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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
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자연 자원인 파력을 이용한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파도 에너지는 총 부존량은 전 세계 전
력 수요의 2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정석, 예
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파력발전 방식에는 파랑의 운동에 의

하여 수면에 떠있는 부유체가 운동하도록 하여 발
전기를 회전시키는 가동물체형(movable body) 방식, 
내부로 유입된 파랑에 의하여 생기는 공기유동으

로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하는 진동수주형

(oscillation water column) 방식, 파랑의 운동에너지

를 위치에너지로 변환하여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사용하는 월파형(overtopping) 방식이 있다. 
현재 상용화된 파력발전시스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대부분 10~15%에 머물러있어 파도가 강한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파력발전 시스 
템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파
력발전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기구동역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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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파력발전시스템의 에너지 흡수 효율은 입사파의 파력과 발전기 구동 동력의 비로 정의된다. 흡수

효율은 파력발전시스템의 동적 거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파력발전시스템의 에너지 흡수 효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파력발전시스템의 동적 해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흡수 효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파력발전시스템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파력발전시스템의 동적 해석을 위해서 상용 다물체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RecurDyn을 사용하였고, 부유체에 작용하는 파력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Morison equation
을 적용하였다. 효율분석 결과 파고가 낮고, 주기가 짧을수록 흡수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bstract: The energy absorption efficiency of a wave power generation system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wave 
power to the power of the system. Because absorption efficiency depends on the dynamic behavior of the wave power 
generation system, a dynamic analysis of the wave power generation system is required to estimate the energy 
absorption efficiency of the system. In this study, a dynamic analysis of the wave power generation system under wave 
loads is performed to estimate the energy absorption efficiency. RecurDyn is employed to carry out the dynamic 
analysis of the system, and the Morison equation is used for the wave load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ower 
the wave height  and the shorter the period, the higher is the absorption efficiency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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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ve power generator System 
 

다. Kim 등(1)은 파력발전기의 흡수파력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Kim 등(2)은 진동

수주형 파력발전기의 흡수파력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Hong 등(3)은 착저식 OWC 파력발전장

치의 파에너지 흡수효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Jang 등(4)은 다물체 동역학을 이용하여 가동 
물체형 파력발전기의 동적 거동을 연구하였다. 대
부분의 연구들이 진동수주형의 형태였으며, 가동

물체형의 발전기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와

는 다른 방식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가동물체형 방식파

력발전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파랑하중에 따른 
다자유도 파력발전기의 거동 및 흡수효율을 분석

하기 위해서 상용 해석 소프트웨어인 RecurDyn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동역

학적 모델을 구성하고, 모리슨방정식(Morison 
equation)을 이용하여 파랑하중을 모델링하였으며, 
파도의 주기와 진폭에 따른 발전기의 흡수동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파력발전시스템 모델

링 및 파랑하중 모델링을, 3장에서는 동역학 시뮬

레이션 결과를, 4장에서는 흡수효율 분석결과를 나
타내었으며, 결론을 5장에 나타내었다. 

2. 파력발전시스템 모델링 

2.1 부유시스템의 동역학 모델링 
부유체(floating body)는 로프에 연결되어있고, 로

프는 해저면에 설치된 앵커(anchor)를 거쳐 연안에 
설치된 발전 시스템에 연결된다. 파도에 의해서 
부유체가 이동함에 따라 로프가 당겨지게 되고 로
프가 감겨있는 기어를 회전시키면서 발전기 축에 
동력이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다물체 동
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RecurDyn을 이용하여 다자

유도 파력발전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부유체의 운동은 2차원으로 가정하며, 
스웨이(sway) 방향 및 부유체의 회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Fig. 2 Displacement of floating body 

 

 
Fig. 3 Gear connection diagram 

 
Fig. 2는 부유체가 이동함에 따라 로프가 당겨지

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부유체와 앵커 사이의 거
리 변화, 즉 부유체와 앵커 사이의 로프 길이 변
화를 부유체의 변위라고 정의한다. 파도에 의해 
부유체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부유체의 변위만큼 
로프가 당겨져 기어를 회전시키며, 부유체의 변위

와 기어의 회전각 사이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다.  
 

d rq=                    (1) 
 
d는 부유체의 변위를 의미하며 d가 양수일 경우 

부유체가 상승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부유체가 하
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r은 로프가 감겨있는 기어

