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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n Interaction among Waves, 
Pressurized Air and Coastal Structures

-About OWC-WEC and Onshore Bridge-

by

Ik-Han Jeong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As coastal structures, the Oscillating Water Column(OWC)-Wave Energy Converter(WEC) is a typical 

structure that uses the flow of pressurized air and the onshore bridge is a typical structure that uses the cushion 

effect, which utilizes pressurized air to reduce wave force. Both structures utilize the pressurized air, and thus, 

this study numerically analyzed the structures’ dynamic behavior, applied wave force and surrounding wave 

field when regular(OWC-WEC) and irregular(bore and solitary wave, onshore bridge) waves are incident to 

the structures.

This study introduced a new type of economically feasible OWC-WEC, which considered the seawater 

circulation system to minimize changes in the coastal environment. Applying the olaFlow model of CFD code 

based on Navier-Stokes solver, this study numerically analyzes wave deformation due to structure, air velocity 

in and out of the nozzle at different water surface levels in the air chamber, and seawater velocity at circulating 

channel. The experiment tested two set-ups: linear regular wave and irregular wave derived from Modified 

Bretschneider-Mitsuyasu spectrum. The validity of the olaFlow model was verified for each set-up. As a result, 

the air flow velocity at nozzle increases as the Ursell number increases, and the velocity of air exiting the 

air chamber is greater than the velocity of air inflowing.

This study also introduced a wave power system equipped with OWC-WEC and compressed-air-injection 

breakwater, and numerically analyzed the wave power system’s functions as the breakwater and as the OWC-W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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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4, the Boundary Element Method based on the Linear Velocity Potential Theory and Boyle’s law 

with the state equation to analyze pressurized air Flow were used for the numerical analysis. In Chapter 5, 

the Boundary Element Method for Linear Velocity Potential Theory supposing non-compressed air flows was 

used. The results for each numerical analysis were verified through the comparison to the existing numerical 

analysis results or physical test results. In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ve deformation, 

structure behavior, and air flow velocity were demonstrated, from which compressive and non-compressive air 

are found out to show the same analysis results.

Meanwhile, the effects of solitary and bore tsunami waves were numerically analyzed through TWOPM-3D(3D 

one-fiel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ows) method, which is based on Navier-Stokes solver. The tsunami 

of solitary wave was generated numerically in numerical wave channel, and the bore wave was derived from 

the upper and lower water level difference. In each case, the validity of the action wave was verified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numerical analyses and the existing experimental results. The variation characteristics 

of horizontal and vertical wave forces were thoroughly examined, including changes in water level and velocity 

due to changes in the intensity of bore waves, digging of solitary waves, types and locations of bridges, and 

the number of girders. In the case of solitary waves acting on girder bridges, the maximum values of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wave forces showed increasing tendency in accordance with increasing incident wave 

height, while different variation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as the number of girders changed, revealing that 

the entrained air in the fluid flow profoundly affects the vertical force. In addition, when the tsunami of a 

bore wave was applied to girder bridges, as the bore wave intensity increased, the maximum horizontal wave 

force and the vertical upward wave force tended to increase while the vertical downward wave force in some 

cases decreased.

In conclusi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foundation data for constructing fixed or 

floating OWC-WEC system with seawater circulation system at shallow and deep sea. The results of wave 

force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ridges and solitary and bore waves can be used, especially in the 

East Sea area of Korea, to calculate the wave force of tsunami on existing bridges, and also applied to designing 

new bridg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estimate calculation of the wave force of tsunami on the new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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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압축공기-연안구조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해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구조물과 연안교량에 대해-

정  익  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요  약

연안구조물에서 파로 인한 압축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구조물이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구조물이

고, 압축공기의 완충효과에 따른 파력저감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구조물이 연안교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공

기를 매개로 한 연안구조물(진동수주형 파력발전구조물과 연안교량)을 대상으로 주기파랑(진동수주형 파력발

전구조물)과 비주기파랑(단파와 고립파; 연안교량)이 입사한 경우에 구조물의 동적거동과 작용파력 및 주변 

파동장을 수치해석으로부터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을 향상시키면서 해안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신

형식 OWC-WEC를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Navier-Stokes solver의 혼상류해석기법에 기초한 공개 CFD 

code인 olaFlow모델을 적용하여 구조물에 의한 파랑변형, 공기실 내에서 수면변동과 노즐에서 공기유·출

입속도 및 해수소통구에서 해수흐름속도를 수치해석적으로 상세히 평가하였다. 여기서, 입사파랑으로 

선형규칙파의 경우와 Modified Bretschneider-Mitsuyasu스펙트럼에 의한 불규칙파의 경우를 각각 적용하

였으며, 각각에 대해 olaFlow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로부터 입사파 혹은 유의입사파의 Ursell수

가 커질수록 노즐에서 공기흐름속도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실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공기속도가 외부

에서 공기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속도보다 더 크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방파제로 연구·개발된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에 OWC-WEC을 탑재한 파력발전시스템을 상

정하여 방파제로의 기능과 OWC-WEC로의 기능을 수치해석적으로 병행·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제 4장

에서는 선형속도포텐셜이론에 기초한 경계요소법 및 압축공기 흐름해석에 Boyle법칙과 단열변화과정

에 기초한 상태방정식을 각각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제 5장에서 비압축공기흐름을 가정한 

선형속도포텐셜이론의 경계요소법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에 대한 본 수치해석결과는 

기존의 수치해석결과 혹은 수리실험결과와 비교로부터 그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수치시뮬레이션에서

는 파랑변형율, 구조물의 거동 및 공기흐름속도 등의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로부터 압축성공기 및 비

압축성공기 모두 동일한 해석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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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고립파성 및 단파성의 지진해일파가 연안교량에 작용한 경우 그의 작용파력을 수치

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치해석에서는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한 3차원혼상류해석법인 TWOPM-3D를 

적용하였다. 고립파는 수치파동수로에서 수치조파되었고, 단파는 상·하류측의 수위차로부터 발생되었

다. 각각의 경우에 작용파력의 타당성은 본 수치해석결과와 기존의 실험결과와의 비교로부터 검증되었

다. 이로부터 단파의 강도, 고립파의 파고, 교량의 종류와 위치 및 거더 수 등의 변화에 따른 수위변화와 

유속변화를 포함하여 수평파력과 연직파력의 변동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거더교에 고립파성 지진

해일파가 작용하는 경우 입사파고의 증가에 따라 수평파력과 연직파력의 각 최대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거더 수의 변화에 따라서는 서로 상이한 변동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연직파력에 수중에 연

행되는 공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더교에 단파성 지진해일파이 작용하는 경

우 단파강도가 커질수록 최대수평파력이 증가하고, 연직상방파력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연직

하방파력은 감소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등의 중요한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에서 얻어진 사실들은 천해 및 심해에서 계획되는 고정식 혹은 부체식의 OWC-WEC시

스템의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신형식인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시스템의 구상 

및 계획수립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고립파성 및 단파성의 지진해일파와 연안교량과의 

상호작용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작용파력의 결과는 지진해일의 내습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동해연안에 기가설된 

교량에서 추정될 수 있는 지진해일파력의 크기를 산정·통찰할 수 있고, 신규로 가설하는 연안교량에 대해 

지진해일파력의 크기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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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논문은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 평가”라고 하는 다소 이질적인 주제

가 다루어진 연구이지만, 각 주제에서 압축공기라는 매체가 구조물의 거동과 응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해양에너지개발에서는 진동수주 (OWC; Oscillating Water Column)에 의한 파랑에너지가 터빈 회전의 기계에

너지 및 이로 인한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 압축공기흐름의 운동에너지가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한

다. 그리고,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에서는 지진해일파가 빠른 속도로 내습함으로 인하여 거더 

사이에 포획(capture)된 압축공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지진해일파와 교량구조물 사이에 완충재로서 역할을 수행

하며, 결국에는 교량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균등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목으로 두 내용을 아우르는 “파-압축공기-연안구조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해석”으로 

나타내었으며,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해양에너지의 발전시스템과 연안교량에서의 지진해일파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각각 기술한다.

1.1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구조물
오늘날 전 세계 에너지소비의 대략 93%는 석유와 석탄과 같은 비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대기 중에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1차적으로 대기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2차

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저탄소 청정에너

지로 알려진 신재생에너지에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을 위시한 많은 해

양국가에서는 풍력, 파력, 조력, 조류력 및 태양열 등에 의한 발전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중에 파력

발전변환장치 (WEC; Wave Energy Converter)를 오래전부터 연구·개발하여 왔고, 그 결과 일부는 상업화

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WEC는 해안선으로부터 설치위치에 따라 해안용, 근해용 및 심해용으로 각각 대별될 수 있고 (CRES; 

Centre for Renewable Energy Resources, 2006), 해안에서 WEC는 설치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계류나 긴 

수중 송전선 이 필요 없지만, 기초지반, 조차 및 해안경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

로 포루투갈 Pico에 설치된 OWC시스템의 LIMPET (Land Installed Marine Power Transmitter; Falcão, 2010; 

Heath et al, 2000) 및 제주도에 설치된 Photo 1.1의 OWC-WEC (Ryu el al., 2007)를 들 수 있다. 근해에서 

WEC는 해안선으로부터 대략 500m 정도 떨어진 수심 20~30m의 근해역에 설치되고, 해안용의 경우와 거

의 동등한 장점을 가지며, 동시에 보다 높은 파력환경을 갖는다. 이의 예로 Photo 1.2에 나타내는 

WaveRoller를 들 수 있다. 수심 40m보다 깊은 해역에 설치되는 심해용의 WEC는 파랑으로부터 최대에너

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면 혹은 수면 근방에 계획되고, 깊은 수심 때문에 계류가 요구된다. 이의 예로 

Photo 1.3에 나타내는 Mighty Whale (Hotta et al., 1996)로 불리는 부유식 OWC-WEC를 들 수 있고,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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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에 설치·계획되어 실증시험까지 완료된 단계에 있다. 여기서, 참고로 국외에서 개발된 주요 WEC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Photo 1.1. OWC-WEC in Jeju island (http://www.e2news.com/).

(a) Fixed type on seabed (b) Floating type
Photo 1.2. Wave energy converter called as WaveRoller (http://www.atbmorley.com/).

본 연구에서의 해양에너지개발은 공통적으로 진동수주형을 대상으로 하며, 제 2장과 제 3장에서는 Photo 

1.1에 나타내는 고정식의 OWC-WEC를 고려한다. 한편, 천해역에 설치되는 OWC-WEC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비경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이형블록으로 피복된 기존 혹은 신규방파제에 WEC를 설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반사율이 증가되어 전면 해역의 파랑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OWC-WEC 

하부의 전·후를 관통하는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신형식의 OWC-WEC를 상정한다. 해수소통구는 방파제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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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파랑에너지를 후면으로 소통시켜 방파제 전면에서 파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동시에 해수교환을 통해 

항내 수질의 유지․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제 2장에서는 규칙파가, 제 3장에서는 불규칙파가 입사한 경우에 반사율과 전달율, 공기실 내에서 

공기흐름속도 및 해수소통구 내에서 해수흐름속도 등의 특성을 olaFlow (Higuera et al., 2018)모델에 의한 3차원

수치시뮬레이션에 의해 규명한다. olaFlow모델은 유한체적법에 기초한 혼상류해석법으로, 오픈소스의 CFD 

Code로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한다.

Photo 1.3.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called as the Mighty Whale 
(http://www.atbmorley.com/).

다음에, 제 3장과 제 4장에서는 고정식방파제 혹은 부유식방파제의 공기실 내에서 상단부의 공기유출구

를 통한 공기흐름으로부터 파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OWC-WEC시스템과 더불어, 구조물 상

부에 Photo 1.4에 나타내는 풍력발전시스템을 탑재한 복합발전시스템을 구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고정식방파제 혹은 부유식방파제에서 방파제로서의 파랑제어기능과 

발전구조물로서 공기실 내의 공기흐름속도 등을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공기실 내에서 공기흐름속도를 

압축공기흐름으로 고려하고, 제 4장에서는 비압축공기흐름으로 고려하며, 각각에서는 Green공식에 기

초한 경계요소법에 의한 선형의 수치시뮬레이션법으로 반사율과 전달율, 공기흐름속도, 부유체의 Sway

운동, Heave운동 및 Roll운동을 검토한다.

1.2 연안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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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피해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저지진이나 해저지반의 활동 혹은 해저화산 등에 의해 수 분에서 수 시간의 주기를 갖는 지진해일이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연안에 가까워짐에 따라 천수, 굴절, 회절 및 쇄파 등에 의해 

변형되며, 해안에 접근하는 동안 응축된 에너지는 파고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파장이 감소되는 현상이 동반된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규모 M9.1의 지진에 의한 인도양지진해일과 2010년 2월 27일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M8.8의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가장 최근의 예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M9.0의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등을 들 수 있다.

Photo 1.4. Floating wind turbine concept (http://www-geo.eng.cam.ac.uk).

Photo 1.5. Tsunami bore sweeping across a residential area a mile from the bay front, Tohoku 2011 
tsunami in Rikuzentakata, Iwate Prefecture, Japan (https://extremeplanet.me).

지진해일은 경우에 따라 막대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저지대의 침수·범람에 따른 가옥의 파괴, 항만, 도



- 5 -

로 및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치명적인 붕괴 등 연안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인도네시아 슈마

트라 지진해일의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 교량 등을 포함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연안저지대에서의 침수·범람으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슈마트라

섬 북부 서해안 도로에서는 약 250km 구간에 설치된 168개의 교량 중에 81개가 유실되거나 심각한 파괴

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Unjoh, 2007). 또한, 동일본 지진해일 시 300개 이상의 교량이 유실되었

으며 (Kawashima, 2012), 동일본 지진해일 시에 발생된 단파(bore)성 지진해일과 당시 및 인도네시아 슈마

트라지진해일 시에 유실된 교량의 모습을 Photos 1.5와 1.6에 일례로 나타낸다. 

Bridge damaged by Indonesia earthquake and 
tsunami Bridge damaged by Tohoku 2011 tsunami in Japan

Bridge damaged by Tohoku 2011 tsunami in Japan Bridge damaged by Tohoku 2011 tsunami in Japan
Photo 1.6. Bridges damaged by tsunami bore

(http://www.theatlantic.com; https://www.ala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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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지진해일에 의한 교량의 피해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Kim et al. (2015)은 해외에서 발생

된 지진해일에 의한 교량의 피해유형을 검토하고, 지진해일이 내습할 가능성이 높은 동해연안에 가설된 

연안교량에 대해 교량의 형태와 교각높이 등을 조사하여 다음의 Table 1.1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5m 이하의 교량 중에 5m 이하의 교량이 57%로 가장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 이로부터 

1983년 동해안의 임원항에 내습한 중부지진해일의 경우 처오름고가 5m 정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

부지진해일급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는 상황에서는 지진내일에 의한 연안교량의 피해가 충분히 예

상될 수 있다.

Table 1.1. Average height of bridges located in the East Coast of Korea.

Superstructure
Height

RC slab PSC I Rahmen Steel box girder Sum

1-5m 74% 31% 63% 19% 57%
6-10m 25% 42% 35% 51% 33%
11-15m 1% 27% 2% 30% 9%

이상과 같은 지진해일 시에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의 추정에서 제 6장에서는 지진해일파를 

고립파(solitary wave)로, 그리고 제 7장에서는 지진해일파를 단파로 가정하고, 각각에 3차원혼상류해석법 

TWOPM-3D (3D one-fiel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ows; Lee et al., 2011)에 기초한 유한차분법의 수치시

뮬레션법을 적용하여 연안교량 주변에서 지진해일파의 변형과 그에 의한 작용파력의 특성을 검토한다.

본 박사학위논문은 저자의 박사과정 동안 수행한 다음의 공동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부기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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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awater Exchange and Wave Characteristics around Its Structure (in Case of Regular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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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of Air Flow inside OWC Type WEC Equipped with Channel 

of Seawater Exchange and Wave Characteristics around Its Structure (in Case of Irregular Wa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30(6), 253~262, Dec. 2018.

(3)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Pressurized Air Chamber Breakwater Mounted Wave-Power Generation 

System Utilizing Oscillating Water Colum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26(4), 225~243, Aug. 2014.

(4)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Pneumatic Floating Breakwater Mounted Wave-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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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f Oscillating Water Colum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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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umerical Simulation for Tsunami Force Acting on Onshore Bridge (for Solitary Wa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29(2), 92~108, April 2017.

(6) Numerical Simulation of Tsunami Force Acting on Onshore Bridge (for Tsunami Bor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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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CRES (2006). Ocean energy conversion in Europe, recent advancements and prospects. The Framework 

of the Coordinated Action on Ocean Energy.

⋅Falcão, A.F. de O. (2010). Wave energy utilization : A review of the technologi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4, 899-918.

⋅Heath, T., Whittaker, T.J.T. and Boake, C.B. (2000).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LIMPET wave energy converter(Islay, Scotland). Proceedings of 4th European Wave Energy 

Conference, 49-55.

⋅Higuera, P., Liu, P.L.F., Lin, C., Wong, W.Y. and Kao, M.J. (2018). Laboratory-scale swash flows 

generated by a non-breaking solitary wave on a steep slope. Journal of Fluid Mechanics, 847, 186-227.

⋅Hotta, H., Washio, Y., Yokozawa, H. and Miyazaki, T. (1996). R&D on wave power device “Mighty 

Whale”. Renewable Energy, 9, 1223–1226.

⋅Kawashima, K. (2012). Damage of bridges due to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Journal 

of Japan Association for Earthquake Engineering, 12(4), 4-319-4-338.

⋅Kim, J. Y., Yoon, J. S. Lee, P. S. and Kim, Y. S. (2015). Damage assessment of bridges caused 

by tsunami,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3), 1-8 (in Korean).

⋅Lee, K. H., Ha, S. W., Lee, K. S. and Kim, D. S. (2011). Numerical analysis for three-dimensional 

tsunami force acting on multi-onshore struct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 Civil Eng., KSCE, 31(2B), 

175-185 (in Korean).

⋅Ryu, H.J., Shin, S.H., Hong, K.Y., Hong, S.W. and Kim, D.Y. (2007). A Simulation of directional 

irregular waves at Chagui-Do sea area in Jeju using the Boussinesq wave model.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21(1), 7-17 (in Korean).

⋅Unjoh, S. (2007). Bridge damage caused by tsunami. Bulletin of Japan Association for Earthquake 

Engineering, 6, 26-28 (in Japanese).



- 8 -

제2장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에서 공기흐름과  

       구조물 주변에서 파랑특성에 관한 3차원수치해석  
       (규칙파의 경우)

2.1 서언
근래, 저탄소에너지개발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에 의한 발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화석에너지의 확충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탈원전을 

정부시책으로 하는 유럽을 필두로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에 대규모 투자와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중에 파력발전은 기존 혹은 신규방파제나 호안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청정도와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실현장에 많이 계획․설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주도에 그 

사례 (Ryu et al., 2007)를 볼 수 있다.

