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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Oscillating water column: OWC)의 에너지추출효율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물

형상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챔버 크기에 적용이 가능한 이론해를 이용하여 챔버내 공기감쇠

계수를 제시하고 이를 OWC에 적용하였다. 선형 포텐셜 이론에 기반을 둔 이차원 시간 영역 수치조파수조를 이용하여

이론해로 구한 공기감쇠계수를 적용한 OWC의 에너지 추출 효율을 구하고, 기존에 제시한 공기감쇠 계수 적용 연구 결

과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OWC의 형상 매개변수 해석을 통해 챔버내 에너지추출효율을 계산하고 해상환경에 따

른 최적의 형상조건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In this study, parametric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body shape to improve the energy extraction

efficiency of an oscillating water column (OWC). Using the analytical solution applicable to various chamber sizes,

the air damping coefficient in the chamber was presented and applied to the OWC. The energy extraction efficiency

of OWC with the analytic air damping coefficients was obtained using a two-dimensional time-domain numerical

wave tank (NWT) based on the linear potential theory, and comparative verification was performed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hape parameters of OWC, the energy extraction efficiency in

the chamber was calculated and the optimal shape conditions according to the ocean environment were suggested.

Keywords: Wave energy converter(파력발전장치), Oscillating water column(진동수주), Numerical wave tank

(수치조파수조), Analytic air damping coefficient(공기감쇠계수 이론해), Energy extraction efficiency(에너지

추출효율)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의 점진적인 고갈과 이산화탄소 배출로

대변되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Kim et al.[2018]). 그 중에서

도 에너지원이 풍부함과 동시에 무한한 발전이 가능하고 다른 에

너지원과 비교하여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양 파력 에너

지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파력발전장치(Wave energy converter)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oo et al.[2012]). 파력

발전기 개발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Kim et al.[2016]은 점흡수식

수직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에 대한 운동 및 에너지 추출효율에 대

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장치의 형상뿐만 아니라 흘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추출효율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rk et al.[2018]은

경계요소법 기반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감쇠판이 부착된 부유식 파

력-해상풍력의 연계형 복합발전이 가능한 대형 부유식 반잠수식 구

조물에 대한 개념설계 및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감쇠판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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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Joe and

Yu[2018]는 웨이브 글라이더 메커니즘을 활용한 파력발전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른 발전장치의 성능과 최적 설계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Kim et al.[2019]는 제주 서부 해역에 최적화된

비대칭 형상 파력발전 로터의 선형 거동에 대한 수치 및 실험적 연

구를 수행하였다.

해양파력을 이용한 발전방식은 파랑에 의한 장치의 운동으로서

파랑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과 파랑의 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Kim et al.[2007]). 전자의 경우에는 파랑의 상하

운동이나 회전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기계적 운동으로부

터 생성되는 에너지를 변환하는 가동물체(Movable body)형이나 파

랑의 운동으로부터 공기챔버(Air chamber) 내에서 물이나 공기의

흐름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진동수주(Oscillating water column)형

발전장치가 있으며, 해안 사면 또는 제방으로부터 월파 시킨 파와

해수면의 높이차를 통해 생성되는 위치에너지를 변환하는 월파

(Overtopping)형 발전장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발전방식 중에서 가장 활발히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

되었고, 일부 설치되어 시험운용의 경험이 축적되어있는 진동수주

형 파력발전장치는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1차 변환을 통해 물이

나 공기의 흐름과 같은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를 공기터빈

(Air turbine)을 통해 전기적 에너지로 2차 변환한다. 공기터빈은 일

반적으로 챔버 노즐에서 공기의 흡입과 배출 과정에서도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여 정류와 원동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웰즈터빈(Wells turbine)이나 임펄스 터빈(Impulse turbine)을

주로 사용한다. 

파력에너지 추출효율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

챔버의 크기와 터빈의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Sarmento and Falcao

[1985]는 선형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공기챔버 너비에 따른

터빈계수 C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에

너지 추출효율을 분석하는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Sarmento[1992]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

써 기존 해석 결과와의 에너지 추출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각각의 서로 다른 챔버 크기에 대한 해석해를 확립한 것으로, 이론

적으로는 다양한 OWC 챔버 크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계수이다.