의 반지름, q 는 기어의 회전각을 의미한다.  
Fig. 3에는 기어 연결도를 나타내었다. 부유체와 

로프로 연결된 기어를 부유체측 기어, 균형추

(counter weight)와 연결된 기어를 균형추측 기어라

고 한다. 균형추측 기어에 로프로 연결된 균형추는 
부유체, 부유체측 기어와 마찬가지로 구속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파도에 의해 부유체가 운동할 때 
균형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파도가 상승하면 부유체가 상승하면서 발전기 축에 
동력을 전달하고, 균형추는 상승하면서 위치에너지

가 증가한다. 파도가 하강할 때에는 균형추의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발전기 축이 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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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체측 기어와 균형추측 기어는

구속식을 만족한다.  
 w = 	 ×	 	      
 w 와  	 는 부유체측

추측 기어의 회전속도를 의미하고

의미한다. 균형추측 기어가 부유체측

배 크기 때문에 기어비는 3.5이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서 발전기

방향 및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향 클러치(one way clutch)는 발전기

전달하며 부유체의 상승 또는 하강과

전기 축의 회전 방향을 일정하게 
적으로 사용된다. 단방향 클러치가

전달하는 토크(T)는 IF함수를 이용하여

였으며, 다음 식을 만족한다. 
 T = k/  + ċ/  	(																									0																									(
 
위 식에서 k는 강성 계수(stiffness coefficient

는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 는 부유체측 또는 균형추측

발전기 축의 각변위를 의미하며, 
회전 속도를 의미한다. 식 (3)에 의해

기어보다 느리게 회전하면 토크가 
기 축을 회전시키고, 발전기 축의 
빠를 경우에는 토크가 발생하지 않기

기 축은 관성에 의해 회전한다. 단방향

통해서 발전기 축에 동력을 전달함으로써

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부유체가

때에는 부유체측 기어에 부착되어있는

러치가 발전기 축에 동력을 전달하고

어에 부착되어있는 단방향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하지 못한다. 부유체가

균형추측의 단방향 클러치가 발전기

을 전달하고 부유체측의 단방향 클러치는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발전기 축은

방향으로만 회전한다. 
부유체는 직경이 5m이고 높이가

형상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수면에

히브(heave) 방향, 파도의 진행 방향을

방향으로 정의한다. 부유체의 거동은

브 좌표로 표현가능하며, 발전기 축을

소는 구속식 및 기어로 연결되어있으므로

의 거동에 종속적이다. 발전기 축은

z

( , ) cos( )
2
Hx t kx wtz = -

2 2tanh( )
2
gT hL

L
p

p
=

( , z, ) { cos( ) (z )}
2 2

buoyhHV x t A kx wt= - - -

 이용한 다자유도 파력발전시스템의 흡수 효율 

기어는 다음과 같은 

              (2) 

부유체측 기어와 균형

의미하고, 은 기어비를 
부유체측 기어보다 3.5

 
발전기 축은 회전 

유지되어야 하며, 단방

발전기 축에 동력을 
하강과 관계없이 발

 만들기 위한 목
클러치가 발전기 축에 

이용하여 모델링하

(̇   ≤ 0)(̇   > 0)   (3) 

stiffness coefficient), c
damping coefficient)를 의미하며, 

균형추측 기어에 대한 ̇/ 는 상대 
의해 발전기 축이 

 발생하여 발전

 회전속도가 더 
않기 때문에 발전

단방향 클러치를 
전달함으로써 회전 방

부유체가 상승할 
부착되어있는 단방향 클

전달하고 균형추측 기
클러치는 헛돌게 되어 

부유체가 하강할 때에는 
발전기 축으로 동력

클러치는 동력을 
축은 항상 같은 

높이가 0.8m인 실린더 
수면에 수직한 방향을 

방향을 서지(surge) 
거동은 서지 및 히

축을 제외한 요
연결되어있으므로 부유체

축은 단방향 클러 

Fig. 4 Definition diagram of wave
 

치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회전

전시스템의 거동은 부유체의

발전기 축의 회전, 총 3개의

하다. 
 
2.2 파랑하중 모델링 

파랑하중은 근해의 조건을

으며 유체 상에 움직이는 
능한 상대 모리슨 방정식(relative 
을 사용하였다.(5,6) 파랑하중은

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회전은 고려하지 않고 서지

동만 고려된다. 
Fig. 4는 파랑의 정의를 

고, L은 파장, h는 수심, x는
파도의 자유 수면에 수직한

다. v와 u는 유체 입자의 
( z )는 x좌표와 시간에 따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cos( )
2
Hx t kx wtz = -

k는 파수(wave number)를
수(angular frequency), h
미한다. 파장은 주기와 수심에

값으로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된다

2 2tanh( )
2
gT hL

L
p

p
=           

실린더 형상을 가진 부유체가

부피(V)는 부유체의 단면적과

곱하여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있다.  
 

