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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1. 일반 현황

사업명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개발
기술분류 [600807]해양

과제명(과제번호) /친환경 조류발전을 위한 유연플랩형 터빈기술 개발(20113020070010)

주관기관

기관
(기업)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일 2013.07.01

주소 (426-74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대표자
(기관장)

홍기훈 연락처 031-3400-6000

홈페이지 www.kiost.ac Fax 031-400-5820

기술

개발

현황

총괄책임자 고진환 연락처 031-400-6421

실무담당자 고진환
연락처

(e-mail)
031-400-6421
(jhko@kiost.ac)

참여기관
(책임자)

건국대학교
(박훈철)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140,000 1,140,000

총수행
기간

2011. 12. 01  ~  2014. 11. 30

2. 기술개발 개요 

◦ 조류발전 효율과 친환경성 향상을 위해 고래나 가오리 등의 가슴지느러미를 모사한 유

연플랩형 조류 터빈 기술    

◦ 해양 동물에서 영감을 얻은 최적배치/운동학을 통한 다발식 플래퍼(flapper) 터빈 개발

과 효율 향상 기술

◦ 자연모사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한 친환경 방부식(Anti-corrosion)과 함께 효율 향상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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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조류발전, 플랩형 발전기, 유연플래퍼, 표면처리 

핵심기술
자연모사 기법을 이용한 플랩형 발전기의 유연플래퍼, 플래퍼간

섭 효과 해석 기술 및 친환경 방부식 표면처리 기술 

최종목표

◦ 조류발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자연모사 응용기술 확보와 유연 플

랩형 조류발전 시작품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10KW 이상 

   - 한 쌍의 플래퍼와 회전변환 장치를 포함한 터빈으로, 발전효율 

26%이상 

   - 통수 단면적 3.24m2(울돌목 시험소 헬리컬 터빈의 1/10) 이상

◦ 기존 강체플랩형 조류발전에 차별화된 유연플랩형 터빈 핵심 및 

원천 특허 확보

◦ 기존 조류터빈에 비해 효율과 친환경성을 향상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개발내용 및 결과

◦ 유연플래퍼의 형상 및 기구 설계 연구

 - 유연 곡면에 의한 효율 향상 효과를 해석

 - 판막과 다관절 형식의 유연플래퍼 개발 및 작동검증  

◦ 실험장치 설계/제작/검증 

 - 개수로, 예인수조, 실해역실험장에서 단계적 실험 검증 

 - 유연 곡면의 효율 향상 및 간섭 효과에 대한 실험 검증 

 - 목표 효율과 통수 단면적 달성

◦ 예측 모델을 통해 발전성능을 목표 정확도 수준에서 예측함

◦ 제어기 설계/제작/성능평가 

 - 개수로, 예인수조, 실해역실험장 실험에 맞춤식 제어기 설계

 - 싱글 및 듀얼 시스템에서 목표 피치각, 암각 구현 확인

◦ 방부식 표면처리 설계/제작/검증 

 - 내구성 있는 프라이머와 탑 코팅 복합 레이어 방식 개발 

 - 실내/실해역 검증을 통해 우수성과 친환경성 확인 

기술개발 배경

◦ 해양 생물의 고효율 유영 특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

적인 조류발전기 개발이 필요함 

 - 유연 플래핑과 무리 이동의 우수성 활용

◦ 환경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상어 표피 유사 패턴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방부식 표면처리 방법이 필요해짐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 유연 플랩 기술은 세계 선도 수준으로 핵심기술을 선점함 

◦ 동력전달과 다관절 기구부는 기존사례가 없어 최상위 난위도에 

속하며 본 과제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함 

◦ 친환경이고 대면적 적용가능한 방부식 표면처리 기술 확보함

적용 분야
◦ 해양 에너지 분야 (조류, 파력 발전기, 표면처리 등)

◦ 해양 장비 분야 (추진기, 자세 제어, 표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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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 플랩형 터빈은 국내 독보적인 기술이며 해외 선진 기술 수준에 도

달하고 있음. 특히, 유연플랩과 듀얼 동력전달부는 국내외 독보적

인 기술임   

◦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 PulseTidal사의 100KW 실증 기술에 근접

한 실해역 실증 기술을 보유하게 됨 

◦ 관련특허출원 3건(이중 한건은 해외출원, 두 건은 국내등록됨)과 6

편의 SCI(E) 논문 게재로 신형식 발전기와 표면처리의 원천기술 

확보

경제적 성과

◦ 해양 동물의 유연 플랩 특성을 활용한 단일 발전기 효율 향상과 

간섭효과를 통한 경제성 제고로 해양에너지 투자 의욕 고취 

◦ 해양에너지 및 장비 분야의 신형식 기구장치와 친환경 방부식 표

면처리 등의 핵심요소기술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 

5. 파급 효과 및 기대 효과

파급 효과

◦ 플랩형 조류발전은 광범위 유속 적용성으로 부존량을 늘리는 효과 

◦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목표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율 11% 이상 확대에 기여

◦ 기후변화에 대응 Green Technology로서 지속적 성장 동력이 됨 

기대 효과

◦ 탄소배출권 획득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술 수

출,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산업발전 기여

◦ 상어의 피부, 연꽃잎, 도마뱀 발바닥과 같이 자연모사를 통한 방부

식 표면처리 기술은 해양의 신시장 창출 기대 

6. 해당 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 시장  없음

해외 시장  PulseTidal사의 Pulse Stream 100 (실증 단계)

7. 제품 사진 

   

<다관절 유연플래퍼의 발전 중 정면 및 측면 이미지와 실해역 시작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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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사업명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명(과제번호) /친환경 조류발전을 위한 유연플랩형 터빈기술 개발(20113020070010)

주관기관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일 2013.07.01

주소 (426-74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대표자(기관장) 홍 기 훈 연락처 031-400-6000

총괄책임자 고 진 환 FAX 031-400-5820

총수행기간 2011.12.01. ~ 2014. 11. 30.

총사업비(백만원)  1,140 정부출연금 1,140 민간부담금 0

참여기관(책임자) 건국대학교(박훈철)

성과지표 세부지표 성 과 비 고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위 -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위 -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
출원 3건 목표달성

등록 2건 목표달성

국외
출원 1건 목표달성

등록 건 -

논문발표
국내 건 -

국외 (SCI(E)급) 6 건 목표달성

파급효과

고용효과
개발 전 명 -

개발 후 명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90

국산화율 % 90

기타 표준 제개정, 기술이전 및 수상실적 등 -



- 7 -

번 호 구분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

(국내,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1
논문

게재

Improvement of the 
aerodynamic

performance by 
wing flexibility and 
elytra–.hind wing 
interaction of a 
beetle during 
forward flight

투엔, 티엔, 

박수형, 트리, 

고진환, 박훈철, 

변도영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Interface

2013.

07
국외

SCI

IF=4.91

2차

년도

2
논문

게재

Effect of Wing 
Twisting on 
Aerodynamic 
Performance

of Flapping Wing 
System

트리, 부, 

박훈철, 고진환

AIAA 

Journal

2013.

07
국외

SCI

IF=1.08

2차

년도

3
논문

게재

Morphological 
effect of a scallop 

shell on

투엔, 고진환, 

변도영

Bioinspira

tion&Biom

2013.

09
국외

SCI-E

IF=2.41

2차

년도

□ 구체적인 연구 성과

1. 지식재산권

번 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호 발생차수

1 국내특허

 피치와 곡면 

능동제어를 이용한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2012-11-

15
- 한국 - 1차년도

2 국내특허
반복승강식 

조류발전기의 
왕복장치

2013-10-

16
- 한국 - 2차년도

3 국내특허

 다중 수동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2014-11-

5
- 한국 - 3차년도

4 국외특허

피치와 곡면 

능동제어를 이용한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2013-08-

21
- PCT - 2차년도

5 국내등록

 피치와 곡면 

능동제어를 이용한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
2013-12

-03
한국 10-1339319  3차년도

6 국내등록
반복승강식 

조류발전기의 
왕복장치

-
2015-01

-27
한국 10-1488870 -

2. 논문 게재/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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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apping-type 
tidal stream 
generator

imetics

4
논문

게재

Nonlinear dynamic 
model for 

flapping-type tidal 
energy harvester

트리, 파타르, 

박훈철, 인드리, 

하디, 고진환, 

강태삼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

gy

2014.

08
국외

SCI-E

IF=0.72

3차

년도

5
논문

게재

Effect of 

polystyrenesulphona

te and electrolyte 

concentration for 

electrical properties 

of polypyrrole film 

on aluminium alloy 

using conductive 

AFM 

정호섭, 김기성, 

곽문규, 고진환

CORROSI

ON 

ENGINEE

RING 

SCIENCE 

AND 

TECHNOL

OGY 

2014.

09
국외

SCI-E

IF=0.54
3차

년도

6
논문

게재

Microfluidic 
platforms with 
monolithically 

integrated
hierarchical 

apertures for the 
facile and rapid

formation of 
cargo-carrying 

vesicles

정호섭 외 11명 
Lab on a 

Chip

2014.

11
국외 

SCI

IF=5.75

3차

년도

7
학회

발표

Development of 
Design and 

Demonstration of a 
Flapping-Type Tidal 

Energy Harvester

시토러스, 트롱, 
박훈철, 강태삼, 
김정환,고진환,

이광수

Int. Conf.  
on Intelli-

gent 
Unman-

ned 
Systems

2012.

10
국외

1차

년도

8
학회

발표

Dynamics model of 
a flapping-type 

tidal energy 
harvester

트롱, 시토러스, 
박훈철, 탐부난,

헨드라,
고진환,
강태삼

Int. Conf.  
on Intelli-

gent 
Unman-

ned 
Systems

2013.

09
국외

2차

년도

9
학회

발표

Prediction of 
Dynamic Response 
of a Flapping-type 

Tidal Energy 
Harvester with 

Variable Camber 
Wing

푸트라, 트롱, 
박훈철,   
강태삼,
고진환

Int. Conf.  
on Intelli-

gent 
Unman-

ned 
Systems

2014.

09
국외

3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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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실적

 ※ 없음

4. 인증/포상 실적 등 (국내 및 국외)

 ※ 없음

5. 사업화 계획 및 매출 실적

 ※ 없음

6. 고용 창출

 ※ 없음 

7. 기타 성과

※ 없음

8. 변경 이력 

◦ 유연플랩의 성능 검증을 위해 서울대학교 예인수조 실험을 추가하고 2차년도 후반부

터 3차년도 전반까지 수행함    

  

◦ 공인기관 인증 평가 항목은 현재 공인기관의 부재로, 시험성적서로 대체함 

◦ 실해역 실험 시작 시점은 실해역 실험장 구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4년 7월에 설치됨) 

◦ 실해역 실험 결과 비교 대상을 500KW급 헬리컬 터빈에서 축소규모인 20KW급 수평

축 터빈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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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과제의 개요

◦ 조류발전 효율과 친환경성 향상을 위해 고래나 가오리 등의 가슴지느러미를 모사한 

유연플랩형 조류 터빈 기술    

◦ 해양 동물에서 영감을 얻은 최적배치/운동학을 통한 다발식 플래퍼(flapper) 터빈 

개발과 효율 향상 기술

◦ 자연모사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한 친환경 방부식(Anti-corrosion)과 함께 효율 향상 

기술

<과제 주요 연구내용>

◦ 하늘을 나는 힘은 어디서? 

- 가오리, 고래, 날치 등의 가슴지느러미는 사람의 손목과 손처럼 관절로 되어 있고 

손목은 플립(flip)을, 손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함.  

