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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on the Motion of Floating Structure 

for Design of Wave Energy Generation Systems

Moon, Sun Young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a measurement technique which can measure simultaneously 

the motions of a free-floating structure and the flows around it is introduced. 

To investigate the flow field and the motion of the floater, we constructed 

a measurement system with which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fluid flows and structures motions was carried out. The measurement 

system consists of four cameras, a laser, and a host computer. The laser was 

used to illuminate the tracer particles. The particles' images were used to 

reconstruct the 3D measurement volume.

The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s of the fluid viscosity onto the motion 

of the floating structure. A cylindrical structure (d=30mm, L=100mm) was put 

over the water surface. The motions of the floating structure was produced 

by the wave generated in the water channel. The floating structure is made 

of acrylic and the waves were generated by a DC servo motor which was 

installed at the top of the channel. 4 wave conditions were generated by the 

motor rotation speed with 40rpm, 46rpm, 53rpm and 59rpm. The wave height 

and frequency were measured by a ultrasound-based level sensor(UltraLab 

ULS 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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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nfirming the wave generated with the motor speed 40rpm to be 

optimal to the actual sea condition, the floating model was installed in the 

water channel.

Simultaneous measurement was performed for the structure's motion and 

the flow motion around it. For the measurement of the structure's motions, 

‘Bidirectional Motion Tracking Algorithm’ was adopted as target tracking 

method. On the other hand, For the measurement of the flow motion, 

tomographic flow visualization technique in which MART algorithm was used.

The structure's motions and the flow motions were quantitatively measured 

by the constructed measurement system, and the their feasibility for the study 

of viscosity effects of the waves was confirmed.

KEY WORD: Wave power generation system 파력 발전 시스템; Bidirectional 

Motion Tracking Algorithm 양방향 운동 추적 알고리즘; Tomographic PIV 토모

그라픽 PIV;  Coupled Dynamics 연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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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화석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특히 이산

화탄소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화석연료의 

경우는 공급차질, 에너지 수요 증대 등으로 가격불안이 발생하고, 고갈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석유나 석탄과 같이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연료 대신 다소 비싸더라도 환경문제가 없고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그런 대체에너지원으로, 자연력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

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폐기물을 재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태양광·태양열,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해양, 연

료전지, 수소 에너지 등의 개발과 이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은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가격 급증, 환경제제가 발효되면서 더 심화되고 

있으며, 유일한 대안이라 인식되어 왔던 원자력은 최근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

소 방사능 유출사태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아이슬란드(2010년 폐기물 포함 기준 85%, 이하 동일), 뉴질랜드(39%), 노르웨이

(38%), 스웨덴(34%), 오스트리아(28%), 핀란드(25%), 칠레(23%), 스위스(22%), 덴

마크(21%), 캐나다(17%) 등이 있다. OECD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1차 에너지 

총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5% 내외에서 2010년 8%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화석에너지에 비해 개발효율이 떨어지고 자연조건에 의

존하는 특성상 공급의 안정성이 낮아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다. 

그로 인해 여전히 원유(36%), 천연가스(24%), 석탄(20%) 등 화석연료나 원자력

(11%) 등에 비해서는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설비, 기술적 문

제로 초기투자비용이 높아은 단점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높고 전 세계 투자

도 2004년 330억달러 수준에서 2010년 2110억달러로 연평균 36%의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그 중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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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는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에 항상 존재하는 풍부한 에너

지원이며, 그 중 파력 에너지는 깨끗하고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전 세계 해양

에는 8,000-80,000TWh/yr(혹은 1-10TW)의 파력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Hong et 

al., 2004).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는 파의 상하운동 또는 회전운동을 기계의 운동으

로 변환하고 이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과 비교하면 우

리나라와 같이 파고가 낮은 해역에서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

만, 구조물의 파손 및 유실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Song et al., 2011). 

설치 장소가 근해로 한정되어 큰 환경하중에 노출되는 고정식 파력발전장치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최근에는 부유식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는 입사파와의 상대 운동이 발

생하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파랑하중을 줄일 수 있지만, 목표로 하는 파주기

에서 발전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형상인자들을 결정할 필요

가 있다(Li et al., 2012). 

1.2. 연구의 목적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 중에서도 특히 부유식 발전장치는 파도의 자유표

면에서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해상의 유체력에 의하여 

시스템의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동이 유체력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해양 부유체의 연성운동과 그 영향에 대

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Doh et al. (2004), Doh et al. (2009), Cheon et al. 

(2012), Li et al. (2012)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치 해석

적 접근방법은 유체의 점성에 대한 계산모델의 부재로 인해 그 정확도를 검증

할 수 없으므로 실험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연구는 Volume-PIV 기법으로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를 포함한 부유식 해

양플랜트 구조물의 3차원 운동과 구조물 주위의 유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현하고, 유체-구조 상호작용에 대한 점성의 영향을 밝혀 이를 실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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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파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개요와 분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파

랑에 따른 부유체 운동을 측정 및 해석하기 위한 과정을 다룬다. 실험 장치 및 

방법, 파 발생 실험 및 결과, 부유체 운동 측정 원리 및 측정 결과, 부유체 주

위 유동장 측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PIV의 기본원리와 분류, 3차원 계측의 

원리와 측정입자의 3차원 복원알고리즘인 ART(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법 그리고 MART법(Multiplicative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한 분

석과 평가를 정리한다.

1.3. 파력 발전의 개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에너지 사

용에서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원유 등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압

도적이며, 천연자원 상태에서 생산돼 공급되는 1차 에너지 총량 중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를 차지한다. 1956년 M. 

Hubbert는 Shell Development Company에서 ‘Nuclear Energy and the Fossil 

Fuels’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연하며 허버트 곡선과 오일 피크(Hubbert Curve 

and Hubbert Peak)를 제시했다. 그의 예측과 같이 19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

던 원유 생산량은 200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향후 20년 이

내에 부존 된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자원고갈 문제와 함께 비재생에너지 사용에서 생긴 환경에 대한 문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에서 2007년에 발표한 기후변화 종합 요약 보고서(Climate change ; Synthesis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북반구 눈 면적

의 축소 등 심각한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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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ubbert Curve and Hubbert Peak

Source : Hameed Nezhad, World Energy Scenarios to 2050: Issues and Options, 2009 Sep 

Fig. 2 Changes in temperature, sea level and Northern Hemisphere snow cover  

Source : Climate change ; Synthesis Report 2007. I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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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는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완전히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으나 일부 

대체에너지원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한다.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에너지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필수 자원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은 현대 사회에서 미

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상용화된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이외에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해양에너지는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에 항상 존재하는 풍부한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급량 예측이 가

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크게 파도, 조수간만 등의 

운동에너지와 해양에 저장된 열에너지로 구분되며, 그 중 운동에너지는 형태에 

따라 조력에너지, 파력에너지, 조류ㆍ해류에너지로 구분된다. 

