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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marine renewable energy is actively in progress.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wave energy converters. In this study, a numerical analysis of wave-energy extraction performance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body shape and scale of the sloped oscillating water column (OWC) wave energy converter (WEC), which can be connected with the 
breakwater. The sloped OWC WEC was modeled in the time domain using a two-dimensional fully nonlinear numerical wave tank. The 
nonlinear free surface condition in the chamber was derived to represent the pneumatic pressure owing to the wave column motion and viscous 
energy loss at the chamber entrance. The free surface elevations in the sloped chamber were calculated at various incident wave periods. For 
verification,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1:20 scaled model test. The maximum wave energy extraction was estimated with a pneumatic 
damping coefficient. To calculate the energy extraction of the actual size WEC, OWC models approximately 20 times larger than the scale 
model were calculated, and the viscous damping coefficient according to each size was predicted and applied. It was verified that the energy, 
owing to the airflow in the chamber, increased as the incident wave period increased, and the maximum efficiency of energy extraction was 
approximately 40% of the incident wave energy. Under the given incident wave conditions, the maximum extractable wave power at a chamber 
length of 5 m and a skirt draft of 2 m was approximately 4.59 k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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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가뭄과 홍수, 냉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과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대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cution, NDC)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

표를 가지고 있다(Heo, 2016; Bae, 2021).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파력발전은 해양 에너지원 중 

단위 면적당 에너지밀도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며 무한대의 지속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유망한 자원이다. 그러나 계절적, 

기후적 변동성이 심하고 다양한 에너지 추출 방법과 기구들이 여전히 개발 중이며, 표준화된 발전 모델이 아직까지 개발되 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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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력발전 장치의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파력발전 모델의 경우, 영국을 중심으로 상

용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 아이디어와 기술 진보, 상용화 및 유지 보수 운영기법 개발 등 많은 연구개발

의 수요가 있다.

영국의 세계적인 해양 에너지 연구개발 센터인 EMEC(The European Marine Energy Centre Ltd.)에서 파력발전 장치를 1차 에너지 변환 

형태에 따라 진동수주형(Oscillating water column, OWC), 가동물체형, 월류/월파형으로 분류하였다(EMEC, 2018). 이중 진동수주형 파력

발전 장치는 입사파로 인해 공기 챔버 내부의 수면 변화가 생기고, 이 수면 변화가 공기 유동을 발생시켜 최종적으로 공기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발전 방식은 파 에너지를 일차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보다는 효율이 낮을 수 

있지만, 에너지 추출을 위한 공기 터빈이 수면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지와 보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는 구조물의 운동 구속 조건에 따라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고정식 진

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연구 결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Koo et al.(2010)은 이차원 완전 비선형 수치 조파수조 기법을 이용해 일반적인 형태인 수직형 챔버 파력발전 장치의 진동수주실 내부 

유동을 모사하고 파 에너지 변환효율을 시간영역에서 해석하였으며, 이차원 조파수조 실험을 통해 챔버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

하였다(Koo et al., 2012). Liu et al.(2010)은 혼합 오일러리안-라그랑지안 법을 기반으로 한 DBIEM(Desingularized boundary integral 

equation method) 기반의 이차원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를 수치 모델링한 결과와 Sarmento and Falcao(1985)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구조물의 스커트 흘수에 따른 에너지 추출효율을 분석하였다. 각 요소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고차 경계요소법 HOBEM(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진동수주형 발전기를 해석한 여러 연구들도 보고되었다(Ning et al., 2015; Ning et al., 2020). Ning et 

al.(2016)은 HOBEM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수조실험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Kim et al.(2021)은 이론해로 구한 챔버 내 공기감쇠계

수를 적용하여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의 에너지 추출효율을 구하고 기존에 제시되었던 공기감쇠계수 적용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최근 일반적인 수직벽 형태의 OWC를 응용하여 항만이나 연안에 설치된 방파제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경사형 챔버 파력발전 장

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사형 OWC는 수직형 OWC 장치와 유사한 에너지 추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연안 구조물

인 착저식 방파제의 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관한 최근 연구로 Park, et al.(2018b)은 이차원 조파수조 실험을 통해 