Falcão (2010)는 파력발전구조물 (WEC; Wave Energy Converter)을 운동에너지의 변환방식에 따라 진동수주 

(OWC; Oscillating Water Column)형, 가동물체형 및 월파형으로 분류하였다. 실해역에 파력발전구조물이 설치된 

사례로 1985년에 노르웨이 해안에 건설되어 몇 년 동안 가동된 월류형 파력발전구조물인 TAPCHAN (Tapered 

Channel Wave Power Device)을 들 수 있고, 1985년 노르웨이 Toftestallen (Bønke and Ambli, 1986), 1990년 일본 

Sakata (Ohneda et al., 1991), 1990년 인도 Vizhinjam (Ravindran and Koola, 1991), 1999년 포르투갈 Pico (Falcão, 

2000), 2000년 스코틀랜드 Islay (LIMPET; Land Installed Marine Power Transmitter; Heath et al., 2000)에 각각 

건설된 OWC-WEC를 들 수 있으며, 파랑에너지로부터 추출되는 전기동력은 60~500kW의 범위에 있다. 여기서, 

유용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OWC는 공기실 내부에서 파의 상하운동을 공기흐름으로 변환하여 공기터빈을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입사파랑의 주파수가 공기실의 고유주파수와 일치하게 되면 공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기실 내에 수면의 상하운동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Cho, 2002).

이상의 OWC-WEC에 있어서 파랑-구조물-내부공기의 상호간섭에 대한 연구는 해석적인 방법과 수치적인 

방법으로 대별된다. 해석해로는 대표적으로 Evans and Porter (1997)의 연구를 들 수 있고, 수치해석에서는 대상파

랑을 2차원규칙파랑 (Evans and Porter, 1995; Greenhow and White, 1997; Malmo and Reitan, 1985; Kyoung et 

al., 2006; Nakamura and Nakahashi, 2005), 2차원불규칙파랑 (Boccotti, 2007a,b; Gouaud et al., 2010; Falcã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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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o, 1999; Gervelas et al., 2011; Falcão and Rodrigues, 2002; Falcão, 2002; Yin et al., 2010), 3차원규칙파랑 

(EI Marjani et al., 2008; Josset and Clément, 2007; Paixão Conde and Gato, 2008; Cho, 2002), 그리고 3차원불규칙파랑 

(Delauré and Lewis, 2003)으로 각각 구분될 수 있다. 적용한 수치해석기법으로 구분하면 고유함수전개법 (Evans 

and Porter, 1995; Malmo and Reitan, 1985; Gouaud et al., 2010; Cho, 2002), 경계요소법 (Josset and Clément, 2007; 

Delauré and Lewis, 2003), 유한요소법 (Kyoung et al., 2006), Green함수법 (Nakamura and Nakahashi, 2005) 및 

유한차분법 (EI Marjani et al., 2008; Paixão Conde and Gato, 2008; Yin et al., 2010) 등이 있고, 여기서 다양한 

수치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기실 내의 공기압의 변동은 공기실 내의 수면변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하여 공기압축성에 

관한 상태방정식으로부터 변동공기압을 산정하며, 거의 대부분은 Wells터빈을 통과한 후의 공기압과의 

차이로부터 Wells터빈에 의한 전기에너지로의 변환효율을 검토한다. 실제로, 공기실 내의 공기흐름속도

를 직접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혼상류해석법에 의한 Lee et al. (2011, 2013b)과 Park (2013) 등이 있고, 간접

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CADMAS- SURF모델 (CDIT, 2001)과 3D-NIT모델로부터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

을 산정하여 공기흐름속도를 도출한 Lee et al. (2011, 2012, 2013a) 등이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면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Solver) 및  난류모델에 기초한 

FLUENT code를 적용하여 유한차분법으로 해석하는 기법 (EI Marjani et al., 2008; Paixão Conde and Gato, 2008; 

Yin et al., 2010)이 적용되고 있지만, 3차원공기흐름을 충분히 재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독으로 독립된 OWC-WEC를 설치하는 경우는 비경제적이고, 또한 이형블록으로 피복

된 기존 혹은 신규방파제에 설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반사율이 증가되어 전면 해역의 파랑환경이 악화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 OWC-WEC의 하부에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신형식의 OWC-WEC를 상

정한다. 해수소통구는 방파제의 전면에서 고파랑에너지를 배면으로 소통시켜 방파제 전면에서 파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동시에 해수교환을 통해 항내 수질의 유지․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해수교환기

능을 고려한 경우로 Nakamura and Nakahashi (2005)와 Lee et al. (2013a)에 의한 연구를 대표사례로 들 수 있

지만, Nakamura and Nakahashi (2005)의 경우는 공기실 내부에서 형성되는 와류를 이용한 발전을 고려하였

고, Lee et al. (2013a)은 본 연구와 동일한 OWC- WEC를 고려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해수소통기능을 겸비한 본 연구의 OWC-WEC에 대해 공기실 내에서 공기흐름, 해수소

통구 에서 해수흐름 및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 등을 해석하기 위하여 3차원혼상류수치모델인 olaFlow 

(Higuera et al., 2018)를 이용하며, 본 장에서는 규칙파랑으로 한정한다. olaFlow (Higuera et al., 2018)는 

RANS에 유한체적법을 적용하는 공개된 CFD code로, 불규칙파랑도 해석가능하다. 해석에서는 자유수면

추적에 VOF법 (Kissling et al., 2010)을, 난류해석에 LES모델 (Smagorinsky, 1963)을 각각 적용하며, 

Multi-paddle piston방식의 조파기능과 Cutting- edge기술로부터 감쇠영역을 구현한 3차원수치파동수조를 

적용한다.

먼저, 본 연구의 OWC-WEC에 대해 공기실 내의 상단에 설치된 노즐에서 olaFlow에 의한 공기유출속도와 

기존의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값을 비교·검토하고, 또한 공기실 내에서 수면변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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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기존의 수치해석과 수리실험에 의한 결과를 서로 비교․검토하여 olaFlow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상과 같은 olaFlow모델의 적용성을 근거로, 해수소통구를 겸비한 OWC-WEC에 있어서 입사파고와 주기의 

변화에 따른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 상단 노즐에서 공기유출속도, 해수소통구 내에서 해수흐름 및 반사율 

등의 변동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2.2 수치해석이론
본 연구에서 이용한 3차원혼상류의 수치해석모델인 olaFlow (Higuera et al., 2018)는 비혼합·비압축성의 

혼상유체 (액체 및 기체)의 해석을 위하여 식 (2.1)의 연속방정식과 식 (2.2)의 RANS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을 유한체적법에 기초하여 이산화한다.



〈〉
  (2.1)



〈〉



〈〉〈〉

〈〉






 




〈〉


 (2.2)

여기서, 는 시간, 는 공간벡터좌표, 는 유체의 밀도,      는 유체속도의 Cartesian성분, 

는 Pseudo-dynamic압력, 는 위치벡터, 는 중력가속도를 각각 나타내며, 는 로 는 점성

계수, 는 난류동점성계수이다.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은 계산격자 내에서 유체가 점유하는 체적을 나타내는 VOF함수 를 이용하는 

VOF법을 적용하며, VOF법에서는 액체셀의 경우 =1, 기체셀의 경우 =0, 그리고 액체와 기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계셀의 경우는 0<<1의 값을 갖는다. VOF함수 는 식(2.3)의 이류방정식에 의해 계산

된다.






〈〉


〈〉
  (2.3)

여기서, 는 인공압축항으로,  min  max과 같이 주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을 적용하였다. 또한, 각각의 계산셀에서 유체의 밀도 와 점성계수 는 VOF함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다.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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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술한 난류동점성계수 는 LES모델 (Smagorinsky, 1963)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밖의 

olaFlow (Higuera et al., 2018)에 대한 상세한 수치해석기법은 olaFlow의 매뉴얼 (https://github.com/

phicau/olaFlow/tree/master /reference)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수치해석결과의 검증

2.3.1 OWC-WEC의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과 노즐에서 공기흐름속도

본 절에서는 Fig. 2.1에 제시한 OWC-WEC의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 와 상단 노즐에서 공기유출․입속

도 를 실험적으로 검토한 Iturrioz et al. (2015)의 결과와 3차원혼상류의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

에 의한 수치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한다. Fig. 2.2는 Iturrioz et al. (2015)의 수리모형실험 Case C24 (입사파

고 = 8cm, 입사주기 =1.3s)에서 수행된 실험결과와 olaFlow에 의한 수치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Fig. 

2.2(a)가 내부 공기실에서 수위변동을, Fig. 2.2(b)가 상단 노즐을 유·출입하는 공기흐름속도를 각각 나타

낸 것이다. 먼저, 수위변동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파봉에서 평탄하고, 파곡에서 뾰족한 비선형성분을 

나타내고 있고, 수치 해석결과가 실험치보다 약간 큰 값의 변동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시간변동에 

따른 실험치의 변화를 매우 합리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기흐름속도의 경우 

수위변동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평탄한 파곡과 뾰족한 파봉으로 주어지는 비선형성분에 대한 실험결과

를 잘 구현하고 있고, 전술한 수위변동보다는 공기흐름속도의 경우가 시간변동에 따라 실험결과와 수치

결과의 대응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수위변동과 공기흐름속도에 관

한 두 결과의 비교·검토로부터 본 수치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a) Cross-section of model (b) Bird’s eye view of model
Fig. 2.1. Definition sketch of OWC-WEC.

2.3.2 OWC-WEC의 공기실 전면과 내부에서 수위변동 및 노즐에서 최대공기흐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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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에 의한 3차원수치파동수조에서 OWC-WEC에 관한 수치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ee et al. (2012)에 의한 실험 및 수치결과와 비교한다. Lee et al. (2012)

은 Fig. 2.3에 제시된 OWC-WEC에 대해 공기실 전면 및 내부에서 수위변동과 상단의 노즐에서 공기흐름

속도를 실험으로부터 계측하였고, 또한 그들이 개발한 3D-NIT모델을 적용하여 실험치를 재현하였으며, 

특히 공기실 내에서의 수위변동으로부터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공기흐름속도를 산정하여 그의 특

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Lee et al. (2012)과 동일한 구조물의 형상과 

크기를 적용하고,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입사파랑조건을 사용하여 olaFlow모델로부터 도출된 수치해석

결과와 각각 비교한다.

(a) Water level fluctuation in air-chamber

(b) Air flow velocity at the nozzle
Fig. 2.2.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result and numerical one.

Figs. 2.4와 2.5는 Lee et al. (2012)에 의한 실험결과와 3D-NIT모델 (Lee et al., 2012)에 의한 수치해석결과 

및 본 연구에서 수행된 olaFlow (Higuera et al., 2018)에 의한 수치해석결과를 각각 비교한 것으로, Fig. 2.4

가 Fig. 2.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공기실 전면에서 1cm 이격된 지점에서 수위변동이고, Fig. 2.5가 공기

실 내부 의 중앙지점에서 수위변동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는 입사파의 주기, 는 입사파고, 는 

공기실의 폭, 은 입사파장을 각각 나타내며, 수심 는 20cm로 고정되었다.

먼저, 파랑에서 비선형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Ursell수   (=  )을 산정하면 Fig. 2.4의 경우 Figs. 

2.4(a), 2.4(b), 2.4(c)의 각각에서 =1.36, 7.74, 9.79로 산정되며, 따라서 Fig. 2.4(a)→2.4(b)→2.4(c)로 갈수

록 비선형성분이 점차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4(a)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파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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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치해석결과가 실험치보다 약간 큰 값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 Ursell수의 증가에 따른 상․하 및 좌․우에서 

비대칭성의 발달 과정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D-NIT (Lee et al., 2012)에 의한 

수치해석결과와 비교하면 실험결과를 거의 동일한 정도로 재현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3D-NIT는 실험치보다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내는 반면, olaFlow (Higuera et al., 2018)는 실험치보다 다소 큰 값을 각각 나타낸다.

Fig. 2.5는 공기실 내부의 중앙에서 수위변동을 측정한 것으로, 그림에서 입사파랑조건은 Fig. 2.4의 각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으로부터 olaFlow (Higuera et al., 2018)에 의한 수치결과가 3D-NIT (Lee et al., 2012)에 

의한 수치결과보다 실험치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며, 특히 Fig. 2.5(c)의 파곡부분에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술한 Fig. 2.4의 공기실 전면에서보다 비선형성분이 약하게 

나타나고, 파형에서 좌우대칭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Cross-section of model

(b) Bird’s eye view of model (c) Nozzle at the top of structure 
Fig. 2.3. Definition sketch of OWC-WEC.

한편, 다음의 Fig. 2.6은 공기실 내부의 상단에 고정된 노즐에서 최대공기흐름속도 max를 나타낸 결과

이며, 그림에서는 혼상류해석모델인 TWOPM-3D (Park, 2013)에 의한 결과도 병기한다. 그림에서 TWOPM-3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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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Flow (Higuera et al., 2018)에 의한 두 결과는 혼상류해석모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출된 결과이고, 3D-NIT

모델 (Lee et al., 2012)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기실 내부의 수위변동의 시간변화율에 연속방정식을 적용하여 

공기흐름속도를 간접적으로 도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최대공기흐름속도는 공기실 폭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질수록 실험 및 수치결과 모두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혼상류해석모델인 TWOPM-3D 

(Park, 2013)와 olaFlow (Higuera et al., 2018)에 의한 두 결과는 실험결과를 고정도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3D-NIT모델 (Lee et al., 2012)에 의한 수치결과는 실험치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또한 TWOPM-3D와 olaFlow에 의한 두 결과보다 큰 결과를 나타낸다.

(a) =0.71s, =2.0cm, =0.163

(b) =1.04s, =3.8cm, =0.094

(c) =1.12s, =4.0cm, =0.086
Fig. 2.4. Experimental and numerical free surface elevations at the front of air-chamber.

이상으로부터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과 공기흐름속도에 대한 기존의 수리실험결과와 수치해석결과 및 

olaFlow (Higuera et al., 2018)에 의한 수치해석결과를 각각 비교․검토함으로서 본 논문의 OWC-WEC에 대해 

산정되는 olaFlow에 의한 수치결과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 15 -

신형식의 OWC-WEC를 대상으로 입사파랑조건의 여러 변화에 따른 반사율, 공기흐름속도 및 해수소통구에서 

흐름속도 등을 해석하여 그의 특징을 면밀히 검토․논의한다.

(a) =0.71s, =2.0cm, =0.163

(b) =1.04s, =3.8cm, =0.094

(c) =1.12s, =4.0cm, =0.086
Fig. 2.5. Experimental and numerical free surface elevations at the center of air-chamber.

Fig. 2.6. Maximum velocities of air flow at the nozzle by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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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치해석

2.4.1 수치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제체 하부에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에서 구조물에 의한 입사파의 반사율과 전

달율, 노즐을 유·출입하는 공기흐름속도 및 해수소통구를 통한 해수의 유·출입속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olaFlow (Higuera et al., 2018)에 의한 3차원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3차원수치파동수조는 Fig. 2.7과 같이 길이 1,500cm, 폭 54cm, 높이 150cm 및 60cm의 일정수심으

로 구성되며, 높이 20cm의 해수소통구를 가진다. OWC-WEC는 폭 20cm의 공기실을, 그 상단에 직경 4cm

의 노즐을 갖는다.

Fig. 2.7. Definition sketch of OWC type WEC equipped with channel of seawater exchange.

수위변동은 구조물 전면에 2점 (구조물 전면에서 과  이격된 지점) 및 구조물 후면 (구조물 배면에

서  이격된 지점)에 1점에서 각각 측정되며, 공기흐름속도는 노즐 중심에서 외측인 좌표점 (12.38m, 

0.27m, 0.82m)에서 측정된다. 또한, 해수소통구에서 흐름속도는 중앙위치인 좌표점 (12.26m, 0.27m, 0.1m)

에서 측정되고, 평균유속은 중앙위치 (=1,226cm)에서 단면평균된 값이다.

Fig. 2.8은 Fig. 2.7에 적용된 OWC-WEC의 형상과 크기에 대한 상세도이다. 구조물의 두께는 2cm의 평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수소통구는 50cm의 폭과 20cm의 높이의 단면을 가진다. 파랑이 유입되는 상단부의 단면은 

50cm의 폭과 12cm의 높이를 가지며, 내부 공기실은 너비 50cm이다. 공기실에서 공기는 구조물의 상단에 위치하

는 지름 4cm의 노즐을 통해 유․출입된다. Fig. 2.9는 노즐에서 공기흐름속도와 해수소통구 내에서 유속의 측정위

치와 좌표점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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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은 본 수치해석에 적용한 규칙파랑의 제원과 Ursell수 및 공기실 폭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 계

산영역에서 격자크기는 수평방향으로 0~1,200cm까지는 가변격자를 적용한 =6~2cm, =2cm, 

=2cm로 각각 구성하고, 1,200~1,500cm까지는 일정격자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격자에 대한 Courant상수는 0.5 

이하가 되도록 시간간격을 조정하면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계산영역의 모든 벽면에서 

Neumann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2.8. Model of OWC type WEC with channel of seawater exchange.

(a) Measuring point of air flow velocity (b) Measuring point of water flow velocity in channel
Fig. 2.9. Measuring points of air and water flow velocities.

2.4.2 반사율과 전달율

다음의 Fig. 2.10은 Table 2.1에 제시한 입사파랑조건을 모두 적용하여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로

부터 산정된 구조물 주변에서의 수위변동으로부터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 과 전달율 을 추정한 결

과이다. 여기서, 반사율은 Goda and Suzuki (1976)의 2점법으로 얻어졌으며, 전달율은 구조물의 후면에 설

치된 파고계로부터 전달에너지를 산정하고 이에 입사에너지를 나누어서 얻어졌다. 그림으로부터 반사

율은 ≈9에서 최소값을 나타내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만, >11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므로 증가율이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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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율의 경우는 의 특정치에서 최소 혹은 최대를 나타내지 않고, 가 증가할수록, 즉 입사주기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Table 2.1. Incident wave conditions and width of air-chamber.

CASE 
No.

Wave
maker 
theory

Water 
depth
(cm)

Wave height
(cm)

Wave period
(s)

Wave length
(m)

Width of 
air-chamber

(m)

Ursell No.




CASE 01

Stokes II 60

2.30 0.88 1.202

0.20

0.15 6.0
CASE 02 2.99 0.92 1.311 0.24 6.6
CASE 03 3.78 1.00 1.537 0.41 7.7
CASE 04 4.59 1.04 1.652 0.58 8.3
CASE 05 3.91 1.09 1.799 0.59 9.0
CASE 06 4.09 1.13 1.917 0.70 9.6
CASE 07 5.02 1.16 2.005 0.93 10.0
CASE 08 6.30 1.20 2.123 1.31 10.6
CASE 09 7.03 1.25 2.268 1.67 11.3
CASE 10 6.94 1.29 2.385 1.83 11.9
CASE 11 6.59 1.36 2.588 2.04 12.9
CASE 12 6.89 1.43 2.788 2.48 13.9
CASE 13 8.16 1.50 2.987 3.37 14.9

Fig. 2.10. Comparison of th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non-dimensional width of air-chamber.

  

  

2.4.3 노즐에서의 공기흐름속도

(a) 공기흐름속도의 시계열

Fig. 2.9(a)에 나타낸 노즐에서 공기흐름속도를 3차원혼상류의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로부터 직

접적으로 도출하여 그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Fig. 2.11이다. 그림에는 Table 2.1에 제시된 모든 

입사파랑 조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는 공기실 내에서 파봉이 형성되어 압축공기가 공기실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이고, (-)는 역으로 공기실 내에 파곡이 형성되어 외부의 비압축공기가 공

기실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CASE 01→CASE 02→…→CASE 13으로 변화될수

록 Table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Ursell수가 커지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공기흐름속도의 상·하진폭이 증

폭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Fig. 2.6에서의 경향과 일치한다. 한편, 공기유출속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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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폭을 살펴보면 (+)의 진폭이 (-)의 진폭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공기실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공기속도가 외부에서 공기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속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2.11. Time variation of air flow velocity at the nozzle.

