러

미에 의한 것과 균형을 이룬다. 물고기의 수직적인 평면에 대한 와류고리의 경

사는 carangiform 물고기에 따라 다르며 경사가 클수록 최대 추진력에 대한 최

대 수평힘의 비율은 크다. 완전히 다른 모형과 영법 움직임을 갖고 있는 

labriform 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항적 구조를 가진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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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에너지 하베스트 엔진 기구설계

2.1. 파력 글라이더의 기존 연구

1982년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에서 이론적으로 파력 추진 성능 예측 

모델이 제시되었다[132].

최대 추력 m ax은

m ax  
m ax

  식 (3-2)

파력 추진 날개의 저항 계수  , 해수밀도, m ax 운동체의 수직방향 최대

속도, 파력 추진 날개가 45도 각도일때의 투영면적 에 의해 변화된다.

여기서 운동체의 수직방향 최대 속도 m ax는

m ax 
  식(3-3)

여기서, R은 파고의 진폭이며, T는 파고의 주기이다.

그러나, Wave Glider와 같은 진동형 추진체의 진동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속도가 계속 증가할 수는 없다.

2011년에는 Wave Glider의 속도 예측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파력 

추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인자는 파고의 진폭으로 제시되었다[133].  

R.Smith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파고가 높을수록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대함을 

표3-1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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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해상상태에 따른 파력추진 글라이더의 속도 증감[133]

그림 3-2. 파랑 인자와 파력 추진체의 속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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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1. 기존 보유 KIOST 파력 글라이더의 실해역 평가

해양기기개발 운영센터에서는 장기해양관측을 위한 이동형 무인 관측 시스

템을 개발해오고 있다. 기존 무인관측 시스템은 해양-대기 연속관측을 위한 수

온, 기온, 기압, 파고를 관측하여 위성통신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준 실시간으

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여기에 본 과제에서 제시한 파력 글라이더 

추진 시스템을 추가하여 실해역에서 파력 글라이더의 초기 성능을 평가하고자 

실험을 기획하였다. 

무인파력 카약은 총 길이 3.2m 폭 0.9m의 쌍동선 형태이다. 건현은 35cm이

며, 파력추진 날개를 수중에 거치하기 위하여 선수와 선미에 수직 고정바를 설

치하였다. 선미와 선수 고정바 사이의 거리는 2.1m 이며, 고정바 하단으로 

0.5m 아래의 첫 번째 날개를 설치하고, 첫 번째 날개 하단 0.4m 아래에 두 번

째 날개를 설치하였다(그림 4-1). 첫 번째 날개에는 스프링힌지 이외에도 날개

의 탄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무바를 설치하였다. 날개의 현 방향 길이는 

0.8m, 폭은 0.25m, 두께는 2mm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총 4개의 날개가 부

착하였다. 무인파력 카약의 위치 및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수함체 안

에 GPS수신기와 GPS 기반 파고계, 그리고 대기압력 센서와 표층수온 계측 기

록계를 장착하였다. 관측센서 및 이리듐 통신모뎀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60W 태양광 모듈과 충전기 및 20AH Pb 배터리 두 조를 설치하였다. 파도에 

따른 카약의 거동과 카약 거동에 따른 날개의 움직임을 계측하기 위하여, 카약 

몸체와 날개에 각각 3차원 가속도계(OnSet G-Sensor)를 부착하여, 1Hz 샘플링 

간격으로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파도에 따른 수중 날개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

하여, 날개 부착 기둥 하부에 수중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작 상태를 기록하였다. 

카약의 위치는 GPS로 기록하며, 이리듐 위성통신을 통해 20분 간격으로 육상 

기지국 서버로 전송하였다[표4-1].