경사형 진동수주실의 스커트(Skirt)와 폭(Width) 변화에 따른 챔버 내부의 상대 파고를 측정하였다. 또한, 전산유체 수치해석(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수행하여 챔버가 열려있는 상태, 즉 챔버 공기압이 대기압인 진동수주실 조건과 챔버 위에 덕트가 

설치되어 챔버 공기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챔버 내 파고를 계산하고 이를 이차원 수조실험과 비교하였다. Gaspar et al.(2020)는 CFD 해

석(FLUENT 이용)을 통해 수직형 챔버와 기울기가 40°인 경사형 챔버 내부에서 파랑 형태를 비교하였다. 경사형 챔버 내부에서 런업/다

운과 슬로싱이 수직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에너지원이 가장 높은 파 주기의 경우 수직형보다 에너지 추출 효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부유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에는 Backward bent duct buoy(BBDB) 형 파력발전 장치가 유명한데, Kim et al.(2006)은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BBDB의 파랑 중 운동응답을 계측하여 공기감쇠계수의 수치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차원 조파수조 실험 및 

수치 조파수조의 계산을 통해 점성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둥근(Round) 모서리 형태의 BBDB를 제안하여 에너지 추출 효율의 향상을 시도

하였다(Kim et al., 2012; Lee et al., 2013; K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경사형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에 대한 포텐셜 유동 기반의 이차원 완전 비선형 수치 조파수조 기법을 개발

하였다. 혼합 오일러리안-라그랑지안 법을 이용하여 경사진 챔버 내부와 외부의 자유표면의 비선형 파랑 운동을 시간영역에서 수치적

으로 모사하였다. 비점성 유체 기반의 포텐셜 유동 해석에서 점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점성 감쇠 계수(Viscous damping coefficient)를 

자유수면 경계조건에 추가하였으며, 챔버 상단의 덕트 설치로 인해 진동수주실 내에서 자유수면 변위로 발생하는 공기압력과의 상호작

용을 고려하여 챔버 내부의 유동 변화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를 기존에 수행된 실험 결과(Park et al., 2018a, 2018b)와 비

교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검증된 완전 비선형 수치 조파수조 기법은 선형/비선형 시간영역 해석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자유

수면의 비선형성에 대한 파고 효과 등을 실험을 통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경사형 

OWC 파력발전 장치의 각 에너지 구성요소를 계산하여 입사파 에너지와 비교하여 파력발전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가 보존됨을 확인하

였다. 최종적으로 실해역 환경에서 경사형 OWC의 에너지 추출량과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 모델 크기를 20배까지 확대하면서 계산하고 

이에 따른 챔버 내 점성 감쇠 계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

본 연구에서는 계산 영역 내 유체를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인 포텐셜 유체로 가정하여 경사형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

를 수치 모델링하였다. 이때, 이상 유체 유동을 잘 나타내는 속도 포텐셜은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 (1)

여기서 는 유체 입자의 속도를, 은 속도 포텐셜을 의미한다. 속도 포텐셜은 스칼라 값으로 복잡한 유체 유동 현상을 쉽게 표현할 수 있

으며, 유체 유동이 연속방정식을 만족하고, 비압축성 유동일 경우, 유체 영역의 지배방정식은 라플라스 방정식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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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플라스 방정식은 그린 이차 정리를 통해 식 (3)과 같은 경계 적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계산이 수행되는 유체영역을 의미한다. 경계면에서의 입체각 는 0.5이며, 이차원의 그린함수는 
ln 이다. 여

기서 은 계산 영역 경계면에서 소스점과 필드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자유표면 경계조건은 운동학적 조건과 동역학적 조건으로 나뉘는데, 자유표면 경계조건을 전체 미분()하여 비선형 자유수면 경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유표면상에 위치한 노드 점이 물 입자 운동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가정(Material node approach,  ∇) 

으로 식 (4), (5)로 나타낼 수 있다.




 


(4)




 


∇ 

 (5)

여기서 는 자유수면의 수직 변위(elevation), 는 중력가속도, 는 유체 밀도,   는 자유수면상에서의 공기압을 의미한다. 챔버 외부에

서는 대기압을 기준으로 0이며, 챔버 내부에서 공기압이 발생할 경우 진동수주실 부피와 노즐(덕트)의 크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

는 값을 갖는다.