Liu et al.[2010]은 혼합 오일러-라그랑지안법(Mixed Eulerian-

Lagrangian)에 기초한 DBIEM(Desingularized Boundary Integral

Equation Method) 기반의 이차원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해석을 통

해, Sarmento and Falcao[1985]의 해석해와 비교하고 구조물(스커

트)의 흘수에 따른 에너지 추출효율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에너지추출효율을 향

상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목적하는 해상조건에 대하여 OWC의

여러 형상 매개 변수 해석을 통한 에너지추출효율을 신속하게 분

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 도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석방법으로는

경계요소법(BEM: Boundary Element Method) 기반의 이차원 시

간 영역 수치조파수조(Numerical wave tank)를 사용하였다. 경계

요소법은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한 비선형 자유표면파 유동에 대

한 수치기법으로서, 최근까지 다양한 해양파-구조물간의 상호작용

해석등 해양유체역학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수치해석 모델로 활

용되고 있으며, 특히 OWC와 같이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는 해양에

너지 발전 구조물 성능해석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정요

소법(Constant panel method)과 더불어 각 요소의 비선형성을 고

려한 고차경계요소법(HOBEM;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을 이용한 OWC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최근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elibassakis et al.[2020]). 

수치해석을 통한 최적의 OWC 형상 선정과 효율 게산을 위해 다

양한 크기의 챔버에 대해 공기 감쇠 계수, 즉 기체 유동에 의한 에

너지 추출 계수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기존에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시행착오(Trial and error)방법을 통해 수치계

산의 공기 감쇠계수를 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챔버 형

상에 대한 공기 감쇠 계수의 이론해를 수치조파수조에 적용하는 기

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OWC 초기 최적화 모델을

선정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치조파수조 기법에 이론해의 공기감쇠계수를 적용하여 쉽고 빠

르게 OWC 챔버 효율과 최적 형상을 계산하는 연구결과는 매우 드

물거나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게 OWC 형상에 대한 매

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여 OWC 최적화 모델 선정 및 성능을 해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적 의미가 있다.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armento and Falcao[1985]

에서 제시한 공기챔버 너비에 따른 터빈계수(공기감쇠계수)를 적

용하여, Sarmento and Falcao[1985]와 Liu et al.[2010]의 계산 결

과와 비교하여 수치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목적

하는 해상조건에 따른 최적의 OWC형상과 이에 부합하는 챔버 공

기감쇠계수를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경계 값 문제(Boundary Value Problem)

본 연구에서는 포텐셜 유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차원 시간 영역

수치 조파 수조기법을 이용하였다. 수치조파수조나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OWC 계산은 기존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경계조건과 수치해석 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

였다. 경계조건식 등은 비선형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선형식만을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영역내

의 유체 유동을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의 포텐셜 유동으로 가정

하였다. 이때 계산영역은 좌측 입사 경계면과 정수면(z = 0)의 교점을

원점으로 하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 하였다. 유체 유동은 연속방정

식을 만족하며, 비압축성 유동일 경우 전체 계산 영역에 대한 지배 방

정식으로서 라플라스 방정식(Laplace equation)이 성립한다. 

 (1)

자유표면은 해수와 대기가 공존하는 경계층으로서, 이를 수치적

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유수면 경계조건(동역학적, 운

∇2
φ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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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적)을 만족해야하며 아래와 같이 비선형 경계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선형계산 시 2차항으로 표현되는 비선형항은 무시한다.

(2)

(3)

식 (2)와 (3)은 각각 자유표면에서의 동역학적, 운동학적 경계조

건이다. g는 중력가속도, ρ는 물의 밀도이다. Pa는 자유수면에서는

0 이지만, 공기챔버 내부의 자유수면에서는 압력이 존재하며, 공기

챔버 너비와 조건에 따라서 공기감쇠계수가 변할 수 있다. 운동학

적 자유표면은 유체 입자가 자유표면을 벗어날 수 없고, 항상 자유

표면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z = η)을 만족해야한다. 또

한 해저 바닥면 경계조건과 우측 벽면 경계조건은 평평하고 불 투

과성 조건을 가정하여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좌측 입사파 경계면은 선형 유체 입자 속도를 입사파 속도 포텐셜로

나타내어 경계조건에 식 (5)와 같이 대입하였다.