파랑은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어 심각한 에너지 손실이 없이 먼 거리

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모든 해역에 폭넓게 분포하므로 가용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해역이 광범위하며, 여타의 해양에

너지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이용성계수(availability factor)가 크다(Hong et 

al., 2004). 그러나 에너지의 불규칙성 및 

입사하는 파랑의 운동 및 위치에너지를 터빈 등의 원동기의 운동에너지로 변

환하여 발전하는 파력 에너지는 전 세계 해양에 8,000 - 80,000TWh/yr(혹은 1 

- 10TW)가 저장되어 있으며(Li et al., 2012), 다수의 국가에서 기술적으로 다양

한 방식들이 제안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연간 2,000TW의 전력이 파

력발전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간 전세계 에너지 잠재량 (TWh)
주 : 연간 전세계 발전량은 17,400TWh

조력 파력 조류
해수 

온도차

해수 

염도차

300  80,000  800 10,000  2,000

Table 1 Potential of Ocean power energy
자료 : IEA, Ocean Energy Opportunity,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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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력 발전시스템의 분류

파력발전은 설치방식에 따라 부유식, 고정식, 착저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는 대부분 50m 이상의 심해, 20∼50m의 중수심 혹은 20m 이하의 천해에 해당

하는 설치 수심에 의해 결정된다. 수심이 깊은 외해일수록 파력에너지가 높기 

떄문에 입력에너지의 크기나 운동의 효율, 시설주변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떄 심해에는 계류를 통한 부유식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수심에서

는 재킷 혹은 파일 형상의 고정식이 설계·시공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방파제 

등 연안구조물과의 겸용이 가능하고 추출된 에너지의 수송이 용이하다는 이점

이 있다. 천해에서는 케이슨 형식을 도입한 착저식이 파력발전이라는 단일 목

적 보다는 방파제 등의 역할을 겸한 복합이용에 유리하다.

에너지 변환 방식에 따라 파력발전시스템을 분류하기도 한다. 주기적으로 운

동하는 파의 위치 및 운동 에너지를 1차 가용에너지(낙차, 기계 운동 등)로 변

환하는 1차 변환, 이로부터 발전기 구동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2차 변환 

그리고 발전기를 통한 전력 생산 단계인 3차 변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차 

변환과 3차 변환이 하나의 장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Shin et al., 2012).

파력발전방식은 1, 2차 변환 방식 및 설치 수심, 사용하는 파의 종류 등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지만,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2차 변환장치에 이르

기 전 단계인 1차 변환에서 파의 위치 및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파랑이 물체에 주는 힘과 진동을 이용하는 가동

물체형, 파랑에 의한 수위의 변화에 따른 공기의 이동을 이용하는 진동수주형, 

바다 내에서 파랑에 의한 수압의 변화를 이용하는 수압변형, 수심이 얕은 해역

에서 파랑의 힘에 의해 제방에 유입되는 해수를 이용해 수차를 운전하는 월파

형 그리고 방파제 전면 등에서 평균 수위가 상승하는 wave set-up에 의한 해

수의 흐름을 이용하는 set-up형이며, 각각은 고정식 또는 부유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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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rt of Wave Energy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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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xisting state of
      a WEC development

 

Fig. 5 The existing state of a Rotating 
       Body Type WEC development

가동물체형(Rotating Body Type)은 파력발전의 분류 중 가장 오래된 형태이

다. 파랑의 상하운동, 회전운동 등에 의한 입사에너지를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여러 형태의 물체에 유체(해수, 파랑)에 접촉된 상

태로 직접 전달(연성운동)하고 이 때 발생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기계

를 작동시키는 것으로서, 기계 운동력으로 변환된 에너지는 다시 펌프액압, 공

기압 등으로 변환되거나 또는 그대로 발전기에 입력되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

여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2차 변환장치는 대부분 유압관련 시스템

으로 구성되지만, 선형 발전기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가동물체형 

장치는 파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용됨으로써 타 방식에 비해 에너지 흡수 효

율이 가장 높지만, 파랑의 반복 외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내구성 확보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결국 에너지 흡수 장치인 2차 변환장치는 반복 및 충

격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특별한 구조 혹은 조치가 필요하다.

진동수주형(Oscillating Water Column) 파력발전은 외해로부터 진행되어 온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가 장치의 전변에서 반사되어 중복파가 형성되고, 이 

때 발생하는 수면의 상하 움직임이 장치 전변의 개구부를 통해 공기실 내로 전

달하여, 공기실 안의 공기가 압축 팽창을 반복하게 되어 수주 내에 왕복성 공

기류나 수류가 형성되면 공기실 상부 노즐을 터빈에 연결하여 그로부터 에너지

를 흡수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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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파형(Wave Overtopping) 또는 월류형 파력발전은 파랑의 진행방향 전변에 

사면을 두어 파랑에너지를 물의 위치에너지로 저수한 후 형성된 수두차를 이용

하여 저수지의 하부에 설치한 수차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월파 저수형 방식과, 

사면 중간의 턱을 갖는 상부와 하부 사이에 수로를 설치하여 형성되는 수류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월파 수류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나, 월파수

류형의 경우는 실 해역에 설치된 적이 없는 방식이다. 터빈이 파의 운동을 직

접 감당하지 않아 파랑충격에 대한 위험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발생 전력의 변

동성이 작아 제어가 용이하다.

구분 가동물체형 월파형 진동수주형

원리

해수면의 운동(파랑)에 
직접 반응하여 움직이
는 장치를 이용하여 
파랑에너지 취득

파랑의 운동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변환하
여 형성되는 수두차를 
이용

파랑에너지를 공기의 
유동에너지로 변환하
고 공기의 흐름을 이
용하여 터빈을 구동

해역
환경
조건

파랑분호가 균일한 해
역 적용에 유리하며, 
심해 적용에 적합. 조
차 문제 없음

파랑에너지 밀도가 작
은 해역에 유리하며, 
넓은 파랑분포에 적용 
가능. 조차가 큰 해역 
적용에 어려움

파력발전에 효율적인 
파랑분포 범위 제한. 
조차 문제 양호.

에너지
변환
효율

높음(유압펌프) 낮음(저낙차 수차) 중간(Wells 터빈)

전력
운용
조건

매우불리(파랑조건의 
제어 불가능)

양호(장치의 가동조건 
설정이 가능하므로 변
동성이 작음)

불리(임계 파랑 이상의 
파랑조건시 가동 중단)

구조
안전성

매우불리(파랑하중에 
직접적으로 노출)

양호 (내파력 설계 이
외 안전대책 불필요

불리(에너지 변환장치
가 복잡)

유지
보수

어려움 용이 어려움

복합
이용

불가능
방파제 활용, 항내 수
질 점화, 배후 정온해
역 이용 가능

안벽형의 경우 소규모 
복합이용 가능

Table 2 Comparison of wave power gener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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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주요 파력발전장치의 종류와 관련기업 그

리고 개발현황을 1차 변환 및 설치 방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기 업 명 종 류 국 가 현 황

Pelamis Wave Power 가동물체 영국 상업화

Wave Star Energy 가동물체 덴마크 파일럿

AWS Ocean Energy 가동물체 영국 상업화전

Wave Dragon 월파  덴마크 상업화

WaveGen 진동수주 영국 상업화

OceanLinx 진동수주 호주 상업화

Sync Wave Energy 가동물체 캐나다 프로토타입

Wave Energy 월파 노르웨이 파일럿

Seabased 가동물체 스웨덴 파일럿

Offshore Wave Energy 진동수주 영국 프로토타입

ORECon 진동수주 영국 프로토타입

Sea Power Pacific 가동물체 호주 가동물체

Ocean Power Technologies 가동물체 미국 상업화

Wave Energy Technologies 가동물체 캐나다 파일럿

Ocean Wave Master 가동물체 미국 프로토타입

Finavera Renewable 가동물체 캐나다 상업화전

Wave Bob 가동물체 아일랜드 상업화전

Fired Ofsen 가동물체 노르웨이 상업화전

O-Wave 가동물체 영국 프로토타입

S.D.E Energy 가동물체 이스라엘 상업화

Trident Energy 가동물체 영국 프로토타입

Ocean Navilsa 가동물체 영국 프로토타입

Aquamarine Power   가동물체 영국 프로토타입

BioPower Systems 가동물체 호주 파일럿전

Table 3 Major overseas WEC and relate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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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1990년대부터 EU 차원의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인 Joule Project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파랑에너지 변환장치(WEC : Wave Energy 

