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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and Method for Wave Energy Convertor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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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n wave energy convertor. We devise a new type of the wave 

energy convertor which generates electricity by means of under-water pressure oscillation. This wave energy convertor 

is installed on the seabed floor. That is, there is no exposed body on the surface of the sea. The wave energy convertor 

comprises an activated assembly which is adapted to be displaced in response to water pressure oscillation to vary the 

volume of bellows cavity and a power take off assembly which generates electricity in response to movement of the 

activated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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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친환경 인 에 지 개발에 심이 높아지면서 풍력, 지열, 

태양 과 같은 자연 에 지를 이용한 난방  력 생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력에 지는 에 지 

도가 높기 때문에 신재생 에 지 활용으로써 가치는 높이 

평가되나  에 지의 불규칙성  구조체의 내구성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 이 있기에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세계 으로 력발  개발에 한 투자가 확 됨에 따라 

련기술에 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힘입

어 발  단가도 획기 으로 낮아지고 있어 력발 의 규

모 상업화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이다. 일본에서는 길

이 80m, 폭 12m의 부유식 랑발  방식 ‘카이메이’를 개발

했으며[1], 스코틀랜드는 길이 140m, 직경 3.5m 크기의 원통

형 부유체를 이용해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를 만

들어낼 수 있는 ‘펠라미스’형 력발 기를 개발하 다[2]. 

호주의 신재생 에 지 기업인 Carnegi Corporation는 기존 

력 발 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시스템인 ‘ 토

(CETO)'를 개발 이다[3]. 토는 수면이 아닌 수심 

15~45m의 해 에 설치돼 강력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다. 포

르투갈에서도 잠수식 력발 기인 AWS(Archimedes Wave 

Swing)를 개발하여 단일 력발 기로 2MW의 발 이 가

능함을 실험 으로 증명하 다[3-5]. 

이와 같이 력에 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 지 비즈니스 분석기 인 더 러스 웨스트우드(Douglas 

-Westwood)의 최근 력·조력에 지 시장 망 보고서는 해

양에 지 시장의 지속  성장을 해서는 발 단가 하락, 민

간 투자 유치, 수요·공  조 , 지속  기술개발  상용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정 인 시장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 했다. 이 기 에 따르면  세계 으로 향

후 2013년까지 력과 조력·조류에 지 발  시설이 시설용

량 기  86㎿ 추가 건설될 망이며, 100여개의 기술이 실증

화  실용화 테스트 단계를 거칠 것으로 망되며 그  

반정도의 기술은 상업용 규모까지 발 할 것으로 내다봤

다. 특히 국은 추가 발 시설 86㎿  60%인 51㎿ 규모의 

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분간 국은 가장 큰 해양에

지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망 다. 국은 탄소 산업 

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8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해 국은 해안 연안의 풍력

발 에 R&D 1억2천만 운드를, 조력발 에 6천만 운드

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해양에 지정책과 련된 

것으로, 해양에 지는 재  세계 발 량 1만8000TWh의 

5배 이상인 연간 9만3000TWh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더

러스 웨스트우드에 따르면 국은 원천 으로 력과 조력

발 에 최 화된 해안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구조와 

산지원 시스템이 비교  잘 구축돼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유치가 용이하다.    해양에 지 발 을 한 원천기술과 

기술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 시장에서 주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미국은 11㎿ 시설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포르투갈과 캐나

다는 각각 9㎿, 6㎿ 규모의 시설 추가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넓 갈 것으로 보인다[7].   

력발 기 개발에 주도 인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 캐

나다, 호주, 국, 포루투갈, 일본 등이 있다. 이 나라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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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서풍 를 직 으로 받기 때문에 모두 평균 고가 

2m 이상인 지역이기에 력발 에 굉장히 유리한 해역이 

치한다. 그러나 한국은 3면이 바다인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국에 의해 편서풍의 향을 받는 해역이 없기 때문에 

평균 고가 1m 내외로 력발 에 상 으로 취약한 

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고에서도 에 지 변환 효율이 높은 부유식 

력발 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하 기 집

되는 태풍의 향에 의해 손  유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유식 력발 기의 개발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 한국 해역에 합한 력발 기에 해 제안

하려 한다. 이 력발 기는 잠수식으로 도에 의한 해수

압 진동을 기에 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본 장치는 잠

수식이기 때문에 풍랑  해일에 의한 손에 강인하며, 잠

수식으로 인한 진폭 확보의 어려움을 역학  구조 설계로 

극복하 다.

그림 1  력발  장치 단면도

Fig. 1  Brief view of wave energy convertor

그림 2  구동 어셈블리

Fig. 2  Drive assembly

2 . 력 발  장치의 구 성 부품

력 발 기는 서론에서 언 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

로 구 할 수 있으나 력발 기의 포 인 정의는 랑에 

의한 면의 주기  상하 운동 는 물입자의 후 운동 등을 

에 지 변환장치를 통하여 기계 인 운동에 지로 변환시킨 

후, 기 에 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즉 력 

발 기는 크게 물 입자의 운동에 지를 기계 인 운동에 지

로 변환시키기 한 구동어셈블리와 기계 운동에 지를 기 

에 지로 변환시키기 한 발 어셈블리로 나뉘게 된다. 

