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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3. 결과 및 고찰

국내 장대 교량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

유동-구조 연성해석결과 유향 0°, 10°에서는 덕트형 조류

근 각 지자체 별로 야간경관 개선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위

발전기는 설계조건인 안전율 2.0 이상을 만족하였으나, 유향

해 교량에 조명기구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5°에서는 부유체 연결부에서 안전율 1.579로 설계기준을 만

추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LED 조

족하지 못하여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으로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한 교량 전력공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유체 연결부의 보완을 위해 유동방향으로 지지구조물
을 설치하여 설계를 보완하였다. 설계 보완에 대한 구조 안
전성 평가를 위해 동일한 해석조건을 적용하여 안전율을 확

교량의 주변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존재하며, 특히 교량 주위를 흐르는 조류와 바

인한 결과, 최대유속
에서 안전율

에서 유향

의 각 조건

이상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람에 의한 파도와 같은 해양에너지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교량 기술을 개발하

4. 결 론

기 위해 소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을 교량에 이용하는 연구

해양에너지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덕트형 조류발전기

가 있어 왔으나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를 설계하였고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유동 구조 연

조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성해석(FSI)을 이용하여 설계 기준에 대한 안전율을 확인하
였다. 또한 안전성 확인 결과 설계 기준인 안전율 2.0 이상임

2. 연구방법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자립형 교량을 위한 조류발전 시

많은 해양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본 연구에

스템 적용을 위해 최대유속 3m/s에서 유향 0°, 10°, 15°의 각

서 적용한 유동구조 연성해석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조건에서 안전율 2.0 이상이 되도록 5kW급 부유식 덕트형

것으로 판단된다.

조류발전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부유식 덕트형 조류발전기
의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유동 연성해석(FSI)을 이
용하여 조류발전 시스템의 안전율이 설계 기준인 2.0 이상
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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