- 플립과 함께 플랩(flap) 혹은 날개 짓을 통하여 하늘로 솟아오르는 강한 추력/양

력 유발하며 본 연구의 조류발전은 플립을 줌으로써 유동에 의한 플랩 운동 에너

지를 활용하고자 함.

<하늘을 나는 해양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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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와 고래 가슴지느러미는 다관절로 인한 유연 플랩 운동으로 추진성능을 향

상함. 조류발전의 경우도 이런 유연 운동 구현에 따른 효율향상이 예상됨.   

 

  

<가오리와 고래 가슴지느러미>

◦ 왜 무리 이동? 

- 가오리는 수천마일 이동을 할 때 무리로 움직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임. 

- 다발식 플리퍼(flipper)를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배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가오리의 무리 이동, 무리 이동의 후류 이용 예시>

 

◦ 해양 구조물의 표면처리는 왜 필요한가?

- 조류발전기 같은 해양구조물의 경우, 부식 등 표면오염으로 인한 내구성의 문제

와 효율성이 급격히 저감함.

- 이러한 해양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Tributyltin(TBT), 구리 등이 

포함된 페인트를 이용하였지만, 그 독성으로 인해 주변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

는 주범으로 2008년 이후 금지가 되었음.

- 현재 polydimethylsiloxane(PDMS), fluoropolymer, silicone 계열의 비 독성 고분

자 물질을 이용한 self-healing 코팅에 관한 연구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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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1. 최종목표

◦ 조류발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자연모사 응용기술 확보와 유연 플랩형 조류발전 시작품

-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전출력 10KW 이상 

- 한 쌍의 플래퍼와 회전변환 장치를 포함한 터빈으로, 발전효율 26%이상 

- 통수 단면적 3.24m2(울돌목 시험소 헬리컬 터빈의 1/10) 이상

◦ 기존 강체플랩형 조류발전에 차별화된 유연플랩형 터빈 핵심 및 원천 특허 확보

◦ 기존 조류터빈에 비해 효율과 친환경성을 향상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2.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과 달성치

<정량적 성과 목표 항목>

구분 항목 단위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 달성치
참고 

페이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상용화

현장시험 건수 1건 1

매개변수

의 유의도 

분석 결과

1 43-47

시작품 출시 건수 1건 1
목표효율/

친환경성 

2(초과

달성)
77

시제품 출시 건수 건

사업화/ 제품화 건수 건

MOU 건수 건

기술이전 건수 건

납품약정서 백만원

신제품 매출액 백만원

특허

국내

출원 건 1 1 1 3 7

등록 건 1 등록여부
2(초과

달성)
7

국외
출원 건 1 1 7

등록 건

 학술 SCI급 게재 건 2 2 2 게재여부 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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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기술목표 항목>

평가항목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

하는

비중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영국/puls

etidal)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최종 

목표치 평가방법 달성치

비중 

대비 

달성도

(%)

해당

페이지

성능수준 성능수준

유연플랩형 

터빈에너지

추출효율

% 30
영국/

예비상용화
개념설계

26

이상
효율 계산식1) 26

이상
30 44

출력 KW 30
영국/

시작품
개념설계

10

이상
시험성적서2) 6.4 19.2 43

설계도면 set 10
영국/

상세설계
개념설계

최종

설계

기술

문서화

최종

설계
10 77

시작품모듈 set 10
영국/

예비상용화
개념설계 1 실용성 2 20 77

예측모델 % 10 미국/80 기초 80
실험결과  

비교
93.8 11.7 51

실험모형모듈 set 10 미국/실험 기초 2

설계 

반영도와 

적합성   

2 10 30

총합 100 100.9

1) 2차년도 실험실 모형실험은 수차효율, 3차년도 실해역 실험은 발전효율

 - 수차효율 계산식: 




 

·
, 여기서 는 해수의 밀도, A 은 통수 단면적, V 는 계측

된 유속, T r  는 수차생성토크, ω 는 수차회전 각속도

 - 발전효율 계산식:    , 여기서 는 계측된 전기출력 

2) 원래 계획은 공인인증기관 평가이었으나, 현재 공인인증기관이 없어 시험성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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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 단기과제로 대상이 아님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1. 1차년도

◦ 유연플랩형 조류터빈 설계

- 자연모사 기법을 활용하여 유연성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통해 

기존 특허 회피   

· 1안: 자연모사 기법을 활용한 다관절 형태 

· 2안: 내부 판막은 금속재, 외부는 폴리머 형태의 유연 판막 형태

- 수치해석 평가, 제작 수월성, 비용 등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안 선정

- 유체-구조 연계 고려한 수치해석을 통한 성능평가 

· 내부코드 사용: KFLOW(유동), FEAP(구조), VGD(격자변형)을 연계한 기 개발된 

코드 이용

· ANSYS(FLUENT 포함)의 유체-구조 연계 해석 모듈 활용

- 실험실 모형의 구조 및 제어장치 설계 및 해석 

· 실험실 모형을 위한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구조 

건전성을 검증한 후, 설계 수정 방안 제시

· 구조해석에서 100% 하중조건 또는 50% 강도 조건에 대하여 안전율 (factor of 

safety = 재료강도/구조응력)을 2로 설정하여, 내구성 확보

· 독창적 유연플랩 장치 및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관련 원천기술 확보

· 플랩형 기구의 상하 왕복을 단방향 회전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구의 독창적 설

계를 통하여 기존 특허 회피

- 제어 장치의 설계 및 제어 방식 확립 

· 조류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모델의 간략화에 따른 오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달함수의 H-infinity norm을 최소화시키는 제어기를 구하고, 시간영역 및 주

파수 영역에서 제어장치 해석.

- 회전변환장치 설계

· 유연플랩형 터빈과 기존 터빈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는 왕복운동을 단방향 회전

으로 바꾸는 연구가 필요함. 아래 그림과 같이 기 연구된 기구설계를 통하여 

구현 가능하고 출원된 특허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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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방향 배치최적화 해석 수행  

· CFD 해석을 통한 배치, 운동조건 결정 

◦ 실험실 모형실험기반구축

- 유연플랩형 터빈 모형실험 계측장비 구축

· 2차원 수조에 쌍 유연플랩형 터빈 설치 

· 고정프레임/피치제어를 포함한 기구장비 설치 

· 계측장비 설치

- 유연플랩형 터빈 모형실험 분석모델 도출 

- 재료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부식 표면 패턴 제작 

· EDM을 이용한 roll-to-roll 제작

· 실험용 salt chamber를 이용한 재료 내구성 테스트

· 다양한 패턴을 이용한 초 친수성 표면 제작

     

2. 2차년도

◦ 유연플랩형 터빈 모형시험을 통한 에너지 추출효율 산출 

- 매개변수(운동조건, 유연성, 배치) 변화 영향 연구

- 매개변수에 대한 에너지 추출효율 분석

◦ 유연플랩형 터빈 유의 설계변수 도출

- 에너지 추출효율에 따른 매개변수의 유의도 분석

- 유의설계변수 도출 및 확립

◦ 실해역 모형실험 준비 

- 울돌목 조류발전 시설 활용 방안 도출

- 실험 모듈 제작  

- 실험실 모형의 특성평가 및 수정 

· 실험실 모형에 대한 실험과 해석 결과를 비교 검증하여, 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파악한 후, 기구 장치의 설계 수정 방향 제시

· 실험실 모형의 제어 특성을 평가 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 실해역 모형의 구조 및 제어장치 설계 

· 실험실 모형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실해역 모형을 설계하고 해석을 통하여 

성능 검증 및 실해역 모형의 구조 제시

· 시간별 에너지 투입량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한 제어 방식 고려  

· 실해역 모델의 제어 장치 설계 및 해석: 센서와 전력구동부 및 마이크로프로세

서부로 이루어지는 제어시스템이 실해역에서 일어나는 조류 속도 및 방향의 변

화, 비 모델화된 오차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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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 및 분석하고 실해역에서의 실험 결과를 피드백 받은 후 문제점을 분석

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연구

- PDMS 및 siloxane계열의 대면적 고분자 코팅 표면 제작

· PDMS계열과 siloxane계열의 내구성 비교 테스트

· 실제 제작 모형의 금속 재료와 코팅 적합성 테스트

3. 3차년도

◦ 예인수조에서 유연플랩형 터빈 기구 작동 검증 및 성능평가 추가

- 가시적인 조건에서 유연성에 대한 성능 비교를 통한 평가 

◦ 유연플랩형 터빈 실해역 모형실험 및 성능보완

- 동력전달계/전력변환장치 재배치와 튜닝 예비 작업 

- 유연플랩형 터빈(터빈, 회전변환장치, 동력계, 변환장치 조립)

- 매개변수(운동조건, 유연성) 변화에 따른 추출효율 분석

- 추출장치 효율 분석에 따른 모듈 용량 최적화 수행  

- 실해역 모형의 기구 평가 및 수정  

· 최종 실해역 모형에 대한 성능을 예측하고, 실해역 모형의 제작 및 수정을 위

한 자료를 제공

· 최종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내구성 확보 확인

- 최종 제어시스템의 성능 분석 및 보완 

· 최종적으로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안정화시키고 실해역 실험에서 발견된 문제점

들을 보완

· 추가적인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제어기에 반영하여 최종 제어시스템을 설계

◦ 유연플랩형 터빈 발전장치 모듈 시작품 제작/성능평가

- 목표 출력/효율 달성과 친환경성 확인 

- 기 설치된 헬리컬 터빈과 성능비교: 유사 규모 수평축 터빈과의 비교로 변경

- 최적 코팅재료를 이용한 실해역 실험용 모형에 적용

· 실제 제작한 모형에 최적 코팅재료를 통한 재료 내구성 향상 테스트

· 실제 발전 실험에 있어서 발전효율 향상 비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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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행 결과의 보안등급 

  ※ 일반사업임  

제 5 절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구입 및 관리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에코션  시작품
K5-Dual 

system
1 2013.10.22 16,850

032-

811-5682

서울대학교

예인수조동

원방포

스택
시작품

FFTT-US 

system
1 2014.10.26 115,000

042-932-2

235

울돌목 

시험조류발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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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추진여부

진도율
(%)

1차년도 추진 실적(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터빈설계 정상 100

o 기구 및 제어설계 정상 100

o 표면처리 사전조사와 적용방식 선정 정상 100

o 터빈 실험실모형제작 정상 100

o 기구 및 제어 장치 실험실모형제작 정상 100

o 표면처리 실험실 모형 적용방식 선정 정상 100

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가. 1차년도

나. 2차년도

개발내용 정상
추진여부

진도율
(%)

2차년도 추진 실적(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유연플랩형 터빈 실험실 모형실험/검증 정상 100

o 기구 및 제어 장치 실험실 모형실험/검증 정상 100

o 표면처리 실험실 모형실험 검증 정상 100

o 터빈 실해역 모형 제작(1): 

 - 예인수조 실험 수행

 - 실해역 모형 설계 확정

정상 100

o 기구 및 제어장치 실해역 모형 제작(1):

 - 예인수조 실험 수행

 - 실해역 모형 대비 설계 확정

정상 100

o 표면처리 실해역 적용방식 선정 정상 100

다. 3차년도 

개발내용 정상
추진여부

진도율
(%)

3차년도 추진 실적(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유연플랩 예인수조 실험 검증과 설계 업무 정상 100

o 기구 및 제어 제작/실험/검증 정상 100

o 표면처리 실해역 모형 적용/검증 정상 100

o 터빈 시작품 제작/성능평가 정상 100

o 기구/제어장치 시작품 제작/성능평가 정상 100

o 표면처리 시작품 적용/성능평가 정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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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유연플래퍼(flapper)의 형상 및 기구 설계

1) 개념 설계 검증

가) 형상 설계 (Why Flexible?)