다음의 Fig. 2.12는 Table 2.1의 CASE 10의 경우에 공기실 내부에서 수위변동과 상단에 놓인 적은 단면적의 

노즐을 통하여 유·출입되는 공기흐름속도의 벡터를 시·공간적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먼저, Fig. 2.12(a)는 공기실 

내부에서 수위가 상승하는 단계에서 수위변동 및 공기흐름속도의 벡터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으로부터 공기가 

노즐에서 외부로 향하여 강한 흐름으로 유출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Fig. 2.12(b)는 공기실 

내부에서 수위가 최고점 근방에 도달한 시각에서 수위변동 및 공기흐름속도의 벡터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공기가 노즐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전술한 Fig. 2.12(a)보다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술한 두 경우에 공기실 전면에서 수위변동과 공기실 내부에서 수위변동 사이에 

큰 위상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ig. 2.12(c)의 경우는 공기실 내부에서 수위가 하강하는 

단계에서 수위변동 및 공기흐름속도의 벡터를 나타낸 것으로, 외부의 비압축공기가 노즐을 통하여 공기실 

내부로 강하게 유입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Fig. 2.12(d)는 공기실 내부에서 수위가 최저점 

근방에 도달한 시각에서 수위변동 및 공기흐름속도의 벡터를 나타낸 것으로, 외부공기가 노즐을 통하여 내부로 

약간 유입되지만, Fig. 2.12(c)보다는 강도가 많이 적으며, 공기실 내부의 공기가 와류를 형성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노즐을 통한 공기흐름은 공기실 내부의 수면변동과 직접적인 관계로 나타나며, 실제는 수면변

동의 시간변화율 (수면변동속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Lee et al., 2012). 따라서, 공기실 내부의 수위변동이 최고점

과 최저점 근방에 도달한 Figs. 2.12(b)와 2.12(d)에서 공기흐름속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수면의 시간변화율이 적기 때문이다. 

(b) 최대공기흐름속도

다음의 Fig. 2.13은 Fig. 2.11에서 나타낸 공기흐름속도의 시계열에서 최대치 max만을 취해 도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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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Fig. 2.13(a)는 최대치의 실측치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고, Fig. 2.13(b)는 그의 무차원값을 나타낸 것이

며, 그림에서  (=)는 각주파수를 나타낸다. Fig. 2.13(a)를 살펴보면 가 증가함에 따라 노즐을 

통한 최대공기흐름속도 max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며, 가 커질수록 최대공기흐름속도의 증가

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Fig. 2.11에 제시된 공기흐름속도에서 (+)진폭의 

변화과정으로부터도 유추될 수 있다. 

(a) =29.90sec (b) =30.20sec

(c) =30.55sec (d) =30.90sec
Fig. 2.12. Snapshots for the temporal and spatial water level and air velocity variations

in case of CASE 10.

한편, Fig. 2.13(a)에서는 입사파고 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Fig. 2.13(b)에서는 입사파고 , 주기 

 및 수심 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무차원최대공기흐름속도 max와 의 관계를 도시한

다. 결과에 따르면 전술한 Fig. 2.13(a)의 경향과는 상이하게 무차원최대공기흐름속도 max가 ≈

9.7, 13.9에서 극대치를 나타내고, ≈11.0에서 극소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로부터 최대공기흐름속도는 입사파랑조건과 구조물의 크기에 각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최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입사파랑조건에 적절한 크기의 구조물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2.4.4 해수소통구에서 평균유속

(a) 해수소통구에서에서 유속의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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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b)에 나타낸 해수소통구의 중앙위치에서 해수의 흐름속도 를 3차원혼상류의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하여, 그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Fig. 2.14이다. 그림

에는 Table 2.1에 제시된 모든 입사파랑조건에 대한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는 

OWC-WEC의 전면에 파봉이 형성되어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유입되는 경우이고, (-)는 역으로 

OWC-WEC의 전면에 파곡이 형성되어 항내측에서 항외측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각각 해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ASE 01→CASE 02→…→CASE 13으로 변화될수록 Ursell수가 커지는 결과이며, 이에 따른 해

수소통구 내 흐름속도의 상·하진폭이 크게 증폭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Fig. 2.11에서 

공기실 상단의 노즐에서 공기흐름속도의 경향과 일치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입

사파고가 클수록 수평방향의 물입자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해수소통구 내부의 중앙위치에서 흐

름속도의 상·하진폭을 살펴보면 (+)진폭이 (-)진폭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항외측에

서 항내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가 항내측에서 항외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

낸다. 이로부터 항내측에서 해수교환이 촉진되고, 항내수질이 유지 혹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a) Dimensional maximum velocities

(b) Nondimensional maximum velocities
Fig. 2.13. Maximum velocities of air flow at the nozzle.

(b) 해수소통구에서에서 평균유속

Fig. 2.15는 해수소통구 내 중앙위치에서 단면평균한 평균유속 를 제시한 것이며, Fig. 2.15(a)는 평균유

속의 실측치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고, Fig. 2.15(b)는 그의 무차원값을 나타낸 것이다. Fig. 2.15(a)를 살펴

보면 모든 평균유속이 (+)값을 나타내므로 평균흐름은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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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흐름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며, 가 커질수록 평균흐름의 증가율

은 상대적으로 급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Fig. 2.14에 제시된 흐름속도의 시계열에서 진

폭의 변화과정으로부터도 유추될 수 있다. 한편, Fig. 2.15(a)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사파고 의 영향

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Fig. 2.15(b)에서는 입사파고 , 주기  및 수심 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무차원

평균유속 와 의 관계를 도시한다. 결과에 따르면 전술한 Fig. 2.15(a)의 경향과는 상이하

게 무차원평균유속이 ≈9.7에서 극대치를 나타내고, ≈8.0, 11.4에서 극소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차원주기가 길수록 무차원평균유속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평균유속은 입사파랑조건과 구조물의 크기에 각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항내수질

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어진 입사파랑조건에 적절한 크기의 해수소통구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Fig. 2.14. Time variations of water velocity in the channel of seawater exchange.

(a) Dimensional mean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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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dimensional mean velocities
Fig. 2.15. Mean velocities of water flow in the channel of seawater exchange.

2.5 결언
본 장에서는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한 유한체적법의 수치기법으로 3차원혼상류를 해석하는 공개된 

CFD code인 olaFlow (Higuera et al., 2018)를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OWC-WEC)에 

적용하여 일정수심의 규칙파 작용 하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과 전달율, 노즐에서의 공기흐름속도 및 해수소통구 

내에서 유속의 변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험결과 

및 수치해석결과와 본 연구에 적용한 olaFlow (Higuera et al., 2018)의 수치해석결과와 서로 비교․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3차원혼상류해석에 대한 olaFlow의 타당성 및 해의 고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규칙파동장에 설치된 해수소통구를 겸비한 OWC-WEC의 주변파동장에서 수위변동과 공

기실 내에서 공기흐름속도 및 해수소통구에서 흐름속도의 추정에 olaFlow를 적용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1) 특정의 무차원공기실폭에서 최소반사율을 나타내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무차원공기실폭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증가한다. 반면, 전달율은 입사주기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2) Ursell수가 커질수록 노즐에서 공기흐름속도가 증가하며, 공기실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공기속도

가 외부에서 공기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속도보다 더 크다.  

(3) 무차원최대공기흐름속도는 무차원공기실폭에 따라 극대치 혹은 극소치를 나타내며, 최대발전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입사파랑조건에 적절한 크기의 OWC-WEC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4) Ursell수가 커지면 해수소통구 내 흐름속도가 증가하며,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가 

항내측에서 항외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보다 더 크다.

(5) 해수소통구 내에서 평균흐름은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흐르며, Ursell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무차원평균유속은 특정한 무차원공기실폭에서 극대치와 극소치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는 주기가 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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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항내수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어진 입사파랑조건에 적절한 크기의 해수소

통구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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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에서 공기흐름과  

      구조물 주변에서 파랑특성에 관한 3차원수치해석   
      (불규칙파의 경우)

3.1 서언
제 2장의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에 관한 규칙파의 3차원수치해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파

블록으로 피복된 기존 혹은 신규방파제의 일부 구간에 WEC를 설치하는 경우 반사율의 증가에 따른 전면 

해역에서 파랑환경의 악화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OWC-WEC의 하부에 제체의 전․후를 관통하

는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신형식 OWC-WEC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제 2장에서는 규칙파랑이 입사한 경

우를 대상으로 Navier- Stokes solver에 기초한 공개된 CFD code인 혼상류해석의 olaFlow (Higuera et al., 2018)

를 적용하여 공기실 내에서 공기흐름과 구조물 주변에서 파랑변형 및 해수소통구 내에서 해수흐름의 변동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Lee et al., 2018). 규칙파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입사파랑에 대한 OWC-WEC의 기

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주지의 사실과 같이 실해역에서는 불규칙파랑

이 입사하므로 실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불규칙파랑의 입사조건 하 OWC-WEC의 동적응답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차

원불규칙파의 경우는 Falcão and Justino (1999), Falcão (2002), Falcão and Rodrigues (2002), Boccotti 

(2007a,b), Gouaud et al. (2010), Yin et al. (2010), Gervelas et al. (2011), Koo and Kim (2012) 등을, 그리고 3차

원불규칙파의 경우는 Delauré and Lewis (2003)와 Lee et al. (2012) 등을 들 수 있다.

2차원불규칙파를 대상으로 한 OWC-WEC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공기실 내에서 공기의 압축성을 상태방

정식으로 고려하며, 선형파이론 (Falcão and Justino, 1999; Boccotti, 2007a,b; Gouaud et al., 2010) 혹은 비선

형파이론 (Koo and Kim, 2012)을 적용하였다. 특히, Koo and Kim (2012)은 강비선형포텐셜이론에 기초한 

수치파동수로를 적용하여 경계요소법으로 불규칙입사파에 의한 OWC-WEC의 동적응답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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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3차원불규칙파를 대상으로 한 OWC-WEC에 관한 연구는 2차원의 경우보다 매우 제한적으로, 전

술한 Delauré and Lewis (2003)과 Lee et al. (2012)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존의 방파제 혹은 신규의 방파제에 OWC-WEC를 설치되는 선적구조물의 

경우가 아니라 주로 소형이면서 단독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점적구조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구조

물의 대표길이에 대한 파장의 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회절파의 영향이 거의 무시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연구가 2차원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Delauré and Lewis (2003)에서는 

규칙파의 경우 정상상태의 포텐셜흐름경계치문제를 1차오더의 Green함수에 의한 Mixed distribution 

panel method를, 불규칙파의 경우 스펙트럼해석법에 기초한 결정론적 통계모델을 적용하였다. 한편, Lee 

et al. (2012)은 그들이 개발한 3차원수치 파동수조인 3D- NIT (3-Dimensional Numerical Irregular wave 

Tank)모델을 불규칙파동장 하의 OWC-WEC에 적용하여 공기실 내 공기흐름 및 주변파동장의 3차원적인 

불규칙응답특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론에서는 자유 수면해석에 VOF법을, 난류해석에  모델을 각각 

적용하였고, 기초방정식으로는 Navier-Stokes solver를, 수치기법으로는 유한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이상

의 3차원불규칙파에 대한 해석은 포텐셜이론을 적용 (Koo and Kim, 2012)하고 있으므로 쇄파가 동반되는 

강비선형해석과 난류해석 등이 불가능하고, 유체장에만 Navier-Stokes solver를 적용하는 해석법은 단상

류해석법 (Lee et al., 2012)이기 때문에 유체와 공기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기의 동적응답을 직접적으로 해

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3차원불규칙파에 대한 연구사례로 논의된 Koo and Kim (2012) 및 Lee et al. 

(2012) 에서의 단점을 개선한 해석이론으로 쇄파해석, 난류해석 및 혼상류해석이 가능한 olaFlow (Higuera 

et al., 2018)를 적용한다. 이는 3차원규칙파에 대한 제 2장에서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제 2장에서와 동일한 

형상의 해수소통구와 OWC-WEC를 대상으로 불규칙파랑이 입사한 경우 3차원수치파동수로의 olaFlow 

(Higuera et al., 2018)를 적용하여 공기실 내에서 공기흐름과 구조물 주변에서 파랑변형 및 해수소통구 내에

서 흐름 등에 관한 3차원적인 변동특성을 논의한다. 

3.2 수치해석이론과 불규칙파의 조파
본 연구에서 이용한 3차원혼상류의 수치해석모델인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의 기초방정식은 전

술한 제 2장에서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불규칙파이론에 대해서 기술한다.

불규칙파는 선형파이론으로부터 얻어진 성분파의 주파수에 하나씩 순번을 붙여 무한급수의 합으로 고

려된다. 수치조파에서는 조파지점에서 수면파형 , 수평 및 연직유속  및 의 시간변동이 필요하며, 이

들은 각각 식(3.1)~(3.3)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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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h

cosh  
cos   (3.2)

   
  



sinh

sinh  
sin   (3.3)

여기서, 은 Random한 위상각, 은 주파수, 은 진폭, 은 파수, 은 성분파의 수, 는 수심이다. 

그리고, 연직좌표 는 정수면에서 연직상방을 (+)로 취하며, 진폭 은 다음의 식(3.4)로 정의된다.

   (3.4)

여기서, 는 주파수폭, 는 파랑에너지밀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파의 스펙트럼은 불규칙파

를 모의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3.5)의 Modified Bretshneider-Mitsuyasu스펙트럼 (Goda, 1988)을 적용하

였다. 

 


  exp   (3.5)

여기서, 은 유의파고, 은 유의파주기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주파수 의 선택방법에는 주파

수스펙트럼을 등구간으로 분할하는 방법과 각각의 성분파의 진폭이 같도록 등에너지로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dified Bretshneider-Mitsuyasu스펙트럼 (Goda, 1988)에 대해 등에너지로 스펙

트럼을 분할할 수 있는 Goda (2000)에 의해 제안된 다음의 식(3.6)을 이용하여 주파수 을 선택하였다. 

 


ln          (3.6)

3.3 불규칙파의 조파검증
제 2장에서는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 와 상단 노즐에서 공기유출․입속도 를 2차원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실험결과 (Iturrioz et al., 2015)와 비교․검토하고, 그리고 Lee et al. (2012)에 의한 3차원수리모형실험 

및 3차원수치결과와 비교․검토하여 OWC-WEC의 수치해석에 대한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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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불규칙파의 조파검증을 실시한다.

3차원수치파동수조에 기초한 olaFlow모델에 의한 불규칙파의 조파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Table 3.1에 

나타낸 파랑조건을 적용하여 Modified Bretschneider-Mitsuyasu스펙트럼 (Goda, 1988)으로부터 150개의 성

분파를 선형중첩하여 조파하였다. 파랑의 반사 및 재반사가 해석영역의 파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

기 위하여 수조 끝단에는 감쇠경계를 적용하였고, 조파판에는 Pure active wave absorption경계를 적용하

여 조파와 감쇠가 동시에 가동된다. 여기서, Table 3.1의 유의파고에서 괄호 밖의 값은 구조물 위치에서 구

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유의파고  (후술하는 target spectrum에서 유의파고)이고, 괄호 내의 값

은 조파판에서 입력된 입력유의파고  (후술하는 input spectrum에서 유의파고)이다. 제시된 불규칙

파랑의 입력유의파고와 유의주기는 모든 케이스에서 파형경사 이 일정한 0.03을 갖도록 선

정된 반면, Ursell수는 Case No.가 증가할수록 점차로 증가된다.

Table 3.1. Incident wave conditions and width of air-chamber.

CASE No. Wave
maker theory Spectrum

Water 
Depth
(cm)

Significant 
wave height
()

(cm)

Significant 
wave 
period
(s)

Significant 
wave 
length

(m)

Width of 
air-chamber

(m)

Ursell 
No.




CASE 01

Irregular 
waves by 

superposition 
of linear 
waves

Modified 
Bretschneider-

Mitsuyasu
(Goda, 1988)

60

2.24 (3.61) 1.02 1.595

0.20

0.26 8.0
CASE 02 2.65 (3.93) 1.05 1.682 0.35 8.4
CASE 03 3.45 (4.61) 1.12 1.887 0.57 9.4
CASE 04 3.86 (4.96) 1.14 1.946 0.68 9.7
CASE 05 4.38 (5.40) 1.19 2.093 0.89 10.5
CASE 06 4.90 (5.75) 1.21 2.152 1.05 10.8
CASE 07 5.20 (6.02) 1.27 2.327 1.30 11.6
CASE 08 5.80 (6.37) 1.28 2.357 1.49 11.8
CASE 09 6.36 (6.81) 1.32 2.473 1.80 12.4
CASE 10 6.76 (7.16) 1.41 2.733 2.34 13.7
CASE 11 7.63 (7.76) 1.47 2.904 2.98 14.5
CASE 12 8.30 (8.36) 1.48 2.933 3.31 14.7
CASE 13 9.22 (8.96) 1.58 3.215 4.41 16.1

Fig. 3.1은 Table 3.1의 불규칙파랑조건으로부터 계산된 불규칙파의 주파수스펙트럼 중에 일부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에서는 본 수치모델에서 식(3.5)에 의한 입력조파스펙트럼을 입력스펙트럼 (input spectrum)으로, 

조파위치에서 발생된 수위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주파수스펙트럼을 목표스펙트럼 (target spectrum)으로, 그리고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구조물 중앙위치에서의 수위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주파수스펙트럼을 입사스펙트럼 

(incident spectrum)으로 각각 칭한다. 

먼저, 입력스펙트럼과 목표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두 스펙트럼의 변화과정이 매우 

잘 일치하고, 특히 첨두주파수에서의 두 스펙트럼 값이 동일하므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Modified Bretschneider- 

Mitsuyasu스펙트럼 (Goda, 1988)이 정확하게 수치조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입력스펙트럼과 목표스

펙트럼을 비교하면 입력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목표스펙트럼보다 적은 값을 나타내며, 특히 첨두주파수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이를 중심으로 우측의 단주기측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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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발달도상의 심해스펙트럼인 Modified Bretschneider-Mitsuyasu스펙트럼 (Goda, 1988)을 조파한 목표스펙

트럼이 얕은 수심의 천해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랑에너지의 주파수분산과 해저마찰에 의한 파랑

에너지의 감쇠에 따른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구조물 위치에서 불규칙파랑의 특성은 조파위치에서의 

특성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두 스펙트럼의 첨두주파수에서 약간 차이가 발생하며, 유의주기가 짧을수록 

그의 차이가 커지고, 동시에 구조물 위치에서의 입사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약간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현상

을 볼 수 있다. 심해역과 천해역에서 나타나는 주파수스펙트럼의 이러한 특성들은 일반 해안공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과 합치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a) Case 01 (b) Case 03 (c) Case 05

(d) Case 07 (e) Case 9 (f) Case 11
Fig. 3.1. Comparison of target, input and incident spectra.

3.4 수치해석

3.4.1 수치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제 2장에서 적용된 제체 하부에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에 불규칙파랑이 입사하

는 경우 구조물에 의한 파랑변형 (반사율과 전달율), 공기실 내 상단에 설치된 노즐을 유·출입하는 공기흐

름속도 및 해수소통구를 통한 해수의 유·출입속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olaFlow (Higuera et al., 

2018)에 의한 3차원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olaFlow의 3차원수치파동수조의 규

모, OWC-WEC의 크기, 수위변동, 공기흐름속도 및 해수소통구에서 흐름속도의 측정위치 등은 전술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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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의 Figs. 2.7~2.9에 나타내는 바와 동일하다. 또한, 계산영역에서 격자크기의 구성, 구성된 격자에 대한 

Courant상수 및 경계조건 등도 전술한 제 2장의 경우도 동일하다. Table 3.1은 본 수치해석에 적용한 조파

이론 및 심해불규칙파랑의 제원과 공기실 폭 및 유의파의 Ursell수 등을 나타낸다. 