입사파 경계조건은 수치 조파수조 왼쪽 끝 경계면에 입사파 성분을 대입하여 진행파를 발생시켰고, 수조 바닥 면, 우측 벽면과 고정 구

조물의 경계조건은 식 (6)의 불투과성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이는 경계면에 수직 방향으로의 유체 속도가 0임을 나타낸다.




  (6)

입사파가 진동수주실 내부로 진입 시 챔버 스커트 끝 단 등에서 유체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동에서의 압력 감소 식은 유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식 (7)과 같이 나타낸다.

∆  


  (7)

여기서, 은 손실 계수이며, 은 유속을 나타낸다. 위 식을 물 입자 속도()가 수주(Water column)의 평균 수직 속도(
)와 선형 비

례하다는 가정하에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입사파가 챔버 내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점성 감쇠 효과를 점성 감쇠 

계수()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식 (8)을 챔버 내 자유수면의 동역학적 경계조건(  )에 적용하여 유체 점성으로 인한 입사

파의 에너지 감소를 점성 감쇠 압력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Yang et al., 2019).


  

   


(8)

여기서, 
 는 수정된 손실 계수, 

는 진동수주실 내의 자유수면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다. 덕트가 설치된 진동수주실 내부에서 자유수면

의 변위로 인한 공기압이 발생하는데, 진동수주실의 공기 압력()과 덕트를 통과하는 유체 속도 사이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Ning et al., 2015; Yang and Koo, 2020).


  

 (9)

여기서, 은 선형 공압 감쇠 계수를 나타내며 
  sin 는 시간에 따른 공기 유속을 의미한다. 덕트를 통과하는 공기 유속은 챔

버와 덕트의 부피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챔버 내부의 공기 압력은 아래와 같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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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덕트의 면적, 는 챔버 내 부피변화율을 의미하며, 챔버에서 발생하는 점성 감쇠 효과와 덕트로 인한 공기압 효과(에

너지로 추출 =가능)를 모두 고려한 진동수주실 내부의 자유수면 경계조건을 식 (11)로 나타낼 수 있다.




 


∇  

 


  (11)

경사형 OWC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은 앞에서 설명한 경계 조건들을 가지고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력발전 장치의 수치해석 모델

링과 계산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유입된 입사파 에너지 플럭스는 입사파 에너지와 전달 속도(군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는 크게 4가지 에너지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입사파 에너지와 반사파 에너지, 공기 압력에 의한 

터빈의 최대 추출 가능 에너지량과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다. 위 4가지 에너지 요소의 식들은 각각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Koo 

et al., 2010; Kim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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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각각 입사 파고와 반사 파고, 는 군속도이다. 평균 에너지 추출률()은 진동수주실 면적과 입사파 주기당 계산한 

값이며, 노즐(덕트)에서 공기 유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

으며, 챔버 내 자유수면의 평균 수직 속도 (
) 의 제곱에 비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반사파 에너지 플럭스( )와 평균 에너지 추출

() 그리고 에너지 손실()의 합은 입사파 에너지 플럭스( )와 같아야 한다 (
  ). 이 식을 통해 파력발전 시스

템 전체의 에너지가 계산 영역내에서 보존됨을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확인함으로서 본 수치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수치해석 모델 및 결과

경사형 챔버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의 수치 계산 모델링을 위한 계산 영역을 Fig. 1에 도식화하였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진동수

주실 스커트(Skirt)의 흘수(Draft)와 두께(Thickness)를 나타내고, 은 진동수주실의 폭(Gap or width), 는 수심을 나타낸다. 여기서 와 

는 각각 0.09 m, 0.5 m로 본 연구에서는 고정값을 사용하였으며, 스커트 경사각은 33.7°로 설정하여 국내 경사형 방파제의 각과 유사한 조

건으로 차후 경사형 방파제에 본 모델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sloped OWC system with the open chamber condition

3.1 Open Chamber

진동수주형 챔버 조건에 따른 챔버 내 유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동수주실 상부를 열린 상태로 가정하여 챔버 내의 공기압이 대기

압인 조건의 수치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실험(Park et al., 2018b)과의 비교를 위해 1:20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동일한 입사파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는 챔버 내 공기압을 대기압으로 설정하여 파력 추출 장치(Power take-off, PTO)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