◦ 단면 형상 

- 효율의 경우는 얇은 단면이 장점이 있으나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NACA0012로 

선정함  

◦ 코드(chord) 방향 변형에 대한 효과 해석 

- 전산유체역학(CFD) 내부개발 도구와 Chimera mesh를 이용하여 해석 진행함

- 유속 2m/s 조건에서 50도 피치각( ), 1m 상하 높이()를 가지고 작동되는 경

우임 

- 코드 방향 변형은 코드 길이(c)의 10% 크기로 사인함수로 주어줌 

- 다음 그림을 보면 피치회전에 의한 출력 Pp은 대부분 음수(에너지 소모)이고 상

하운동에 의한 출력 Pp은 양수임

- 변형이 있는 경우가 피치회전이나 상하운동 요소 모두 출력량이 많아 유동에너지 

대비 효율은 24%에서 31%로 증가함 

- 이는 코드방향 변형이 추진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α=α0 sin (ωt)
h=h0 sin (ωt+π/2)
y=0.1cx2sin(ωt)

α0 = 50degree
h0 =0.5c =1m
ω = 0.9425

    

< 작동조건과 요소별 출력 이력 (Ph: 양력에 의한 출력, Pp: 피치에 의한 출력) > 

- 코드방향 변형이 에너지 출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기존 연구 발표 사례가 없음 

· 상대적으로 추진 연구에 비해 큰 피치각이 요구됨 

· 형상변형도 있어 과도한 격자변형에 의해 수렴 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현재의 연구는 대부분 최적인 운동 조건은 찾는데 주력하고 있음



- 21 -

◦ 스팬(span) 방향 변형에 대한 효과 해석

- 전산유체역학 내부개발 도구와 Chimera mesh를 이용하여 해석 진행함

- 유속 2m/s 조건에서 코드 길이는 2m이고 스팬 길이는 5m인 플래퍼를 적용함

- 무차원 주파수는 0.15, 상하운동은 0.5m, 피치각은 50도이고 스팬 변형 크기는 

0.25m임

    

<스팬 방향 변형 형상과 출력 이력>

- 강체 플래퍼의 효율은 21.5%이고 스팬 방향 변형을 갖는 유연플래퍼의 효율은 

20.5%임

· 강체 플래퍼과 유연플래퍼의 양력과 모멘트 곡선은 서로 유사함 

· 주어진 변형의 경우, 유연플래퍼가 다소 효율이 낮아지나 큰 영향은 없는 것으

로 파악됨

나) 유연성 구현 방식 결정 및 설계 (How Flexible?)

◦ 1안: 판막 형태의 구조 활용 

- 복합재는 제작 등의 어려움으로 단일 탄성 재료 이용

- 무게를 줄이고, 변형을 허용하기 위해 비행기 날개와 유사한 스파(spar), 리브

(rib), 그리고 외피(skin)로 구성된 복합구조 사용 

- 주 변형이 스팬방향으로 유연성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2안: 자연모사 기법을 활용한 다관절 형태의 기구 

- 코드 방향 3가지 형식과 스팬 방향 1가지 형식 고안 

① 상대 운동 기어 조합과 기구 

· 유동을 받게 되는 플래퍼는 진동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플래퍼에 유동을 

감싸는 방향으로 코드 방향 곡면(camber)이 생기면 양력이 증가되어 발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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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가져옴. 이때 플래퍼는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야 함. 

· 액추에이터(actuator)에 의해 피치각이 조절되는 힘을 이용하여 상승 및 하강 

운동 시 플래퍼에 원하는 형태의 곡면을 줄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개발함

② 선재 및 기구를 이용한 다관절 변형 구현 방식

· 아래 그림과 같이, 피치 각도의 제어력을 이용하여, O에 설치된 기구를 회전하

고, 이에 연결된 선재를 이용하여 각 플래퍼 단면을 변형 시키는 방식

· 선재 및 기구 설치 방식에 따라서 변형 각도 결정 가능 

<선재 및 기구를 이용한 다관절 방식 개념도> 

③ 기어를 이용한 다관절 변형 구현 방식 

· 아래 그림과 같이, 피치 각도의 제어력을 이용하여 1번 기어를 구동하고, 접촉

된 서로 다른 기어들이 연속적으로 플래퍼를 변형하는 방식

· 기어 크기 및 비율에 따라서 변형 각도 결정 가능

<기어를 이용한 다관절 방식 개념도>     

④ 스팬-코드 방향 유연플랩

· 유동에너지에 의해 스팬 방향으로 곡면이 생기는 경우에 연결부의 축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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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회전하게 되고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코드 방향의 곡면을 주는 단순 기구

를 설계함 

· 연결부 회전축의 끝단에 베벨기어가 부착되며 이는 분리부 회전축의 베벨기어

와 맞물려서 코드방향 곡면을 주도록 함  

· 전적으로 유동에너지에 의해 곡면이 생성되므로 추가에너지 소모가 없음 

<스팬-코드 유연플래퍼 개념도(좌)와 회전 전후의 측면도(우)>

다) 다관절 유연플래퍼 육상실험 평가

① 연결기구 구동 방식

· 플래퍼(코드 길이 150mm)를 약 3/4 코드 위치에서 분리하여, 두 부분으로 나

누고, 피치를 제어하는 토크를 이용하여 플래퍼 중앙에 설치된 연결기구를 구

동함으로써 분리된 뒤쪽 플래퍼를 회전하게 하여 플래퍼의 곡면을 변경함.

 

< 연결기구 구동 방식 >

· 이 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곡

면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플래퍼를 세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연결기구가 

복잡해지고, 연결기구를 플래퍼 내부로 삽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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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구 방식으로 구동하는 유연플래퍼의 곡면 변경 >

② 와이어 구동 방식

· 와이어 구동형 곡면 변경 장치는 플래퍼를 앞전(leading edge), 중앙, 및 뒷전

(trailing edge)으로 분할하고, 플래퍼 앞전에 전달되는 피치 제어력을 이용하여 

와이어를 통해 중앙 플래퍼와 플래퍼 뒷전을 구동하는 방식임.

· 플래퍼 앞전을 손으로 회전하여 중앙 플래퍼만을 구동하였을 때 한 방향으로 

플래퍼가 원활히 변형됨을 확인함. 

· 그러나 역방향의 변형에는 더 많은 회전력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일단 한번 회

전한 중앙 플래퍼가 원래의 중앙 플래퍼에 비하여 모멘트 암이 작아져, 동일한 

모멘트를 가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임. 

  

< 와이어 방식 플래퍼의 구동 >

③ 기어 구동 방식

· 기어 구동 방식은 플래퍼의 세 부분을 기어와 타이밍 풀리-벨트(timing pulley 

belt)로 연결하여 플래퍼의 곡면을 변경하는 방식임. 

· 아래 그림은 플래퍼의 세 부분을 조립한 후, 플래퍼 앞전에 장착된 회전축에 

토크를 가하여 플래퍼의 곡면을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이로써, 기어 구동 방식을 적용하면 플래퍼의 곡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메카니즘을 플래퍼 구조 내부로 삽입하여 플래퍼 외형을 유지하고, 유동

에 의한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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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구동 방식의 검증 > 

④ 곡면 구현 방식 선정

· 따라서, 상기 세 가지 형식 중에서 기어 구동 방식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다관절 플래퍼의 곡면 구현 방식으로 선정함

2) 수조 실험용 유연플래퍼 

가) 판막 유연 방식 제작 

◦  스파, 리브, 그리고 외피로 구성된 판막 구조로 제작

- 모두 판막 구조는 SUS계열로 제작되었고, 빈 공간은 충진재로 채워짐 

- 코드방향 길이는 200mm, 스팬방향 길이는 600mm임

 

<판막 유연플래퍼와 설치 전경>

나) 다관절 유연 방식 형상 설계

◦ 유연플래퍼 하중 산출 실험 

- 유연 곡면 생성기구 삽입을 위해 코드길이는 300mm로 증가되었고, 코드방향으

로 삼등분하여 코드변형이 가능하게 함

- 코드방향 곡면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개수로에서 실험을 수행함  

 · 곡면 정도에 따라 제작된 아래 그림의 어댑터(adapter)를 부착하고 플래퍼를 수

중에 위치하여 흐름상부의 3분력계(Fx, Fy, Mz)에서 하중을 산출함

 · Re=80,000 경우는 유속을 0.24m/s, Re=160,000인 경우는 유속을 0.48m/s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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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방향 곡면에 따른 영향실험 A(0o), B(2o), C(6o), D(10o), E(14o)>

 

- RE=80,000의 경우 실속(stall) 현상이 없는 양력계수 곡선을 얻음

- 곡면이 커질수록 양력계수가 커짐. 

- RE=160,000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얻음 

< CL(상)과 CD(하) 실험결과, RE=80,000>

◦ 유연플래퍼 하중 산출 해석

- CFD(유체동력학) 소프트웨어인 Xfoil을 이용하여 Sandia Lab의 실험 결과와 유사

성을 확인함. 이 경우 12-13도에서 실속 현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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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700,000에서 NACA0012의 양력 계수 비교 >

- Xfoil을 이용하여 코드 변형에 따른 양력(lift force), 항력(drag force) 계수를 산

출함 

- 실속 현상 전의 경향은 실험과 유사하나, 양력 계수의 경우는 좀 더 크게 나옴.

- RE=160,000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얻음 

< CL과 CD Xfoil 결과, RE=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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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다관절 유연플래퍼 모형  

◦ 피치 모터를 통해 아래 그림의 입력축(input shaft)을 회전시켜 곡면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추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됨 

◦ 기구부를 고려하여 규격은 코드 300mm, 스팬 방향은 판막 유연플래퍼와 유동 받

는 면적(0.12m2)을 같게 하기 위해 400mm로 제작됨 

<다관절 유연플래퍼 기구부>

◦ 상대 운동 부분 돌출로 항력 증가 및 내구성 저하되었고 제작의 어려움이 있었음.

< 기구부와 곡면 형성 사진>

라) 개선형 다관절 유연플래퍼 모형

◦ 작동 검증

- 스팬-코드방향 유연플랩기구 개념을 도입, 흐름에너지에 의해 스팬방향으로 곡면

이 생성되고, 이 힘을 이용하여 코드방향의 곡면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수정

- 기존 사례가 없는 관계로, 작동 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짐 

- 흐름에너지에 의해 코드 방향 곡면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수로에서 실험

을 수행하였고, 원하는 대로 동작됨을 확인함 

  

<다관절 유연플래퍼 및 개수로 내 곡면형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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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력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특정 속도에서 휘어짐 정도를 측정 후, 걸리는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여 기구부의 강성 및 움직임 정도를 평가함

<터빈 곡면에 따른 항력 및 모멘트>

◦ 경량화 작업된 다관절 유연플래퍼

<경량화 가공 및 조립 모습>

- 링크 및 기어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거 후, 부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레

탄 폼으로 채워넣음.

◦ 텐션 보강 장치 

- 강성을 가지며 휘어짐이 비교적 자유로운 다관절 유연을 위해 스프링을 이용하여 

텐션보강장치를 설치함.

- 텐션 보강장치는 처짐 효과를 방지하며 이로 인해 충격하중을 줄이는 목적임.