3.4.2 반사율과 전달율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에 Table 3.1의 조건을 적용하여 불규칙파의 입사에 따른 구조물 전면의 

두 수위계로부터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 을 2점법 (Goda and Suzuki, 1976)으로 추정하고, 이에 구조물

의 후면의 수위계로부터 얻어지는 전달파에너지에 대한 입사파에너지의 비로부터 전달율 를 추정하

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 Fig. 3.2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반사율은 ≈9.7에서 최소값을 나타

내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낸다. 반면, 전달율의 경우는 

의 특정치에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나타내지 않으며, 가 증가할수록, 즉 공기실 내 폭이 감소할

수록 (혹은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전달율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대략  ≈0.1 

전·후의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규칙파에 대한 제 2장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변동경향은 동일하지만, 반

사율은 전체적으로 작은 값을, 반면에 전달율은 약간 큰 값을 나타낸다. 또한, 최소반사율을 나타내는 

가 상대적으로 장주기측으로 이동된 결과를 나타내지만, 규칙파의 경우에 비해 발생지점이 명확하지 않

다. 

Fig. 3.2. Comparison of th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non-dimensional width of air-chamber.

  

  

3.4.3 공기실 내 수위변동과 공기흐름속도

(a) 시계열

다음의 Fig. 3.3은 3차원혼상류의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을 이용하여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 

WEC의 공기실 내에서 불규칙수면변동 와 노즐에서의 불규칙공기흐름속도 를 수치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하여 그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연직축의 값이 케이스별로 상이하게 표현된 점을 유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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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그림에서 (+)값은 공기실 내에서의 수위가 증가되었을 때 공기가 압축되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이고, 

(-)값은 수위가 감소되었을 때 구조물 외부의 비압축상태의 공기가 공기실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여기

서, 공기유출속도를 보면 값이 (-)값보다 (+)값에 더 치우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공기실로 유입되는 공기속

도보다 공기실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공기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경향은 유의주기 

및 유의파고가 클수록, 즉 유의파의 Ursell수가 클수록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과 이에 따른 공기흐름속도가 

크게 나타나고, 두 변동량의 시간변화에서는 공기속도의 변화가 수위변동의 경우보다 약간 빠른 위상을 내

타내며, 이는 검토된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실 내 수위의 시간변화가 공기흐름속도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로, 수위의 파봉과 파곡에서는 그의 시간변화가 0이므로 수위의 파봉과 파곡인 위

상에서는 공기흐름속도가 0으로 나타나는 반면, 수위가 정수위를 영점상향 혹은 하향교차할 때 수위의 시간

변화가 가장 크므로 이에 따라 최대 혹은 최소공기흐름속도가 발생하되게 된다. 

다음의 Fig. 3.4는 무차원공기흐름속도 max (규칙파의 경우; Lee et al., 2018),  

(불규칙파의 경우로 무차원유의공기흐름속도) 및 max (불규칙파의 경우로 무차원최대

공기흐름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과 는 규칙파의 파장과 각주파수를, 과 은 불

규칙파에서 유의파장과 유의각주파수를, 그리고  및 max는 불규칙파에서 유의공기흐름속도 및 

규칙파 혹은 불규칙파에서 최대공기흐름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불규칙파의 최대공기흐름

속도가 검토된 전체의 주기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규칙파에서 유의

공기흐름속도와 규칙파에서 최대공기흐름속도를 비교하면 불규칙파의 경우가 평균적으로 큰 값을 나타

내지만,  혹은 의 변화에 따른 최대치의 경우는 규칙파의 경우가 불규칙파의 경우보다 큰 값

을 나타낸다. 이는 규칙파의 경우 피스톤모드의 공진발생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불규칙파의 경우는 파랑에너

지가 전체의 주기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 검토된 전체의 주기 영역에 걸쳐 값의 변화가 크지 않은 

거의 일정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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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2

(b)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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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6

(d) Case 8

(e) Case 10

(f) Case 12
Fig. 3.3. Time variation of air flow velocity at nozzle and water elevation in air-chamber.

(b) 주파수스펙트럼

Fig. 3.5는 Fig. 3.3에서 제시된 수위변동과 공기흐름속도의 시계열을 주파수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가 수위변동의 주파수스펙트럼을, 가 공기흐름의 주파수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각각의 주파수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최대공기흐름속도를 나타내는 주파수스펙트럼의 첨두주파수가 최대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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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경우보다 약간 단주기측으로 이동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Fig. 3.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두 변동량 

사이의 시간변화에서 위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즉 수위변동이 공기흐름속도로 바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수위변동의 시간변화율이 공기흐름속도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동일한 파형경사로 산출된 결과이지

만, 각 케이스에서 크기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제 2장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케이스의 증가에 

따라 Ursell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3.4. Non-dimensional air flow velocities at nozzle under the conditions of regular
and irregular waves.

(a) Case 2 (b) Case 4 (c) Case 6

(d) Case 8 (e) Case 10 (f) Case 12
Fig. 3.5. Frequency spectra of air flow velocity at nozzle and water elevation in air-chamber.

3.4.4 해수소통구에서 해수의 흐름속도

(a) 시계열

해수소통구의 중앙위치에서 흐름속도를 olaFlow모델 (Higuera et al., 2018)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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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Fig. 3.6이다 (그림에서 연직축의 값이 케이스에 따라 상이하게 표현된 

것에 유의바람). 그림에서 (+)값은 OWC-WEC의 전면에 파봉이 형성되어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유입되

는 경우이고, (-)값은 역으로 OWC-WEC의 전면에 파곡이 형성되어 항내측에서 항외측으로 유입되는 경

우에 각각 해당한다. 여기서, 흐름속도의 상·하진폭을 살펴보면 (+)진폭이 (-)진폭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가 항내측에서 항외측으로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항내측으로 흐르는 일정치의 평균유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항내수질

의 개선∙유지가 기대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CASE 01→CASE 02→…→CASE 13으로 변화될수록 Ursell수가 커지는 상황을 나

타내며, 이에 따라 해수소통구 내 흐름속도의 상·하진폭이 전반적으로 증폭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기본적

으로 주기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파고가 클수록 수평방향의 물입자속도가 빨라진다. 이에 따라 불규칙파동 

하 해수소통구 내에서 흐름속도도 유의파고와 유의주기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구조물에 의한 전달율

과 또한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전술한 Fig. 3.2에 따르면 유의주기의 증가에 따라 전달율이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는 결국 전달파고의 증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유의파고와 유의주기가 증가하면 

해수소통구 내에서 흐름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a) Case 3

(b) 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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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7

(d) Case 9

(e) Case 11

(f) Case 13
Fig. 3.6. Time variations of water flow velocity in the channel of seawater exchange.

(b) 주파수스펙트럼

다음의 Fig. 3.7은 Fig. 3.6의 해수소통구 내 흐름속도의 시계열부터 산정된 주파수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

림에서 연직축의 값이 케이스에 따라 상이하게 표현된 것에 유의바람).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유의주기와 유의파고가 클수록, 즉 Ursell수가 클수록 해수소통구에서 최대유체흐름속도가 크게 나타나며, 

유의주기가 길어질수록 최대치의 첨두주파수가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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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파형경사이지만, Ursell수가 클수록 주파수스펙트럼의 값이 전반적으로 큰 값

을 나타내는 것은 Fig. 3.6에서의 경향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술한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 혹은 공기흐름속

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저주파수대에서 스펙트럼의 값이 매우 발달하는 특이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Fig. 3.6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평균유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또한 Ursell수가 클수록 큰 값을 나타내

며,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a) Case 3 (b) Case 5 (c) Case 7

(d) Case 9 (e) Case 11 (f) Case 13
Fig. 3.7. Frequency spectrum of water flow velocity in the channel of seawater exchange.

(c) 평균유속

Fig. 3.8은 해수소통구 내 중앙위치의 한 단면에서 시․공간적으로 평균된 단면평균유속 를 제시한 것이

며, Fig. 3.8(a)는 불규칙파에 대한 단면평균유속의 계산치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Fig. 3.8(b)는 

제 2장에서 제시된 규칙파에 의한 결과도 함께 도시하고 있다. Fig. 3.8(a)를 살펴보면 모든 평균유속이 (+)

값을 나타내므로 평균흐름은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가 증가함

에 따라 평균흐름도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Fig. 3.6에 제시된 흐름속

도의 시계열에서 표기된 평균치로부터도 유추될 수 있지만, 유의파고 에 대한 명확한 변동특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Fig. 3.8(b)에서는 유의파고 , 유의주기  및 수심 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불규칙

파의 무차원평균유속 와 의 관계 및 제 2장에서 제시된 규칙파에 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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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전술한 Fig. 3.8(a)의 경향과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의 증가에 따라 무차원 

평균유속 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의 위치에 따라 무차원평균유속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칙파의 경우와 불규칙파의 경우를 비교하면 검토된 전체 주기 

영역에 걸쳐 불규칙파의 경우가 훨씬 적은 값을 나타내며, 장주기측으로 갈수록 규칙파의 경우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주기의 변화에 따른 값의 변동이 규칙파의 경우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Dimensional mean velocities

(b) Non-dimensional mean velocities
Fig. 3.8. Mean velocities of water flow in the channel of seawater exchange.

3.5 결언
본 장에서는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한 유한체적법의 수치기법으로 3차원혼상류를 해석하는 공개된 

CFD code인 olaFlow (Higuera et al., 2018)를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에 적용하여 일정수심의 불

규칙파동장 하 구조물에 의한 반사율과 전달율, 노즐에서의 공기흐름속도 및 해수소통구 내에서 흐름속

도의 시계열과 주파수스펙트럼 등의 변동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해의 타당성은 제 2

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여 Modified Bretschneider-Mitsuyasu스펙트럼 (Goda, 1988)에 대한 조

파검증만을 실시하였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1) 특정의 무차원공기실폭 에서 최소반사율을 나타내며,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무차원공기실폭

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증가한다. 반면, 전달율은 유의주기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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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파의 Ursell수가 클수록 공기실 내 상단의 노즐에서 최대공기흐름속도가 증가하며, 공기실 내부에

서 외부로 유출되는 공기속도가 외부에서 공기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속도보다 더 크다.  

(3)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과 이에 따른 공기흐름속도의 시간변화에서는 항상 위상차이가 존재하며, 공기

흐름속도에 관한 주파수스펙트럼의 첨두주파수가 수위변동의 경우보다 약간 단주기측으로 이동된다.

(4) 유의파의 Ursell수가 클수록 해수소통구 내 최대흐름속도가 증가하며,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유입되

는 흐름속도가 항내측에서 항외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보다 더 크다.

(5) 무차원평균유속은 특정한 무차원공기실폭에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차원공기실

폭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6) 제 2장의 규칙파와 비교하면 노즐에서 무차원공기흐름속도의 경우 무차원공기실폭의 변화에 따른 변동

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해수소통구의 중앙위치에서 무차원단면평균유속의 경우 무차원공기실폭의 변화에 

따른 변동은 유사하지만,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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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의 동적거동 및 응답 해석

4.1 서언
전술한 바와 같이 Falcão (2010)는 파동에너지를 변환하는 방식에 따라 가동물체형, 월파형 및 진동수주

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일반적으로 (1) Attenuator (Falnes, 2007; FEMP; 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me, 2009), (2) PA (Point Absorber; Barker et al., 2007), (3) OWSC (Oscillating Wave Surge Converter; 

AEA, 2006), (4) Overtopping (Powetech, 2009) 및 (5) OWC (ISSC, 2006; EPRI; Electrical Power Research 

Institute, 2005)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각각의 방식에 해당하는 많은 종류의 WEC들이 국내·외적으로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WEC는 위치적으로 근해이고, 형식적으로 구조물 내 압축공기흐름을 통하여 

파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고정식 및 부유식 OWC이고, 이는 방파제의 기능도 겸비하며, 또한 본 

구조물은 OWC-WEC에 Photo 1.4에 나타낸 바와 같은 풍력발전시스템을 병합하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파력과 

풍력을 동시에 구비한 복합발전시스템의 구조물로 기대될 수 있다. 

여기서, 구조물 내부에 압축공기를 주입한 형태를 갖는 방파제는 내부 공기압의 조절로부터 파랑제어기능의 

향상과 다변화를 기하려고 고안된 형태의 구조물이다 (Kim and Iwata, 1991).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에서는 

압축공기실에서 공기흐름이 발생되지 않지만, WEC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상단에 압축공기의 유출·입

구가 구비되어야 하고, OWC-WEC로의 타당성이 판정되기 위해서는 터빈의 구동력인 유출입구에서 압축공기

흐름속도가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로, OWC-WEC에서 파랑-구조물-내부공기의 상호간섭에 대한 해석해로는 대표적으로 Evans 

and Porter (1997)의 연구를 들 수 있고, 수치해석에서의 대상파랑을 2차원규칙파랑 (Evans and Porter, 

1995; Greenhow and White, 1997; Malmo and Reitan, 1985; Kyoung et al., 2006; Nakamura and Nakahashi, 

2005), 2차원불규칙파랑 (Boccotti, 2007a,b; Gouand et al., 2010; Falcão and Justino, 1999; Gervelas et al., 

2011; Falcão and Rodrigues, 2002; Falcão, 2002; Yin et al., 2010), 3차원규칙파랑 (EI Marjani et al., 2008; 

Josset and Clément, 2007; Paixão Conde and Gato, 2008; Cho, 2002), 그리고 3차원불규칙파랑 (Delauré and 

Lewis, 2003)으로 각각 대별할 수가 있다. 수치해석기법으로 구분하면 고유함수전개법 (Evan and Porter, 

1995; Malmo and Reitan, 1985; Gouaud et al., 2010; Cho, 2002), 경계요소법 (Josset and Clément, 2007; 

Delauré and Lewis, 2003), 유한요소법 (Kyoung et al., 2006), Green함수법 (Nakamura and Nakahashi, 2005) 및 

유한차분법 (EI Marjani et al., 2008; Paixão Conde and Gato, 2008; Yin et al., 2010)과 같은 다양한 수치기법

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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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압축공기실 내에서 수면변동에 의해 발생되는 공기압변동을 공기압축성에 

관한 상태방정식으로부터 산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기실 내의 압축공기흐름속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한 연구

는 Lee et al. (2011a, 2011b)과 Liu et al. (2008) 등의 다수를 들 수 있지만, 부유식 OWC-WEC시스템에서 압축공기

흐름속도를 직접적으로 산정한 연구 예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방파제에서 방파제로서의 파랑제어기능과 발전구조물로서의 

압축공기흐름속도를 해석하기 위하여 선형속도포텐셜이론에 기초한 경계요소법을 적용하고, 압축공기 흐름해

석에 Boyle법칙과 단열변화과정에 기초한 상태방정식을 적용한다. 이로부터 얻어진 해의 타당성은 폰툰형의 

고정식방파제와 자유부유식방파제에 대한 기존의 수치해석결과 및 압축공기주입 고정식방파제에 대한 실험결

과와의 비교로부터 검증되며, 실제의 수치해석에서는 공기압축성이 파랑변형율과 공기흐름속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정식방파제를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하고, 더불어 연직긴장 계류시스템을 대상으로 주기 

변화에 따른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부유식방파제의 파랑변형율, 구조물의 운동 및 공기흐름속도의 특성 

등을 명확히 규명한다.

4.2 수치해석이론

4.2.1 기초방정식

본 연구의 대상인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부유식방파제의 모식도는 Fig. 4.1과 같다. 그림에서 제체

의 외부폭은 , 압축공기실의 폭은 , 흘수는 , 외부 정수면과 압축공기실에서 정수면의 높이차는 

로 주어지고, 구조물의 상면을 통하여 WEC로 유입되는 압축공기의 평균흐름속도와 단위폭당 단면적을 

각각 와 로 정의한다.

이 때, 구조물로부터 소멸파 (evanescent waves)의 영향이 없어지는  ±에 개경계면 (fictitious open 

boundary)을 설정하면 유체영역은   로 각각 분할되고, 계산영역은  이다. 각 유체영역

에서 비점성·비압축의 비회전운동의 유체를 가정하면 속도포텐셜이 존재하며, 유체영역  의 각 경계

면상에서 속도포텐셜 는 다음의 Green공식을 만족한다.








  (4.1)

여기서, 는 고정점의 좌표, 는 경계면 상에서 유동점의 좌표, 은 고정점과 유동점과의 거리로 

    와 같이 주어지고,  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지는 Green함수이다.

 


log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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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고정점이 경계면 상에 있을 때 이고, 고정점이 영역 내부에 있는 때 로 주어지는 상수이

다.

Fig. 4.1. Systematic sketch of pressurized air chamber floating breakwater equipped with 
wave-power generation system..

4.2.2 경계조건

경계면은 Fig. 4.1로부터 자유수면 (경계면 1과 5), 제체 표면 (경계면 2과 4), 압축공기실 내의 

수면 (경계면 3),  ±에서 개경계면 (경계면 6과 8) 및 해저불투과면 (경계면 7)으로 각각 구

성되고, 각 경계면에서 속도포텐셜 , 구조물의 중심에서 수평, 연직 및 회전운동  

및 압축공기압 과 압축공기 유출속도 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4.3)

여기서, 는 각 물리량의 시간변화에 대한 복소진폭을 나타낸다. 

식(4.3)에 주어진 물리량의 진폭을 사용하여 각 경계면에서 주어지는 경계조건을 시간함수 를 생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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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on 1 and 5 (4.4)











 on 3 (4.5)




        on 2 and 4 (4.6)















 









 
 on 6 (4.7)













 

 







 

 
 on 8 (4.8)




  on 7 (4.9)

여기서,    , 는 경계면에서 법선방향, 는 유체밀도, 는 중력가속도, 과 은 방향여현으로 

  cos  ,  cos  ,  
 는 중심의 좌표, 는 복소반사율, 는 복소전달율,  

coshcosh, 는 입사파고, 는 공간좌표, 는 정수심, 는 파수, 는 각주파수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식(4.8)에서 속도포텐셜은 입사파와 반사파 성분의 합으로 표현된 것이고, 식(4.7)의 속도포텐

셜은 전달파 성분을 나타내며, 각각에 소멸파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4.5)의 경계조건은 압축공기실 

내에서 동역학적 자유수면경계조건에서 공기압이 대기압과 상이한 것으로 가정하여 압축공기압의 성분을 

고려한다. 

4.2.3 이산화방정식

식(4.4)~(4.9)에서 주어지는 경계조건식을 식(4.1)의 Green공식에 적용하여 미소선요소로 분할된 경계요소에 

대해 이산화하면 다음과 같은 이산화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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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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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는 Knonecker의 Delta함수로   의 경우는   이고, ≠의 경우는   이며, 는 

경계 상에서 절점으로 분할되는 절점간 선요소의 길이, 은 경계면에서 절점의 총수이다.

4.2.4 공기압축모델

압축공기실 내에서 공기압의 변화 는 공기의 체적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Boyl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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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기초한 다음의 상태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Kim and Iwata, 1991).

  

 



(4.11)

여기서, 는 단열변화과정을 가정하면  , 이상변화과정을 가정하면  으로 각각 주어지는 

상수이고, 와 는 압축공기실에서 초기공기압과 초기공기체적을 나타낸다. Fig. 4.1로부터   

,    (는 Fig. 4.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외부정수면에서 압축공기실 내 천단까

지의 연직높이)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초기공기체적에 대한 변화량이다. 