Converter)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스코틀랜

드의 ‘오션 파워 딜리버리(Ocean Power Delivery)사’는 1998년부터 원통형 

부유체를 연결해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Pelamis라는 가동

물체형 파력발전장치 개발을 시작하여 2004년에 실해역에 설치하였다. 바다뱀

의 이름을 딴 Pelamis는 실린더들을 힌지로 연결한 형태의 반잠수식 부유 장치

로, 파랑에 의해 야기되는 힌지의 운동을 유압펌프로 연결하여 수압모터를 구

동시켜 전기를 얻는 파력발전장치이다. 단위 구조물은 길이 120m, 직경 3.5m의 

크기에 750kW의 출력을 갖는다. Pelamis는 단지 형태를 이루어 대규모의 파력

발전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며, 2.25MW급 발전 장치가 2008년 포르투갈 해안에 

설치되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재 Pelamis 파력발전장치는 제1세

대의 장치에 대한 결함을 보완한 제2세대 장치로 개량되어 750kW P2 Pelamis

로 명명하고 있다. 1세대 Pelamis는 E.ON사가 구입하여 2010년 10월 계통에 성

공적으로 연계되었으며, 현재 테스트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

업화를 위해 E.ON과 ScottishPower사는 힘을 합쳐 Orkney해변 근처에서 

100MW Pelami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Fig. 6 Pelamis system(1st gene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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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amis와 같은 부유식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는 파의 상하운동 또는 회

전운동을 기계의 운동으로 변환하고 이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을 취한

다. 이는 파의 운동을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하는 고정식 진동 수주형(Oscillating 

Water Column : OWC)형 파력발전장치나 또는 파의 운동에너지를 물의 낙차로 

변환하는 월파형 파력발전장치와는 다르게 직접 변환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반면 파랑하중을 구조물이 그대로 견디게 

되므로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고정식 파력발전장치는 설치장소

가 수심이 얕은 근해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보다 큰 환경하중에 노출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최근에는 부유식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

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는 입사파와의 상

대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파랑하중을 줄일 수 있지만, 목표로 

하는 파주기에서 발전 효율이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형상인자들을 결정할 필요

가 있다(Li et al., 2012). 그러므로 고효율 발전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동물

체형 파력발전 장치의 파랑 중 운동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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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파랑에 따른 부유체 운동 측정 해석

2.1.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아크릴과 프로파일로 제작되었으며 크기는 가로 3585 

mm, 세로 480 mm, 높이 585 mm이다. 수조의 양 끝단에는 철망과 차양막을 이

용하여 조파기에서 생성된 파랑의 파반사(wave reflection)를 방지하고 파랑을 

쇄파하기 위한 Wave Breaker를 설치하였다. 수조의 좌측 끝단에는 실험을 위

해 제작된 Flap type 조파기를 설치하였다. 

Fig. 7 Wave Breaker

 

Fig. 8 Flap type Wave Maker

이 실험에 사용된 조파기는 단상 인덕션 속도 조절 모터에 크랭크를 통해 가

로 450 mm, 세로 400mm 크기 철제 패들을 연결한 형태의 2차원 조파기이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패들의 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파랑의 형상을 제

어기 위해 GGM의 K9IP60FC-SU 모델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모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모터의 컨트롤러는 GUA-C-60B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아날로그 

조절 장치이다. 아래 Table 4에 사용된 모터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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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ngle phase induction velocity control motor

Model

Max. 

output

(W)

Voltage 

(V)

Freq.

(Hz)

Speed 

range

(rpm)

Permissible 

torque Starting 

Torque

(mN·m

gfcm)

Current

(A)

Input

(W)

Conden

sor

(μF)

1200 

rpm
90 rpm

mN·m

grcm

mN·m

grcm

K9IP60FC

-SU

단

상
60

220 60

90

∼

1600

450

4500

160

1600

210

2100
0.86 159

4

230

50

90

∼

1400

140

1400

140

1400

240

2400
0.89 154

60

60

∼

1600

240

2400

160

1600

240

2400
0.88 165

Table 4 Specification of the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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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파 발생 실험 장치

파랑의 특성에 따른 부유체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수조에 설치된 조파기가 생성하는 파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Water level 

sensor를 이용해 파 발생 실험을 실시하였다. 

파랑은 조파기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모터의 회전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

터의 회전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모터 전면에 휴대용 RPM Gauge를 설

치하였다. 사용된 RPM Gauge는 Compact Instrument의 a2103 LSR 001 모델이

며, ±0.02%의 오차율을 가진다. 

파랑의 특성인 파고, 주파수, 주기를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식 Water level 

sensor를 설치하였다. 사용된 Water level sensor는 General Acoustics의 

UltraLab ULS 20130이다. 초음파 신호 변환장치를 거쳐 Host-Computer에 연결

하였으며, 장치의 허용 오차율은 ±0.15%이다. 설치된 Water level sensor의 제

원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파장을 측정함과 동시에 파 발생 실험을 촬영하기 위해 Photron의 High 

Speed Camera를 Host-Computer에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카메라와 함께 사용된 

렌즈는 30mm F1.4 EX DC HSM이다.

Fig. 10 Water level sensor

  

Fig. 11 High Spee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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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model UltraLab®ULS-40D

Sensor
USSxx. IP65, M30x1.5, with temperature compensation, nickel 
plated brass tube (operationally stainless steel)

Measuring range
between the blind zone (from 30 mm to 350 mm) and the 
detection range limit (from 250 mm to 3400 mm)

Accuracy
uo to ±1 mm (under st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dependent on sensor model)

Resolution from 0.18 mm to 1 mm (dependent on sensor model)

Measurement 
frequency

from 20 Hz to 75 Hz (dependent on sensor model)

Voltage output BNC socket : 0~10 V

Power supply 230 VAC, 250 mA,(110 VAC optional)

Chassis approx. 250 / 90 / 190 mm width / height / depth IP 50

Temperature range -20 ∼ +70℃

Delivery package
laboratory instrument ULS-40D, ultrasound sensor 
USSxx, 10 m seneor cable, user manual, mains cable

Table 5 Specification of the Water level sensor

Fig. 13 Schematic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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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periment Set-up

2.1.2. 파 발생 실험 방법

조파기를 구동하기 위해 설치된 Motor의 회전속도에 따른 파도의 특성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해 파 발생 실험을 실시하였다. 조파기를 이용한 파 발생 실험

에는 Ultrasound-based Water level sensor와 High speed camera, RPM Gauge를 

사용하였다. Motor controller의 눈금을 한 단계씩 변화시키면서 Motor의 회전속

도는 RPM Gauge로 측정하고 Moter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파랑의 특성은 

Ultrasound-based Water level sensor로 측정하였으며, 실험 장면을 1대의 High 

speed camera를 이용하여 100fps로 촬영하였다. 측정은 미리 회전속도를 지정

한 Motor의 전원을 켜서 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 1회전 한 시점에 동시에 

진행되어 파 반사에 의해 파랑의 형상이 깨지기 전까지를 측정하였다. 패들의 

운동이 시작되는 위치는 실험의 8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였으며, 크랭크에 의해 

패들이 급격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파랑의 형상을 일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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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유체 운동 측정 실험 장치

2.1.3.1. 실험 장치

 부유체 운동 측정 시스템은 Ar-ion 레이저(8W, 532nm wavelength)와 고속

카메라 (Ditect, HAS-500, 1024 * 992 pixels, 100 fps), 32 bit 호스트 컴퓨터로 

구성하였다. 2대의 Host computer 중 Master computer에는 Camera 1, Camera 

2를 연결하였고,  Slave computer에는 Camera 3, Camera 4를 연결하였다.  