< 최종 완성된 예인수조용 다관절 유연플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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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해역용 실스케일 유연플래퍼 설계 

가) 판막 유연플래퍼 

◦ 코드 600mm, 스팬 1800mm로 규모가 커졌고 부력을 크게 하기 위하여 판막 구조 

사이에는 우레탄 폼을 채워 넣음.

◦ 재료는 SUS 계열을 이용하여 충분한 강도를 낼 수 있게 함.

◦ 시간대비 빠르게 변하는 조류에 의해 플래퍼가 진동하거나 처짐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와이어(wire)로 텐션을 보강하는 방법을 채택함.

  

<설계도 및 제작 이미지>

나) 다관절 유연플래퍼 

◦ 판막 유연플래퍼와 동일한 코드 및 스팬길이를 갖는 형태로 제작됨.

◦ 경량화를 유지하며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솔리드 형태의 스파를 사용하고, 리브

는 기구부에 의해 작은 직경의 원형 바 형태로 제작됨.

◦ 예인수조에서 검증된 스프링 텐션장치를 보강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구조적 안정

을 증대시킴.

  

<뼈대, 완성품, 곡면 형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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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장치 설계/제작/검증 

1) 개수로 실험 장치 및 실험 결과 

가) 회전변환장치 설계 및 제작

◦ 클러치와 기어 조합을 이용한 왕복운동을 단방향 회전으로 바꾸는 기구 설계

- 초록색 기어(G3)와 빨간색 기어 (G4)는 특정 방향으로 회전할 때만 토크 전달하

고, 다른 방향으로는 자유 회전하는 클러치와 함께 조립됨

- 초록색 기어 (G3)는 보라색 기어 (G1)에 바로 연결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만 토크를 전달함

- 빨간색 기어 (G4)는 회색 기어(G2) 기어를 통해서 보라색 기어 (G1)의 회전 하

고, 반시계 방향의 회전 토크만 전달함 

◦ 작동 시 상하 운동의 최고·최저점에서의 RPM이 0이 되어 제로-파워 구간이 있음  

 

< 기어조합 및 클러치 개념도, 제작된 형상, 그리고 RPM-토크 곡선 >

나) 유연플랩형 터빈 모형실험 계측장비 구축 및 실험 수행

◦ 개수로에 듀얼 유연플랩형 터빈을 설치 

- 너비 650mm, 높이 800mm의 작은 개수로 단면으로 인해 플래퍼의 코드는 

150mm, 스팬도 150mm로 제한되는 이유로 3D(3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폴리

머 재질로 제작함  

<듀얼 플랩형 터빈 시스템과 실험 장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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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쌍 플래퍼로 싱글 시스템 실험을, 두 쌍의 플래퍼로 듀얼 시스템 실험이 가능

- 듀얼 플랩형 터빈 시스템 실험 장치는 피치제어 장비, 플래퍼 작동부, 센서 및 작

동기부 그리고 자료처리 장비 조합으로 이루어짐 

· 플래퍼는 벨트-풀리 조합으로 센서 및 작동기부의 스텝모터와 연결됨

· 플래핑 암은 벨트-풀리 조합으로 센서 및 작동기부의 단방향 회전 변환장치와 

연결됨 

· 단방향 방향 회전 변환장치의 회전축에 센서 및 작동기부의 토크-RPM센서와 

부하모터가 연결됨 

· 피치제어장비는 스텝모터와 암 각도를 측정하는 엔코더(encoder)가 연결되어 

있으며 자료처리 장비는 토크-RPM 센서와 부하모터가 연결됨 

  ◦ 터빈 효율 추출 

     - 유동에너지 계산 

       ·   , 여기서 는 밀도, 는 유속, 그리고 A 은 통수 단면적임  

       · 한 쌍 플래퍼를 갖는 단일시스템의 통수단면적은 아래 그림의 치수로부터 

  ×× 로 계산됨 

 

<통수 단면적 계산을 위한 치수>

    - 터빈 출력 계산 

      · 플래핑 운동에 의해 얻어지는 출력()은   · ,  여기서 Tr 는 생성토크, 

ω 는 회전 각속도임 

    - 터빈 효율 계산

      · 유동에너지 대비 터빈 출력을 터빈 효율()로 산정함 






·

 

◦ 운동조건 영향 평가 

- 피치각 효과 (싱글 시스템)

· 피치각을 35, 45, 55, 및 65도로 제어 하면서 실험 수행

· 유속 0.7m/s, 주파수 0.2Hz,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제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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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각

(도)

앞 부하

(N·m)

뒤 부하

(N·m)

앞 이동거리

(m)

뒤 이동거리

(m)

앞 효율

(%)

뒤 효율

(%)

전체효율 

(%)

90 0.7 0.9 0.21 0.23 7.2 8.5 15.7

-90 0.5 0.5 0.31 0.25 4.9 5.2 10.1

180 0.5 0.4 0.32 0.32 5.0 3.9 8.9

<피치각 변화에 따른 부하, 이동거리 및 효율>

피치각 (도) 부하 (N·m) 이동거리 (m) 효율 (%)

65 0.9 0.20 6.3

55 0.9 0.20 6.3

45 0.7 0.23 4.8

35 0.7 0.20 4.7

· 큰 피치각(55, 65도)이 작은 피치각(35, 45도)보다 효율에서 장점이 있음  

 

- 주파수 효과 (싱글 시스템)

· 유속 0.65m/s, 피치각을 45도로 고정하고 PID 제어를 사용함

· 주파수를 0.3, 0.35, 및 0.4Hz로 변화하면서 토크와 RPM을 측정하여 효율을 

계산함 

<주파수 변화에 따른 이동거리 및 효율>

주파수(Hz) 부하 (N·m) 이동거리 (m) 효율 (%)

0.3 1.2 0.31 13.7

0.35 1.1 0.27 15.8

0.4 1.1 0.31 17.4

· 큰 주파수가 작은 주파수에 비해 효율에서 장점이 있음 

· 제어 수월성과 이동거리 확보에 따라 최대 주파수가 정해질 수 있음 

◦ 배치와 위상각 영향 평가 (듀얼 시스템) 

- 위상각 효과 

· 주파수는 0.2Hz, 유속 0.6m/s, 간격은 코드길이 1배(150mm)

· 피치각을 45도로 고정하고 PID 제어를 사용함 

· 시스템 간 위상각을 90, -90, 및 0도로 변화하면서 토크와 RPM을 측정하여 효

율을 계산함

<위상각 변환에 따른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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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각이 90도인 경우가 효율에서 장점이 있음 

· 90도인 경우 뒤쪽 효율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함. 이는 앞 플래퍼에 의해 생성

된 와류가 뒤 플래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 간격 효과 

· 유속 0.65m/s, 피치각을 45도로 고정하고 PID 제어를 사용함

· 간격을 단면길이의 0.5배(75mm), 1배(150mm), 및 1.5배(225mm)로 변화하면

서 토크와 RPM을 측정하여 효율을 계산함

<간격 변화에 따른 효율>

간격

(mm)

앞 부하

(N·m)

뒤 부하

(N·m)

앞 이동거리

(m)

뒤 이동거리

(m)

앞 효율

(%)

뒤 효율

(%)

종합효율 

(%)

75 1.1 1.2 0.23 0.62 13.2 8.3 21.5 

150 1.1 1.2 0.31 0.31 13.0 11.7 24.7 

225 1.1 1.1 0.27 0.50 12.4 9.5 21.9 

· 단면길이 1배의 경우가 제어 용이성과 효율에서 장점이 있음 

    

  ◦ 상기 영향 평가를 통해 피치각, 주파수, 위상각 및 간격이 유의변수임을 확인함

  ◦ 향후 시스템 배치 방식 선정

- 상기 유의변수 평가를 통해 스윙(swing) 방식으로 마주보는 형태 선정. 90도 위

상각 1.0c 간격을 결정함 

- 이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PulseTidal사의 PS시리즈와 유사한 형태임

<개발 중인 터빈과 유럽 최근 시스템(PulseTidal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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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인수조용 실험장치 및 실험평가 

가) 듀얼 동력전달계

◦ 클러치 형태로 시간차가 있는 두 개의 시스템의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 

◦ 자동차 엔진의 동력 전달계에서 착안하였고, 기존 유압식과 차별화된 기술임  

◦ 이를 통해 두 시스템의 출력이 하나의 최종 출력축에 전달됨 

◦ 기존 사례가 없는 관계로 기구 작동 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짐

 

<동력전달계 설계, 제작 형상>

◦ 아래 그림과 같이 상하 운동에 의한 최고·최저점에서의 제로-파워 구간이 사라지고 

출력의 질 향상에 도움

  

 <RPM-토크(torque)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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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래핑 운동 방식 영향 

◦ 스윙 방식과 상하 방식에 대한 비교를 위해 CFD 해석을 이용하여 수행함 

< 상하운동, 오른 스윙, 왼 스윙운동>

◦ 같은 조건에서 스윙 방식이 출력 산출에서 더 유리하며 왼 스윙 방식이 가장 큰 출

력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높은 피치각과 주파수가 구현된다면 오른 스윙과 왼 스윙의 유체력에 의한 출력은 

20KW를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피치각과 주파수의 크기는 제어기와 유속 조건에 종속될 수 있음    

  

<상하운동, 오른 스윙, 왼 스윙 출력 결과(x축: 무차원 주파수, y축: 출력, kW)>

다) 실험장치 구축 

◦ 예인수조 실내실험   

- 수조 규격: 너비 8m, 깊이 3.5m, 총 길이 110m

- 유속 및 작동 범위: 최대유속 3.5m/s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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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놀즈 수와 프라우드 상사를 고려해서 0.6-1.0m/s에서 실험 진행함 

- 개수로와 유사하게 모터의 토크 부하에 의해 터빈 발전량을 산출함

   

< 예인수조 실험 전경  >

라) 매개변수 변화 영향 및 에너지 추출효율 분석 연구 

◦ 입력 암각에 따른 영향 

 - 예인속도 0.8m/s 조건에 판막 유연플래퍼만 장착된 듀얼시스템으로 실험함

<주파수와 암각에 의한 출력 상관 관계 (듀얼시스템, 판막 유연플래퍼)>

- 출력(power) 생성 관점에서는 입력 암각이 40도이고 0.3 Hz 일 경우 최대임.

- 입력 암각이 커지면 출력이 커지나, 주파수가 증가하면 실제 암각이 적어져서 출

력이 작아짐. 

- 따라서 입력 암각과 유속에 따른 최적인 주파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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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성 효과 (듀얼시스템, 다관절과 판막 유연플래퍼)

- 입력주파수 0.2, 0.3 Hz 내에서 예인속도는 0.8 m/s 고정시켜 동일한 부하 조건

에서 출력을 비교함

- 상기 판막 듀얼 시스템의 최고 출력을 보인 입력 암각 40도에 대해서 비교 실험

을 수행함 

<다관절 유연플래퍼-판막 유연플래퍼 순서를 갖는 듀얼시스템의 출력성능>

입력

암각

(도)

주파수

(Hz)

다관절 유연플래퍼 

실제암각

판막 유연플래퍼

실제암각

부하

(Nm)

출력

(W)

판막 듀얼 

시스템 대비 

출력 향상(%) 

40 0.2 40.5 40.5 50 38 1.5 5.01 9.4

40 0.3 27.5 30 27 51 1.5 6.11 34.1

- 다관절 유연플래퍼가 예인방향 앞쪽에 위치할 경우 판막 듀얼시스템 대비 출력은 

평균 21.8% 증가됨.