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다양한 구조물의 제원과 입사파 조건을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본 수치해석은 비점성, 비압축성, 비회전성 유체로 가정하고 계산하였기 때문에 유체 점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구조물

과 입사파간의 유체 점성에 의한 에너지 감쇠와 챔버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포텐셜 유동의 수치 조파수조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점성 감쇠 계수를 대입하여 OWC 시스템의 에너지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Table 1의 모든 Case에 대해 임의의 점

성 감쇠 계수를 대입하여, 동일한 조건의 이차원 조파수조 실험 결과(Park et al., 2018b)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찾음으로써 적절한 점성 감

쇠 계수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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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a numerical model of oscillating water column system ( = 0.09 m,  = 0.5 m)

Case  (m)  (m)

1 0.10 0.25

2 0.10 0.20

3 0.10 0.15

4 0.15 0.20

5 0.20 0.20

Table 2 Incident wave conditions

 (s)1)  (m)1) 1)

1.00 0.066 0.044

1.15 0.065 0.034

1.30 0.057 0.025

1.45 0.056 0.021

1.60 0.055 0.018

1.75 0.051 0.015

1.90 0.045 0.012

2.05 0.041 0.01
1)  = incident wave period,  = incident wave height,  = wavelength

Fig. 2에서는 입사파 주기 1.75초, 파고 0.051m, 점성계수  = 0,  = 0.5 조건에서 Case 1의 오픈 챔버 내 수면 변위에 대한 완전 비선형 시

계열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는 Fig. 3에서  = 13.8에 해당한다. 수면변위는 파정과 파곡의 차이를 1/2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에서

는 완전 비선형 수치 조파수조의 안정적인 입사파 발생을 위해 입사파 주기() 2배의 램프 함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진동수주형 파력 발

전기가 수치 수조의 조파기로부터 입사 파장의 약 4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챔버 내 수면 변위가 약 4주기(   = 4 )이후에 발생 됨을 확

인할 수 있다. 위 계산 조건에서 점성 감쇠가 없는 순수 포텐셜 유동 계산에서는 입사파 대비 챔버내 자유수면의 변위는 약 5배가 되고, 

점성 감쇠를 포함하면 약 3배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수면 변위가 크고 비선형 계산 결과여서 파정과 파곡의 크기가 달라 상, 하방 수

면변위가 비대칭임을 알 수 있다. 

Fig. 3는 Case 1에서 점성 감쇠 계수( = 0.5)를 수치해석에 적용했을 때 챔버 내 수면 변위 결과와 순수 포텐셜 유동 해석( = 0)에 의한 

수면 변위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적절한 점성 감쇠 계수가 적용된 완전 비선형 수치계산 결과는 이차원 수조실험 결과와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점성 감쇠를 적용했을 때 챔버 내 파고가 약 28% 감소하였다. 특히 챔버 폭 대비 입사 파장이 길 때(약 12~15배) 점

성으로 인한 에너지 감쇠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건에서는 입사 파장이 챔버 폭의 약 14배일 때, 점성 감쇠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a)  = 1.75 s,  = 0.051 m,  = 0 (b)  = 1.75 s,  = 0.051 m,  = 0.5

Fig. 2 Time series of incident wave and chamber surface elevation in Case 1 (Ope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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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2 ( = 0.7) (b) Case 3 ( = 0.8)

(c) Case 4 ( = 0.75) (d) Case 5 ( = 0.8)

Fig. 4 Comparison of surface elevations in the chamber according to damping coefficients in various cases

Fig. 3 Comparison of calculated surface elevations in the chamber with the experimental data at Case 1

Fig. 4에서는 Fig. 3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차원 조파수조 실험(Park et al., 2018b)과 수치해석 결과 비교를 통해 Case 2~5의 조건에서 실

험 결과와 가장 근접한 수치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점성 감쇠 계수를 구했다. Case 2에서  = 0.7, Case 3에서  = 0.8, Case 4에서  = 

0.75, Case 5에서  = 0.8을 수치모델에 적용했을 때 실험 결과와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챔버 스커트 흘수 및 챔버 폭에 따른 적

절한 점성 감쇠 계수를 실험과 비교하여 산정함으로서 포텐셜 유동 기반의 진동수주형 수치 모델링 (Open chamber 조건)의 신뢰성을 확

보하였다.