실험영상 촬영에서 좌, 우 카메라의 각도는 21 ֯, 상부 카메라 각도는 -3.5 ֯, 
하부 카메라 각도는 17 ֯로 설정하였다. 카메라와 함께 사용된 렌즈는 니콘 AF 

MICRO 105mm 렌즈이다. 실험에는 3580 × 480 × 585 mm3 크기의 수평 수조

를 사용하였다. 부유체의 위치는 조파기에서 1200 mm 떨어진 지점이다. 부유

체의 운동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는 부유체로부터 560 mm 떨어진 곳에 위치

하도록 설치하였다. 부유체의 하부에서 레이저를 볼륨으로 조사(照射)하였다. 

Fig. 14 Schematic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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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xperimental Set-up

Fig. 16 Camera Set-up



- 21 -

추적 입자의 3차원 위치를 결정과 4대 카메라의 위치별 표정요소를 구하기 

위해 z방향으로 교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평판 교정기(Calibrator)를 이용하여 

해당 단면에 대한 카메라의 표정요소를 각각 구한 후, 최종적으로 일정 간격으

로 움직인 공간에 대한 카메라의 표정요소를 구한다. Fig. 17은 x와 y의 크기를 

갖는 평판에 대해서 dz만큼 z 방향으로 이동하는 교정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

로, 단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을 인식시키는 작업이다. Fig. 18은 카메

라 교정에 사용된 교정기의 모습으로, x = 100 mm, y = 100 mm 크기이며 평

판 위에 두께 0.5 mm의 선으로 5 mm 간격으로 Grid를 형성하고 있다. 교정기

는 카메라 초점 중심에 대해 z축 방향으로 –5 mm부터 5mm까지 0.5 mm씩 총 

20회 이동시켜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추적입자로 사용한 입자의 크기는 56

이다. Fig. 19, Fig. 20, Fig. 21은 4대의 카메라가 교정기를 바라보며 촬영한 

교정기의 영상으로 각각 z = -5 mm, z = 0 mm, z = +5 mm 위치에서 촬영되

었다.

Fig. 17 Image for camera calibration



- 22 -

Fig. 18 Calibrator for camera calibration

Fig. 19 Calibration images at z =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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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alibration images at z = 0 mm

Fig. 21 Calibration images at z =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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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상사법칙을 적용한 부유체 제작

일반적으로 유체와 고체의 기계적인 상호작용은 세 종류의 힘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비교한다. 그것들은 관성력 , 중력 와 점성력 와 관련이 있다.

 ∝                           (2.1)

 ∝                           (2.2)

 ∝                           (2.3)

여기서 는 유체의 유속, 는 중력가속도, 은 유체와 고체의 상호작용에 대

한 특성길이, 는 점성계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 힘들의 상대적 크기 변화에 의존한다. 이것은 

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두 가지의 무차원수인 Froude number와 Reynolds number이다. 

 = 


 ∝ 


 ∝ gravitational force

inertial force
              (2.4)

 = 


 ∝ 


 ∝ viscous force

inertial force
                    (2.5)

여기서 는 동점성계수이다(  ).

이상적인 수리모형실험 설계에는 관성력과 중력, 점성력 사이에 균형이 실제 

모델에서의 현상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와 가 실제 모델에

서와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이것은 작은 스케일에서는 어렵다. 예를 

들어 선체의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 


 크기 모델의 수조 실험에서는 중력가

속도 는 실제 모델과 축소모형의 경우에 같지만 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

해서는 (2.4)와 같이 축소모형에서의 유속 가 실제 모델의 유속의 

로 줄어

들어야 한다. 유체의 특성이 실제 모델과 축소모형에서 같기 위해서는 동점성

계수 가 같아야 한다. 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2.5)와 같이 축소모

형에서의 유속 가 실제 모델의 유속보다 100배 커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중력가속도 를 확대하거나 동점성계수 를 축

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실제 모델에서의 유체보다 점성이 작은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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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소 모형 실험에 사용하는 방법과 실험에 원심력을 작용시켜 활용할 수 있

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방법은 수조의 크기가 큰 파력 에너지 장치에는 

활용할 수 없다.

파도와 고체의 상호작용에서 점성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물과 부유체의 경계

면에서 작용하며, 유체의 나머지 체적에서의 점성요과는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파력발전장치의 형상에 따른 점성력의 영향은 복잡한 형태의 장치의 경

우에 체적 대비 물에 담겨 젖어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

하고, 간단한 형태의 장치의 경우에 체적 대비 물에 담겨 젖어있는 면적이 좁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게 작용한다. 대부분의 실험용 파력발전장치에는 

Froude 상사법이 적합하며, 실제 모델에서의 경우와 관성력, 중력이 미치는 힘

의 균형이 같고, 점성력의 영향이 작아 실험의 결과를 통해 실제 모델의 운동

을 예측할 수 있다.

파력에너지에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할 때에는 파력에 대한 상사법칙이 중

요하다. 를 축소모델과 실제모델의 형상계수로 가정한다. (2.4)에서 와 가 

일정하다면 는  로 상사된다. 차원은 다음과 같다.

U   T
L 

                        (2.6)

여기서 U , L , T는 각각 속력, 길이, 시간의 차원이다. 그러므로 시간 또

한  로 상사된다.

동력의 차원은 다음과 같다.

P   T
M L 

                    (2.7)

여기서 M 은 질량의 차원이다. 질량은 부피에 비례하므로 M 은 으로 상

사되며, 따라서 동력은 으로 상사된다.

축소모델과 수조의 크기에 따라 축소모형은 1/30 또는 1/100 크기로 상사되

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변수에 대한 상사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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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Scailing

Wave height and length
Wave period

Wave frequency
Power density





 



Linear displacement
Angular displacement





Linear velocity
Angular velocity



 

Linear acceleration
Angular acceleration



 

Mass
Force
Torque
Power









Linear stiffness
Angular stiffness





Linear damping
Angular damping





Table 6 Froude scaling

파력 발전 시스템 설계를 위한 부유체의 운동 측정에 사용할 부유체를 제작

하기 위해 실험의 조건을 결정하였다. Froude 상사에 사용될 축소모델과 실제

모델의 형상계수 를 결정하기 위해 실해역의 깊이를 40 m, 파도의 조건은 파

고 2 m, 주기 5 s로 가정하였다. Plamis system의 실제 크기는 지름 3.5Φ, 길이 

10 m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 갖춰진 실험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조파수조 내의 

물의 깊이는 0.35 m로 설정하였다. 축소모델과 실제모델의 형상계수 를 아래

에 나타내었다.

 Ocean depth
Wave channel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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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계수 를 이용하여 실험 장비에 맞게 상사시킨 주파수, 파고, 부유체의 

지름과 길이와 같은 물리량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Physical 

Quantity
Symbol Units

Froude 

Scale 
s Model

Exp 

Model
Units

Wave Freq ω rad·s-1 s-0.5 10.69 0.2 2.14 rad·s-1

Wave 
height

H m s 0.00875 2 0.0175 m

Object 
lengths

L m s 0.00875 10 0.0875 m

Object 
heights

L m s 0.00875 3.5 0.03 m

Table 7 Experimental Conditions

상사결과와 사전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조건은 조파수조의 모터를 40 

rpm으로 구동하여 얻을 수 있는 파고 17 mm, 주기 1.6초로 결정하였다.

부유체는 Pelamis system을 간략화 한 원기둥 형상으로, 아크릴 파이프를 사

용하였다. 부유체의 운동 측정을 위한 Target point는 아크릴 파이프에 추적점

을 표시한 시트지를 부착하여 구현하였다.

Fig. 22 Flo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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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부유체 운동 측정 실험 방법

실험에는 3580 × 480 × 585 mm3 크기의 수조를 사용하였다. 수위를 350 

mm에 맞춘 후, 3차원 공간 내 입자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추적입

자를 유동장에 투입해 입자에 초점을 맞춘 후 각 카메라의 표정요소를 구한다. 