 <판막 유연플래퍼-다관절 유연플래퍼 순서를 갖는 듀얼시스템의 출력성능>

입력

암각

(도)

주파수

(Hz)

다관절 유연플래퍼 

실제암각

판막 

유연플래퍼실제암각

부하

(Nm)

출력

(W)

판막 듀얼 

시스템 대비 

출력 향상(%) 

40 0.2 44 53 44 44 1.5 5.7 30.1

40 0.3 44 41 30 27 1.5 6.59 45.2

     

     - 동일 조건에서 플래퍼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판막 듀얼시스템 대비 다관절 유연

플래퍼의 출력이 평균 37.7% 향상됨. 

- 또한 다관절 유연플래퍼가 전면에 위치하는 것 보다 후면에 위치하는 경우, 평균 

11% 출력이 향상됨.

 

- 따라서 코드방향 유연성을 줄 수 있는 다관절 유연플래퍼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코드방향 유연성이 출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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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해역 모형실험  

가) 울돌목 실험장과 실험 일정 

◦ 지지구조물 설치는 원래 계획되었던 ‘14년 4월에서 3개월 미뤄진 7월에 설치 완료

◦ 이후 미리 계획되어 있던 수평축 터빈 실험이 7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됨 

◦ 따라서 과제 종료 시점까지 2개월이 안 남은 상황이라, 12월 19일까지 연장실험을 

수행함  

◦ 실험장은 지지구조물, 터빈 구동&센서부, 제어, 측정 및 모니터링부로 구성됨 

◦ 실험 진행 중 가시거리가 30cm 미만으로 터빈이나 동력계 구동 확인이 불가한 환

경임

  

<지지구조물, 터빈구동&센서부, 제어, 측정 및 모니터링부>

◦ 실해역 실험의 경우 실내실험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력변환기의 발전기 토크제어를 

통해 발전을 수행하고, 출력은 전력분석기에서 추출함  

  

<설치된 발전기, 전력변환기, 전력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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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돌목 실험 장치 해석 및 설계

① 플래핑 암의 응력 해석

◦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플래핑 암(t=30mm, h=140mm)을 설계하고, 구조해석 상용 

S/W인 ANSYS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안전율을 예측함.

◦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축은 AISI 302, 암은 AL 6061-T6를 사용하여 제작함.

  

      < CAD로 설계한 암 구조 >               

◦ 2.6m/s 기준 최대 양력계수에 의한 총 하중은 17,000N으로서, 한 개의 날개가 

8,500N을 발생하는 것을 가정함.

◦ 아래 그림은 응력 해석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최대 변위는 하중을 가한 플래퍼 

부착축에서 약 12.5mm가 발생하였고, 최대 응력은 고정축 부분에서 발생하였으

며, 그 값은 197 MPa임

◦ 하지만 최소 안전율 (항복응력/최대응력)은 AISI 302로 제작한 플래핑 암 축에서 

발생하는데, 그 값은 1.38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제작에서는 더 높은 안전율을 위하여 플래핑 암 축의 재료를 SUS 6030으로 

교체하여 제작하였고, 이 경우의 안전율은 2.10으로 예상됨.

◦ 실제로는 플래핑 암은 고정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이 가능하므로, 응력은 이 보

다 훨씬 작고, 플래핑 암에는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유한요소해석 결과: 최대변위, 최대응력, 최소 안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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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막 유연플래퍼 설계

◦ 아래 그림은 실해역 판막 유연플래퍼의 3차원 캐드(CAD) 형상임.

< CAD로 설계한 플래퍼: 외피를 입힌 모습 >

◦ 아래 그림은 설정한 조건 하에서의 플래퍼 최대 변위를 도시한 그림으로서, 플래

퍼 길이의 약 0.5%에 해당되는 약 10mm의 수직 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플래퍼의 변형: 수직 변위 분포 >

◦ 아래 그림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의 플래퍼의 폰 미제스(Von Mises) 응력을 도시

한 그림으로서, 약 166 MPa의 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플래퍼의 폰 미제스 응력 분포  >

◦ 이 경우의 최소 안전율(safety factor=항복응력/응력)이 약 4.8로 예측되므로, 플

래퍼가 설계된 대로 결함 없이 제작되고, 정성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현장에서 실

험을 하는 동안 내구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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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관절 유연플래퍼 설계 

◦ 플래퍼 루트(root) 쪽의 연결부에 가장 큰 하중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이 하중은 스팬 변형 후 베어링에 직접적으로 압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베어링을 4개를 이용함  

 

<취약부의 설계와 제작 형상>

◦ 사용된 베어링의 정격하중이 440kgf로 1,760kgf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함

- 한 개의 플래퍼에 대략 867kgf가 가해지므로 안전률이 2정도가 됨

<베이링 규격 및 정격하중>

◦ 베어링과 연결된 축의 경우는 모두 압축력이 작용하는 상태이며 이는 취약한 굽힘 

하중이 없는 관계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플래퍼 코드의 높이(600mm×0.12=72mm)가 작아 곡면 생성 기구부를 고정

하고 있는 프레임의 강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음   

④ 동력 전달부 설계 및 제작

◦ 동력 전달은 크게 주 전달 베벨기어, 암력 전달, 피치력 전달로 나누어져 있음. 

◦ 주 전달 베벨기어는 3: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음. 피치에 의해 암이 상하로 움직

이며, 링크 및 체인을 통해 베벨기어를 구동하게 됨. 이때 단방향 구동을 위해 클

러치 기어를 적용함.

◦ 회전 시 회전력을 평활화하기 위해 300mm 직경의 플라이휠(flywheel)을 주 전달 

베벨기어 축에 장착함.

◦ 완성된 동력전달계는 상부 발전기를 모터로 구동함으로서 (motoring test) 기어에 

걸리는 순수 항력을 측정함. 이 때 계측된 자료는 150 RPM 기준 31.4 N·m, 200 

RPM 기준 30.1 N·m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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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항력은 베벨기어와 체인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베벨기어는 기어 재정렬

을, 체인은 장력을 조절하여 축계 항력을 보정하였음. 보정 후 최종적으로 계측된 

항력은 150 RPM 기준 28.7 N·m, 200 RPM 기준 27.8 N·m 임

<동력전달부 부품 및 조립된 형상>

다) 실해역 실험 수행 

   ① 발전기 효율 추출 

 ◦  발전기 효율 계산식:   , 여기서 는 계측된 발전기 출력 

 ◦  발전기 출력 는 계통 라인에 연결된 전력분석기의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계

산됨

 ◦  발전기 출력과 터빈 출력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여기서, 는 터빈 출력, 는 동력전달계 효율, 는 전기발전기효율, 는 전력

변환기 효율이며 효율들은 일반적으로 0.9-1 사이에 있으나, 본 연구의 동력전달

계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체 제작된 것이라, 0.8-0.9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판막 유연플래퍼 실험 및 분석

◦ 낙조 시 유속의 분포는 1.4~2.9 m/s를 보이며, 이 때 발전량은 한 쌍의 플래퍼에

서 2.23m/s 유속 시 최대 6.398 kW를 얻음. 발전을 얻기 위해 발전기 일정부하

조건으로 터빈을 구동했으며, 플래퍼의 제어조건은 0.25 Hz, 피치각과 전기적 스

프링(electric spring) 모델을 이용함.

◦ 6.398 kW 이상의 출력은 플래퍼를 통해서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지만 동력전달 

기구부의 강도 제한에 의해 추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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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대비 발전량 분포도>

 

<유속 대비 시스템 효율>

◦ 효율은 전력분석기에서 나온 출력에 유동에너지를 나누어서 계산함

◦ 이때 최대 효율은 36%이며, 유속조건 범위는 1.75~2.5 m/s에서 얻을 수 있음. 

◦ 효율 계산 시 밀도는 남해 수온 대비 국제예인수조학회(ITTC) 표를 참조하여 각 

실험일의 평균치로 가정함 (평균수온 7 °C).



- 45 -

<유속 대비 터빈의 항력 분포도>

◦ 유속의 변화에 따라 유향 전면 방향으로 순간최대 3,480 kgf 힘이 작용하며 유속

에 따라 선형성을 유지하며 증가됨. 또한 플래퍼의 상하 진동에 맞추어 유향의 

전면방향으로 플래퍼에 의해 항력이 추가로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음.   

<유속 대비 상부 회전수 분포도>

◦ 터빈 회전수는 플래퍼의 상하운동으로 인해 암이 단방향으로 회전하여 동력을 전

달하는 방식이므로 회전수의 최대-최소점이 명확하게 드러남. 유속 분포 1.4~2.9 

m/s에서 발전 시스템은 최대 110 RPM 까지 도달함. 

◦ 이는 터빈과 시스템간의 3:1 기어비(ratio)를 고려할 때, 터빈에서 약 36 RPM, 이

때 터빈의 tip speed 는 1.29 m/s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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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및 암각 대비 발전량 분포도>

◦ 암(arm)각을 특정 각도로 유지하기 위해 피치(pitch)각을 제어함으로써 빠르게 변

하는 유속 대비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함. 유효 출력 구간에서 암각을 평균 15-20

도 유지 할 시, 피치는 40-50도의 범위를 이용하여 제어함. 

◦ 최대 출력점의 경우, 암각은 33도, 피치각은 57.2도로 큰 암각과 피치각이 출력 

향상에 기여하는 유의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암각이 30도의 경우 통수단면적은 6.48m2로 목표치를 상회함 

③ 다관절 유연플래퍼 실험 및 분석

◦ 플래퍼 내 기구부의 강도 확보를 위해 외부 구조가 취약해 지는 조건임 

◦ 기구부는 정상 작동하였으나, 외부 구조의 소성변형으로 플래퍼가 이탈됨

  

<설치, 플래퍼 이탈, 소성변형>

◦ 강도 보강 목적으로 두꺼운 단면(예시: NACA0020)을 쓰게 되면 효율에서 손해가 

예상됨

◦ 2m/s이상의 유속조건에서 충분한 강도의 외부구조를 위해 전체규모증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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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 실험의 시행착오와 대응 방안  

◦ 초기에는 예인수조와 동일하게 듀얼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나, 부유물 충돌에 의한 

제어 불능 상태에서 플래퍼 유실 사고가 발생

  - 국내 해역은 해양쓰레기 배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부유물 

충돌 위험이 있어, 현장실험 시 터빈 위치를 해수면에서 2m 이상 잠기도록 하

는 것이 권장됨

  - 그 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너무 고가라 진행하기는 어려움   

 

◦ 상기 사고에 의해 한 쌍 플래퍼의 싱글 시스템으로 실험을 수행함

- 제어 방식을 충돌 등의 긴급 상황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피치각 제어 방식으로 

변환함

- 따라서 수중 제어는 단순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이 권장됨   

◦ 동력 전달 기구는 고출력 실험 시 베어링부 밀림 현상과 볼트부 및 축의 파손 현

상이 발생하였고, 수차례 수정을 하였으나 10KW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볼트는 SUS304 제품을 사용하였으나, 해수 직접 접촉으로 인한 부식 때문에 

강도가 약해져 파손됨 

  - 볼트 및 동력 전달계 부품은 SUS316 사용이 권장되며 품질보증서와 함께 납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전함 

  - 비용 상의 문제로 상기 재료를 사용하는 못하는 경우는 shield box를 제작하여 

해수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방법 등이 필요함

◦ 동력 전달계의 복잡성 

- 새로운 개념의 동력 전달계는 링크-1차기어부-체인-2차기어부로 이루어져, 각 

단계 별의 수정작업들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한 초기 시간 소모가 많이 발생하

였음. 또한 단계가 많아 동력 전달계 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음  

- 향후 상품화 단계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전달 단계를 줄임으로써 복잡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권장됨  