( , z, ) { cos( ) (z )}
2 2

buoyhHV x t A kx wt= - - -

 분석 559 

 
Definition diagram of wave 

회전한다. 따라서 파력발

부유체의 서지 및 히브 좌표와 
개의 좌표로 표현이 가능

조건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

 물체의 운동에 적용 가
(relative morison equation)

파랑하중은 부유체의 질량 중심

가정하였다. 따라서 부유체의 
서지 및 히브방향의 병진운

 나타낸다. H는 최대 파
는 파도의 진행방향, z는 

수직한 방향의 좌표를 의미한

 속도를 의미한다. 파고

z 따라 변하므로 아래 식과 

( , ) cos( )
2
Hx t kx wtz = -                   (4) 

 
를 의미하고 w는 각진동는 부유체의 높이를 의
수심에 의해서 계산되는 

계산된다.  
 

2 2tanh( )
2
gT hL

L
p

p
=           

 
          (5) 

 
부유체가 물에 잠긴 부분의 

단면적과 물에 잠긴 깊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 , z, ) { cos( ) (z )}
2 2

buoyhHV x t A kx wt=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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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ve condition 
Parameters Values 

Wave height(m) 1.5 
Water depth(m) 5 

Period(s) 6 
 
A는 부유체의 단면적을 의미한다. 식 (6)을 이

용하여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에 따른 부력(B)을 
계산할 수 있다. 

  
B gVr=                   (7) 

 
물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의 부력이 물체의 

무게보다 큰 경우에 부력의 크기와 물체의 무게가 
같아지는 평형 상태가 존재한다. 부유체는 잠긴 
부분의 깊이에 따라서 부력이 변하며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부유체에 작용하는 파랑 하중은 상대 모리슨 방

정식을 적용하여 모델링하며, 상대 모리슨 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 ( )
2m DF C V v q C A v q v qr r= - + - -& && & &

    
(8) 

 
ρ는 유체의 밀도, C은 부가질량 계수, C는 항

력 계수, ̇와 ̈은 부유체의 속도와 가속도, v와 ̇
는 속도 포텐셜과 가속도 포텐셜을 의미한다. 포
텐셜 이론은 파랑하중 또는 응답 추정에 널리 쓰
이며 유체의 성질을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으

로 가정한다. v와 ̇는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sinh( ) sin( )
2 sinh( )
H w z hv kx wt

kh
+

= -
           

(9) 

2 sinh{k(z h)} cos( )
2 sinh( )
H wv kx wt

kh
+

= - -&      (10) 

3. 동역학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조건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발전기 축의 부하에 따
른 전기적인 저항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파랑하

중은 서지방향 하중과 히브방향 하중으로 나누어 
나타내며 부유체의 무게 중심에 작용한다. 파고 
및 주기는 대한민국 연안과 유사한 조건으로 부여

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양기상정보전

달시스템(7)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으며, 해석에 사용

한 파랑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5 Trajectory of floating body 

 

 
Fig. 6 Amplitude of surge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wave height 
 
3.2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한 파력발전시스템의 거동은 부유

체의 거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유체의 거동을 분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심이 얕고 주파수가 낮은 
규칙파에서 부유체는 타원형의 궤적을 그리며, 응
답 진폭은 파고에 선형적이다.(8) Fig. 5는 부유체의 
궤적을 나타낸 것으로 히브 방향 최대 변위는 
1.45m이고, 서지 방향 최대 변위는 5.34m인 타원형 
궤적을 보인다. 파고를 0m, 0.5m, 1.0m, 1.5m, 2.0m로 
증가시키며 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부유체의 히브 
방향 변위는 파고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파고에 따
른 서지 방향 변위는 각각 0m, 2.13m, 3.90m, 5.34m, 
6.81m로 선형으로 증가하였다. 파고에 따른 서지 
방향 변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시스템은 파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구동되

며 시스템의 동력은 각 물체가 가지는 동력의 합
으로 구해진다. 각 물체의 동력은 물체에 작용하

는 힘과 물체의 속도의 곱으로 계산하였다. Table 1
의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시스템의 평균 
동력은 4.95kW로 나타났다. 부유체의 평균 동력은 
4.89kW로 전체 동력의 98%를 차지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동력은 부유체의 동력에 지배적인 영향

을 받는다. 