교정 작업이 완료된 후 수조 하부에 설치된 레이저의 광원을 관측영역 전체에 

걸쳐 볼륨 형태로 조사(照射)하였다. x축 방향으로 -30 mm ~ +30 mm, y축 방

향으로 -30 mm ~ +30 mm, z축으로는 -5 mm ~ +5 mm 범위를 촬영하였다. 부

유체의 운동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는 부유체로부터 560 mm 떨어진 곳에 위

치하도록 설치하였으며, 실험영상 촬영에서 좌, 우 카메라의 각도는 21 ֯, 상부 

카메라 각도는 -3.5 ֯, 하부 카메라 각도는 17 ֯로 설정하였다.

조파기에서 1200 mm 떨어진 지점에 레이저 광원의 중심을 맞춘 후 부유체

를 띄운다. 부유체가 수면에 안정적으로 뜨면 조파기를 구동하여 파랑을 생성

함과 동시에 4대의 카메라로 실험 영상을 동시에 촬영한다. 카메라의 촬영속도

는 100fps이며, 부유체를 계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영역 밖으로 부

유체가 밀려나가는 시점에서 촬영을 종료한다. 

촬영된 영상에서 파랑의 한 주기 동안 부유체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1주

기에 해당하는 160장의 영상에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유체와 부유체의 상호작

용을 알아보기 위한 50장의 영상을 포함하여 210장의 영상을 이용해 부유체의 

운동을 측정한다. 촬영영역에서 부유체의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하기 위한 복셀 영

역은 1024 × 992 영상을 기준으로 420 × 420 × 60 복셀이다.

2.1.5. 부유체 주위 유동장 측정 실험 방법

부유체 운동 측정 실험에서 취득한 영상에서 파랑 1주기에 해당하는 160장의 

영상과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유체와 부유체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50장

의 영상을 포함하여 210장의 영상을 이용해 부유체 주위의 유동장을 측정한다. 

촬영영역에서 유동장의 3차원 운동을 계측하기 위한 복셀 영역은 1024 × 992 

영상을 기준으로 420 × 420 × 60 복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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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 발생 실험 및 결과

Water level sensor는 조파기 패들의 우측으로 각각 1100 mm와 1660 mm 떨

어진 위치를 측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설치 높이를 적

용하여 수면 상단으로 300m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Sub-Computer에 

연결하여 수위변화를 측정하였다.

센서 설치 높이 = 예상 파고 높이 × 

 + Blind area + 여유 폭

   = 50 + 150 + 100 = 300 [mm]                 

Water level sensor는 초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로, 파고와 주파수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 이외에도 파랑의 파장을 측정하기 위해 High 

Speed Camera를 조파기 전면 1m 지점에 설치하였고, Host-computer는 Water 

level sensor를 연결한 Sub-Computer와 다른 PC를 사용하였다. 파랑이 생성되

어도 수조에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파수조의 수위는 350mm로 설정하였다. 

RPM Gauge는 모터 전면 300mm 위치에 삼각대를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Water level sensor를 이용한 파랑 특성 실험의 결과는 촬영시간(Record 

length), 표본 주파수(Sample frequency),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평균 

zero upcrossing 주기(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양의 방향 평균 진폭

(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음의 방향 평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등을 나타내며, 같은 경우의 실험을 2번

씩 반복하여 측정한 후 두 경우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음의 방향 평균 진폭과 양의 방향 평균 진폭을 더하여 파랑의 파고를 나타내

고, 파랑에 중첩되어 있는 각 성분파로 사용되는 정현파(Sinusoidal Wave)가 가

지는 zero upcrossing 주기를 파랑의 주기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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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rpm case 1 case 2 Aver.

Record length (TR) [s] 6.33 6.67

Sample frequency [Hz] 30 30 30.00

Standard deviation [mm] 5.79 5.57 5.68

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TAVU) [s] 1.59 1.57 1.58

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AC) [mm] 8.65 8.86 8.76

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AT) [mm] 8.36 8.1 8.23

  

Table 8 Result data at 40 rpm

실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실험을 위해 제작된 수조에 설치된 조파기가 

생성하는 파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파기를 구동하였다. 설치된 모터의 

Speed Control Unit으로 40 rpm의 파랑을 생성하였다. 1차 파랑 특성 실험은 

6.33초, 2차 파랑 특성 실험은 6.67초간 진행하였으며, 실험의 결과는 표본 주파

수(Sample frequency)의 평균이 30 Hz,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5.68, 평균 

zero upcrossing 주기(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1.6초, 양의 방향 평

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8.8 mm, 음의 방향 평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8.23 mm로 나타났으며, 

Table 8에서 측정 당시 수조의 모습과 파고 측정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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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rpm case 1 case 2 Aver.

Record length (TR) [s] 4.23 8.43

Sample frequency [Hz] 30 30 30.00

Standard deviation [mm] 6.85 6.97 6.91

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TAVU) [s] 1.32 1.35 1.34

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AC) [mm] 11.56 11.2 11.38

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AT) [mm] 8.28 8.22 8.25

 

Table 9 Result data at 46 rpm

실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실험을 위해 제작된 수조에 설치된 조파기가 

생성하는 파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파기를 구동하였다. 설치된 모터의 

Speed Control Unit으로 46 rpm의 파랑을 생성하였다. 1차 파랑 특성 실험은 

4.23초, 2차 파랑 특성 실험은 8.43초간 진행하였으며, 실험의 결과는 표본 주파

수(Sample frequency)의 평균이 30 Hz,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6.91, 평균 

zero upcrossing 주기(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1.3초, 양의 방향 평

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11.38 mm, 음의 방향 평

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8.25 mm로 나타났으

며, Table 9에서 측정 당시 수조의 모습과 파고 측정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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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rpm case 1 case 2 Aver.

Record length (TR) [s] 8.17 6.6

Sample frequency [Hz] 30 30 30.00

Standard deviation [mm] 10.58 10.1 10.34

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TAVU) [s] 1.13 1.13 1.13

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AC) [mm] 14.89 13.41 14.15

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AT) [mm] 14.72 15.42 15.07

  

Table 10 Result data at 53 rpm

실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실험을 위해 제작된 수조에 설치된 조파기가 

생성하는 파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파기를 구동하였다. 설치된 모터의 

Speed Control Unit으로 53 rpm의 파랑을 생성하였다. 1차 파랑 특성 실험은 

8.17초, 2차 파랑 특성 실험은 6.6초간 진행하였으며, 실험의 결과는 표본 주파

수(Sample frequency)의 평균이 30 Hz,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10.34, 평균 

zero upcrossing 주기(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1.13초, 양의 방향 평

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14.2 mm, 음의 방향 평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15.1 mm로 나타났으며, 

Table 10에서 측정 당시 수조의 모습과 파고 측정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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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rpm case 1 case 2 Aver.