라) 수평축 터빈과의 비교 

① 발전 성능 및 항력 비교

◦ 수평축 터빈(2.4m 직경, 4.5m2 통수단면적)은 TSR(tip speed ratio)=6.0의 경우 

2.0m/s에서 출력 5.62KW, 시스템 효율은 30.3%임

◦ 즉 출력과 효율에서 플랩형 터빈과 유사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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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축 터빈과 출력 곡선>

◦ 플랩형 터빈의 항력은 최고 출력에서 3톤 중 정도로, 수평축 터빈과 유사한 수준

임 

② Tip speed 비교 

◦ 상기 수평축 터빈의 경우는 최대 tip speed가 12m/s(43km/h)로 충돌 및 소음 발

생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됨 

◦ 반면 플랩형 터빈의 경우 최대 1.29m/s(4.6km/h)로 상기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음

③ 후류 영향 비교 

◦ 수평축 터빈의 경우 와류(vorticity)에 의한 turbulence intensity가 높고 영향 지역

이 흐름방향으로 18m에 달하는 반면, 플랩형 터빈의 경우 와류의 intensity가 낮

고 영향 지역도 6.6m에 불가함 

◦ 이 또한 후류 영향 지역 내의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수평축과 플랩형 터빈의 후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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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측 모델 

1) 동적 거동 및 발전 성능 예측

가) 운동방정식 

◦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고 이를 제어기 설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또한 발전 

성능 예측을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힘을 분석함

◦ 유속 의 유입류가 플래퍼에 작용하여 힘을 발생하고, 피치 각도의 변화에 따라

서 플래퍼와 플래핑 암을 상하방향으로 운동하게 하여, 이 플래핑 운동은 플래핑 

암과 연결된 기어, 벨트, 풀리(pulley) 등을 움직이게 함. 여기서 플래핑 암의 위치

는 , 플래퍼의 피치각은 임

   < 플래핑 암과 플래퍼에 작용하는 힘 분석도 >

◦ 모멘트 평형 조건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운동 방정식을 유도함

    

∞  

  

 cossincos sin cossin  

◦ 회전 질량 관성모멘트  및 는 무게를 측정하여 결정하고, 감쇄계수 는 0.45로 

설정함

◦ , 는 아래 그림에서 추출함 

 <,   계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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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부하인 인가토크 (holding torque, )를 고려하는 경우, 운동 방정식은 아

래와 같이 수정됨

      

 
  i f ≥ 
  i f   .       

                       

◦ 이를 통해 다음의 플래퍼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비선형 방정식이므로 

Runge-Kutta 방법으로 풀어야 함. 

  ∞  
  


 ×

×  ∞     cos  ∞   sin
    

 

  

◦ 여기서 개수로 모델의 플래핑 암의 길이는 0.185m, 실험에 적용한 유입류 속도는 

0.58 m/s, 플래퍼의 무게 및 등가 질량 관성 모멘트는 아래의 표에 정리함.  

< 시스템의 특성 >

Parameters
Measured 

weight (kg)

Equivalent moment of inertial around the 

flapping axis (kg.m2)

Flapper + Flapping arm () 0.463 0.0179

Gear and pulley system ( ) - 0.0053  

◦ 위 수식에서 계수    는 아래와 같음. 

    


    


   



나) 실험결과와 비교 

◦ 피치 각도 

- 촬영한 비디오 영상에 근거한 피치 각도 자료에는, 특히 하향 운동 시 굴절에 의

한 오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그림의 붉은색 일점쇄선과 같이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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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된 피치 각도의 시간 이력 곡선 (인가토크=0.2 Nm) >

◦ 동적 응답

-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보정된 피치 각도 이력곡선을 함수로 표현한 후, 운동 방

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동적 응답을 얻었음.

<동적 모델로 얻은 인가 피치각에 따른 응답과 플래퍼에 발생한 힘 >

- 인가토크가 있는 경우, 측정한 응답과 예측한 응답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됨. 

- 아래 식을 근거로 계산한 오차는 약 6.2%로, 정확도는 93.8%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가 피치 각도를 정확히 얻을 수 있으면, 동적 모델로 응답을 잘 예측할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는 측정된 암각, 예측된 값 그리고 플랩 주기임



- 52 -

2) 유연플래퍼의 동적응답 예측 

◦ 다관절 유연플래퍼의 코드방향 곡면(camber)이 있는 경우 동적응답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같은 피치각 조건에 대한 응답 진폭비를 계산함 

< 각 경우의 응답 진폭 비율 >

Case A1 Case A2 Case B1 Case B2

Rigid Camber Rigid Camber Rigid Camber Rigid Camber

1.93 2.89 1.83 3.12 1.48 1.93 1.18 1.74

◦ 강체에 비하여, 코드방향 곡면이 있는 모든 경우에서 응답 진폭비가 크게 나오므

로, 다관절 유연플래퍼를 이용하면, 작은 피치각을 인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진폭을 

갖는 응답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로써, 다관절 유연플래퍼의 유효성을 입증함.

3) 댐핑 계수 및 수력 출력 예측

◦ 다양한 인가 피치각에 대하여, 인가 토크를 가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응답을 

발생하는 댐핑 계수를 찾고, 그 때의 진폭을 아래의 도표에서 정리함.

◦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자료로부터, 평균 댐핑 계수 6,510 (Nms)를 얻음.  

< 다양한 경우의 댐핑 계수 (Nms) >

ψ (°)

f (Hz) θ (°) 25 30 35 40

0.4

40 10,109 6,730 3,112 539

50 9,013 7,452 7,218 6,264

60 9,010 7,148 6,080 5,580

0.5

40 5,456 1,352   

50 7,333 7,183 4,187 1,567

60 7,008 5,887   

0.6

40 1,157    

50 7,173 3,407 423 5,10.3

60 5,982  5,166 2,789

 

◦ 한 주기의 가용 출력(available power Pa, W)은 유입류의 출력으로 아래의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함 (b=플래퍼폭, d=수직 진폭)

   

                         

◦ 터빈의 수력 출력(hydrodynamic power Ph, W/cycle)은 아래의 수식으로 정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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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는 터빈이 유입류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의 플래퍼가 모멘트( )를 

발생함으로써 플래핑 암의 회전 각속도()를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우선 평균 댐핑 계수인 6,510에 대한 응답 중에서, A1과 B2의 터빈 출력은 CFD

로 계산한 터빈의 수력 출력과 매우 잘 일치하였음. 

◦ A, B, C의 경우 모두, 인가 피치각이 50°일 때에 최대 출력을 발생하였음. 

< 댐핑 계수가 6,510인 경우의 응답 및 출력 비교 >

Case f (Hz) θ (°) ψ (°) Pa (W) Ph 
(W/cycle)

Ph by 
CFD Difference

A1

0.4

40 30.25 44,260 14,469 12,492 -16%

A2 50 39.48 54,518 24,885   

A3 60 33.00 49,113 13,796   

B1

0.5

40 24.04 37,356 11,451   

B2 50 31.39 46,584 19,733 18,342 -8%

B3 60 26.80 42,602 11,584   

C1

0.6

40 19.96 32,576 9,478   

C2 50 26.03 40,806 16,305   

C3 60 22.50 37,790 9,845  

◦ 아래 그림처럼 B 경우 (주파수 = 0.50 Hz), 한 주기 동안 터빈 플래퍼의 유효 받

음각 (effective angle of attack)의 변화를 보면 B1 및 B2의 경우와는 달리, B3

의 경우(입력 피치각=60도)에는 유효 받음각의 절대값이 실속 받음각인 12도~13

도를 넘는 구간이 발생함. 

◦ 따라서 B2의 경우가 더 큰 수력 출력을 발생함. 

< 유효 받음각의 변화: B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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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은 세 가지 댐핑 계수에 대하여 6가지 경우의 동적 응답 진폭을 비교한 

것으로, 각 경우에서, 동적응답의 진폭이 서로 다른 댐핑 계수에 대하여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세 가지 댐핑 계수에 대한 동적 응답의 진폭 비교 >

4) 추출 출력 및 효율 예측

가) 동적 해석 모델의 제원 

◦ 동적 응답 예측에 사용한 실해역 터빈의 제원 및 작동 조건은 아래 표와 같음.

< 실해역 터빈의 제원 및 작동 조건 > 

Item symbol value 단위

Chord length c 0.6  m

Span length b 3.6 m

Reference Area S 2.16 m2

Moment of Inertia I 337.87 kg.m2

Flapping arm length l 1.2 m

Water Density ρ 997.13 kg/m3

Free stream velocity V 2.6 m/s

나) 수력 계수

◦ Sandia Laboratory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NACA0012 익형의 2차원 수력 계수를 

제공하고 있음.

◦ 실해역 터빈이 레이놀즈 수 1,000K에서 2,000K 사이에서 구동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력 계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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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래프는 각각의 수력 계수를 도시한 것으로 실속 받음각(stall angle of 

attack)이 약 12도~13도임을 알 수 있음.

 

< 레이놀즈 수 1,000,000 및 2,000,000에서의 양력 및 항력 계수 >

다) 출력 추출

◦ 앞서 예측한 댐핑 계수인 6,510 Nms를 적용하여 동적 응답과 효율을 예측함.

◦ 앞서의 각 경우에, 터빈의 추출 출력(Pex)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가토크를 가한 경

우의 동적 응답을 예측함.

◦ 터빈의 추출 출력(extracted power Pex, W/cycle)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인가 토

크(  )와 터빈의 회전수()의 곱으로 계산하였으며, 출력축의 회전 속도와 

플래퍼 고정축의 회전속도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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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피치각이 40도인 경우 주파수 0.4Hz, 인가 토크가 약 3,000Nm일 때 최대 추

출 출력(약 5,407 W/cycle)이 발생함. 

< 서로 다른 인가 토크에 대한 추출 출력 비교: 입력 피치각 = 40도  >

◦ 입력 피치각이 40도인 경우 인가 토크가 6,000Nm일 때 최대 추출 출력 효율이 약 

20%임.

< 서로 다른 인가 토크에 대한 추출 효율 비교: 입력 피치각 = 40도  > 

 

◦ 입력 피치각이 50도인 경우 주파수 0.4Hz, 인가 토크가 4,000Nm일 때 최대 추출 

출력(약 4,714 W/cycle)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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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인가 토크에 대한 추출 출력 비교: 입력 피치각 = 50도  > 

◦ 입력 피치각이 50도 일 때는 인가 토크가 6,000Nm일 때 최대 추출 출력 효율이 

약 19%임.

< 서로 다른 인가 토크에 대한 추출 효율 비교: 입력 피치각 = 50도  > 

◦ 입력 피치각에 따라서 특정 인가 토크에서 최대 출력과 효율이 발생함을 알 수 있

음.

◦ 피치각이 40도에서 50도로 증가될 때 출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실속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시스템에 대해 실속이 고려된 출력을 예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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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어기 설계/제작/성능평가 

1) 싱글 플랩형 터빈 제어시스템 제작 및 실험

◦ 제어시스템 구성 및 제작, 검증을 위하여 2차원 개수로에 설치되어진 싱글 플랩형 

터빈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함.

◦ 싱글 플랩형 터빈시스템에 엔코더를 부착하여 암각 및 플래퍼의 피치각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에서 제어입력을 계산해 스텝모터

에 전송, 피치각을 변화시키게 됨.  

< 개수로용 싱글 플랩형 터빈시스템의 제어시스템 구성>

◦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모두 PC로 보내져 제어시스템 디자인 S/W

인 Labview로 구성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함.