3.2 Partial Open Chamber with Duct

덕트가 설치된 경사형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의 전체적인 계산 영역을 Fig. 5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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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series of incident wave and chamber elevation in Case 

1 ( = 1.75 s,  = 0.051 m,  = 0.5, Partial open chamber)

Fig. 7 Comparison of surface elevations in the chamber with a 

pneumatic damping coefficient

Fig. 5 Schematic of a sloped oscillating water column system with duct

진동수주실 상부에 덕트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자유수면 변위로 인한 공기압이 발생한다. 따라서 챔버 내부의 공기 압력은 식 (10)으

로 나타내고 이를 자유수면 경계조건에 삽입하고 계산하였다. 공압 감쇠 계수( )는 덕트에 설치된 공기 터빈에서 추출할 수 있는 최대 

파력 에너지량을 의미하며, 챔버와 덕트 부피비와 관련이 있다. 공압 감쇠 계수 값( = 50)은 Park et al.(2018a)에서 수행한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 비교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때 덕트 면적 대비 챔버 단면적이 약 120배이다. 점성 감쇠 계수는 오픈 챔버 조건의 동일한 

크기의 구조물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였다.

Case 1( = 0.1m,  = 0.25m) 조건에 대해서 입사파 주기 1.75초, 파고 0.051m 조건에서 입사파와 챔버 내 자유수면 변위를 시계열로 비

교하였다(Fig. 6). 오픈 챔버 조건과 달리, 덕트가 존재하여 파력 에너지가 추출됨에 따라 챔버 내 자유수면 변위는 입사파고에 비해 약 

1/2로 감소하였고, 오픈 챔버 결과에 비해서 약 1/4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공기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의 Park et 

al.(2018a)의 수조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Fig. 7). 오픈 챔버인 경우( =0), 즉 공기압이 0일 때는 입사 파장이 증가할수록 챔버 내 수위

가 입사파고 대비 최대 2.5배 정도까지 상승하였지만, 챔버에 덕트가 설치되면 수위가 감소하였다. 이는 덕트로 인해 챔버 내 공기실 압

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 챔버 내 자유수면 변위가 억제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OWC의 공기터빈으로 파력 에너지를 추출함으로

써 챔버내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면이 낮아지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위 계산은 OWC에서 웰스 터빈이나 임펄스 터빈과 같이 직경이 큰 공

기터빈을 주로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챔버 내 공기가 과도하게 압축되지 않고 덕트에서 원활하게 배출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점성 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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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nergy conservation of each energy flux component in Case 1 ( = 0.1 m,  = 0.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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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surface elevation in the chamber at model 

and real scales (Model:  = 0.1 m,  = 0.25 m, ν= 0.5, 

Real:  = 2 m,  = 5 m, ν= 2.1)

Fig. 10 Viscous damping coefficients with scale factor

항이 이미 고려된 상황에서, 오픈 챔버 내의 수면 변위와 덕트가 설치된 챔버 내의 수면 변위의 차이는 공기터빈으로 추출 가능한 최대 

파력 에너지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8은 Case 1( = 0.1m,  = 0.25m)에 Table 2의 각 입사파 주기와 파고 조건에 따른 에너지 요소별 크기와 총합을 나타낸다. 반사파 에

너지 플럭스, 점성 감쇠 에너지량, 챔버 내 공기 에너지량의 합은 입사파 에너지 플럭스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동수주형 파

력발전기 시스템에서 모든 에너지 요소가 정확히 계측됨을 나타낸다. 챔버 내 공기 유동으로 인한 에너지(E-air)는 입사파 주기가 증가

할수록 대체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입사파 에너지의 약 20~40%이다. 또한, 반사파 에너지는 주기가 길어질수록 대체로 감소함

을 알 수 있는데, 입사파의 최소 50% 이상이다. 향후 반사파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이를 에너지로 추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사파 주기 변화에 따른 점성 감쇠 에너지는 큰 변화가 없다.