한편, 식(4.11)을 ≪의 가정 하에 급수전개를 수행하고 에 관한 선형항만을 고

려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4.12)

그리고, 압축공기실 내에서 유출되는 평균공기흐름속도 는 Bernoulli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4.13)

여기서, 는 공기밀도이며, 표준치로 1.2045의 값을 가진다. 

단위폭당 압축공기의 유출단면적을 로 두면 압축공기실 내에서 변동체적의 시간변화율을 다음의 식

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14)

여기서, 는 압축공기실 내에서 공간수면변동진폭을 나타낸다.

식(4.14)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다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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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한편, 식(4.15)에서 압축공기의 체적변화와 공기압의 관계를 선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가정한다.

 ≈ (4.16)

여기서, 는 차원을 갖는 상수이며, 식(4.16)을 (4.15)에 대입하고, 식(4.3)에서 정의된  
의 

관계를 적용하면 다음을 나타낼 수 있다.

  





 




 





 (4.17)

다음으로, 압축공기실 내에서 수면변동진폭 는 Bernoulli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4.18)

식(4.17)에 (4.18)을 대입한 결과를 다시 식(4.12)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변동공기압의 복소진폭 는 다

음과 같이 도출된다.

 
  

 


 (4.19)

 

여기서,

     



식(4.19)를 이산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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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최종적으로, 압축공기 유출속도의 진폭 는 다음의 식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4.21)

여기서, 식(4.3)에서와 같이  
로 정의된다.

4.2.5 운동방정식

구조물의 질량과 관성모멘트를 각각 과 로 나타내고, 구조물의 좌·우측에 있는 계류삭이 구조물의 운

동에 저항하는 것으로 하면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압력, 압축공기실 내의 공기압, 

복원력 및 계류삭의 반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수평운동방정식 (sway운동)









  
(4.22)

⦁ 연직운동방정식 (heaving운동)










 


     (4.23)

⦁ 회전운동방정식 (rolling운동)









      
(4.24)

여기서, 는 유체압력으로 선형 Bernoulli방정식으로부터  로 주어질 수 있고, 와 



- 51 -

은 연직과 회전운동에 대한 복원력 성분으로 각각 다음의 식으로 산정된다.

    (4.25)

 






 
  (4.26)

그리고,    은 탄성스프링에 의한 연직긴장계류를 가정하면 다음의 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Ijima et al., 1972).









  

    

    

  

    

  

(4.27)

여기서, 는 계류삭의 스프링상수이다.

따라서, 운동방정식(4.22)~(4.24)를 이산화하면 다음과 같은 이산화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4.28)

 




 





  






 


 

(4.29)

 




 
   

  









  


 

(4.30)

이상의 이산화방정식(4.10), (4.20), (4.28), (4.29) 및 (4.30)을 연립하여 풀면 반사율, 전달율, 압축공기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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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체의 운동성분을 산정할 수 있고, 압축공기흐름속도는 식(4.21)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4.3 수치해석결과의 검증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서 얻어지는 해의 타당성은 기존의 수치해석 및 실험결과와 비교로부터 검증된다. 

검증에 적용되는 구조물은 총 4종류의 구조물로 수면 상에 고정된 폰툰형 방파제, 계류되지 않은 폰툰형 

부유식방파제, 수면 하에 계류된 폰툰형 부유식방파제 및 수면 상에 고정된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이며, 

각 방파제에 의한 반사율과 전달율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의 타당성을 이하에서 검토한다.

4.3.1 폰툰형 고정식방파제

먼저, 수면 상 폰툰형 고정식방파제에 의한 파랑변형율을 경계요소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MaDougal and 

Sulisz (1989)의 수치해석결과와 본 연구의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 Fig. 4.2이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로 

수심 에 대한 입사파장 과 비를 나타내고, 연직축은 반사율 과 전달율 를 각각 나타낸다. 여

기서, Fig. 4.2의 모든 계산결과에 =10.0m를 적용하고 있으며, Figs. 4.2(a)는 =8.0m, =10.0m, 4.2(b)

는 = 8.0m, = 2.5m, 4.2(c)는 =6.0m, =10.0m, 4.2(d)는 =6.0m, =2.5m에 대한 결과이다. 4.2절

에서 기술된 수치해석이론을 폰툰형 고정식방파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압축공기실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압축공기실의 폭을 0으로 접근시킴), 동시에 구조물의 운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된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심에 대해 입사파장이 길어질수록 혹은 입사주기가 길어질수록 반사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전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Figs. 4.2(a)와 4.2(b) 혹은 4.2(c)와 4.2(d)를 비교하면 구조물

의 폭이 좁을수록 반사율이 줄어들고, 동시에 전달율이 커지며, 이러한 경향은 입사파장이 길수록 현저하게 

나타난다. 또한, Figs. 4.2(a)와 4.2(c) 혹은 4.2(b)와 4.2(d)를 비교하면 흘수심이 얕을수록 반사율은 줄어들고, 

동시에 전달율은 커지며, 이러한 경향은 역시 입사파장이 길수록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MaDougal and Sulisz (1989)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입사파장, 흘수심 및 구조물폭의 변화

과정에 따른 반사율 과 전달율 의 변화과정이 거의 동일하며, 두 결과에서 나타나는 미미한 차

이는 절점수 및 절점간격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3.2 자유부유식방파제

다음의 Fig. 4.3에 나타내는 수치해석결과는 경계요소법에 의한 MaDougal and Sulisz (1989)의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계류가 되지 않은 자유부유식방파제에 의한 반사율과 전달율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로 수심 에 대한 입사파장 과 비율관계를, 연직축은 반사율 과 전달율 

를 각각 제시하고 있고, 모두 =10.0m에 대해 Figs. 4.3(a)는 =8.0m, =10.0m, 4.3(b)는 =8.0m, 

=2.5m, 4.3(c)는 =6.0m, =10.0m, 4.3(d)는 =6.0m, =2.5m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 때, 구조물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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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해수밀도의 반으로 가정되므로 구조물의 전체높이는 Figs. 4.3(a)와 4.3(b)의 경우 16.0m, 4.3(c)와 

4.3(d)의 경우 12.0m로 주어지며, 이로부터 구조물의 단면형상이 결정되어 구조물의 질량과 중심에 관한 

관성모멘트가 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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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between for fixed pontoon typed structure.

자유부유식방파제에 대한 본 해석결과는 4.2절에서 기술된 수치해석이론에서 압축공기실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압축공기실의 폭을 0으로 접근시킴), 동시에 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류삭의 저항력을 고려

하지 않으면 간단히 얻어질 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정수심에 대해 입사파장의 변화에 따

라 반사율과 전달율의 변동이 다소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먼저 동일한 구조물폭 =10.0m

를 갖는 Figs. 4.3(a)와 4.3(c) 및 =2.5m를 갖는 Figs. 4.3(b)와 4.3(d)를 비교하면 흘수 가 얕아짐에 따라 

파랑변형율이 급변하는 주기대가 보다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2.5m를 갖는 

Figs. 4.3(b)와 4.3(d)의 경우는 이 (-)값을 나타내므로 실제로는 복원력이 없는 부유식방파제이다.

여기서, MaDougal and Sulisz (1989)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입사파장, 흘수심 및 구조물폭의 변화

과정에 따른 반사율 과 전달율 의 변화과정이 거의 동일하며, 역시 두 수치해석결과에서 보이는 

미미한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절점수 및 절점간격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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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0m, =10.0m, =1.2 (d) =6.0m, =2.5m, =0.3
Fig. 4.3.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for free floating pontoon typed structure.

4.3.3 계류부유식방파제

수중에 계류된 폰툰형 부유식방파제에 의한 반사율을 고유함수전개법으로 해석한 Ijima et al. (1972)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 Figs. 4.4과 4.5에 제시되어 있다. 4.2절에 제시된 수치이론을 수중에 

계류된 폰툰형 부유식방파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계적분의 순서를 조정하고, 압축공기실의 폭을 0으

로 접근시키면서 계류시스템에 따른 계류삭의 저항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Figs. 4.4과 4.5는 Open 

mooring 및 Cross mooring의 경우로 각각 =0.5, 긴장계류에서 계류삭의 수평길이 와 연직길이 의 

비가 =1/3, 계류삭의 저항계수 가 =1.0, 구조물의 밀도 ′가 ′=0.8인 값으로 산정된 결

과이다. 수평축이 로 일정수심에 대해서는 주기의 변화를, 연직축은 반사율 과 전달율 를, 

그리고 파라미터는 잠수심 를 수심 로 나눈 무차원잠수심 를 각각 나타낸다.

먼저, Fig. 4.4를 살펴보면 무차원잠수심이 커질수록 일정수심에 대해 주기의 변화에 따른 반사율의 변동이 

급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반사율이 0으로 되는 주기가 약간 단주기측으로 이동되고 작은 반사율을 나타내는 

주변의 주기 영역이 넓어지며, 반사율이 1로 되는 장주기측의 주기는 무차원잠수심이 커질수록 보다 장주기측

으로 이동되고, 주변의 주기 영역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Fig. 4.5를 살펴보면 무차원잠수심

이 커질수록 반사율이 0으로 되는 주기가 단주기측으로 이동되고 작은 반사율을 나타내는 주변의 주기 영역이 

넓어지며, 반사율이 1로 되는 주기는 무차원잠수심의 변화에 거의 관계가 없지만, 주변의 주기 영역이 좁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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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단주기측에서 나타나는 극대치는 무차원잠수심이 커질수록 보다 단주기측으로 

이동되고, 또한 그 값의 크기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Ijima et al. (1972)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입사주기, 잠수심 및 계류시스템의 변화에서 반사

율 의 변화과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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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Reflection coefficient for submerged tautly moored floating structure of

open mo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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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Reflection coefficient for submerged tautly moored floating structure of

cross mooring system.

4.3.4 압축공기 주입식 고정식방파제

다음에 제시하는 Fig. 4.6의 결과는 수면 상의 압축공기 주입식 고정식방파제에 대한 Ikeno (1986)의 수리

실험결과와 본 수치해석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한 일례이다. 여기서, 4.2절에 제시된 본 수치이론을 압축

공기 주입식 고정식방파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운동과 압축공기실 내에서 압축공기흐름속도

를 고려하지 않으면 간단히 얻어진다. 결과에는 =1.4 (단열변화)와 =0.567에 대해 Figs. 4.6(a)는 

=0.818, =0.488, =0.018, 4.6(b)는 =0.818, =0.222, =0.087 및 4.6(c)는 

=0.576, = 0.295, =-0.028가 적용되었고, 수평축은  (은 입사파장)을, 연직축은 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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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장주기측에서는 반사율은 작고, 전달율은 큰 값을 나타

내는 반면, 단주기측에서는 반사율은 크고, 전달율은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폰툰형 고정식

방파제에 대한 Fig. 4.2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Fig. 4.6(b)의 경우와 같이 ≈0.75에서 전달율이 

급격히 커지고, 반사율이 떨어지는 현상 및 전체적으로 ≈0.2 근방에서 급격한 파랑변형율의 변동

을 나타내는 것은 폰툰형 고정식방파제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Ikeno (1986)의 수리실험결과와 

본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하면 ≈0.4 근방의 반사율에서 약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나지만, 전체적으

로는 입사파장의 변화에 따라 파랑변형율의 변화과정이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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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576, =0.567, =0.295, =-0.028
Fig. 4.6.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for fixed and pressurized air chamber structure.

4.4 수치해석
이하에서 나타내는 결과는 Fig. 4.1에 제시한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를 고정

시킨 경우에 반사율 , 전달율  및 OWC-WEC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 그리고 계류시킨 경우에 반사율 , 전달율 , OWC-WEC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무차원압축공

기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무차원회전운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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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입사주기를 중심으로 제시된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무차원량의 변동특성을 검토한다. 여기서, 계류시스

템은 연직긴장계류를 적용한다.

   

4.4.1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고정식방파제

(a) 흘수심의 변화

Fig. 4.7에 나타내는 결과는 =15m, =10m, =7m, =1m, =1.0, =4m, =0.7, =0.01 

(는 입사파고), =1.4에 대해 흘수심을 =5, 6, 7m로 변화시킨 경우에 파랑변형율 과  및 무

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를 제시한 것이다. 반사율은 0.5<<1.0의 범위에서 극대치를, 1.0<

<1.5의 범위에서 극소치를 나타낸 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2.0에서는 거의 전반사를 나타낸다. 전달

율은 반사율과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며, 반사율과 전달율 모두 ≈1.3에서는 급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에 따른 파랑변형율의 변화추이가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양상으로

부터 흘수심이 깊을수록 보다 장주기파랑의 제어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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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b)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Fig. 4.7. Wave transformation and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667, =0.067, =1.0,  0.267, =0.035, =0.01, =1.4).

다음으로,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를 살펴보면 파랑변형율이 급변하는 1.0<<1.5에서 최대치가 발생

하고, 최대치는 흘수심이 깊을수록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며, 동시에 그의 크기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낸

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물 하부를 통과한 압축공기실 내에서 파의 파장과 압축공기실의 폭과의 관계로부

터 발생되는 피스톤모드의 공진현상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0.5의 장주기측에서는 흘수심의 변화에 

따른 값의 차이는 크지 않고, 대략 20 정도의 일정치를 나타내지만, 최대치를 나타내는 보다 큰 장주기

측에서는 흘수심이 깊을수록 큰 값을 나타낸다. 또한, 최대치를 나타낸  이후의 단주기측에서는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더불어 흘수심이 깊을수록 그의 경향은 심화된다.

다음의 Fig. 4.8에 나타내는 결과는 Fig. 4.7의 조건과 동일하지만, 초기압축공기압고가 =4m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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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심을 =5, 6, 7m로 변화시켰을 때 파랑변형율 과  및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를 나타낸다. 전술한 Fig. 4.7의 경우와 비교하면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의 변화에 따른 파랑변형율의 

변화양상이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변동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흘수심이 작을수록, 그리고 초기압축공기압고가 클수록 변동양상은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나

타낸다.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경우는 Fig. 4.7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변화양상을 나타내지만, 초기

압축공기압고가 클수록 의 변화에 따른 그의 변동 과정이 전체적으로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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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b)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Fig. 4.8. Wave transformation and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667, =0.267, =1.0,  0.267, =0.035, =0.01, =1.4).

(b) 초기압축공기압고의 변화

Fig. 4.9에 나타내는 결과는 =15m, =10m, =7m, =6m, =1.0, =4m, =0.7, =0.01, 

= 1.4에 대해 초기압축공기압고를 =0, 2, 4m로 변화시킨 경우에 파랑변형율 과  및 무차원

압축공기흐름속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압축공기압고가 증가할수록 의 변화에 

따른 파랑변형율의 전체 변화양상이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보이며, 전술한 Figs. 4.7과 4.8의 경

우와 유사한 변화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초기압축공기압고가 증가할수록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변화양상이 파랑변형율과 동일하게 단주기측으로 이동되지만, 최대치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러한 사실은 초기압축공기압고가 클수록 압축공기실 내에서 수심이 얕아지고, 이에 따라 파장이 짧아지

기 때문에 공진현상을 포함한 변화특성이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Figs. 4.7과 

4.8을 포함하여 고찰하면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가 발생하는 는 파랑변형율에서 극대치 

(전달율)와 극소치 (반사율)가 발생하는 의 값보다 약간 큰 값을 나타내므로 보다 단주기측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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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b)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Fig. 4.9. Wave transformation and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667, =0.4, =1.0,  0.267, =0.035, =0.01, =1.4).

(c) 의 변화

다음의 Fig. 4.10에 나타내는 결과는 =15m, =10m, =7m, =6m, =0m, =4m, =0.7, 

=0.01, =1.4에 대해 식(4.16)에서 도입하는 상수 를 =0.7, 0.9, 1.1로 변화시킨 경우에 파랑변형율 

과  및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의 변화는 파랑변형율

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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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b)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Fig. 4.10. Wave transformation and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667, =0.4, =0.0,  0.267, =0.035, =0.01, =1.4).

(d) 압축공기실폭의 변화

Fig. 4.11에 나타내는 결과는 =15m, =10m, =6m, =0m, =1.0, =4m, =0.7, 

=0.01, =1.4에 대해 =5, 7, 9m로 변화시킨 경우 파랑변형율 과  및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으로부터 의 값이 증가할수록 <1.5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파랑변형율의 극대

치 및 극소치는 장주기측으로 이동되고, <1.0에서의 극대치는 작아지고, 극소치는 커지는 현상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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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압축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최대치는 장주기측으로 

이동되지만, 그 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 여기서, 최대치를 나타내는 보다 장주기측에서는 압축공기실

폭이 넓을수록 상대적으로 매우 큰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를 나타내지만, 최대치를 나타내는 보다 

단주기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압축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약간 큰 흐름속도를 나타내지만, 그 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압축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수면변동량폭이 넓어지고, 이로부터 압축공기

실 내에서 많은 양의 공기가 압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압축공기흐름속도가 증가되고, 이러한 

현상은 장주기측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압축공기의 흐름속도에서 그의 최대치는 =0.5의 경우 =0.136에서, =0.7의 경우 

= 0.178에서, =0.9의 경우 =0.222에서 max=12.85의 값을 각각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의 비가 커지는 경우 가 일정하므로 결국 부력체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를 나타내

며, 이의 경우 압축공기 최대흐름속도의 발생위치 의 값은 부력체폭이 0일 때 공진발생조건인 

=0.25에 접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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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b)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Fig. 4.11. Wave transformation and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0.667, =0.4, =0.0, =1.0,  0.267, =0.035, =0.01, =1.4).

4.4.2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부유식방파제

압축공기 주입식 부유식방파제에서 구조물의 상단에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경우 이의 중량과 관성

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값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계산에서 ′=0.9 (′
는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경우 구조물의 밀도로 전단면에 걸쳐 균등하며, 구조물의 단면형상은 Fig. 

4.1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각각 간주된다)를 가정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한다. 또한, 풍력발전시스템까

지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중량과 관성모멘트 및 무게중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압

축공기 주입식 부유식방파제에서 계류시스템은 모든 계산케이스에서 연직긴장계류로 가정되고, 따라서 

식(4.27)에서   이외의 계류삭에 의한 저항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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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흘수심의 변화

Fig. 4.12는 =30m, =10m, =7m, =1m, =1.0, =4m, =0.5m, =0.7, =0.01, =1.4, 

′= 0.9에 대해 흘수심 를 =5, 6, 7m로 변화시킨 경우 의 변화에 따른 파랑변형율 과 

,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무차원

회전운동 의 변동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2.0의 장주기측에서 1.0 근방의 큰 전달율과 0.1 정도의 작은 반사율을 나타내지만, 

> 2.0의 단주기측에서는 파랑변형율이 크게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0의 장주기측에서 반사

율의 극대치를 나타내는 의 값은 흘수심이 깊을수록 작아지므로 장주기측으로 이동된다. 여기서, 전

술한 4.4.1절의 고정 시 Fig. 4.7의 경우와 비교하면 흘수심이 클수록 파랑변형율의 변화과정이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현상은 동일한 반면, 파랑변형율의 급격한 변화과정은 전체적으로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Fig. 4.12(b)에 나타낸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를 살펴보면 흘수심이 깊을수록 최대치는 커지고, 동시에 

파랑변형율과 같이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흘수심에 대한 공진현상에 의한 

최대치가 발생하는 는 전달율과 반사율이 교차는 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4.4.1

절 고정식의 경우보다 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가 발생하는 위치는 보다 단주기측으로 이동되지만, 그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0.5의 장주기측에서 공기흐름속도는 고정 시의 경우보다 작은 대략 

15의 값을 나타낸다. 이의 원인으로 연직방향으로 파랑에너지가 분포하는 수심이 크게 깊어졌고, 그에 따른 

파장이 변하였기 때문에 고정식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구조물이 운동하는 부유식이라

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2절의 이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압축공기흐름속도는 압축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 및 구조

물의 운동, 특히 후술하는 연직운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부터 >2.0의 단주기측에서 압축

공기흐름속도의 변화과정에 파랑변형율과 연직운동의 변동특성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

는 압축공기실 내에서 수면변동이 구조물 하부를 통과하는 파랑에너지와 연직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구조물의 운동을 살펴본다. 수평운동의 경우 장주기측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큰 변위를, 

반면에 단주기측에서는 작은 변위를 나타내지만, 흘수심의 차이에 따른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2.0에서 급격하게 변동하는 파랑변형율은 수평운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구조물의 계류시스템이 연직긴장계류이기 때문에 수평파력에 대한 저

항력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연직운동의 경우 <2.2의 장주기측에서 흘수심의 변화에 따른 값의 차이는 

거의 없고, 가 증가할수록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2에서는 무차원연직운동이 급격히 

작아지고, 또한 흘수심이 깊을수록 보다 작은 연직운동을 나타내며, 변화과정은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무차원연직운동에서 흘수심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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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경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차원회전운동의 

경우 단주기측으로 갈수록, 그리고 흘수심이 깊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장주기측에서는 수평운동과, 

단주기측에서는 연직운동과 상호연계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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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on-dimensional amplitude of rotational motion (rolling)
Fig. 4.12. Wave transformation,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amplitude 

of vertical mo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333, =0.033, =1.0, 
 0.133, =0.0167, =0.035, =0.01, =1.4, ′=0.9, =1.0).