Record length (TR) [s] 5.67 6.57

Sample frequency [Hz] 30 30 30.00

Standard deviation [mm] 12.98 12.83 12.91

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TAVU) [s] 1.02 1.02 1.02

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AC) [mm] 19.7 20.8 20.25

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AT) [mm] 16.75 15.17 15.96

  

Table 11 Result data at 59 rpm

실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실험을 위해 제작된 수조에 설치된 조파기가 

생성하는 파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파기를 구동하였다. 설치된 모터의 

Speed Control Unit으로 59 rpm의 파랑을 생성하였다. 1차 파랑 특성 실험은 

5.67초, 2차 파랑 특성 실험은 6.57초간 진행하였으며, 실험의 결과는 표본 주파

수(Sample frequency)의 평균이 12.91 Hz,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12.91, 

평균 zero upcrossing 주기(Average period by zero upcrossing) 1.02초, 양의 방

향 평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crest height) 20.25 mm, 음의 방

향 평균 진폭(Aver. zero crossing max. wave trough excursion) 15.96 mm로 나

타났으며, Table 11에서 측정 당시 수조의 모습과 파고 측정 결과 그래프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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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RPM

Water Depth [mm] Period   [s] Wave Height [mm]

40 350 1.6 17.01

46 350 1.3 19.63

53 350 1.1 29.22

59 350 1 36.21

Table 12 Result of Wave maker calibration

조파기가 생성하는 파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Water level sensor를 이

용해 실험한 조파기 Calibration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수조의 수위는 

350 m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패들을 움직이는 모터의 RPM이 높아질수록 

파랑의 주기는 줄어들고, 파고는 커지는 특성을 그래프의 값과 추세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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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유체 운동 측정 원리 및 측정 결과

2.3.1. 부유체 운동 측정 원리

부유체의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카메라에서 얻은 시각영상으로부터 

구조물에 표시된 동일한 패턴의 표적을 추적해야 한다. 파랑에 의한 부유체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 Hwang(2005)에 의해 제안된 FSIMS(Flow-Structure 

Interaction Measurement System)를 기반으로 유체-구조 연동운동 동시측정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Fig. 23에 FSIMS의 기본 순서도를 나타내었다. 부유체의 운동

과 파랑의 유동장을 동시에 획득한 후, 부유체의 운동장과 파랑의 유동장을 개

별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구하게 되며, 이 때 개별적인 연산에 의한 동시간의 

운동장과 유동장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구조물의 운동장은 Doh et al. (2004)

와 Hwang(2005)의 연구에서 제안한 ‘양방향 운동 추적 알고리즘(Bidirectional 

Motion Tracking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제 1 시각 영상에서의 표적물()이 제 2시각 영상의 임의 크기의 탐색 영

역 내(반경 이내)에 자신의 표적물로 추정되는 후보()를 기점으로 하여 재

차 제 1시각의 보다 작은 임의 크기의 탐색영역 내(반경)에 원래의 표적물

()이 발견되면 두 시각사이에서의 운동의 동일한 표적물로 간주된다. 이 방

법에서는 과  값의 설정에 따라서 동일 표적물의 발견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을 15픽셀, 를 20픽셀로 취함으로써 동일 표적물을 비교적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Hwa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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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Flowchart of modified FSIMS

Fig. 24 Concept of bidirectional track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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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실험 결과

Tomographic Imaging 기술을 바탕으로 파랑에 의한 부유체의 운동과 부유체 

주위 유동장을 동시에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조파기에서 생성되는 파랑

의 1주기 동안에 부유체의 운동과 유체와의 연성운동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실험과정에서 고려한 인자들은 카메라 사이의 각도, 입자크기, 영상과 대

비되는 심도 등이었으며, 아래 그림은 부유체의 운동과 파랑의 유동장을 촬영

한 한 순간에서의 카메라 4대의 영상이다.

부유체 하부에서 레이저 광원이 조사되어 불규칙한 점을 인쇄한 시트지의 표

적점 일부에서 반사가 일어나 차후 연구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유체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 camera 1 영상을 기준으로 네 개의 표적점

을 결정하고 전술의 ‘양방향 운동 추적 알고리즘’을 실험영상에 적용하였다. 

Fig. 25에 부유체의 표적점을 나타내었고, Fig. 26은 ‘양방향 운동 추적 알고리

즘’을 적용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Fig. 25 Raw images at the same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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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Applying Bidirectional Motion Tracking Algorithm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Fig. 27부터 Fig.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적점을 

촬영한 네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같은 높이에 설치한 camera 1과 

camera 2, camera 3과 camera 4의 두 쌍으로 나누어 두 카메라에서 취득한 영

상에서 양방향 운동을 추적하였다. 각 실험단계에서 얻은 카메라의 교정값을 

적용하여 영상 내에서의 x, y방향 위치와 3차원으로 복원된 표적점의 x, y, z 

방향 위치를 얻을 수 있다.

각각의 표적점에 대한 Motion tracking 결과를 제시하였다. Point 1의 결과는 

Fig. 27부터 Fig. 30, Point 2에 대한 결과는 Fig. 31부터 Fig. 34, Point 3에 대한 

결과는 Fig. 35부터 Fig. 38, 표적점 Point 4에 대한 결과는 Fig. 39부터 Fig. 42

에 나타내었다. 영상에 촬영된 표적점의 x, y 방향 위치는 두 쌍의 카메라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상하로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3차원으로 복원한 x, y, 

z 방향의 절대위치 또한 동일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표적점의 위치 복

원 결과를 유체력에 의한 부유체의 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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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Result of tracking Point 1 between Camera 1 and camera 2

Fig. 28 Result of tracking Point 1 between Camera 3 and came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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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Result of Motion tracking for Point 1 between Camera 1 and camera 2

Fig. 30 Result of Motion tracking for Point 1 between Camera 3 and came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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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esult of tracking Point 2 between Camera 1 and camera 2

Fig. 32 Result of tracking Point 2 between Camera 3 and came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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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Result of Motion tracking for Point 2 between Camera 1 and camera 2

Fig. 34 Result of Motion tracking for Point 2 between Camera 3 and came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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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Result of tracking Point 3 between Camera 1 and camera 2

Fig. 36 Result of tracking Point 3 between Camera 3 and came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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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Result of Motion tracking for Point 3 between Camera 1 and camera 2

Fig. 38 Result of Motion tracking for Point 3 between Camera 3 and came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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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Result of tracking Point 4 between Camera 1 and camera 2

Fig. 40 Result of tracking Point 4 between Camera 3 and came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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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Result of Motion tracking for Point 4 between Camera 1 and camera 2

Fig. 42 Result of Motion tracking for Point 4 between Camera 3 and came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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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유체 주위 유동장 측정 원리 및 측정 결과

2.4.1. PIV의 기본원리

PIV는 유동장에 유체와 동일한 비중을 가진 추적입자(Tracer particles)를 넣

고 적당한 조명(레이저광원, 백색광원 등)을 가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소 

시간간격을 두고 기록한 영상(Image)을 영상처리방법으로 분석하여 유동장의 

순시 또는 시간평균의 유체역학적 특성을 고찰하는 계측기법이다. 이 때 유동

장의 국소적인 속도는 특정 한 점을 지나는 추적입자의 미소 시간간격동안 이

동한 미소 직선거리 및 방향으로 구할 수 있지만, 실제 유속에 근접하려면 이

동변위가 매우 작아야 한다. 즉, 입자의 유적선(path line)은 직선성과 등간격성

(입자의 등속도)이 보장되어야한다. Fig. 43은 PIV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Fig. 43 Principle of 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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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PIV의 분류

PIV는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영상밀도의 개념

을 적용하여 크게 ‘고영상밀도(High-image-density) PIV’와 ‘저영상밀도

(Low-image-density) PIV’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저영상밀도 PIV’는  

‘PTV(Particle Tracking Velocimetry)’라고 하며, ‘고영상밀도 PIV’는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라고 한다. PIV의 경우 영상에서 픽셀(pixel)

당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영상밀도는 0.12이며, PTV의 경우 0.023이다. Fig. 

44는 PIV의 영상밀도를 Fig. 45는 PTV의 영상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4 Image density of PIV

    

Fig. 45 Image density of PTV

PTV는 영상에서 △t(t1 → t2)시간간격 동안 입자의 중심을 추적하여 속도벡

터를 얻게 된다. 즉, t1 에서의 입자의 중심과 t2 에서의 입자의 중심이 각각 속

도벡터의 시점과 종점이 된다. 이렇듯 PTV는 개별의 입자를 추적하기 때문에 

일명 ‘개별입자추적 PIV’라고도 한다. 따라서, 개별입자를 추적하기 위한 

‘입자추적법’이 중요하게 되었고 동일입자를 판별해 내기 위한 다양한 계측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4프레임법’으로 Fig. 