(5)

여기서, A는 파의 진폭(Wave amplitude), k는 파수(Wave number),

h는 수심, ω는 입사파의 주파수이고 nx는 x방향의 법선벡터이다. 

위와 같은 경계조건과 함께 지배방정식인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

기위해 그린 함수(Green function)을 사용하여 지배방정식을 경계

적분 방정식(Boundary Integral Equation)으로 변환하고, 일정 패널

법(CPM: Constant Panel Method)을 통해 각 요소(Element)를 이산

화 하고 이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6)

 (7)

여기서 α는 입체각으로서 CPM기법에서 경계면에서는 -0.5가 되

며, G(xi, zi, xj, zj)는 이차원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린 함수이다. R
1
은 경계면에 위치한 각 소스점(Source point)과 필

드점(Field point)과의 거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 계산만을 다뤘으나, 여기서 비선형 자유표

면 계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비선형 해석시 입사하는

파랑에 대하여 매 단위 시간마다 변하는 자유표면을 재현하기 위

해 혼합 오일러-라그랑지안(Mixed Eulerian-Lagrangian)기법을 사

용한다. 이때 자유표면의 경계조건은 전미분식( )을

통해 변형 시키고, 자유표면의 노드 속도( )가 유체 입자 속도( )

와 동일( = )하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자유표면 경계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8)

(9)

2.2 공기챔버 내부의 공기감쇠효과

OWC 공기챔버 내부의 자유표면의 변위에 따라 챔버 내부에 공

기 압력이 발생한다. 발생된 공기 압력은 챔버 상단부 입구(Air

nozzle)에 설치되는 터빈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된다고 가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Koo et al.[2010]에서 수행한 진동수주 챔버

모델링을 기반으로, 공기 압력의 조정을 통해 챔버내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Sarmento and Falcao[1985]의 이론해를

공기 챔버 계수로 적용하여 그에 따른 에너지 변환 효율을 분석하

였다.

공기감쇠계수(C)는 Sarmento and Falcao[1985]에서 제시한 터

빈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챔버내의 공기압과

이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 계수와 유사한 의미를 가

진다.

(10)

여기서 K는 파수, h는 수심, a는 공기챔버의 폭이다. u는 공기챔버

내부 자유표면에서의 공기유량이며 ξ는 압축성 공기의 스프링효과

로서 본 연구에서는 0을 적용하였다. m은 (1+αhcosech2Kh)-1과 같

으며 이때 α는 ω2/g와 같다. 

Fig. 1은 Sarmento and Falcao[1985]에서 제시한 해석해를 수심

및 공기챔버 너비의 변화에 따라 계산한 터빈계수(C)를 나타낸 것

이다. 계산된 터빈계수는 공기챔버의 너비와 수심에 따라 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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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various turbine coefficients as a function of

relative chamber width and relative wate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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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치계산에서 획득한 터빈계수는 기존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무한수심 조건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터

빈계수, C=1.628 을 적용하여, 입사파장 대비 공기챔버 폭에 따른

에너지 추출효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론값과 본 수치해석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산된 에너지 추출효율은 챔

버의 상대 폭에 따라 변하며, 입사파장 대비 약 20% 일 때 챔버내

에서 최대 에너지 추출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챔버 내부에서의 공기 압력의 변화 Pa(t)는 공기챔버 내 공기의

체적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면 Boyle법칙에 기

초한 다음의 상태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1)

여기서 Q(t)는 공기챔버에서 추출되는 유량이고, Ad는 챔버 상단부

덕트의 투영면적이다. Ud(t)는 매 단위 시간마다 터빈을 통해 외부

로 빠져 나가는 공기의 흐름속도이며 이는 비압축성 공기조건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2)