2 .1  구 동 어 셈 블 리

구동어셈블리는 도에 의해 바다 내부에 발생하는 해수

압 진동을 운동에 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구동어셈블리

는 하우징, 벨로우즈, 무게추, 지, 리니어 가이드 블록, 

샤 트와 샤 트 서포트, 지지 로 이루어진다. 각 부품의 

명칭과 략  모양은 그림 1과 그림 2에 표기되어 있다. 

그림 1은 력 발  장치의 단면도이며, 그림 2는 구동 어셈

블리의 사시도이다.

2 .1 .1  하우징

하우징은 력 발 장치의 외 을 형성하는 것으로 수

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의 속이나 강화 라스틱으

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해수의 유입  부식을 

방지하기 해 표면을 방수  특수처리를 할 수 있다. 

 

2 .1 .2  지

하우징 하단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하우징과는 단단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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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수 이 되어야 한다. 지의 재질은 해수의 압력

과 부식에 강한 속이나 강화 라스틱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 앙에는 해수의 유출입이 가능하도

록 완  통 가공한다. 

2 .1 .3  벨로우즈

벨로우즈는 일측(one side)만이 개방된 주름진 호스(hose) 

형상으로 개방된 일측이 지에 부착되며, 단단히 체결되

어 수  되어야 한다. 벨로우즈는 해수가 투과되지 않는 동

시에 외력에 의해 신장과 수축이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벨로우즈의 내부로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벨로우즈는 

수직방향으로 신축된다. 

2 .1 .4 무게추

무게추는 벨로우즈의 상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하우징 내

부 압력과 하우징 외부의 수압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무게여야 한다. 벨로우즈의 신축에 따라 무게추도 상하로 

움직이게 된다. 

2 .1 .5 리 니어  가이드 블 록  가이드 샤 트

리니어 가이드 블록은 벨로우즈나 무게추에 부착되어 벨

로우즈가 샤 트를 따라 수직 운동만이 가능하도록 운동을 

구속한다. 가이드 샤 트는 하우징  지에 고정된 샤

트 서포트에 의해 고정된다. 

2 .2  발  어 셈 블 리

발  어셈블리는 이동자를 통해 공 된 운동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발 기

(LPMG: Linear Permanent Magnet Generator)를 로 기술

한다. 선형발 기는 크게 고정자와 이동자로 구성된다. 본 

연구 은 4개의 선형발 기로 한 모듈을 구성한 4측식 선형

발 기를 연구 이며, 그림 3은 4측식 선형발 기의 사시도

이다. 

2 .2 .1  고정자

고정자는 n극과 s극이 교번으로 나열되어 있는 자석어셈

블리이다. 자석의 형태  종류는 다양하나 일렬로 나열이 

되면서 공간의 낭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직육면체 형태의 

네오디움자석을 사용한다. 각 자석사이에는 자속이 변하

는 것을 막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해 공극이 존재한다. 

2 .2 .1  이동자 

이동자는 무게추 혹은 벨로우즈에 고정된 부품이며, 하우

징에 고정된 발  어셈블리 내부에서 벨로우즈의 운동에 따

라 왕복 운동한다. 이동자는 코어와 코일  LM가이드블록

으로 구성된다. 코어는 규소강 을 층시켜 만들고 코어축

을 따라 솔 노이드 코일을 삽입한다.

그림 3  4측식 선형 발 기

Fig. 3  4-sided Linear generator

3 . 동작 원리  설명

제안한 력발  장치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동작하게 된다. 

1) 도가 잔잔한 상태에서 기압과 본체 설치 깊이에 

해당하는 수압의 합이 벨로우즈 상 의 아랫면에 작용하며, 

본체 내부 기압과 무게추에 의한 압력이 벨로우즈 상 의 

윗면에 작용하게 된다. 벨로우즈 상  , 아랫면에 작용한 

압력이 상쇄가 되도록 내부 기압  무게추의 질량을 선정

한다. 이 때 벨로우즈의 치가 이동자의 진동운동 평형

이 된다. 

2) 고가 높아짐에 따라 본체 외부 수압이 증가하여 해

수 출입구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면서 벨로우즈 내부의 수압

이 증가하게 된다. 증가된 수압에 의해 벨로우즈가 팽창하

면서 상단에 연결된 무게추도 상승하게 된다. 무게추가 상

승하면서 무게추 상단에 연결된 이동자는 발  어셈블리 내

부에서 상승 운동하게 된다. 

3) 고가 낮아짐에 따라 본체 외부 수압이 감소하고 벨

로우즈 내부의 수압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벨로우즈가 하강

하게 된다. 그에 따라 벨로우즈 상단에 연결된 무게추가 하

강하게 되며 무게추에 연결된 이동자는 에 지 발  어셈블

리 내부에서 하강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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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 상승  하강이 반복됨에 따라 2)번과 3)의 과정

을 반복하게 되며 이때 이동자는 에 지 변환 장치 내부에

서 상하반복 운동을 하게 된다.