46에 그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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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Principle of 4-frame method

속도벡터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프레임에 위치한 입자 P1이 제2프

레임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대거리(R1)를 유동장의 특성으로부터 미리 파악한

다. 이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입자는 입자 P1이 이동하여 제2프레임 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위치 점들의 후보들이다. 같은 원리로 제2프레임의 입자 P2의 제3프레

임상의 예상이동위치는 제2프레임까지의 이동거리와 같은 곳의 동일한 방향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입자의 직선성과 등속도성을 가정한다

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제3프레임에서의 후보탐사범위(R2)는 입자의 이동거리 

및 각도변화를 고려하여 제1-2프레임에서 보다 좁게 하면 처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오류벡터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제4프레임에서의 입자이동위치 

및 탐사범위(R3)도 같은 절차로 구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하나의 입

자에 대한 이동경로는 일종의 계층구조를 형성하여 수많은 궤적후보들이 얻어

진다. 이렇게 얻어진 궤적후보 중에서 한 입자의 참된 이동경로를 얻기 위해서 

각각의 이동거리 L1, L2, L3를 이용한 평가함수 (2L2 - L1 - L3)를 비교하여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조합을 참된 입자경로로 택한다. 3프레임 또는 5프레임 이상

의 다프레임법을 이용하여도 무방하나 3프레임의 경우에는 이상치(outlier)의 발

생이 증가하여 후보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며, 4프레임을 초과하면 2차

원의 레이저광원 시트의 폭 방향을 이탈하는 입자의 수가 증가하여 유효벡터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실험조건에 맞는 다프레임법을 찾

는 것은 많은 실험경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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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된 PTV의 속도벡터 결정방법은 유동장에 개별적으로 분포된 

입자들의 크기 및 밀도분포상태에 영향을 받기 쉽다. 즉, 입자들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구별이 힘들게 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하여 PIV의 원리인 ‘계조치상호상관법(gray-level cross-correlation)’을 도입

한다. 계조치상호상관법은 유동장에 분포된 입자 개개의 도심좌표를 구하는 대

신 계조치의 분표특성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Fig. 47은 2프레임의 영상데이터를 

이용한 계조치상호상관법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Fig. 47 Principle of gray-level cross-correlation method

모든 유체는 연속성을 가지므로 미소시간동안 입자영상(제1프레임, 제2프레

임)에서의 상관영역 (correlation area) 내 계조치 분포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

다. 따라서 제1프레임의 임의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제2프레임상의 같은 크

기를 갖는 영역과의 계조치에 대하여 식 (2.8)을 이용한 상호상관값을 구하여 

비교하면 그 중 가장 큰 값을 동일입자의 이동위치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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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성능이 높을수록 이와 같은 과정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으므

로  제1프레임상의 가상의 중심입자(속도벡터의 시점)에 대한 제2프레임상의 

가상의 중심입자(속도벡터의 종점)를 구하는데 유리하다. Fig. 48에서는 여러 가

지 PIV를 분류하는 기준 중에서 속도벡터의 추적알고리즘에 따라 PIV를 분류해 

나타내었다. 

입자영상유속계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개별입자추적PIV (PTV)
[Descrete Particle Tracking PIV (PTV)]

입자분포상관 PIV
[Particle Distribution Correlation PIV]

조명부호 PIV
[Illumination Code PIV]

- 단일 프레임
(Single Frame)
- 부호조명
(Coded Exposure)
- 부호해석
(Code Analysis)

자기상관 PIV
[Auto Correlation PIV]

- 단일 프레임
Single Frame
- 단일 조명
Single Exposure
- 상호상관계수 계산
Cross Correlation

개별도심 PIV
[Discrecete Centroid PIV]

- 이중/다중 프레임
(Double/Multi Frame)
- 단일 조명
(Single Exposure)
- 도심좌표추적
(Centroid Tracking)

상호상관 PIV
[Cross Correlation PIV]

- 이중 프레임
(Double Frame)
- 단일 조명
(Single Exposure)
- 상호상관계수 계산
(Cross Correlation)

Fig. 48 Sort of 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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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3차원 계측의 원리

2.4.3.1. 계측법의 원리

카메라를 통한 3차원 공간의 정량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2대 이상의 카메라와 

각각의 카메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카메라의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단

사진표정이라 하며, 카메라 정보와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상은 카메라 중심점에 

대한 투영의 관계가 성립된다. 본 논문에서는 Doh at al.(2001)이 제시한 외부요

소(, , , , ,  )와 내부요소 (, , , )등 10개의 요소를 가지는 

새로운 관측방정식 (2.9)를 사용한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Fig. 49는 10개 표정요소(Cameras orientation parameters)를 이용하기 위해 

절대 좌표계(X, Y, Z)에 대한 카메라 좌표계(x, y, z)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는 절대 좌표계 'O'(0, 0, 0)점으로부터 카메라 중심까지의 거리를 의미

한다. 카메라 좌표계와 절대 좌표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X, Y, Z축에 대한 각각

의 회전각을 , , 로 정의하면, 축에 대한 회전행렬은   가 된

다. 즉 X, Y(, )축 회전에 의해 카메라 좌표계의 z축과, 절대 좌표계의 Z축이 

평행하게 되며, 다시 Z( )축 회전에 의해 카메라 좌표계의 x, y축과 절대좌표

계의 X, Y축이 서로 평행하게 된다. 이렇게 회전된 절대 좌표값을 (,, 

)으로 표시하고, 카메라의 z축과 절대좌표계의 Z축을 일치시키기 위한 이동량

을 ,  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카메라의 z축과 절대좌표계의 Z축을 일치시

키면, Fig. 50과 같은 카메라의 xy평면과 절대 좌표계 사이의 투영관계가 성립

된다. 즉 절대좌표계의 대상점과 사진좌표계의 투영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공

선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측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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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Relation between absolute-coordinate & camera-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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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Projection between camera and absolute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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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기서 ,  는 이미지 그래버에 따른 장방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며, 

∆, ∆ 는 이미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굴절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 







      ∆  


      

식 (2.9)와 같이 정의된 각 카메라의 표정요소를 구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3-D 좌표 (X i,Y i,Zi )와 사진좌표(xi, yi )에 대해 F, G는 식 (2.10)과 (2.11)과 같

이 표시된다.

      F cxdismx myZm

Xm mx
x∆x              (2.10)

      G  cydismx myZm

Ym my
y∆y              (2.11)

한편, 이러한 F, G방정식은 비선형 연립방정식이므로 이를 풀기 위하여 초기

에 표정요소의 미지의 값을 가정하고 테일러 급수전개에 의한 최소자승법으로 

보정량을 구하여 수렴될 때까지 근사치를 보정하는 수정 Gauss - Newton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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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위치결정의 원리

카메라의 표정요소가 구해지면 사진좌표(x, y)와 절대좌표(X , Y , Z)간에 식 

(2.10)과 (2.11)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F dZm
cxXm mx

 x∆x   (2.12)             

          ∴ 

∆
     

            

            G dZm
cyYm my

 y∆y       (2.13)

          ∴ 

∆
                  

 

 여기서, ddismx my  이다. dZm  t (Zm  d t)
 라고 두면 

       Xm cx
x∆x tmx ,  Ym cy

y∆ytmy            (2.14)  

  이 된다.  또한, 회전변환행렬을 MM 이라 두고, 역행렬을 B 라 두면

     











XmYmZm

MM








XYZ  => 









XYZ
MM 











XmYmZm

 B










XmYmZm

  이므로 X ,Y ,Z 에 관해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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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Xm BYm BZm

 Bcx
sx
Bcy

sy
BtBmxBmyBd

      Y  BXm BYm BZm

 Bcx
sx
Bcy

sy
BtBmxBmyBd

   

      Z BXm BYm BZm

 Bcx
sx
Bcy

sy
BtBmxBmyBd

                       

                                                  (2.15)

이 되며, ddismxmy  이고  ∆,  ∆라고 하면, 카

메라의 위치( X, Y, Z )는 다음과 같다.