여기서 ΔV = Vt − Vt−Δt는 공기챔버 내부의 공기체적 변화량이다. 식

(11)과 (12)의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 단위 시간마다의 공기

압력은 식 (13)과 같으며, 이를 식 (2)에서 선형항만 고려한 식에 대

입하여 단위 시간마다 공기압력에 의한 자유표면의 변위를 식 (1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14)

2.3 에너지 효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치조파수조 내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추출 에너지와 입사하는 파랑의 에너지를 비교하였

다. 입사하는 파랑의 에너지는 파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에너지

유동은 파랑에너지와 그 전달 속도, 즉 군속도(Group velocity)의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가 모사된 포텐

셜 유동기반의 수치조파수조 계산영역에서는 입사파 에너지 플럭

스(식 15), 구조물에 의해 반사되는 반사에너지 플럭스(식 16), 공

기챔버에 의해 추출되는 에너지(식 17) 등 총 세 가지 에너지 요소

가 존재한다. 

(15)

(16)

여기서, Ei, ER은 각각 입사파 에너지와 반사 에너지를 나타내며,

Cg는 군속도, Ai, AR은 각각 입사파 진폭과 반사파 진폭이다. 공기

챔버 내에서 추출되는 평균 에너지유동은 공기압력과의 연산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여기서 는 매 단위 시간마다 챔버내 자유표면의 평균 수직 속도

이며, 공기챔버 내 한 파주기(1 T)에서 단위 시간마다 추출되는 에

너지 플럭스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최종적으로 공기챔버 내에서 추출되는 에너지 (Energy flux)는

식 (19-1)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공기감쇠 계수(C)를 포함한

단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 결과는 Koo et al.[2010]에서 제시

한 공기 압력에 의한 터빈의 에너지 추출식(식 19-2, AP)과 같으며, 두

식의 유사성을 통해 식 (19-3)과 같은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dm은 Koo et al.[2010]에서 제시한 공기챔버와 덕트간의

부피비 계수(=추출계수)이며, 이는 일종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

형식으로 구한 값이며, Cdm이 증가함에 따라 덕트 내 공기 유속이

증가하고 공기챔버 압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파력에너지양이 증

가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Cdm은 최종적으로 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공기감쇠 계수 이론해(C, 터빈계수)와

기존 연구의 Cdm과의 관계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챔버 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터빈계수 이론해의 타당성과 확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9-1)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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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energy extraction efficiency as a function of

relative chamber width (C=1.628, Deepwat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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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유체에서 에너지 보존이 충족 되려면 공기챔버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 에너지 플럭스와 추출되는 에너지 플럭스의 합이 입사하는 파

랑에너지 플럭스와 같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에너지추출효율은 식 (21)과 같다.

(21)

2.4 인공 감쇠 영역

유한한 길이의 계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차원 수치조파수조는

입사하는 파랑이 구조물 반사로 인해 불필요한 반사파가 발생할 수

있다(Kwon et al.[2019]). 특히, 반사파가 입사파 경계면으로 되돌

아 오면, 계산 영역내로 입사 파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

진다. 본 연구에서는 불 투과성인 조파(입사파) 경계면에 반사되어

되돌아 오는 파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φn−η 타입의 감쇠항에

램프함수(식 24)를 적용하여 자유표면 경계조건에 추가하였다(식

22, 23). 감쇠항이 적용되는 구간인 인공 감쇠 영역(Artificial damping

zone)은 계산영역 내 좌측 조파 경계면으로부터 입사파장의 2배 길

이까지 이다. 

(22)

(23)

 (24)

여기서 ∂φ∗/∂n, η∗는 반사파가 포함되지 않은 속도 포텐셜 미분값

및 자유표면 변화에 대한 이론값이며, μ0i는 인공 감쇠 계수로

μ02 = kμ01의 관계를 갖는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치 모델링 및 검증

본 연구는 고정식 진동 수주형 파력발전장치(OWC)의 에너지추

출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챔버 구조물 형상에 이

론해 터빈 계수를 적용하여 챔버의 물리적 변수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여 OWC 파력발전장치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Fig. 3은 OWC 모델이 적용된 이차원 시간 영역 수치조

파수조의 전체 계산영역을 도식화 한 것이다. 여기서 d, B는 각각

공기챔버의 스커트(skirt)의 흘수(draft)와 두께(thickness)를 나타내

며, gap은 공기챔버의 너비(폭)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자유표면의 변위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수렴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입사파의 한 파장당 자유표면의 노드 개수를

40개, 시간 간격은 T/64로 설정하였다.