Fig. 4.13은 전술한 Fig. 4.12와 동일한 조건을 갖지만, 초기압축공기압고를 증가시킨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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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3)의 경우에 대해 흘수심을 =5, 6, 7m로 변화시켰을 때 파랑변형율 과 , 무차원압축공기

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무차원회전운동 를 

나타내고 있다. 파랑변형율을 살펴보면 >1.7에서 급격하게 변동되고, 극대치와 극소치의 발생은 흘수

심이 클수록 보다 장주기측에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전술한 Fig. 4.12의 경우보다 단주기측에서 파랑변

형율의 변동 과정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압축공기압고가 =1m에서 4m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구조물 전체 강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이 주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4.13(b)에 나타내는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Fig. 4.13(b)의 경우보다 최대치

의 발생위치가 보다 단주기측으로 이동되어 있고, =0.167과 0.2의 경우 본 수치계산 의 범위 밖

의 단주기측에서 그의 최대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흘수심이 깊을수록 변동 과정이 장주기

측으로 이동되는 현상은 Fig. 4.12(b)와 동일하며, <1.0의 장주기측에서는 Figs. 4.12(b)와 4.13(b) 모두 

거의 동일한 대략 15 정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물의 무차원수평운동을 검토한다. 전체적으로는 전술한 Fig. 4.12의 경우와 동일하게 장주

기측에서 큰 변위를, 단주기측에서 작은 변위를 나타내며, 흘수심의 변화에 따라서는 Fig. 4.12와는 상이

하게 약간 차이를 나타내지만, 크지는 않다. 여기서, >2.0의 단주기측에서 극소치 및 극대치의 발생은 

Fig. 4.12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는 후술하는 회전운동과의 연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연직운동

의 경우는 Fig. 4.12의 경우와 같이 <2.0에서는 흘수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 증가에 따라 약

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2.0에서는 Fig. 4.12와 약간 상이한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무차원회

전운동을 나타낸 Fig. 4.13(c)를 살펴보면 >2.0의 단주기측에서 매우 큰 값의 피크치를 나타내며, 이는 

흘수심이 깊을수록 장주기측으로 이동된다는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크치는 Fig. 4.12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

로, 초기공기압이 증가됨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 회전운동의 고유주기가 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본 수치계산의 

범위내에서 공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b) 초기압축공기압고의 변화

다음의 Fig. 4.14에 나타내는 결과는 =30m, =10m, =7m, =6m, =1.0, =4m, =0.5m, =0.7

, =0.01, =1.4, ′=0.9에 대해 초기압축공기압고를 =0, 2, 4m로 변화시킨 경우에 파

랑변형율 과 ,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무차원회전운동 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림으로부터 파랑변형율을 살펴보면 <1.5의 장주기측에서 큰 전달율과 작은 반사율을 나타내고, 더

불어 초기압축공기압고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술한 Figs. 4.12와 4.13의 두 결과와 

유사하지만, >1.5의 단주기측에서는 초기압축공기압고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0.133의 경우

는 계통적인 변화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후술하는 수평운동과 회전운동에서도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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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는 계통적인 변화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대치는 초기압

축공기고가 작을수록 큰 값을 나타내고, 더불어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연직운동과 상관이 크고, 특히 >2.0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연직운동변위에서 그의 변화기울기가 큰 

와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언급

되지 않았지만, 전술한 Figs. 4.12와 4.13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수평운동, 연직운동 및 회전운동은 전

반적으로 Fig. 4.12와 유사한 변화과정을 나타내지만, =0.133의 경우는 Fig. 4.13의 변화과정이 포함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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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on-dimensional amplitude of rotational motion (rolling)
Fig. 4.13. Wave transformation,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amplitude 

of vertical mo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333, =0.133, =1.0, 
 0.133, =0.0167, =0.035, =0.01, =1.4, ′=0.9, =1.0).



- 66 -

0 1 2 3

kh

0

0.2

0.4

0.6

0.8

1

|K
R

|&
|K

T| q2h / h = 0.0
q2h / h = 0.067
q2h / h = 0.133

    
|KT|

|KR|

0 1 2 3

kh

0

10

20

30

40

50

2|
u a

| /
H
s q2h / h = 0.0

q2h / h = 0.067
q2h / h = 0.133

(a)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b)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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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on-dimensional amplitude of rotational motion (rolling)
Fig. 4.14. Wave transformation,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amplitude 

of vertical mo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333, =0.2, =1.0, 
 0.133, =0.0167, =0.035, =0.01, =1.4, ′=0.9, =1.0).

(c) 의 변화

다음은 =30m, =10m, =7m, =6m, =0m, =4m, =0.5m, =0.7, =0.01, =1.4, ′= 

0.9에 대해 식(4.16)에서 =0.7, 0.9, 1.1로 변화시킨 경우 에 따른 파랑변형율 과 , 무차

원압축공기흐름속도  및 무차원운동들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Fig. 4.15이다. 그림으로부터 고정 

시 Fig. 4.10과 동일하게 파랑변형율, 압축공기흐름속도 및 각 운동은 의 변화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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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 있다. 

(d) 압축공기실폭의 변화

Fig. 4.16에 나타내는 결과는 =30m, =10m, =6m, =0m, =1.0, =4m, =0.5m, =0.7, 

=0.01, =1.4, ′=0.9에 대해 =5, 7, 9m로 변화시킨 경우 파랑변형율 과 , 무차원압

축공기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무차원회전운동 

를 나타낸다. 결과로부터 <2.1의 범위에 있는 파랑변형율에서 압축공기실폭이 넓을수록 반사율에서 

극대치 및 극소치는 장주기측으로 이동되고, 파랑변형율이 급변하는 >2.0에서는 압축공기실폭이 넓

을수록 파랑변형율의 변화과정이 다소 완만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압축공기흐름속도를 살펴보면 압축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최대치가 발생하는 의 값이 작아

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압축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압축공기흐름속도가 커지며, 이러한 경향

은 최대치가 발생하는 보다 작은 장주기측에서 보다 명확하게 주어진다. 압축공기의 흐름속도에서 

=0.5의 경우 =0.129에서, =0.7의 경우 =0.172에서, =0.9의 경우 =0.214에서 각

각 최대치가 나타난다. 의 비가 커지는 경우 가 일정하므로 결국 부력체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의 경우 고정 시 Fig. 4.1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유 시에도 공기흐름에서 최대속도의 발생

위치 의 값은 부력체폭이 0에 접근할 때 공진발생조건인 =0.25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압축공기실폭은 공기흐름속도의 크기를 좌우하는 압축공기실 내 수면변동량과 직접적으로 관계되

는 파라미터이다. 수평운동은 지금까지의 경향과 거의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며, 압축공기실폭이 넓으면 장주기

측에서 약간 커지는 경향을 나타나낸다. 연직운동은 지금까지의 결과에서보다 큰 변동을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단주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압축공기실폭이 좁을수록 큰 연직운동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연직방향파압이 작용하는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Fig. 4.16에서도 압축공기흐름속도와 연직

운동은 강한 연성을 나타내며, 연직운동의 변화기울기가 크지는 위치에서 압축공기흐름속도가 최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전운동의 경우는 압축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작은 회전운동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회전운동

에 대해서는 압축공기실폭이 넓을수록 공간적으로 일정한 공기압이 작용하는 넓이가 넓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변동 과정은 단주기측으로 갈수록 회전운동이 증가되는 것은 Fig. 4.12의 결과와 유사하다. 

(e) 계류삭에서 저항계수의 변화

다음의 Fig. 4.17에 나타내는 결과는 =30m, =10m, =7m, =6m, =0m, =1.0, =4m, =0.5m, 

=0.7, =0.01, =1.4, ′=0.9에 대해 계류삭의 무차원저항계수를 =1, 2, 3으

로 변화시킨 경우 의 변화에 따라 파랑변형율 과 ,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 무차

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무차원회전운동 를 나타낸다. 그림의 결과로부

터 계류삭에서 저항계수의 변화는 파랑변형율, 수평운동 및 회전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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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는 다소 큰 영향을 미치며, 계류삭의 저항계수가 클수록 연직운동은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저항계수가 클수록 압축공기흐름속도가 커지지만, 최대치의 발생위치 의 값은 동일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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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Wave transformation,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amplitude 

of vertical mo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333, =0.2, =0.0, 
 0.133, =0.0167, =0.035, =0.01, =1.4,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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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Wave transformation,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amplitude 

of vertical mo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0.333, =0.2, =0.0, =1.0, 
 0.133, =0.0167 =0.035, =0.01, =1.4,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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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Wave transformation,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amplitude 

of vertical mo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0.7, =0.333, =0.2, =0.0, 
=1.0,  0.133, =0.0167, =0.035, =0.01, =1.4, ′=0.9).

4.5 결언
본 장에서는 방파제로 연구·개발된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에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경우 방파제

로의 기능과 OWC-WEC로의 기능을 수치시뮬레이션으로부터 검토하였다. 해석에는 선형속도포텐셜이

론에 기초한 경계요소법을, 압축공기 흐름해석에 Boyle법칙과 단열변화과정에 기초한 상태방정식을, 그

리고 부유식의 경우는 연직긴장계류시스템을 각각 적용하였다. 해의 타당성은 여러 형태의 구조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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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수치해석결과 및 실험결과와의 비교로부터 검증되었으며, 실제의 수치해석에서는 여러 파라

미터 (흘수심, 초기압축공기압고, , 압축공기실폭 및 계류삭의 저항계수 등)의 변화에 대해 OWC-WEC

시스템을 탑재한 고정식 및 부유식방파제에서 파랑변형율, 구조물의 운동 및 압축공기흐름속도의 변동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고정식방파제의 경우;

(1)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파랑변형율의 변화양상이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며, 장주기파의 제어효과가 커진다.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는 파랑변형율이 급변하는 주기대에서 최대치가 발생하고,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최대

치는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며, 그의 크기가 증가한다.

(2) 초기압축공기압고가 증가할수록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변화양상은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며,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는 감소한다.

(3) 의 변화는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압축공기실폭의 증가에 따른 파랑변형율은 주기에 따라 상이한 변화를 나타내며,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

도의 최대치는 약간 커지면서 장주기측으로 이동된다.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부유식방파제의 경우;

(1)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변화양상은 전술한 고정식방파제의 경

우와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급격한 변화과정은 보다 단주기측으로 이동된다. 부유체의 운동에서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무차원수평운동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무차원연직운동은 단주기측에서 작아지고, 무차원회전운동

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2) 초기압축공기압고가 증가할수록 파랑변형율의 변화양상은 단주기측에서 복잡하게 나타나 계통적인 

특성 파악이 어렵지만,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는 감소하며, 그의 발생위치는 단주기측으로 이동된

다.

(3) 의 변화는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및 부유체의 무차원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압축공기실폭의 증가에 따른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는 전술한 고정식방파제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지만, 변화과정이 전체적으로 단주기측으로 이동된다. 또한,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는 

고정식방파제의 경우와 같이 압축공기실폭의 증가에 따라 커지면서 장주기측으로 이동된다. 무차원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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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압축공기실폭의 증가에 따라 수평운동은 약간 커지는 반면, 연직운동과 회전운동은 작아지며, 특히 연직운

동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5) 계류삭에서 무차원저항계수의 변화가 파랑변형율, 수평운동 및 회전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계류삭의 무차원저항계수가 클수록 무차원연직운동은 작아지고,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는 커지지만, 최대치

가 발생하는 주기위치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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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공기주입식         

      방파제의 동적거동 및 응답 해석

5.1 서언
제 4장에서는 고정식방파제 혹은 부유식방파제의 압축공기실 내에서 상단부의 공기유출·입구를 통한 공

기흐름으로부터 파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OWC-WEC시스템과 더불어 구조물 상부에 Photo 

1.4의 풍력발전시스템을 탑재한 복합발전시스템을 구상하여 OWC-WEC시스템에 의한 파랑변형, 공기

흐름속도 및 구조물의 동적거동 등의 특성을 검토·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부유식방파제에 대해 방파제로서의 파랑제어기능과 발전시스

템로서의 공기흐름속도를 해석하기 위하여 공기실 내에서 공기의 압축성을 고려한 제 4장과 달리 공기

의 비압축성을 고려한다. 여기서, 공기실 내에서 수위가 공기실 외부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공기실에 초

기공기압이 존재하여 공기가 압축되는 경우(제 4장)이고, 반면에 공기실 내·외에서 수위차가 없다는 것

은 공기실에 초기공기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 5장)이다. 실제 수치해석에서는 고정식을 포함하여 

OWC-WEC시스템을 구비한 연직긴장계류의 부유식방파제를 대상으로 파랑변형율과 공기흐름속도, 그

리고 구조물의 운동 등의 특성을 규명하며, 공기거동에 대한 압축성의 고려여부에 대한 두 결과의 차이를 

논의한다. 수치해석법으로는 제 4장에서와 같이 선형속도포텐셜이론에 기초한 경계요소법을 적용한다.

5.2 공기흐름속도의 추정
다음의 Fig. 5.1에 나타내는 부유식방파제에서 공기실 내의 수면변동, 부유체의 연직운동 및 본체 상단의 

공기유출·입구를 통한 공기량에 대해 압축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다음의 연속방정식이 성립된다.


 



   (5.1)

여기서,    , 는 수평좌표, 는 시간, 는 각주파수, 2은 공기실의 폭, 는 부유식방파제의 연

직운동의 복소진폭, 는 공기유출·입구의 단면적, 는 공기유출·입속도의 복소진폭, 는 공기실 내

에서 공간수면변동량으로 Bernoulli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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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는 속도포텐셜이다.

Fig. 5.1. Systematic sketch of pneumatic floating breakwater equipped with 
wave-power generation system.

식(5.2)를 (5.1)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5.3)

제 4장에 기술된 Green공식에 기초한 경계요소법으로 위의 식(5.3)을 이산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4)

여기서, 는 경계면에서 절점, 는 공기실 내에서 절점의 총개수, 는 절점간 선요소의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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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초방정식과 경계조건 및 경계요소법에 대한 이론적인 전개과정, 이산화과정, 

운동방정식의 구성 등은 제 4장에서와 동일하다.

5.3 수치해석결과의 검증
제 4장에서 (1) 폰툰형 고정식방파제, (2) 자유부유식방파제, (3) 폰툰형 부유식방파제, (4) 압축공기주입

식 고정식방파제 등에 있어서 다른 연구자에 의한 추정된 전달율과 반사율를 비교·검토하여 수치해석결

과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공기흐름속도에 대해 Navier-Stokes solver 및 VOF법에 기초

한 혼상류해석법 TWOPM-3D (Lee et al., 2011)로부터 추정된 수치해석결과와 공기거동에 비압축성을 고

려하는 본 장의 수치해석결과를 다음의 Fig. 5.2에 제시한다. 이는 Fig. 5.1에서 부유식방파제가 고정된 경

우 수심 =15m, =10m, =7m, =4m, =0.7, =0.01 (는 입사파고, 은 입사파장)에 대

해 흘수심을 =5, 6, 7m로 변화시켜 무차원공기흐름속도 와 실공기흐름속도 를 각각 나

타낸 것이다.

Fig. 5.2에 제시한 무차원공기흐름속도를 살펴보면 1.0<<1.5 범위에서 최대치가 발생하고, 최대치는 

흘수심이 깊을수록 장주기측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그의 크기가 증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0.5의 장주기측에서는 흘수심의 변화에 따른 공기흐름속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대략 20 정도의 일정치

를 나타낸다. 또한, 최대치를 나타낸  이후의 단주기측에서는 의 증가에 따라 공기흐름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흘수심이 깊을수록 그의 경향은 심화된다. 이러한 공기흐름속도의 두 추정치를 

비교하면 피크치를 중심으로 좌우의 장주기측과 단주기측에서 TWOPM-3D (Lee et al., 2011)에 의한 결과

가 본 연구보다 약간 큰 값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 주기의 변화에 따른 두 결과의 변동경향이 합리적

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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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Air flow velocity outflowing from air-chamber.

5.4 수치해석
이하에서는 Fig. 5.1에 제시한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부유식방파제에서 고정식방파제의 경우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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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 전달율  및 상부 WEC로 유출·입되는 무차원공기흐름속도 와 실공기흐름속도 

, 그리고 부유식방파제의 경우 반사율 , 전달율 , 상부 OWC-WEC로 유출·입되는 무차원공기

흐름속도 , 실공기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무차원

회전운동 의 변동특성을 검토한다. 특히, 공기실 내에서 공기의 동적거동에 단열변화의 압축공

기모델을 적용한 제 4장 결과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본 장에서 적용한 비압축성공기모델의 유용성과 적

용성을 동시에 논의한다. 여기서, 계류시스템은 제 4장에서와 동일한 연직긴장계류를 적용한다.