3.3 Real Scale Model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험 결과(Park et al., 2018a, 2018b)와 비교 검증을 위해 실제 모델 대비 1:20 축소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비교를 통해 본 수치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크기의 경사형 진동수주 발전기의 추출 에

너지(파워)를 예측하기 위해 수치모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적절한 점성 감쇠 계수를 산정하였다.

Fig. 9는 Case 1( = 2.5)의 축소 모델( = 0.25m,  = 0.1m)대비 20배 증가한 실제 모델( = 5m,  = 2m)에 대해 적절한 점성 감쇠 계수

를 대입하여 실험값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챔버 스커트의 흘수가 동일한 Case 1~3과 챔버 폭이 동일한 Case 2, Case 

4, Case 5에서 다양한 크기(Scale factor: 축소모델의 2배, 5배, 10배, 15배, 20배)에 대한 점성 감쇠 계수의 변화( , 은 축소모형( = 

0.1m)에서의 점성계수 값)를 Fig. 10에 나타냈다. 이를 통해 모든 Case에서 스케일에 따른 점성 감쇠 계수가 유사한 경향으로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Fig. 11 Comparison of E-air for Case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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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al scale condition and E-air at Case 1 ( = 5 m,  = 2 m)

_real (s) _real (m)  (m) E-air (kW/m)

4.47 1.32 30.85 0.05

5.14 1.3 39.81 0.55

5.81 1.14 48.90 1.94

6.48 1.12 57.87 3.48

7.16 1.1 66.80 4.57

7.83 1.02 75.41 4.59

8.50 0.9 83.87 4.01

9.17 0.82 92.20 3.53

실해역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평균 파주기를 고려하여 Table 3의 입사파 주기와 파고 조건에서 계

산하였다. 각 Case 별로 실제 스케일(20배 큰 모델, Scale factor = 20)의 점성 감쇠 계수를 구하였고, 이를 수치해석에 적용하여 최대 추출 

가능 에너지량을 Fig. 11에 나타냈다. 이때, 공압 감쇠 계수( )는 부피 비와 관련된 값이므로 축소모델에서 사용한  = 50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어진 입사파 조건에서 최대 추출 가능량을 비교했을 때 Case 1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Table 3에는 입사파 조건과 해당 

조건에 대한 Case 1 형상의 추출 가능한 최대 에너지량을 나타냈다. 주기() 7.83s, 파장() 75.41m, 파고() 1.02m의 조건에서 최대 4.59 

kW/m 값을 가지며 이는 입사파 대비 약 40%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포텐셜 유동 기반의 이차원 완전 비선형 수치 조파수조 기법을 이용하여 경사형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장치를 모델

링하였다. 진동수주실을 오픈 챔버로 가정한 수치모델을 동일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구조물 형상에 따른 점성 감쇠 계수를 산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챔버 폭과 스커트 흘수 변화에 따른 챔버 내 파고를 계산하였다. 진동수주실에 덕트 조건을 적용하여 자유수면 변화

로 인한 공기압이 발생하는 수치모델을 고려하기 위해 덕트에 설치된 공기 터빈에서 추출 가능한 최대 에너지량을 의미하는 공압 감쇠 

계수와 오픈 챔버 조건에서 구한 점성 감쇠 계수를 대입하여 챔버 내 파고를 계산하였고, 이를 동일 조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파력발전 시스템의 모든 에너지 구성 요소를 계산하여 에너지가 보존됨을 확인하였다. Case 1 조건

에서 입사파 에너지 대비 최대 40% 정도의 에너지가 추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터빈효율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을 포함하는 수

치이다. 반사파 에너지는 장파 조건에서 서서히 감소하지만, 입사파 에너지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파악되어, 향후 반사파 에너지를 최

소화하여 이를 에너지로 추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를 입사파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OWC 구조

물의 형상에 따른 에너지 추출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수치해석 축소모델을 최대 20배까지 확대하여 Scale factor에 따른 

구조물의 점성 감쇠 계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수치해석에 적용하여 실제 크기의 구조물(Case 1 모델의 약 20배)에서의 최대 추출 

가능 파력 에너지량(최대 4.59 kW/m)을 계산하였는데, 입사파 에너지 대비 약 40%였다. 향후, 실제 해양환경 조건에서 정확한 에너지 추

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파 조건을 적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점성 유체 기반의 CFD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상호 검증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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