무인 파력 글라이더는 2018년11월 25일 15:00에 14.72625° N, 134.41856° E 

위치에서 이사부호 우현 크레인을 이용하여 진수하였고, 2018년 11월 27일 

16:20분에 14.65814° N, 133.91544° E에서 회수하였다(그림 4-2, 4-3, 4-4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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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매 20분 간격으로 수신된 위치정보는 웹 지도 상에 전시되어 카약 내 센서

의 운영 상태와 파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5). 파력추진 기구의 Z축 

방향 가속도 변화는 +- 0.6G 정도로 교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6). 파력

추진 카약의 최대 선속은 1.36노트 최소선속은 0.21노트였으며 평균속도는 

0.74노트였다(그림 4-7). 대부분의 시점에서 유의파고와 카약의 속도가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시험 종료 시점에서 파고와 무관하게 속도가 

증대한 것은 바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그림 4-8). 파력추진 

무인카약의 48시간 동안의 총 이동거리는 67.5km이었으며, 태양광에 의해 소

비 전원은 모두 충당하였다(그림 4-9).

해상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프링 힌지와 

고무바의 탄성에 의하여 파도에 의해 연직 운동을 하는 카약에 부착된 수중 날

개가 연속적으로 교번하고, 물을 밀어내는 것을 수중카메라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무인 카약의 전진 방향이 날개 부착 방향과 일치하여, 이 또한 파력 추진 

기구의 기능이 확인되는 증거이나, 카약 내에 방향을 기록하는 디지털 컴퍼스

가 존재하지 않아 기록으로 남지 못하였다. 차기 버전에서는 선수방향 기록계

와 대수속도 기록계를 부착하여 추진 성능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 시제에서는 전진추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추후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여 위치 유지 혹은 목표점 이동 등을 위한 타각 조정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스프링 힌지의 탄성 강도를 강화하고, 날개의 형

상을 유선형으로 전환하여 파력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람의 영향을 최

대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현의 높이를 더 낮출 필요 있다. 바람의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하여, 풍향풍속계 또한 차기 버전에 추가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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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파력추진 무인 카약 전경. 선수 선미에 각각 파력추진기를 부착하기 위한 수직고

정부가 구현되어 있음.

그림 4-2. 진수 직후의 파력 추진 카약의 모습. 물속으로 날개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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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파력추진기구의 수중 동작 영상 사례

그림 4-4. 무인 카약 회수 시 전경. 선수 및 선미에 각각 부착된 날개와 카타마란 방식의 선체

구조가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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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력추진 날개 동작 촬영을 위한 수중카
메라

(b) 파력추진 날개 거동을 계측하기 위한 방
수형 가속도계

(c) 카약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한 방수형 가
속도계와 위성 위치추적기

표 4-1. 파력 추진 무인 카약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한 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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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파력 추진 카약 이동 궤적(2017년11월25일 15:00부터 2017년11월27일 16:00). 

동쪽에서 진수되어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서진하였음.

그림 4-6. 상단 파력추진날개에 부착된 가속도센서 계측 값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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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파력추진 무인카약의 속도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림 4-8 유의파고와 무인파력카약의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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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파력추진 카약의 이동궤적과 현장 관측된 유의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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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파력 글라이더의 형상설계

기존 보유 파력 글라이더와 파력엔진의 현장시험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식

의 파력 추진 기구와 이를 장착한 무인선을 설계하였다. 또한 파력을 이용한 

추진 뿐 아니라, 파력을 통해 통신 및 센서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하베스팅할 

수 있도록 발전기와 연동된 파력 추진기를 설계하였다.

총 4가지의 설계안으로 대상으로 최종 시제 작성 설계안을 선정하였고, 개

발기간을 고려하여 무인선 자체 제작 보다는 기존 상용 카약을 기반으로 개발

된 파력 기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제를 구현하였다.

- Wave Propulsion Glider 1 (WPSG_H300)

- Wave Propulsion Glider 2 (WPSG_H500)

- Wave Generative Glider (WGSG_H500)

- Kayak Wave Glider (K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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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ave Propulsion Section Glider 1(WPSG_H300)

본 모델의 길이는 2.7m, 폭은 1.2m 높이는 0.3m이고, 가운데 부분이 분리되

어 미션에 따라 배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갑판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선수와 선미에 파력 글라이더 날개를 

부착할 수 있는 기둥과 러더를 설치하였다.