4. 파력발전기 흡수 효율 분석 

4.1 흡수 효율 정의 

입사파의 파력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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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합으로 이루어져있다. 해저면에서 수면까지 
단위 폭을 가지고 dx의 길이를 가지는 물기둥을 
생각할 때, 미소 질량의 위치에너지( pdE )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9) 
 

2

2p
gdE dxbr z=                          (11) 

2

0
2 2

2

0

( )
2

cos ( )
8 16

p
gE x dxb

gH gHkx wt dxb Lb

l

l

r z

r r

=

= - =

ò

ò
   (12) 

 
식 (11)을 적분하여 한 주기에 대한 평균을 구

하면 식 (12)와 같다. b는 파랑의 폭을 의미한다.  
 

20 2 2

0
( )

2 16K h

gHE u v dxdz b Lb
lr r

-
= + =ò ò    (13) 

2

8wave p K
gHE E E Lbr

= + =              (14) 

 
운동에너지( kE )는 식 (13)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식 (14)와 같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으로 구해진다. 
일정 지역으로 전달되는 입사파의 파력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고, 단위 시간당 파
력을 파랑의 변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자유표면

( A )에서 얻을 수 있는 입사파의 파력으로 다루기 
위해 부유체에 미치는 입사파의 파랑 변화에 따른 
선형파의 파력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9)  
 

2

/
8wave g

gHP C A Lr
=                 (15) 

tanh( ) 1
4 sinh( )g
gT khC kh

khp
ì ü

= +í ý
î þ

       (16) 

 
파도의 단위 시간당 에너지는 식 (15)와 같이 

구해진다. 위 식에서 C 는 군속도를 말하며 식 
(16)과 같다.  
파력 발전 시스템의 동력은 동적 해석을 통해 

얻은 값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동력( P )은 물
체에 작용하는 힘(토크)과 물체의 속도(각속도)의 
곱으로 구해지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질량(관성모멘트)과 가속도(각 가속도)의 곱으로 
구해진다. 따라서 병진운동을 하는 물체의 경우 
동력은 질량, 가속도, 속도의 곱으로 구하며,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관성모멘트, 각 가속도, 각속 

 
Fig. 7 Efficiency according to the wave height 

 
도의 곱으로 구해진다. 각 물체가 가지는 동력을 
모두 합한 뒤 주기에 대하여 평균을 취해 시스템

의 동력( systemP )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가동물체형 방식의 파력발전

시스템은 부유체에 가해진 파랑에너지를 에너지원

으로 하여 구동된다. 시스템은 부유체에 가해진 
파력에 의해서 운동하므로 파랑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흡수 효율( h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system

wave

P
P

h =                 (17) 

 
4.2 흡수 효율 경향성 분석 

파도는 매우 불규칙하여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 
어렵고, 파력발전시스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
험 장치를 제작하기에도 어려워 실험과 시뮬레이

션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파력발전

시스템의 효율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파고 
및 주기에 따른 시스템의 흡수 효율 경향성을 분
석해보고자 다양한 파랑 조건에 대해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국내 연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파랑을 고려하여 파고는 0.5~2m, 주기는 4~7초인 
파랑 조건을 사용하였고, (7) 수심은 5m로 가정하였

다. 기준이 되는 파랑 조건은 파고가 1.5m, 주기가 
6초일 때 이며, 이 경우 파력발전시스템의 흡수 
효율은 56.17%이다. 
파고에 따른 흡수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기

를 6초로 고정하고 파고를 0.5m에서 2m까지 0.5m
씩 증가시키며 효율은 분석하였다. 파고에 따른 
흡수효율은 Fig. 7에 나타내었고, 파랑 조건에 따
른 파력, 시스템의 동력 및 효율을 Table 2에 나타

내었다. 파고가 0.5m일 때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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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파고가 증가할수록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며, 최대 15%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파
고가 감소하면 파력이 줄어 시스템의 동력은 감소

하는 결과를 보인다. 파고가 0.5m일 때 시스템의 
동력은 파고가 2m일 때 동력의 약 9%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즉 파고가 0.5m일 때는 발전기의 성
능을 제대로 낼 수 없다. 

다음으로 주기의 변화에 따른 흡수효율을 분석 
하였고, 주기에 따른 흡수효율 그래프를 Fig. 8에 
나타내었고, Table 3에는 주기에 따른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흡수효율은 주기가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기가 짧을수록 흡수효율과 발전기 동력

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력 발전 시스템의 에너지 흡수 

효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파력 발전 시스템을 동역

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분석

하였고, 파고와 주기에 따른 흡수효율을 분석하였

다. 주기가 짧을수록, 파고가 낮을수록 흡수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파고가 낮으면 
흡수효율이 증가하더라도 시스템의 동력이 감소하

므로 적정한 파고가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가동물체형 파력발전기를 해상에 설치할 
때 파도 조건에 따른 흡수효율을 계산해봄으로써 
파력발전기의 용량을 설계하는 데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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