5.4.1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공기주입식 고정식방파제

(a) 흘수심의 변화

Fig. 5.3에 나타내는 결과는 =15m, =10m, =7m, =4m, =0.7, =0.01에 대해 흘수심을 

=5, 6, 7m로 변화시킨 경우에 파랑변형율 과  및 무차원공기흐름속도 와 실공기흐

름속도 를 각각 제시한 것이다. 반사율은 0.5<<1.0의 범위에서 극대치를, 1.0<<1.5의 범위에서 

극소치를 나타낸 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2.0에서는 거의 전반사를 나타낸다. 전달율은 반사율과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며, 반사율과 전달율 모두 ≈1.3에서는 급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흘수

심이 증가할수록 에 따른 파랑변형율의 변화추이가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양상으로부터 흘수심이 

깊을수록 보다 장주기파랑의 제어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무차원공기흐름속도를 살펴보면 파랑변형율이 급변하는 1.0<<1.5에서 최대치가 발생하고, 

최대치는 흘수심이 깊을수록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며, 동시에 그의 크기가 증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구

체적으로 =0.333의 경우 =1.32에서 max=37.28; =0.4의 경우 =1.22에서 max

=40.54; =0.467의 경우 =1.14에서 max=43.63의 값을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0.5의 

장주기측에서는 흘수심의 변화에 따른 값의 차이가 크지 않고, 대략 20 정도의 일정치를 나타낸다. 또한, 

최대치를 나타낸  이후의 단주기측에서는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더불어 흘수심

이 깊을수록 그의 경향은 심화된다. Fig. 5.3(c)는 실제의 공기흐름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수평축은 공기실

폭과 파장과의 비를 나타낸다. 전반적인 경향은 무차원공기흐름속도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그의 최대치는 =0.333의 경우 =0.193에서 max=11.53; =0.4의 경우 

=0.178에서 max=12.82; =0.467의 경우 =0.166에서 max=14.09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4의 결과는 Fig. 5.3의 조건과 동일하지만, 공기실 내 공기거동에 단열변화의 압축성을 고려한 경우

에 파랑변형율과 무차원공기흐름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Lee et al., 2014), 무차원공기흐름속도분포에서 

그의 최대치는 =0.333의 경우 =1.32에서 max=37.23; =0.4의 경우 =1.22에서 

max=40.49; =0.467의 경우 =1.14에서 max=43.58의 값을 각각 나타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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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igs. 5.3(a)와 5.4(a) 및 Figs. 5.3(b)와 5.4(b)의 결과를 비교하면 변동 과정 및 크기에서 차이를 거의 알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파랑변형율 및 공기흐름속도에서 공기압축성의 

고려유무에 따른 계산결과에서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공기실 내에서의 공기거동해석

에 비압축성을 고려하는 본 이론 및 수치계산이 압축성에 대한 제 4장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동시에 간편하기 

때문에 그의 유용성이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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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Wave transformation and air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 this case not 
considering compressibility of air in air-chamber(=0.7, =0.667,  0.267, =0.03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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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Wave transformation and non-dimensional pressurized air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 case considering compressibility of air in air-chamber(=0.7, =0.667, =0.0, =1.0, 

 0.267, =0.035, =0.01, =1.4).

(b) 공기실폭의 변화

Fig. 5.5는 =15m, =10m, =6m, =4m, =0.7, =0.01에 대해 공기실의 폭을 =5, 7, 9m

로 변화시킨 경우 파랑변형율 과  및 무차원공기흐름속도 와 실공기흐름속도 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공기실의 폭 의 값이 증가할수록 <1.3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파랑변형율의 

극대치 및 극소치는 장주기측으로 이동되고, <1.0에서의 극대치는 작아지고, 극소치는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무차원공기흐름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의 최대치는 =0.5의 경우 =1.30에서 max

=39.48; =0.6의 경우 =1.22에서 max=40.54; =0.7의 경우 =1.20에서 max

=40.33의 값을 각각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치를 나타내는 보다 장주기측에서는 공기실폭

이 넓을수록 상대적으로 매우 큰 무차원공기흐름속도를 나타내며, 최대치를 나타내는 보다 단주기측

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약간 큰 흐름속도를 나타내지만, 그 값의 차이는 크지 않고,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수면변동량폭이 넓어지고, 

이로부터 공기실 내에 보다 많은 양의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흐름속도가 증가되며, 이러한 

현상은 장주기측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5.5(c)는 실제의 공기흐름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수평축은 공기실폭과 파장과의 비를 나타낸다. 

Fig. 5.5(b)의 경우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수평축이 공기실폭 과 파장 과의 비를 취하므로 이 작아

지면 실제의 공기흐름속도는 전체적으로 수평축의 좌측으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최대

치는 =0.5의 경우 =0.136에서 max=12.26; =0.7의 경우 =0.178에서 max

=12.82; =0.9의 경우 =0.222에서 max=12.85의 값을 각각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의 비가 커지는 경우 가 일정하므로 결국 부력체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를 나타내

며, 이의 경우 최대실공기흐름속도의 발생위치 의 값은 부력체폭이 0일 때 공진발생조건인 

=0.25에 접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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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기거동에 단열변화에 의한 압축성을 고려한 제 4장의 Fig. 4.11과 본 장의 Fig. 5.5를 비교하면 

공기실폭의 변화에 따른 파랑변형 및 공기흐름속도가 동일한 변동과정과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5.4.2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공기주입식 부유식방파제

계류식에서는 공기주입식 부유식방파제의 상단에 OWC-WEC시스템을 탑재하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중량과 관성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값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계산에서 ′
=0.9 (′는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경우 구조물의 밀도로, 전단면에 걸쳐 균등하며, 구조물의 단면형

상은 Fig. 5.1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를 가정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한다. 여기서, 본 장의 계류시스템

은 모두 연직긴장계류로 가정되고, 따라서 계류삭의 저항은 연직운동 (Heave)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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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Wave transformation and air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0.667, =0.4,  0.267, =0.035, =0.01).

(a) 흘수심의 변화

Fig. 5.6은 =30m, =10m, =7m, =4m, =0.5m, =0.7, =0.01, ′=0.9에 대해 흘수

심 를 =5, 6, 7m로 변화시킨 경우 의 변화에 따른 파랑변형율 과 , 무차원공기흐름속도 

, 실공기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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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2.0의 장주기측에서 1.0 근방의 큰 전달율과 0.1 정도의 작은 반사율

을 나타내지만, >2.0의 단주기측에서는 파랑변형율이 크게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0의 장주

기측에서 반사율의 극대치를 나타내는 의 값은 흘수심이 깊을수록 작아지므로 장주기측으로 이동된

다. 전술한 고정식방파제인 Fig. 5.3의 경우와 비교하면 흘수심이 클수록 파랑변형율과 무차원공기흐름속도의 

변화과정이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현상은 동일한 반면, 전체적인 그의 변화과정은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Fig. 5.6(b)에 나타낸 무차원공기흐름속도를 살펴보면 그의 최대치는 =0.167의 경우 =2.56에서 

max=36.92; =0.2의 경우 =2.36에서 max=41.17; =0.233의 경우 =2.18

에서 max=45.30의 값을 가지므로 전체적으로 전술한 고정식방파제인 Fig. 5.3과 비교하여 약간 

작은 공기흐름속도를 나타내며, 특히 최대치가 단주기측으로 이동됨에 따라 장주기측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으로 파랑에너지가 분포하는 수심이 2배로 깊어졌고, 

부유식에 따른 연직운동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하여튼, 최대치를 중심으로 장·단주기측으로 갈수록 무차

원공기흐름속도가 작아지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여기서, 공기흐름속도는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 

및 구조물의 연직운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부터 공기흐름속도의 변화과정에 파랑변형율과 

연직운동의 변동특성이 크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실 내에서 수면변동이 구조

물 하부를 통과하는 파랑에너지와 연직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흘수심이 

증가하는 경우 최대공기흐름속도는 증가하고, 발생위치는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

기서, 최대실공기흐름속도는 =0.167의 경우 =0.186에서 max=12.41; =0.2의 경

우 =0.172에서 max=14.37; =0.233의 경우 =0.160에서 max=16.35의 값

을 가지며, 흘수심이 깊을수록 최대치가 증가하면서 발생위치가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는 현상 및 최대치의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장·단주기측으로 갈수록 값이 감소하는 현상은 무차원공기흐름속도의 경향과 동일하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식방파제인 Fig. 5.3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고정식

방파제인의 경우보다 약간 큰 최대 실공기흐름속도를 가진다.

다음으로, 구조물의 운동을 검토한다. 무차원수평운동은 ≈0.5까지의 장주기측으로 갈수록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며, <0.5 이후의 장주기측에서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지만, 흘수심의 변화에 따른 차이

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수평운동에서 큰 운동진폭을 나타내는 것은 본 장의 구조물이 연직긴장계류되

어 수평운동에는 거의 저항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차원연직운동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주기측으

로 갈수록 감소하는 운동진폭을 나타내며, <2.0의 장주기측에서는 흘수심의 변화에 따른 값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2.0에서는 흘수심의 변화에 따라 각각 극소치를 나타내며, 이의 값은 흘수심이 증가할

수록 보다 장주기측에서 나타난다. 본 수치계산범위 내에서 무차원회전운동은 단주기측으로 갈수록 운동진폭

이 증가하고, 흘수심이 깊을수록 커지면서 또한 차이도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s. 5.7은 5.6과 동일한 조건 하에 공기실 내의 공기거동에 단열변화의 압축성을 적용한 경우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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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Lee et al., 2014). 두 결과를 비교하면 파랑변형율, 공기흐름속도 및 구조물의 각 운동에서 차이

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Fig. 5.7에서 무

차원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를 살펴보면 =0.167의 경우 =2.56에서 max=36.86; 

=0.2의 경우 =2.36에서 max=41.10; =0.233의 경우 =2.18에서 max=45.21의 

값을 가지므로 Fig. 5.6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이며,   의 오더에서 차이를 나

타낸다. 이상으로부터 전술한 고정식방파제에서와 같이 파랑변형율을 포함하여 공기압축성의 고려유무에 따른 

계산결과에서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부유식방파제의 경우에도 공기실 내에서의 

공기거동해석에 비압축성을 고려하는 본 이론 및 수치계산이 압축성에 대한 제 4장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동시에 간편하기 때문에 그의 유용성이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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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Wave transformation,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motion amplitudes of structure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 this case not considering compressibility of air in air-chamber 

(=0.7, =0.333,  0.133, =0.0167, =0.035, =0.01, ′=0.9, =1.0).

(b) 공기실폭의 변화

Fig. 5.8에 나타내는 결과는 =30m, =10m, =6m, =4m, =0.5m, =0.7, =0.01, ′=0.9

에 대해 =5, 7, 9m로 변화시킨 경우 파랑변형율 과 , 무차원공기흐름속도 , 실

공기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를 나타낸다. 결과에서 

공기실폭이 넓을수록 반사율에서 극소치가 장주기측으로 이동되고, 파랑변형율이 급변하는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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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기실폭이 넓을수록 파랑변형율의 변화과정이 약간 완만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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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on-dimensional amplitude of rotational motion (rolling)
Fig. 5.7. Wave transformation,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motion amplitudes of structure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 case considering compressibility of air in air-chamber(=0.7, 
=0.333, =0.0, =1.0,  0.133, =0.0167, =0.035, =0.01, =1.4, ′=0.9, 

=1.0).

다음으로, 무차원공기흐름속도를 살펴보면 그의 최대치는 =0.5의 경우 =2.46에서 max= 

36.71; =0.7의 경우 =2.36에서 max=41.17; =0.9의 경우 =2.32에서 max= 

42.94의 값을 나타내므로 공기실폭이 넓을수록 >2.0의 단주기측에서 발생하는 최대치의 값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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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값이 작아지므로 장주기측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대치의 를 중심으로 장·

단주기측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고정식방파제인 Fig. 5.5의 경우와 동일하며, 또한 최대치 보다 

장주기측에서는 공기실폭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단주기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

한 결과는 실공기흐름속도를 나타낸 Fig. 5.8(c)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만, Fig. 5.8(b)의 경우와 다르게 보

이는 것은 수평축이 공기실폭 과 파장 과의 비를 취하므로 이 작아지면 실제의 공기흐름속도는 전

체적으로 수평축의 좌측으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공기흐름속도에서 최대치는 =0.5의 경

우 =0.129에서 max=12.53; =0.7의 경우 =0.172에서 max=14.37; 

=0.9의 경우 =0.214에서 max=15.15의 값을 가진다. 한편, 의 비가 커지는 경우 가 일

정하므로 결국 부력체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의 경우 고정식방파제인 Fig. 5.5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부유식방파제의 경우에도 최대실공기흐름속도의 발생위치 의 값은 부력체폭이 0에 

접근할 때 공진발생조건인 =0.25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튼, Fig. 5.8(c)로부터 부력체의 

폭이 넓을수록 공진이 발생하는 의 값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물의 운동을 검토한다. 무차원수평운동이 Figs. 5.6 및 5.7과 동일하게 장주기측으로 갈수록 급격한 

증가하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장주기측에서 약간 큰 운동진폭을 보인다. 무차원연

직운동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단주기측으로 갈수록 작은 운동변위를 나타내며, 다른 경우와 달리 

=0.5의 경우는 =2.24에서 극대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다른 운동에 비하여 연직운동이 공기실폭의 영

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고, 공기실폭이 작을수록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파압의 작용면적이 커지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큰 연직운동을 나타낸다. 한편, 무차원회전운동은 연직운동과 달리 단주기측으로 갈수록 

큰 운동변위를 나타내고, 공기실폭이 넓을수록 작은 진폭을 나타낸다. 

한편, 공기거동에 단열변화에 의한 압축성을 고려한 제 4장의 Fig. 4.16과 본 장의 Fig. 5.8을 비교하면 

부유식방파제의 경우에도 고정식방파제의 경우와 같이 공기실폭의 변화에 따른 파랑변형, 공기흐름속도 및 

운동성분이 동일한 변동과정과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c) 계류삭에서 저항계수의 변화

다음의 Fig. 5.9에 나타내는 결과는 =30m, =10m, =7m, =6m, =4m, =0.5m, =0.7, 

= 0.01, ′=0.9에 대해 계류삭의 무차원저항계수를 =1, 2, 3으로 변화시킨 경우 의 변

화에 따라 파랑변형율 과 , 무차원공기흐름속도 , 실공기흐름속도 , 무차원수평운

동 , 무차원연직운동  및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결과로부터 계류삭에서 저항

계수의 변화는 파랑변형율과 수평운동 및 회전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연직운동과 공기흐름속도에

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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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Wave transformation,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motion amplitudes of structure 
according to the change of (=0.333, =0.2,  0.133, =0.0167 =0.035, 

=0.01, ′=0.9, =1.0).

먼저, 무차원공기흐름속도에서 그의 최대치는 =1.0의 경우 =2.34에서 max=41.17; 

=2.0의 경우 =2.34에서 max=43.22; =3.0의 경우 =2.34에서 max

=43.94로 주어지므로 계류삭에서 저항계수의 변화에 따른 최대치의 발생위치 의 변동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공기흐름속도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며, 최대실공기흐름속도는 

=1.0의 경우 =0.172에서 max=14.37; =2.0의 경우 =0.172에서 max=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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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의 경우 =0.172에서 max=15.37을 갖는다. 다음으로, 연직운동의 경우

는 단주기측으로 갈수록 무차원운동진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동시에 계류삭의 무차원저항계수가 

클수록 작은 운동진폭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직운동의 커질수록 공기흐름속도는 작아지며, 이것은 5.2절의 

이론으로부터 쉽게 이해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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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Wave transformation, air flow velocity and non-dimensional motion amplitudes 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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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0.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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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기거동에 단열변화에 의한 압축성을 고려한 제 4장의 Fig. 4.20과 본 장의 Fig. 5.9을 비교하면 

부유식방파제의 경우에도 고정식방파제의 경우와 같이 계류삭에서 저항계수의 변화에 따른 파랑변형, 공기흐

름속도 및 운동성분이 동일한 변동과정과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5.5 결언
본 장에서는 제 4장에서 기술된 부유식방파제로 연구·개발된 공기주입식 부유식방파제에 OWC-WEC시

스템을 탑재한 경우 방파제로의 기능과 OWC-WEC로의 기능을 제 4장에서와 동일한 선형속도포텐셜이

론에 기초한 경계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으로부터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기실 내에서 공기거동에 대해 

단열변화의 압축성을 고려한 제 4장과는 달리 비압축성을 고려한 경우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의 타당성은 제 4장에서 여러 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기존의 수치해석결과 및 실험결과와의 비교

로부터 수행된 검증에 부가하여 고정식방파제의 경우에 TWOPM-3D (Lee et al., 2011)에 의한 수치해석결

과와의 비교·검토가 실시되었다. 실제의 수치해석에서는 여러 파라미터 (흘수심, 공기실폭 및 계류삭에

서 저항계수 등)의 변화에 대해 고정식방파제의 경우 및 부유식방파제의 경우에 파랑변형율, 구조물의 

운동 및 공기흐름속도 등의 변동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얻을 수 있었

다.

(1) 공기거동에 있어서 비압축성에 의한 본 장의 해석결과와 단열압축변화에 의한 제 4장의 해석결과는 

고정식방파제의 경우 흘수심의 변화 및 공기실폭의 변화에 따라 파랑변형 및 공기흐름속도가 동일한 변

동 과정 및 크기를 나타내며, 또한 부유식방파제의 경우 흘수심의 변화, 공기실폭의 변화 및 계류삭에서 

저항계수의 변화에 따라 파랑변형, 공기흐름속도 및 구조물의 운동성분이 역시 동일한 변동 과정 및 크기

를 나타낸다. 

(2) (1)의 사실로부터 공기실 내에서의 공기거동해석에 비압축성의 본 장의 해석이 단열압축변화의 제 4장의 

경우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그의 유용성이 보다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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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고립파성 지진해일파에 의한  

       작용파력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6.1 서언
근래, 세계적으로 해저지진 및 그에 따른 지진해일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진원지 부근에서는 

장주기 형태를 갖는 지진해일이 발생하고, 연안으로 접근함에 따라 얕아지는 수심의 영향으로 파고가 증

가하여 연안교량뿐만 아니라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지본시설 및 방재시설 등을 파괴시켜 사회ㆍ경제 활

동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여기서, 지금까지 지진해일에 의한 연안교량의 피해상황으로부터 연안교량이 유실되거나 파괴되는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지진해일은 지형적인 요소와 결부되면서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고립파

(solitary wave)로, 수심이 얕은 경우 혹은 육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단파로 연안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진해일과 연안교량으로 대표되는 구조물과의 상호작용해석에서는 단파 혹은 고립파로 근사될 수 있다 

(Ramsden, 1993). 

한편,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에 대한 연구는 2004년 인도양지진해일 시에 다수의 교량이 유실되

는 피해를 입은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예로, Iemura et al. (2005), Shoji and Moriyama (2007)는 당시 

교량의 피해정도 및 교량의 안정성에 대해, Araki et al. (2010a; 2010b)은 실험에 기초하여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에 대해, Shoji et al. (2009)은 지진해일파력의 분류에 대해, Shigihara et al. (2010)은 지진해일파력과 

교량의 안전율에 대해 각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진해일파력의 수치해석에서는 대부분이 고정도의 수치해석법으로 알려진 Navier-Stokes운동방정식과 

VOF (Hirt and Nichols, 1981)법을 병용하는 수법 혹은 SPH (Smoothed-Particle Hydrodynamics)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사례로 Arikawa et al. (2005), Xiao and Huang (2008), Shigihara et al. (2010), Nakamura 

et al. (2013), Tanabe et al. (2013), Yim and Azadbakht (2013), Bricker and Nakayama (2014) 및 Xu (2015) 등의 

다수를 들 수 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수치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수치해석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진해일파력의 수치해석에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한 혼상류해석법으로부터 지진해일과 교량의 상

호작용을 해석한 연구사례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항력과 관성력을 고려한 Morison식으로부터 고립파에 

의한 지진해일파력을 추정한 Kim et al. (2016), 단파와 연안교량과의 상호작용해석으로부터 단파강도와 거더교 

(girder bridge)에서 거더 수에 따른 작용파력 등을 해석한 Lee et al. (2017), 단파의 전파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혼입이 파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Murakami et al. (2013) 및 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에 의한 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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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대한 Lau et al. (2011)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파력의 저감을 위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례로 교량데크의 상부 패러핏에 구멍을 설치하여 수평파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Lau 

et al., 2010), 교량데크에 에어벤트 (airvent)를 설치하여 연직파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Bozorgnia et al., 2011), 

교량 전면부에 페어링 (fairing)을 설치하는 방법 (Zhang et al., 201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수치해석법은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의 분석에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하고, 수면형의 추적에는 VOF법 (Hirt and Nichols, 1981)을, 이산방정식에는 SMAC법 

(Amsden and Harlow, 1970)을, 난류해석에는 LES모델 (Smagorinsky, 1963)을 각각 적용한 3차원혼상류해

석법 TWOPM-3D (3D one-fiel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ows)를 적용한다 (Lee et al., 2011). 또한, 

Seiffert et al. (2014)에 의한 수조실험결과와의 비교·분석으로부터 고립파의 파력에 관한 본 수치해석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2004년 인도양지진해일 시에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Lueng Ie Bridge (Shoji et al., 

2009)를 대상으로 고립파의 파고, 연안교량의 위치과 형상 및 거더교에서 거더 수 등의 변화에 따른 작용

파력의 변화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다.