파력글라이더의 날개는 좌우 개별적으로 분해 조립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

며, 길이 574 mm, 폭 400 mm, 최고 두께 48 mm, 날개 형상은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에 따른 형상번호 0010을 채용하였다. 날

개의 회전 위치는 날개 전면부에서부터 64mm지점에 있으며,  재질은 고무계

열의 폴리우레탄을 고려하였고 개당 무개는 8.2kg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4-10. WPSG_H300 3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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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G_H300

크기 120.1(W) x 274(L) x 30.31(H) 

무게 80.31 

볼륨 77517.57 

파력 날개 형상 NACA 0010

파력 날개 무게 8.2 kg /unit x 4 = 32.8 kg

표 4-2 WPSG_H300 일반제원.

그림 4-11. WPSG_H300 3차원 전면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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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WPSG_H300 3차원 측면형상

그림 4-13. WPSG_H300 3차원 평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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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WPSG_H300 파력엔진 날개기구부 조립형상

그림 4-15. WPSG_H300 파력엔진 날개기구부 조립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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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WPSG_H300 표준 Section 구조

그림 4-17. WPSG_H300 장대 선형 변경 Sectio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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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ave Propulsion Section Glider (WPSG_H500)

본 모델의 길이는 2.7m, 폭은 1.2m 높이는 0.5m이고, 가운데 부분이 분리되

어 미션에 따라 배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WPSG_H300 모델

과의 차이점은 건현의 높이가 50cm 로 보다 높아, 내부 용적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센서와 공간활용률을 높힌 것이다. 갑판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선수와 선미에 파력 글라이더 날개를 부착할 수 있는 기

둥과 러더를 설치하였다.

파력글라이더의 날개는 좌우 개별적으로 분해 조립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

며, 길이 574 mm, 폭 400 mm, 최고 두께 48 mm, 날개 형상은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에 따른 형상번호 0010을 채용하였다. 날

개의 회전 위치는 날개 전면부에서부터 64mm지점에 있으며,  재질은 고무계

열의 폴리우레탄을 고려하였고 개당 무개는 8.2kg으로 설계하였다. 

WPSG_H500

크기 120.1(W) x 274(L) x 50.8(H) 

무게 87.43 

볼륨 89677.45 

파력 날개 형상 NACA 0010

파력 날개 무게 8.2 kg /unit x 4 = 32.8 kg

표 4-3. WPSG_H500 일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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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WPSG_H500 전면 형상 모델

그림 4-19. WPSG_H500 측면 형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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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ave Generative Section Glider (WGSG_H500)

본 모델의 길이는 2.7m, 폭은 1.2m 높이는 0.5m이고, 가운데 부분이 분리되

어 미션에 따라 배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기존 모델과 달리, 

선수부 날개에 발전기와 연결된 랭크를 달아, 파력에 의해 날개가 위아래로 흔

들릴 때마다 발전기를 회전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하였

다. 갑판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선수와 선미에 

파력 글라이더 날개를 부착할 수 있는 기둥과 러더를 설치하였다.

파력글라이더의 날개는 좌우 개별적으로 분해 조립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

며, 길이 574 mm, 폭 400 mm, 최고 두께 48 mm, 날개 형상은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에 따른 형상번호 0010을 채용하였다. 날

개의 회전 위치는 날개 전면부에서부터 64mm지점에 있으며,  재질은 고무계

열의 폴리우레탄을 고려하였고 개당 무개는 8.2kg으로 설계하였다. 발전기는 

2650RPM 시 24VDC, 250W 출력이 나오는 제원을 가지고 있으며, 기어비를 11: 

80으로 하여, ±30°의 움직임에 따라 발전기를 회전시키도록 설계하였다. 다

만, 현 시점에서는 복수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에 복수 기어를 사

용하여 작은 변동에도 높은 회전율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림 4-20. WGSG_H500 3D 형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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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SG_H500

크기 120.1(W) x 274(L) x 50.8(H) 
무게 96.77 
볼륨 93310.12 

파력 날개 형상 NACA 0010
파력 날개 무게 8.2 kg /unit x 4 = 32.8 kg

발전기 제원 24VDC, 250W
기어비 1:8

표 4-4. WPSG_H500 일반제원.