<Labview를 이용한 G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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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파 형태의 제어입력을 이용한 피치각 제어

- 암 위치에 관계없이 사인파형태의 제어입력을 이용하여 피치각을 제어함.

- 또한 1차 탄성함수를 추가하여 암각 0°로의 복원력을 커지게 함

- 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지며 α은 암 각도, B는 Pitch 각의 한계 값, K

는 탄성계수, ω는 주파수 그리고 y는 출력을 나타냄.

  × ×∆   × sin       ×

- 실험 결과, 피치각이 변화함에 따라 암이 약 진폭 25°의 사인파 형태로 움직이며, 

피치각 변화 또한 사인파 형태로 제어입력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을 확인함.

<암각 및 피치각 제어 출력>

2) 듀얼 플랩형 터빈 제어시스템 제작 및 실험

◦ 듀얼 플랩형 터빈 제어에 앞서, 암각 제어를 위한 제어기를 설계/구현하고 검증을 

위하여 개수로 및 예인수조에서 실험을 진행함.

- 통수단면적이 암각에 의해 결정되는데, 앞의 피치각 제어 방식은 원하는 암각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어, 암각 제어 방식으로 수정하게 됨  

- 암각의 페이저(phasor)와 피치각 페이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제어기를 설계

함으로서 암각의 진폭을 제어하여 제어효율을 높힘.

가) 제어기 설계

◦ 초기 암각 직접제어방식으로 설계한 제어기를 사용하여 실험 하였을 때, 암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준암위치보다 조금이라도 커질 경우 그 암각

을 줄이기 위해 피치각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제어하는데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는 

등 제어불안정 및 비효율적인 제어반응이 나타남 

◦ 이를 통해 피치각을 이용하여 암각을 직접제어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

어방식을 암각의 진폭만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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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시스템에서 전달함수를 H(s)라 할 때 정상상태에서의 피치각 페이저 와 암

각 페이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며  

 

  , 즉 주파수 응답함수로부터 입력과 출력간의 페이저의 크기(Magnitude) 관

계식은

  

로 나타내어짐.

◦ 주파수가 고정 될 경우 암각의 진폭  ≡  는 피치각의 진폭  ≡ 에 비

례하므로 피치각의 진폭을 조절하여 암각의 진폭을 제어할 수 있음.

◦ 피치각의 진폭 은 다음과 같이 정해지며

  

는 일반적인 제어방식인 PID 또는 고수준 강인제어 방식인 H-infinity(H∞)에 

의해 설계되어진 제어기에 의해 결정되고, 부하 등의 변동에 따라 암각의 진폭이 

변경될 경우 조절되어 암각이 원하는 최대 암각도에 도달하도록 제어함. 

◦ 최종적인 제어입력은 사인파형에 를 곱한 형태로 나타내어지며, 여기에 암각 0°

에의 복원력이 커지게끔 1차 탄성함수  를 추가함.

 sin 

◦ 진폭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의 블록선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지고, 저역통과필

터(LPF: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여 암각의 크기를 측정하여 제어입력 계산에 사

용함.

<진폭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 블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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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제어기를 검증하기위한 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함.

◦ 2개의 마이크로컨트롤러(마스터&슬레이브)를 이용하여 마스터(master)에는 제어입

력계산, PC와의 통신 및 1번의 플랩형시스템을 제어하고, 슬레이브(slave)에서는 

마스터에서 받은 제어입력을 이용하여 2번 플랩형시스템을 제어함.

<듀얼 플랩형 터빈의 제어시스템 구성도>

◦ 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음.

◦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엔코더를 통해 읽어 들인 암각을 이용하여 기준 암각과의 

차를 계산한 뒤 이를 구현된 제어기를 통해 제어입력으로 계산되어져 서보모터를 

움직이기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 모터를 구동하여 플래퍼의 피치각을 조절함.



- 62 -

<듀얼 플랩형 시스템의 제어시스템 신호흐름도>

다) 제어기 성능 실험

① 개수로 모형

◦ 싱글 플랩형 터빈시스템을 듀얼시스템으로 확장/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함.

<듀얼 플래퍼(좌)와 피치 제어장비(우)>

◦ 동일한 실험조건 하에 제어기를 H∞ 및 PID 제어기로 적용하여 실험을 하였음.

◦ 실험결과 두 제어기 모두 기준암각도를 잘 따라가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H∞제어기의 경우 PID제어기보다 마이크로컨트롤러 상에서 구현하는데 어

려움이 있으며, 실험 시 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며, 원하는 암 진폭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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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

◦ 따라서 플랩형 조류발전 터빈에 이용할 제어기로 일반적인 PID제어기를 선정함.

< 개수로 PID 제어기 실험 결과 >

< 개수로  제어기 실험 결과 >

② 예인수조 모형

◦ 시스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플래퍼 구동용 모터 또한 큰 출력과 토크를 가지는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 30:1 감속기를 장착함.

◦ 사용한 제어시스템 하드웨어는 개수로실험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하며, 제어알고리

즘은 PID제어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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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설치된 모터 및 감속기>

◦ 실험결과 암 진폭이 설정한 기준진폭(30°)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모터

의 속도 및 감속기로 인한 토크증가로 인해 피치각이 제어입력을 잘 따라가는 것

을 확인함.

<예인수조 실험 결과>

3) 실해역 실규모 모형

가) 제어시스템 설계 및 제작

◦ 플랩형 조류발전터빈 실해역 축소모델을 위한 피치제어시스템 하드웨어는 개수로 

및 예인수조에서 제작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험환경 및 고전압(3상 220V) 

사용 등으로 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었음.

◦ 외부환경 및 전원 등에서 생겨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원용 노이즈필터를 

추가하고, 전원과 모터, 센서, 제어보드의 그라운드를 FG(접지)에 연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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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제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 터빈 하부에 부착되어진 모터는 토크향상을 위한 2.5:1 기어를 통해 연결되어 플래

퍼를 움직이며, 엔코더를 이용해 암각 변화를 모니터링 함.

<터빈에 구성된 피치시스템>

◦ 제어알고리즘은 PID제어방식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유향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180°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

◦ 암 및 플래퍼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데이터의 수치와 함께 그래프

를 추가하고, 제어에 관련된 파라메터들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

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피치를 긴급정지(0° Parking)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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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해역 피치제어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성>

◦ 발전 시스템의 통합제어 S/W와는 RS422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약 10Hz의 속도

로 양 암각 및 피치각, 제어입력 주파수 등의 데이터를 송신함.

나) 실험

① 지상테스트

◦ 투입 전 지상에서 플래퍼를 달아 피치 구동 및 암 엔코더 테스트를 진행함

<지상테스트 환경>

◦ 양쪽 플래퍼가 약 90°의 위상(phase) 차로 피치각이 변경되며, 제어신호의 진폭 

및 주파수를 변경명령에 잘 응답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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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제어 지상테스트 결과>

② 듀얼 터빈 시스템 실험

◦ 제어입력 주파수와 암각 기준진폭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 제어를 시작

함.

◦ 암각 기준진폭을 변경하여 목표 암각을 변경할 수 있음.

◦ 초기 실험진행 중 부유물과 터빈의 충돌로 인하여 암각도 이상 및 피치구동용 모

터의 구동이상으로 제어가 불가능해져 사고에 대응하지 못해 플래퍼가 유실됨

③ 싱글 터빈 시스템 실험

◦ 플래퍼 유실에 의해 불가피하게 싱글 터빈 실험을 진행하였고, 비상 시 신속한 대

응이 가능한 사인파 형태의 제어입력을 이용한 피치각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함. 

◦ 싱글터빈 실험을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제어알고리즘을 수정/보완 함

◦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실제 변경되어진 피치각 데이터와 제어입력을 동식에 출

력하여 실제 피치각이 제어입력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아래 그림처럼 제어알고리즘에 포함된 탄성함수의 효과로 암각이 0°를 중심으로 

사인파형태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실해역 싱글 조류발전터빈의 암각 및 피치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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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각은 생성된 제어입력을 따라 움직이며 기준피치각(피치각 진폭)이 변경될 때

마다 피치각 또한 진폭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어입력과 피치각변화 비교>

◦ 사인파 형태의 제어입력 주파수를 0.25Hz와 0.3Hz로 변경하여 진행.

◦ 0.25Hz의 경우 피치각이 제어입력을 따라 움직이며, 암각 또한 0°를 중심으로 안

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함.

◦ 0.3Hz의 경우 피치각이 제어입력을 따라가지 못하며 암각이 불안정적으로 움직이

는 것을 확인함.

◦ 따라서 제어 관점에서 0.25Hz가 가장 안정적인 구동 주파수임을 알 수 있었음. 

    

<주파수에 따른 암각 및 피치각 변화 비교: 0.25Hz(좌) 0.3Hz(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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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식 표면처리 설계/제작/검증 

◦ 실해역에서 내구성 있는 표면처리를 위해, 프라이머와 탑 코팅을 레이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함  

1) 재료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식 표면 패턴 제작 

가) 프라이머 코팅(primer coating) 방식 선정

◦ 방부식 특성을 위해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수동 부동화막(passivation 

layer)제작

◦ 알루미늄 합금에 전도성 고분자 물질은 피롤(pyrrole)과 폴리스타일렌술포네이트

(Sodium polystyrene sulfonate: PSS) 음이온을 이용하여 표면의 부동화막을 제작

하고 이들의 전기적 특성을 조사함. 

◦ 폴리스타일렌술포네이트의 함유량 정도에 따라서 표면의 전도성이 증가함, 즉 이것

은 음이온 부동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성질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

나) 탑 코팅(top coating) 방식 선정

◦ 방전가공(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EDM)을 이용한 roll-to-roll 제작 (초기 

적용방법)

- 부식방지를 위한 초소수성 표면 제작용 roll-to-roll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나노 

임프린트 공정에 사용

- 방전가공 와이어(wire)에 고압의 전압을 걸어서 금속표면을 식각하고 이때 만들어

지는 마이크로/나노 하이브리드 패턴의 표면 특성을 조사함

- 방전가공 공정을 1차부터 4차까지 진행한 결과 접촉각이 157 °이상의 초소수성 

표면 제작이 가능함

- 이를 Roll-to-roll 공정에 응용하여, 자외선(UV) 경화 폴리머 (Perfluoropolyether: 

PFPE)를 이용 초소수성 패턴을 이음새 없이 제작 가능하였음

<방전가공을 이용한 마이크로 나노 하이브리드 금속표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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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UV) 램프 내장형 roll-to-roll 제작 (최종 적용방법)

- 방전가공을 이용한 금속 롤러(roller)의 경우 대면적 적용과 다양한 패턴 제작 불

가능

· 패턴이 있는 실리콘 웨이퍼(wafer)를 이용, 아래그림의 패턴제작부의 몰드 제작 

- 자외선램프 내장형을 이용한 대면적 마이크로 패턴 제작 

- 샘플이송부와 패턴 제작부를 분리하고 설치 필름 이외 금속표면위에 직접 패턴 

제작이 가능

<자외선 램프내장형 Roll to roll 장비>

◦ 다양한 패턴을 이용한 초 친수성 표면 제작

- 확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체모방 초 친수성 패턴의 대면적 제작을 임프

린트(imprint)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함

◦ 연꽃잎을 모사한 구조를 대면적으로 제작 가능함을 보여줌

  

<다양한 친수성 패턴 주사형 전자현미경(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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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개별 검증 

가) 프라이머 시험

◦ 금속 구조물 방부식 방법

-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금속 표면의 부동화막 제작 및 성능 평가

· 부식방지용 부동화막을 전기중합방법을 이용 전도성 고분자로 thin layer 제작

· 전도성 고분자는 금속 표면의 부동화(passive) 전위를 이동, 금속보다 전도성 

고분자 층에서 산화가 먼저 일어남

- 전자수용체(Dopant)에 따른 균일한 전도성 고분자 필름 형성 

· 5 가지 서로 다른 전자수용체를 가지고 피롤 전도성 고분자 박막의 표면을 원

자력간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으로 관찰한 결과 타이론

(4,5-dihydroxy-1,3- benz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Tiron) 전자수용

체가 가장 부드러우며 균일한 표면을 보임

- 전자수용체에 따른 전도성 고분자 필름 표면의 전하량 변화

· Conductive-AFM(C-AFM)을 이용 전도성 고분자 필름표면의 전류값을 측정함

· 피롤/폴리스타일렌술포네이트 (PPy-PSS), 피롤/도데실벤조술포네이트 (PPy- 

DBS) 의 경우 피롤/타이론 (PPy-Tiron) 필름과 비교해 전류 값이 급격히 감소

· 타이론의 경우는 장시간이 지나도 표면 전하량의 급격한 감소가 없음

<전도성 고분자 필름 표면의 시간에 따른 전기적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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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의 종류에 따른 전도성 고분자 필름 표면의 전하량 변화

· 타이론을 이용한 전도성 고분자 필름을 금, 알루미늄, 유리 기판위에 제작

· 표면 전류값 변화를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결과 인듐주석산화물(ITO), 알루미늄 

기판위에 전류 값은 초반에 절반 정도 감소하나 그 후 꾸준히 전류 값을 유지.