Table 1은 앞서 언급한 Liu et al.[2010]이 수행한 OWC모델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며, Fig. 4는 터빈계수(C)를 포함한 모든 동일

한 제원으로 계산된 에너지추출효율을 두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한 것이다. 흘수가 0(d/λ=0)인 한계 조건에서 에너지추출효율은 기

존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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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view of computational domain for an Oscillating Water

Column.

Table 1. Characteristics of numerical model (Liu et al., 2010)

Wave length (=λ) 2 m

Water depth 1 m

Turbine Coefficient (C) 1.628

Column width (=B) 0.05λ

Wave height 0.01λ

Draft (d) 0

Fig. 4. Comparison of energy extraction efficiency as a function of

relative chamber width (C=1.628, d=0, deep wat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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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치모델에 따른 매개변수연구

일반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유의파고와 유의파주기는

각각 0.5~2.0 m, 4~6초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파고 1 m, 파주기 4초를 목표 파랑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심은

바닥면의 형상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중층수(Intermediate

water) 깊이구간인 10 m(h/λ=0.4054)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른 공

기감쇠계수는 정해진 수심에 따라 변화하는 터빈계수이며, 이때

Sarmento and Falcao[1985]의 이론해를 통해 계산된 이론상 최대

에너지추출효율을 갖는 터빈 계수 값(gap/λ=0.2 조건에서)은 Fig.

5의 계산 결과를 통해 C=1.574 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임의

의 공기감쇠계수(C=0~5)에 대한 에너지 추출효율을 나타낸 것으

로, 감쇠계수가 1.574 보다 작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감

쇠계수가 최댓값보다 크면 효율이 서서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입사하는 파랑에너지 플럭스에 대한 OWC의 각 요소별 에너지

플럭스와 총 에너지 플럭스의 합을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 이때 각 요소별 에너지 플럭스는 입사파랑 에너지 플럭스로 나눈

무차원화 된 값을 %로 나타내었다. 고정된 OWC 구조물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는 챔버내 공기압력으로 인해 추출되는 파력에너

지와 반사파 에너지가 존재하며, 두 에너지 플럭스의 합은 입사파

에너지 플럭스와 같은데, 이는 계산 영역내에서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치 계산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Fig. 5와 같이 수치 해석 결과 검증을 위해 사용한

제한적인 흘수 조건(d=0)과 스커트(B=0.05λ)에서의 에너지추출효

율은 이상적인 값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able 2의 제원과 같

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적인 해상환경을 가정하여 에너지추출

효율을 계산하였다. 이때 스커트의 흘수와 두께의 크기는 입사파장

으로 나눈 무차원화 된 값을 사용하였고, 챔버 노즐(Air Nozzle)의

투영 면적은 진동수주형 챔버에서 사용되는 웰스터빈이나 임펄스

터빈을 설치할 수 있을 충분한 크기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챔버 내

의 공기가 압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열 변화 등은 무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커트의 형상 변화에 따른 진동 수주형 파력발

전장치의 에너지추출효율을 추정하였다. Fig. 7은 각각 스커트 두

께와 흘수 변화에 따른 에너지추출효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때 입

사파장 대비 공기챔버의 폭(gap/λ)은 최대 에너지효율에 근접한 0.2를

사용하였고, 에너지추출효율은 공기챔버에 의해 추출되는 에너지에

입사파 에너지로 나눈 무차원화 된 값을 사용하여 %로 나타내었

다. 계산된 에너지추출효율은 스커트의 두께(B)와 흘수(d)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조물의 두께와 흘

수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입사하는 파랑이 구조물에 의해 반사되어

공기챔버 내에서 추출되는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8과 Fig. 9에서는 OWC 챔버 구조물의 각 변수들에 대한 매

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기감쇠계수의 유무, 즉 Open 챔버 조

건(터빈 계수 = 0)과 노즐을 통한 공기압 발생 조건(터빈 계수 = 1.574

조건)에 따른 챔버내 자유표면의 변위를 조사하였다. 파력에너지의

Fig. 5. Comparison of energy extraction efficiency according to var-

ious air damping coefficients (C), (gap/λ=0.2, h/λ=0.4054, B=0.05λ,

d=0).