그림 4-21. WGSG_H500 정면 형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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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WGSG_H500 측면 형상 모델

그림 4-23. WGSG_H500 평면 형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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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WGSG_H500 날개와 연결된 발전기 회전판 랭크 시스템

그림 4-24. WGSG_H500 랭크와 주축 기어 및 발전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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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WGSG_H500 체인으로 연결된 주축 및 보조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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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ayak Wave Glider (KWG)

Kayak Wave Glider 모델은 파력 추진 기구를 구현하기 위해 채용한 설계안

이다. 본 연구과제의 범위가 에너지 하베스트 기반의 파력 추진 기구 기술개발

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파력추진 기구의 실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험

선이 반드시 요구되었다. 본 연구과제의 기간과 예산을 벗어나는 모형시험선 

제작을 대신하여, 상용 카약에 시제로 제작한 파력엔진을 장착하여 성능시험

을 실시하게 되었다. 

성능 시험을 위해, 시험선 상태 평가 및 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과 향후 실

해역 시험을 위한 전원 하베스팅을 위해 태양광 패널 및 에너지 저장장치, 선

수방향 제어를 위한 조향기구까지 갖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4-26. KWG 파력추진기구 형상

  

본 모델의 핵심 디자인 컨셉은 날개를 수직방향으로 쌍엽기 형태로 부착하

여, 필요에 따라 복수의 날개를 붙여 추진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또한, 상용 파력 글라이더와 달리, 선체에 파력 글라이딩 구조가 

부착되어 표면파에 의한 요동을 파력추진 기구에 바로 전달되도록 구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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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KWG 파력추진기구 장착 무인카약의 형상

그림 4-28. 시제품으로 구현된 KWG 파력추진 무인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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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G

크기 80.1(W) x 389.0(L) x 36.1(H) 
무게 70.5 

파력 날개 형상 NACA 0010
파력 날개 무게 2.6 kg/Unit * 8 = 20.8 kg

날개 길이 71.4 x 17.2cm

표 4-5. KWG 일반제원.

그림 4-29. 시제품으로 구현된 KWG 파력추진 무인카약 전장부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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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력엔진 시제 성능평가 

구현된 파력엔진의 추진성능 평가를 위한 조파수조시험을 2018년 12월 10

일-11일 양일에 걸쳐, 기존 모델과 신규 제작된 시제품 모델 2조를 대상으로 

부산 기장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조파수조

의 길이는 50m, 폭은 10m, 깊이는 10m이고, 실험 대상 장비 이송과 관찰을 위

한 전차가 구비되어 있다. 그림 4-30에 있는 조파수조 성능 그래프와 같이, 조

파수조의 재현가능 파랑 한계로 인하여 파고는 0.3m, 0.4m, 0.5m 파주기는 

1.5s, 2s, 3s에 국한되어 실시하였다. 

조파수조는 지붕과 외벽으로 외부와 차폐되어 있는 시설이고, 외부의 GPS 

위성신호를 활용할 수 없어, 조파수조 벽면에 마크된 5m 간격의 거리기준선 

통과 시점을 관측하여, 파고 및 파주기에 따른 속도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4-30. 한국생산기술원 해양로봇센터 조파기 성능

시제 1의 경우에는 현장시험이 완료된 모델이고, 향후 사용하지 않을 초기 

프로토타입 이었기 때문에 파도에 따른 이동의 정성적 변화만을 추적하였고, 

시제 2의 경우에는 단위 거리 주파 속도를 계측하여, 파도조건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표 4-6은 시험 조건과 시행시간을 정리한 표이다. 시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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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파고 0.5m, 1.5s 주기에서 최대 속도 1.45노트를 나타냈다. 표4-7은 시험