· 피롤/타이론 박막의 경우 부동화막으로써 기판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기간 성능

을 유지, 방 부식 성능을 나타내는 코팅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줌.

<전도성 고분자 필름 표면의 전기적 특성 내구성>

나) 탑코팅 막의 내구성 시험

◦ 실험용 염수챔버(salt chamber)를 이용한 탑코팅 막의 내구성 테스트

◦ Roll-to-roll 임프린트 공정으로 제작한 3가지 초소수성 PFPE 코팅을 염수분사챔버

(salt spray chamber: CCT 1100 TM, salt fog chamber)에 12주간 넣어 둔 다음, 

표면 특성의 변화를 관찰.

◦ 선형 패턴과 원형 패턴을 이용한 구조에 따른 표면특성

- 염수챔버에서 3개월간 관찰, 선형 패턴이 가장 빨리 구조가 붕괴, aging이 가장 

빨리 일어남

- 원형 패턴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은 형상을 유지

◦ 원형 패턴의 재료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 고

분자 물질을 0.25% 첨가한 패턴의 표면특성을 이용해 표면의 aging 정도를 관찰

함

- 같은 dot patten 이라도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고분자를 첨가한 재료는 3개월 

후에도 거의 형상을 유지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코팅막의 단단함이 증가하여 오랫동안 형상을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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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구조와 재료의 조성에 따른 표면 aging 효과 관찰>

다) 실해역 적용 방식 확정 및 시험 

① 프라이머 코팅을 위한 스프레이 방식 적용 

◦ 스프레이 분사방식을 이용한 코팅 방법

- 고분자 재료 

· 친수성의 성격을 가지면서 방오 특성이 좋은 poly(2,2-dimethoxy nitrobenzyl 

methacrylate-r-methyl methacrylate-r-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 

(PDMP) 이용 

· 미세유체칩을 이용한 고분자 나노 파티클 제조 (논문 실적 중의 lab on a 

chip에 게재된 논문에 자세한 방법이 있음)

· 100~300 nm급의 균일한 입자 제조 가능 

<미세유체칩을 이용한 나노 입자 제조공정>

◦ 스프레이 분사방식을 이용한 coating 표면의 내구성 test

- 염수 분사 시험(Salt spray test) (3000 h)과 UV 테스트 결과

· 자외선-기후시험(QUV-Weathering test) 방식을 이용 3000시간 내구성 test

· PDMP의 함유량 (sample 1: 10%, sample2 : 30%, sample 3 : 50%)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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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부식 효과가 뛰어남

· 자외선 노출 (100일) 테스트의 경우도 함유량이 높을수록 표면의 식각이 느

리게 일어남, 즉 부식방지의 효과가 뛰어남

   

<염수분사시험 및 자외선 시험결과 (control: 대조 시험샘플)>

◦ 코팅재 (프라이머만 적용) 효율 영향 효과

- 터빈에 적용 결과: 접촉각이 80-90도, 거칠기가 증가됨     

② 프라이머와 탑코팅 결합 성능 

◦ KCC(주)사의 실해역 시험 결과 (3개월)

- 프라이머와 탑코팅을 모두 적용한 샘플을 실해역 시험장에서 성능 비교

· 나노입자가 없으며, 탑코팅이 없는 대조 시험샘플(control)의 경우 부식이 조

금씩 발생함

· 30%나노입자 함량 프라이머와 탑코팅이 결합된 샘플은 3개월 현재 깨끗한 

상태임

<울산 실해역 3개월 시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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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팅재의 친환경성 평가  

◦ 해양독성물질인 BTX(benzene, toluene, xylene)이 없는 친환경 방부식도료

- 친수성이 강한 친환경 PDMP고분자를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로 방부식 프라이

머의 친환경성 향상

- Roll to roll을 이용한 친환경 고분자 탑코팅 적용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최

소화

- 나노기술의 접목으로 친환경 방부식도료 대량 스프레이 도장 가능 

④ 코팅재의 효율 영향 실험

◦ 코팅재를 도포하기 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작업 후, 전자동 분무장치

를 이용 터빈 전체에 고루 분사. 그 후 자연건조로 경화를 마침.

◦ 발전비교를 위하여 두 대조군은 일정 부하제어로서, 주파수 0.25 Hz를 이용하여 

속도 1.5~2.5 m/s에서 비교함. 코팅재 유무에 따른 발전 출력 분포에서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음. 

<코팅재 도포 및 경화과정>

<코팅 유무에 따른 발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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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가. 최종 목표 대비 성과 

◦ 조류발전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자연모사 응용기술 확보와 유연 플랩형 조류발전 시작품: 

초기 계획보다 1개 더 제작하였고 실험평가하였음

- 유속 2.2m/s 조건에서 한 쌍의 플래퍼로 6.4KW 얻음. 동력전달계의 전달 능력이 

향상된다면 10KW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통수단면적 3.24m2, 효율 26% 이상은 달성

◦ 기존 플랩형 조류발전에 차별화된 유연플랩형 터빈 핵심 원천 특허 확보함

◦ 기존 조류터빈에 비해 효율과 친환경성을 향상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 유연성에 의한 효율 향상과 플랩형 터빈의 친환경성을 확인하여 기존 터빈과의 

차별성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유형적 성과

1) 논문 

◦ 유연 플래퍼에 대한 논문 3편, 예측모델에 대한 논문 1편, 방부식 코팅 관련 논문 

2편으로 친환경/고효율 플랩형 터빈의 원천기술 확보

2) 특허

◦ 초기 유연플랩 방식에 대한 국내출원, 국외출원, 국내등록으로 기술 선점

◦ 최종 유연플랩 방식과 다발식 확장 방식에 대한 국내 출원으로, 넓은 범위의 권리 

선점  

 <유연플래퍼와 시스템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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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품 

◦ 예인수조 시작품은 추가로 제작하였고 실해역 시작품은 계획대로 제작함 

 

<예인수조용 시작품과 실해역 실규모 시작품>

4) (최종) 설계 도면 

 

<최종 시작품과 유연플래퍼의 설계 도면> 

5) (최종) 실험 모형 

◦ 판막과 다관절 유연플래퍼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의 실험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 수행 

및 분석을 함

6) (최종) 예측 모델

◦ 최종 실험의 성능 예측에 사용되었고 향후 연구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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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1. 각 기관/기업별 역할 및 추진 내역

◦ 기본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 총괄, 유연플래퍼 설계, 그리고 실험 수행

을, 건국대학교에서 기구 설계 및 제어 시스템 구현을 담당하였음 (아래 그림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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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1. 기술·시장 현황 및 동향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구분 협약 당시 현재

기술 

분석 

◦ 유연 플랩형 조류 터빈 기술은 개발 및 

연구 발표 사례 없음

◦ 다발식 플랩형 터빈 개발연구 중기 단계

◦ 플랩형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임 

◦ 유연 플랩형 발전 기술은 변화 없음

◦ 다발식 플랩형 터빈 개발 사업(IT 

Power사 주도의 Pulse Stream 

1200)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정보 공

개가 안됨 

시장 

분석

◦ 조류터빈 시장은 상용화 준비단계

 

◦ 수평축 터빈의 경우 Alstom사와 

AdritzHydro사가 2015년 10MW급 단

지 건설 예정으로 상용화에 가장 근접

 - 플랩형 터빈은 상대적으로 낮은 Tip 

speed로 소음감소, 후류영향 최소 

및 충돌 회피 등의 환경 친화성과 저

수심 적용성 등의 장점으로 차별화 

가능함   

2. 사업화 전략

◦ 유연 플랩형 터빈은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여 low head hydropower (조류 포함 수

심 10m이내의 수력) 사업에 적합함  

◦ 도서 지역에 청정 발전원으로 개발하면 도서 지원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향

후 동남아지역의 KOICA사업 유치에도 유리함  

◦ 방부식 표면처리 필름의 경우 해양 도료 업체로의 기술 이전이 가능함

 3. 적용 한계성 및 시장성 

   ◦ 유연 플랩형 터빈의 경우, 새로운 개념의 동력전달계 및 곡면형성 기구부가 적용이 

되어서 해양작동의 신뢰성을 얻기까지 추가 R&D 및 기간 소요가 예상됨 

    ◦ 또한 복잡성에 의해 상품화 단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력전달 및 곡면 

형성 기구부의 단계 축소 등의 단순화가 필요함     

   ◦ 동력전달을 유압방식으로 하거나 전기발전기를 회전식(rotary-type)이 아닌 선형식

(linear-type)을 교체하게 되면 상기의 단순화가 가능하여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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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고용 창출 효과

◦ 소규모 발전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신형식 발전기 및 유연플래퍼 제작 관련 고용 창

출이 가능  

◦ 발전기가 설치되고 난 후는 유지관리 업체가 필요하게 되어 고용 파급 효과가 있음 

◦ 방부식 표면처리는 현재 시장이 있는 상황으로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R&D, 영업, 그리고 설치 업체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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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체보안관리진단표

체크항목 결과 체크  
(√표)

비고
( 사유)

체계

o 기관 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O( √), X(   )

o 보안관리 조직이 있으며, 자체 보안점검실시 등 잘 운영되고 있다 O( √), X(   )

o 보안교육을 정기적(1회이상/연)으로 실시하고 있다 O( √), X(   )

o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O( √), X(   )

참여연구원

관리

o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았다 O( √), X(   )

o 참여연구원에게 보안관리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고 있다 O( √),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o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O( √), X(   )

o 보안성 검토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O( √), X(   )

o 기술이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O(√), X(   )

연구시설

관리

o 연구시설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 O( √), X(   )

o 주요 시설에는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O( √), X(   )

o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O(√), X(   )

정보통신망

관리

o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O(√), X(   )

o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O(√), X(   )

o 주요 데이터에 대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O(√), X(   )

o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 대하여 인가/관리중이

다
O(√), X(   )

o 전산망 보호를 위한 HW 및 SW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O(√), X(   )

o 직책, 임무별 열람 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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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한 신재생융합원천 기술개발 보

고서이다.

  2. 이 기술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에너지기술평

가원에서 시행한 신재생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

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