4. 해수압 진동을 이용한 력발  장치의 장

4.1  수 에 발  장치 설치

수면 에 설치된 발  장치의 경우 풍랑, 해일 등에 의

한 해상 재해에 의해 장치가 손되거나 장치 유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실제 1976년 동해상에서 실험

된 주  1호의 경우 태풍에 의해 유실된 사례가 보고되었

다. 본 력발 기는 수 에 고정된 형태로 구조물이 해상 

표면에 직 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풍랑, 태풍, 해일 

등과 같은 해상 재해에 강인하다는 장 을 지닌다.

4.2  이동자 진폭의 크기  극 화

우리나라 동해안 기  평균 고는 1.2~1.5m/s로 력 발

에 한 실증 연구가 진행된 유럽 지역의 2.5m/s 보다 낮

은 편이다. 도의 상하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발 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고의 크기는 발 량에 지 한 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고가 상 으로 작은 우리나라 해역에

는 수  력발 기의 실효성이 낮다.   

본체의 아랫면에 해수 출입구를 치시킴으로 무게추를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다. 이 무게추는 기압  평균 

수압을 상쇄시키기 역할을 하며, 내부의 압력을 상 으로 

낮게 유지를 하면서 고의 변화 비 높은 내부 부피 변화

율을 유도하며 고 진폭 비 선형발 기의 이동자의 진폭 

변화를 증 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고가 작은 지

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4.3  유지,  보수의 용이

제안한 력발 기의 내부 구조는 벨로우즈, 랜지, 본체

와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선형 운동을 보완하기 

한 리니어가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 력발 기에 

비해 발  장치 내부는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벨로

우즈를 사용해 해수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내

부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어 유지 보수에 상  용이성을 

가져다 다. 

4.4 설치 단 가 감 

제안한 력발 기는 본체에 가해지는 수압의 방향이 수

직상방이기 때문에 본체가 부유할 수 있다. 따라서 본체를 

로  등을 이용해 고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일 수 있다.

5. 모의실험 결과

해수압 진동에 의한 력발 기 구 의 핵심은 구동 어셈

블리의 동작 여부이다. 구동 어셈블리의 동작을 확인하기 

해 그림 2와 같은 장치를 제작하 다. 하우징은 내부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게 T10, 500의 아크릴 이 로 제작

했으며, 지와 리니어 가이드 블록은 PE 수지로 가공하

고, 무게추와 리니어 샤 트는 녹 방지를 해 표면가공을 

한 철과 스테인리스로 제작하 다. 벨로우즈는 방수가 가능

한 폴리우 탄으로 특수 가공하여 제작하 으며, 완벽한 수

을 해 모든 이음새는 실리콘 착제로 착하 다. 벨

로우즈의 완벽한 수 과 내구성을 테스트 해보기 해, 벨로

우즈를 한 채 에어컴 서를 이용하여 압축공기를 주

입하는 내구성 테스트를 했으며, 5  이상의 압력에서도 

외형의 변형 없이 수 이 됨을 확인하 다.  

구동 어셈블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 은 

수직 도 발생장치를 개발하 다. 수직 도 발생장치는 공

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수면을 진동시킬 수 있는 장치로 15

마력의 에어컴 서를 사용하여 주기 5 에서 15  사이, 

최  진폭 1.3m 가량의 수직 도를 생성할 수 있다.  

수직하도 발생장치를 주기 10 , 진폭 약 0.3m의 수직

도를 생성하도록 설정하고, 구동 어셈블리의 모의실험을 실

시하 다. 고의 변화에 따라 구동 어셈블리 내의 벨로우

즈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수직 도의 수면이 최 과 최고 에 도달 했을 때의 순간 

화면이다. 고의 최고 과 최  사이의 간격은 약 0.5m 

정도이며, 이에 따른 벨로우즈의 운동의 최  폭은 략 

0.3m 정도이다. 따라서 고 비 약 60% 정도의 진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략 으로 악할 수 있었다.        

그림 4 수직 도 발생장치를 이용한 구동어셈블리의 모의실

험

Fig. 4 Experimental result of drive assembly using vertical 

wave maker

6 .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수압 진동을 이용한 력발  장치

는 수 에 설치하기 때문에 풍랑  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

에 강인하며, 벨로우즈를 사용하여 내부를 완벽 방수하기 때

문에 내부 압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한 무게추를 이용하여 기압  수압의 차를 상쇄시켜 

이동자의 진폭을 극 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 낮은 우

리나라의 해역에 합한 력발 기라 할 수 있다.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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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어셈블리를 실제로 제작하여 수직 도 발생기를 이용하

여 고 비 약 60%의 진폭 확보가 가능함을 실험 으로 

증명하 다.  

7.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 은 해양공학을 기반으로 한 구동 어셈블리의 기

구학 모델링에 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동 어셈블리

의 연구와 함께 그림 3과 같은 4측식 선형발 기의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 두 연구를 기반으로 구동 어셈블리와 

선형발 기를 결합시켜, 도에 의해 실제로 력 생산이 가

능함을 실험 으로 검증하고, 발 량 증 와 효율  운 을 

한 제어 방법에 해서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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