조건과 조건에 따른 주파시간을 기록한 것이고, 그림 4-33은 시제2의 조건에 

따른 속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파고보다는 파주기에 영향을 받아 속도가 변

화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험 조건이 다양하지 못하여 단정하거나 최적화의 기

반이 되는 실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림 4-31. 시제 1 조파시험 광경 

파고
주기

1.5s 2s 3s

0.3 m
11:37 11:46 13:41

11:56 13:51
0.4 m 14:01 14:13 ×

0.5 m
14:20 14:38 ×
14:30 14:41 ×

표 4-6. 시제 1의 조파수조 시험조건(시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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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시제2의 조파수조 실험 광경

파고
주기

1.5s 2s 3s

0.3m

09:50 11:09 11:36

10:02 11:31 13:48

11:06 13:40 ×

14:50(5m, 9.61s) 14:56(5m, 10.88s) ×

0.4m

11:26 11:40 ×

13:50 14:06(5m, 7.66s) ×

13:59(5m, 7.5s) 14:15 ×

0.5m

11:20 11:13 ×

14:25 15:04(5m, 11.08s) ×

14:30 × ×

14:38(5m. 6.68s) × ×

표 4-7. 시제 2의 조파수조 시험조건(시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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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파도 조건에 따른 파력 보트 시제선의 이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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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본 연구를 통해 파력 글라이딩 원천 기술 확보하였다. 특히 기존 상용 글라

이더의 특허를 회피하면서 파력 글라이더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 장기 해양관측 플랫폼의 추진 엔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기초성

과를 확보하여 차후 장기 해양관측용 무인선 개발에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으

로 판단된다.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선 제어, 관측 센서 운영, 위성통신 기술을 통합하

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무인이동체 시장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 

시제 설계에서 반영된 선체 구조 기술은 다양한 해양관측 업무에 따라, 무

인선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 사용 관측 플랫

폼에서는 불가능하였던 구조로서, 이 설계안 만으로도 새로운 플랫폼 제작기

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향후에는 기술이전 받은 기업에서 제작한 파력 기반 무인탐사선의 성능 확

인 및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해, 해양연구의 다양한 관측 현장에서의 요구를 증

대시키는 협력 과정이 요구된다. 연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며, 추진력과 본 연구과제 범위를 벗어나 있지만 중요한 기술인 능동적인 위

치 조정 기술 등이 결합된 무인관측 시스템은 해양의 시공간적 정보 생산에 기

본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 인프라의 시공간적 증대는 해양을 이

해하는데 보다 정밀한 관측 자료와 실시간적인 예측 정보 생산에 기여하여, 근

본적으로는 인류의 미래 환경 예측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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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험선 제조를 위한 부품 제작 도면

A. Wave Propulsion Glider (WPSG_H300)

B. Wave Propulsion Glider (WPSG_H500)

C. Wave Generative Glider (WGSG_H500)





A. Wave Propulsion Section Glider (WPSG_H300)

A.1 3D 제작모델



A.2 분해도



A.3 합판에 재단할 모델 1









A.4 합판에 재단할 모델 2



A.5 합판에 재단할 모델 3



B. Wave Propulsion Section Glider (WPSG_H500)

B.1 2D 제작모델



B.2 분해도



B.3 합판에 제단할 모델 1









B.4 합판에 제단할 모델 2



B.5 합판에 제단할 모델 3



B.6 합판에 제단할 모델 4



C. Wave Generative Section Glider (WGSG_H500)

C.1 2D 제작모델



C.2 분해도



C.3 합판에 제단할 모델 1









C.4 합판에 제단할 모델 2



C.5 합판에 제단할 모델 3



C.6 합판에 제단할 모델 4



C.7 합판에 제단할 모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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