               X BmxBmyBd
               Y BmxBmyBd                      (2.16)  
               Z BmxBmyBd

이로부터 각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중심(X, Y, Z)과 입자의 중심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입자에 대한 두 대 이상의 카

메라로부터 구해진 직선방정식을 공선의 조건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즉, 

Fig. 5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점에 대해 각각의 카메라는 다음의 직선방정식

을 가진다.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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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3D position of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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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직선방정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8)

                   (2.19)   

또한, 이 두 직선에 대한 최단거리를 가지는 t, s 는 다음과 같다.

       


  


,                     (2.20)   

여기서,   

           

            이다.

, 가 구해지면 , 가 결정되어 진다. 여기서, 실제 

값은 다음과 같다.

          

















 























































              (2.21)

각 입자에 대해 상기 과정을 거치면 대응하는 카메라간의 입자와 하나의 3차

원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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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3차원 복원의 원리(ART & MART method)

3차원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투영하는 방법에는 Angular method와 

Translation method가 있다. Translation method는 카메라를 평행하게 배치하고 

대상체를 촬영하는 일종의 기하학모델을 이용한 투영법이다. Angular method에

는 matrix를 이용하는 방법인 (2.22)와 도형의 길이비를 이용한 pin-hole 모델법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pin-hole모델을 이용한 투영법을 활용하였다. 

                   × 















 






′
′
′






 ⇒




 ′
′

  ′
′




                  (2.22)

Fig. 52 Pin-hole model in Tomographic PIV

Fig. 52에서는 토모그라픽 PIV에 접목할 pin-hole 모델기반의 교정법을 나타

내었다. 그리고, 실제 3차원 공간에서의 광원에 비추어져 빛 밝기 

       를 가지는 입자들과 2차원의 카메라 CCD 센서에 맺히는 2차원

의 빛 밝기    와의 관계를 (3.23)에 나타내었다.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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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일종의 가중 계수로써 복셀(voxel)의 빛 밝기가 픽셀(pixel)의 

빛 밝기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낸다. 이 값은 픽셀에서의 상대적인 복셀의 크

기와 복셀중심과 카메라의 시선 사이의 거리에 큰 영향을 받으며, 

 ≤ ≤ 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3차원공간의 2차원 공간으로의 투영관계

를 이용한 토모그라픽 복원 영상모델을 다음 Fig. 53에 나타내었다.

Fig. 53 Principle of image reconstruction in Tomography

토모그라픽 PIV에서 추적입자의 영상복원을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ART법과 

MART법을 사용하고 있다. ART법은 입자의 밝기정보(계조치값)의 실제값과 계

산된 값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ART법 계산식을 (2.24)에 나타내었다. 



- 62 -

        
  

             
 

∈ 

  


      
∈

       


       (2.24)

여기서  는 수렴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가중계수이며, ART법에서는 

 ≤  ≤  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가중계수에도 불구하고 ART법은 

상대적으로 계산 값이 큰 경우 수렴속도가  늦다는 단점이 있다. 

ART법이 입자의 밝기정보에 대한 실제값과 계산된 값의 차를 이용하여 계산

했다면, MART법은 실제값과 계산된 값의 비를 이용한다. 따라서, ATR법에 비

해 훨씬 빨리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25)은 MART 법의 계산식을 나타낸

다.

        

               







∈

        


    




  

               (2.25)

여기서,  도 계산의 수렴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중계수로서 MART법에서는 

≤ 의 값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 사용된 토모그라픽 PIV는 수렴속도가 

빠른 MART법을 적용하였다. 즉, 레이저 볼륨 내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부터 

저장된 영상들의 빛 밝기 정보를 복셀 내에서 입자를 복원할 때 MART법을 이

용한다. Fig. 54는 이러한 토모그라픽 PIV의 원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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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Principle of Tomographic 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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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PIV 기법을 이용한 유동장 측정 결과

Tomographic Imaging 기술을 바탕으로 파랑에 의한 부유체의 운동과 부유체 

주위 유동장을 동시에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조파기에서 생성되는 파랑

의 1주기 동안에 부유체 주위 유체의 유동과 점성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실험과정에서 고려한 인자들은 카메라 사이의 각도, 입자크기, 영상과 대비

되는 심도 등이었다. 각 방향의 영상 촬영 영역은 X : -30 mm ~ 30 mm, Y: 

-30 mm ~ 30mm, Z: -5mm ~ 5mm이며 측정영역에서 기준으로 3차원 유동장을 

계산하기 위한 복셀 영역은 1024*992 영상을 기준으로 328 * 320 * 80 이다.

부유체 주위 유체의 유동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획득한 2차원 영상을  

MART법을 기반으로 한 Tomographic PIV(Thinkers Eyes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3차원 유동장으로 복원하였으며, Tecplot을 사용하여 유동장 및 운동장을 표현

하였다. 

복원된 유동장에서 z=0 위치의 xz plane을 시간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제

시된 유동장은 1주기의 파랑이 시작된 후 1.5초가 경과한 시간부터 1.6초가 경

과한 시간까지의 결과로, 유체는 네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현된 속도벡

터가 전술한 부유체의 운동과 유체의 유동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유

체 주위에서 유속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계류시키지 않은 부유체를 유동의 방향

으로 밀어내어 유체의 유동과 부유체의 운동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부터 부유체와 유체 사이에는 점성에 의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부유체의 위치와 운동에 대한 유체 점성의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부

유식 해상 구조물에는 계류가 필요하며, 계류에 의해 해상 파력발전시스템의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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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0th frame (z=o)

Fig. 56 3D velocity vectors at 240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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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1st  frame (z=o)

Fig. 58 3D velocity vectors at 241s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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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2nd frame (z=o)

Fig. 60 3D velocity vectors at 242n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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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3rd frame (z=o)

Fig. 62 3D velocity vectors at 243r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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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4th frame (z=o)

Fig. 64 3D velocity vectors at 244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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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5th frame (z=o)

Fig. 66 3D velocity vectors at 245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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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6th frame (z=o)

Fig. 68 3D velocity vectors at 246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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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7th frame (z=o)

Fig. 70 3D velocity vectors at 247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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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8th frame (z=o)

Fig. 72 3D velocity vectors at 248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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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49th frame (z=o)

Fig. 74 3D velocity vectors at 249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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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50th frame (z=o)

Fig. 76 3D velocity vectors at 250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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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Mean velocity of zx plane at 251st frame (z=o)

Fig. 78 3D velocity vectors at 251s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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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제언

해상의 유체력에 의하여 시스템의 운동에 영향을 받는 파력발전 장치 중 가

동물체형 특히 부유식 발전장치에서 발생하는 연성운동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

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Tomographic 이미징(Imaging) 기술을 이용한 Volume-PIV 기법으로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를 포함한 부유식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3차원 운동과 구

조물 주위의 유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체-구조 상호작용에 

대한 점성의 영향을 밝혀 이를 실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유식 파력발전장치 중 Pelamis system에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실험

모델로서의 부유체를 제작하였고, 조파기에서 생성되는 파랑에 의한 부유체의 

운동과 부유체 주위의 유동장 측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속 고해상카메라 4대를 이용한 Tomographic-PIV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체유동과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을 동시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유체의 유동과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 사이에 유체 점성

의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랑에 따른 유체의 유동에 의하여 부

유체가 운동하게 되고, 부유체의 관성력에 의해 부유체 표면에 유체의 유동이 

발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유체의 운동이 유체의 유동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부유체 표면에서 유체 유속이 빨라지면서 부유체의 위치변화에 기여

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성운동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유체의 점성을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계류된 부유체의 운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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