Fig. 6. Energy conservation for an OWC according to dimension-

less chamber length (gap/λ) (C=1.574).

Table 2. Characteristics of Numerical Models

Dimension

Air damping Coefficient (C) 1.574

Air Nozzle 1 m

Water depth (h) 10 m

Wave period (sec), λ (m) 4 sec, 24.67 m

Wave height 1 m

Wave amplitude (Ai) 0.5 m

Chamber width (gap/λ) 0.2

Skirt thickness (B/λ) 0 ~ 0.2 (5 cases)

Skirt draft (d/λ) 0 ~ 0.2 (5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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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양은 터빈계수의 유무에 따른 챔버 자유수면 변화의 차이만큼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매개변수 해석은 챔버 폭에 대한 최대 에너지 추출효율을 가지는

터빈계수를 이론해를 통해 먼저 구한 후, 다른 변수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스커트 폭 비율(B/λ=0.05)과 흘수비(d/λ=0.05)중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한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각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

였다. Fig. 8과 Fig. 9의 결과를 통해 공기감쇠계수가 적용되지 않은

Open 챔버에서 흘수비가 0.05이하 일 때 자유표면의 변위가 최대인

것을 알 수 있고, 공기감쇠계수가 적용되었을 때는 약 50% 감소하여

그 차이만큼 에너지추출효율이 크게 증가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OWC 구조물의 물리적 크기 변수가 에너지 추

출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챔버 구조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정할 수 있다. 실제로 진동 수주형 파력발전장치를 설계하고 설치

하기 위해서는 추출되는 에너지 효율뿐만이 아니라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시한 수치해석

방법을 통해 목적하는 해상조건에서의 OWC 최적 형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계산 및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형 포텐셜 유동 이론에 기반한 이차원 시간 영역

수치조파수조 기법을 이용하여,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의 에너

지추출효율을 계산하였다. OWC 챔버 구조물의 에너지추출효율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챔버 형상에 따른 공기감쇠계수의 이

론해를 수치조파수조에 적용함으로서 목표 해상 조건에 대한 OWC

의 에너지추출효율은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이는 기존의 시행착오

방법이나, 실험결과와의 최종 비교를 통한 공기 감쇠 계수를 확정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론적 터빈 계수를 수치조파수

조에 바로 적용함으로서 OWC 초기 최적화 모델을 선정하고 효율을

계산하는데 유효한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이론해를 바탕으로 한 해상조건에서 최대 에너지 효

율은 입사파장 대비 챔버 폭이 0.2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적인 해상환경 조건을 대입하고, 챔버 폭에 대한

최대 에너지 추출 효율을 가지는 터빈계수의 이론해를 먼저 구한

후, 다양한 챔버 스커트 두께비와 흘수비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추

출효율을 분석하여, 스커트 두께비와 흘수비가 0.05 이하일수록 에

너지 추출양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터빈계수 이론해를 수치조파수조 기법에

적용하여 OWC 챔버 내 복잡한 유동과 구조물 형상에 따른 에너

지 추출량 및 효율을 비교적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목

적하는 해상조건에 따른 구조물의 최적형상 및 효율을 보다 신속

Fig. 7. Variation of energy extraction efficiencies according to skirt

thickness (B/λ) and draft ratios (d/λ) (C=1.574).

Fig. 8. Chamber wave elevations for various skirt draft ratios (d/λ)

(B/λ=0.05, C=1.574).

Fig. 9. Chamber wave elevations for various skirt thickness ratios

(B/λ) (d/λ=0.05, C=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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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결정할 수 있는 수치해석 툴을 제시하였다. 이는 챔버내 복잡한

유동 현상을 정밀하게 모사하는 수치해석(CFD)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비교적 간편하게 OWC 구

조물 최적형상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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