6.2 수치해석이론 및 고립파의 수치조파

6.2.1 기초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고립파로 근사되는 지진해일과 연안교량과의 상호작용해석에 비선형, 비정수압 및 점성

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존의 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정식에 상층부의 공기의 영향 및 수중으

로 연행(entrainment)된 공기의 거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된 Two-phases fully nonlinear Navier-Stokes방

정식을 기초방정식으로 적용한 TWOPM-3D를 유한차분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Lee et al., 2008). 또

한, 난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LES (Large Eddy Simulation)모델 (Smagorinsky, 1963)을, 수면형의 추

적에는 VOF법 (Hirt and Nichols, 1981)을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 서로 혼합되지 않는 혼상 (multi-phase)의 

점성 및 비압축성 유체를 고려하면 각각의 유체는 서로 다른 상의 유체와 명확한 경계면으로 식별될 수 

있다. 즉, 혼상유체의 흐름운동에서 경계면의 추적이 가능한 경우 서로 혼합되지 않는 혼상유체의 운동

에 단일유체모델 (one-field model for immiscible two-phase fluid)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상의 유체가 국소질

량중심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일유체모델은 단일의 연속방정식(6.1)과 방향의 

Navier-Stokes운동방정식(6.2)~(6.4)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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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간, 는 방향에 대한 각 유속성분, 는 압력, 는 중력가속도, 는 SGS 

(Sub-Grid Scale)에서 난류응력, 는 변위-응력에 대한 GS (Grid Scale)성분, 는 표면장력에 의한 체적

력, 는 부가감 쇠영역에서의 감쇠계수, 는 밀도, 는 동점성계수, 는 조파소스의 유량밀도로, 조파

소스가 위치하는     이외의 영역에서는 0으로 주어진다. 는   를 포함하는 방향의 격자폭

이다. 

6.2.2 고립파의 수치조파

해석영역 내에서 고립파를 수치조파하기 위해서는 조파소스 (Brorsen and Lasen, 1987; Lee et al., 2008) 

및 무반사조파시스템을 위한 감쇠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Bronsen and Larsen (1987)은 조파소스를 사용

하여 조파시킬 때 해석영역의 양방향 (의 (+)방향과 의 (-)방향)으로 파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식(6.6)과 

같은 조파소스강도 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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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여기서, 는 발생파의 수평유속성분을, 계수 2는 소스에 의한 조파시 해석영역의 양방향으로 파진행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조파소스강도 로 식(6.7)과 같은 Grimshaw (1971)에 의해 유도된 고립파의 3차

근사수평방향유속 를 적용한다 (Fento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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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여기서, 는 물입자의 평균위치를 나타내며, 와 는 다음의 식(6.9)와 (6.10)과 같이 각각 정의된다.

   (6.9)

  sech (6.10)

여기서, 식(6.10)에서 와 는 식(6.11)과 (6.12)로 각각 주어지며, 식(6.12)의 는 3차근사파속으로 식

(6.13)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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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ama and Nadaoka (1991)는 수치파동수로 내에 구조물이 설치된 경우 조파소스의 위치에서 반사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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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하여 조파소스지점에서 연직적분치가 반사파가 없는 경우와 분포형상이 상사되도록 식(6.14)를 

고려하고 있다.

   

 
(6.14)

여기서, 와 는 각각 조파소스의 위치에서 수위변동과 조파소스에 의해 기대되는 수위변동이다. 본 

연구에서 조파소스에 의해 기대되는 수위변동 는 다음 식과 같은 3차근사식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Fento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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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다음의 식(6.16)과 같이 주어진다.

  tanh

  (6.16)

6.3 수치해석결과의 검증

6.3.1 Seiffert et al.에 의한 수리실험의 개요

Seiffert et al. (2014)은 수리실험으로부터 고립파가 교량에 작용하는 파력을 측정하였다. 본 수치해석에서

는 Seiffert et al. (2014)에 의한 수리실험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하여 2차원수치파동수로를 구축하였고, 실

험조건과 동일하게 모델교량의 형상 및 제원을 Fig. 6.1과 같이 구성하였다. 계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 교량 배후영역을 1m로 축소하며, 부가감쇠영역을 적용하여 반사파의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격자구

성은 전영역에서 =0.2cm, =0.1cm로 구성하였고, 수심을 =8.6, 11.4cm로, 이에 따른 고립파의 파

고를 =0.1, 0.2 (여기서, 는 고립파의 입사파고)로 변화시켜 교량에 작용하는 수평 및 연직파력을 산

정하였다. 

6.3.2 수치해석결과

Figs. 6.2~6.5는 =8.6, 11.4cm; =0.1, 0.2; =0.06, 0.0, -0.2, -0.6일 때 Fig. 6.1의 교량데크에 작용하는 

고립파의 최대수평 및 최대연직파력에 대해 본 TWOPM-3D에 의한 수치해석결과와 Seiffert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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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수리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최대수평파력을 (+)최대수평

파력 (maximum positive horizontal force)으로,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최대수평파력을 (-)최대수평파력

(maximum negative horizontal force)으로, 연직상방의 최대연직파력을 최대연직상방파력 (maximum uplift 

force)으로, 그리고 연직하방의 최대연직파력을 최대연직하방파력 (maximum downward force)으로 각각 

정의한다. 연직파력은 데크의 길이 0.3048m로, 수평파력은 데크의 길이 0.3048m와 두께 0.0127m로 각각 

나눈 결과이다. =8.6, 11.4cm인 경우 =0.06에서는 (-)최대수평파력에 대한 실험결과가 제시되어 있

지 않으므로 그림에 제시되지 않는다.

Added
dissipation

zone

2.62m 1.0m

h

a
0.3048m

Wave

x
z

Added
dissipation

zone

(a) Schematic sketch of computational domain

0.0127m
0.3048m

h=0.086m, 0.114m
x

(a) Elevated deck

(b) Deck on the surface

(c) Submerged deck

Z=0

SWL
Zx

Z(-)

Z

Z(+)

(b) Bridge deck used in the experiment and calculation
Fig. 6.1. Numerical setup.

먼저, =8.6cm인 Figs. 6.2와 6.4에서 =0.06, 0.0, -0.2, -0.6의 경우에 최대수평파력에 대한 수치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0.0, -0.2, -0.6의 (+)최대수평파력에서 약간 차이를 나타내며, 특히 고립파의 

무차원파고가 큰 (+)최대수평파력에서 수치결과가 수리실험보다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낸다. 반면, 

=0.06의 (+)최대수평파력 및 =0.0, -0.2, -0.6의 (-)최대수평파력에서는 합리적으로 대응되지만, 

=-0.2, -0.6의 (+)최대수평파력에서 두 결과의 차이는 수평파력이 작용하는 데크의 연직높이가 연직파력

이 작용하는 데크의 길이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본 수치해석에서 적용한 격자구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연직파력에서 최대연직상방파력은 =0.06, 0.0, -0.2, -0.6의 모든 

경우에 잘 일치하지만, 최대연직하방파력은 약간의 불일치성이 인정되며, =0.06에서는 두 결과에 반

대의 변동양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최대연직파력의 변동특성에서 상방의 경우가 하방에서보다 두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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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성이 좋은 것으로 판정되며,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파력에서 주요한 차이는 교량 상부를 통한 고립파의 

월류시 쇄파발생과 교량의 저면과 배후에서 강하게 형성되는 Vortex 발생 및 교량 저면에서 압력변동 등에 

관한 수치적인 재현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최대연직하방파력은 

고립파의 무차원파고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1.4cm인 Figs. 6.4와 6.5의 경우를 전술한 Figs. 6.2와 6.3의 경우와 비교하면 고립파의 무차

원파고에 변화에 따른 최대파력의 변동은 거의 유사한 변화과정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두 결과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파력에서 최대연직상방파력은 보다 큰 값을 나타내지만, 최대연직하방파력

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두 해석결과에 일부를 제외하면 파고, 수심 

및 교량의 연직위치의 변화에 따른 최대파력치 및 그의 변동양상이 합리적으로 일치하므로 본 장에서 적용하는 

TWOPM-3D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a) Maximum positive horizontal force

(b) Maximum negative horizontal force
Fig. 6.2. Maximum horizontal force (=8.6cm).



- 97 -

(a) Maximum uplift force

(b) Maximum downward force
Fig. 6.3. Maximum vertical force (=8.6cm).

(a) Maximum positive horizont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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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ximum negative horizontal force
Fig. 6.4. Maximum horizontal force (=11.4cm).

(a) Maximum uplift force

(b) Maximum downward force
Fig. 6.5. Maximum vertical force (=11.4cm).

6.4 수치해석
6.4.1 계산조건

교량에 작용하는 고립파로부터 지진해일파력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4년 인도양지진해일 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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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약 4m가량 이동된 Lueng Ie Bridge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치해석에서는 Fig. 6.6과 

같이 총길이 10m의 2차원수치파동수로를 적용하였으며, 고립파의 천수변형으로부터 증폭된 파고를 얻

기 위하여 1:10의 경사면을 설치하였다. 이 때, 수심은 =60cm, =3cm이고, 고립파의 파고는 =4, 5, 6, 

7, 8cm로 변화시켜 교량에 작용하는 수평 및 연직파력을 산정하였다. 격자구성은 교량의 주변영역에 

=0.5cm, =0.5cm로 가변격자를 구성하였고, 수조의 양 끝단에 감쇠영역을 적용하여 반사파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였다. 적용된 모델교량은 실제 교량 Lueng Ie Bridge를 약 1:54로 축적한 값 (Shoji et al., 2012)

이며, 경사면 상에서 가장 높은 수위가 측정된 530cm의 수평거리에 수면 상 2cm에 위치하였다. 

280 530 Unit:cm

2

1:10

15040

Added
dissipation

zone

Added
dissipation

zone

(a) Schematic sketch of computational domain

(b) Bridge model dimension
Fig. 6.6. Numerical setup.

6.4.2 파고의 변화에 따른 수위변동 및 작용파력의 변화

(a) 수위변동

Fig. 6.7(a)는 교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사파고 =4, 5, 6, 7, 8cm일 때 교량의 전면 위치에서 수위의 

시간변동을 나타내고, Fig. 6.7(b)는 각각에서 최고수위를 나타낸다. 이 때, =4, 5cm의 경우는 고립파가 

교량을 월류하지 않으며, =6, 7, 8cm의 경우는 교량을 월류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입사파고 가 클수록 

고립파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고, 전면의 파경사가 가팔라진다.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입사파고에 따라 경사면 

상에서 천수변형으로 파고가 거의 선형적으로 증폭되고, 따라서 Fig. 6.7(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구조물 위치에

서 최고수위도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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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files of water level (b) Maximum water level
Fig. 6.7. Profiles of water level and maximum water level.

 

(b) 작용파력

Fig. 6.8은 교량에 작용하는 고립파에 의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나타내며, Fig. 6.9는 각각에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파력의 작용시점에서도 입사파고 가 커질수록 전파속도가 빨

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입사파고가 커질수록 최대수평파력이 증가하며, 고립파의 전면에서 파경사가 

급해지므로 고립파 전면에서 수평파력이 배면에서의 경우보다 경사가 급하게 된다. 이 때의 수평파력은 고립파

의 최대수위가 교량의 전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최대치를 나타내며, 이후에 점차 감소한다.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살펴보면 입사파고가 커질수록 교량을 월류하는 월류량이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직하방파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연직파력의 발생시점은 최대수평파력의 경우와는 달리 약간 이른 시간에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최대양력이 먼저 발생되고, 바로 이어 최대수평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정성 

관점에서는 보다 취약한 구조로 된다.

Fig. 6.8의 시계열로부터 도출된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파력을 파고의 함수로 나타낸 결과가 Fig. 6.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으로부터 입사파고의 증가에 따라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파력이 모두 증가하지만, 최대

수평파력의 증가율이 최대연직파력의 경우보다 크다. 또한, 최대연직파력에서 최대연직상방파력이 최대연직하

방파력보다 큰 값을 가지고, 최대연직상방파력보다 최대연직하방파력의 증가율이 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파고

변화에 따른 최대연직상방파력의 변동은 다른 경우보다 매우 작고, 특히 파고가 큰 경우에는 파고변화에도 

거의 일정치를 나타낸다.

Fig. 6.10은 입사파고 =8cm일 때 고립파가 교량에 도달하여 최대연직상방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이 

작용할 때와 그 직후의 수위 및 유속에 대한 시·공간분포를 나타낸다. 최대연직상방파력이 작용할 때는 처오름

고가 낮고, 3개의 거더 저면에 모두 연직방상의 파력이 작용하며, 데크 하의 거더 사이에 공기가 연행

(entrainment)·포획(capture)된다. 최대연직하방파력이 작용할 때는 고립파가 교량을 월류하는 상황에서 발생하

고, 교량 배후면에서 시계반대방향의 Vortex가 발생되며, 또한 데크 하의 거더 사이에 공기가 포획된다. 월류된 

이후는 다량의 공기가 혼입되어 매우 복잡한 수면거동을 나타내고, 교량 배후면에서 공동이 존재하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강한 난류 및 시계반대방향의 Vortex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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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연안교량의 수평위치에 따른 수위변동 및 작용파력의 변화

(a) 계산조건

전술한 수치파동수로와 동일하게 수심 및 경사면을 구성하며, 다음의 Fig. 6.1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경

사면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수조 끝까지 300cm의 일정수심상에 교량의 수평위치를 나타내는 거리 

를 = 0, 50, 100, 150, 200cm로 변화시켰다. 이 때, 고립파의 입사파고는 =8cm로 일정하며, 모델교량은 

수면 상 2cm에 위치한다.

(a) =4cm (b) =5cm

(c) =6cm (d) =7cm

(e) =8cm
Fig. 6.8. Time variations of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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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horizontal force (b) Maximum vertical force
Fig. 6.9. Maximum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Fig. 6.10.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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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570 Unit:cm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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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dissipation

zone

Added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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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Schematic sketch of computational domain.

(b) 수위변동

Fig. 6.12(a)는 교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사파고 =8cm일 때 수평이격거리 의 위치 (교량의 전면)에

서 수위의 시간변동을 나타내며, Fig. 6.12(b)는 각각에서 최고수위를 나타낸다. 결과를 살펴보면 =0cm

인 경우에 가장 높은 수위를 나타내며, 가 커질수록 고립파의 전면이 거의 연직면과 같이 발달하여 단

파형으로 전이되고, 이후에는 의 증가에도 쇄파가 동반되어 수위가 감소된다. 따라서, Fig. 6.12(b)에서 

=100cm인 경우에 최대수위가 주변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며, 쇄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의 증가에 따라 최대수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c) 작용파력

Fig. 6.13은 Fig. 6.12(a)에 제시된 고립파가 교량에 작용할 때 산정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나타내

며, Fig. 6.14는 Fig. 6.13의 시계열로부터 얻어진 수평 및 연직파력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0cm인 경우는 최대연직상방파력이 최대수평파력보다 먼저 작용하는 반면에 다른 경우는 두 힘이 거의 

동시에 작용하고, 수평파력의 변동양상은 전술한 수위변동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갖는다. 최대수평파력

은 =100cm인 경우에 발생되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립파의 전면이 단파에서 불연속면과 같은 연

직면을 형성하여 수면 상에 쇄파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쇄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평파력에 복수의 피

크치가 나타나고, 이후의 시간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한다. 연직파력에서 =0, 200cm 이외는 최대연직상

방파력이 최대연직하방파력보다 크게 나타나며, 이로부터 연직파력은 고립파의 전면에서 수면경사 및 쇄파형

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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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files of water level (b) Maximum water level
Fig. 6.12. Profiles of water level and maximum water level.

의 변화에 따른 최대파력의 변화를 나타낸 Fig. 6.14로부터 최대수평파력의 경우를 살펴보면 =100cm

에서 최대치를 나타내고, 전·후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100cm에서 고립파의 전면

이 거의 연직면으로 되고, 동시에 수면 상에 쇄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대연직파력에서 최대연직상방

파력은 전술한 최대수평파력과 같은 변화양상을 나타내지만, 변동양상은 상이하다. 다음에, 최대연직하

방파력은 =50cm에서 최대치를 나타내고, 쇄파가 동반되는 =100cm 이후에는 값의 변화가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수평상에서 고립파가 쇄파된 이후에는 에너지의 큰 감쇠없이 파고가 유지·지속되기 

때문이다.

Figs. 6.15~6.19는 수평이격거리 =0, 50, 100, 150, 200cm일 때 고립파가 교량에 전파되어 최대연직상방

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이 작용할 때와 그 직후에 수위 및 유속의 시·공간분포를 나타낸다. 쇄파가 발

생되지 않는 =0, 50cm일 때 최대연직상방파력은 고립파가 교량의 전면을 강타하여 최대처오름고가 발

생될 때 나타나고, 최대연직하방파력은 교량데크 상부에 월류량이 많아질 때 나타난다. 그리고, 쇄파가 

발생하는 =100cm인 지점에서는 고립파가 교량의 전면을 매우 강하게 강타하여 다른 위치에서보다 가

장 높은 최대처오름고가 발생하고, 거더 사이에 물이 유입되어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력이 거

의 동시에 발생된다. 고립파의 작용 직후 교량데크 상부에서 월류량이 많아지고, 처올라간 수괴가 낙하

하여 데크 상부를 하방으로 강타하여 거더 저면에서 일부 유체가 분리될 때 최대연직하방파력이 산정되

지만, 데크 상부에서 월류수의 유속과 월류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주어진다. 쇄파 발생 이후의 =150cm

에서는 =100cm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지만, 쇄파지점에서 이격되고, 따라서 유속과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력은 작아지는 반면에 데크 상부의 월류량이 많아지

며, 거더 저면과 유체 사이에 생성되는 공기의 완충작용으로 최대연직하방파력은 다소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cm의 경우는 쇄파지점에서 보다 이격되기 때문에 다량의 공기가 수중에 혼입되

고, 매우 복잡한 유체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력은 

=100, 150cm의 경우보다 작고, 최대연직하방파력도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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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cm (b) =50cm

(c) =100cm (d) =150cm

(e) =200cm
Fig. 6.13. Time variations of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a) Maximum horizontal force (b) Maximum vertical force
Fig. 6.14. Maximum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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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Fig. 6.15.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0cm).

(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Fig. 6.16.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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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Fig. 6.17.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100cm).

(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Fig. 6.18.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1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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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Fig. 6.19.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200cm).

6.4.4 연안교량의 거더 수에 따른 작용파력의 변화

(a) 연안교량의 거더 수

Fig. 6.20은 거더가 없는 슬래브교량 (혹은 거더가 0인 거더교량), 2개 및 6개의 거더를 갖는 모델교량의 

형상과 제원을 나타낸다. 수치파동수로와 격자구성은 전술한 경우와 동일하고, 고립파의 파고는 =8cm

로 수치조파되었으며, 전술한 바와 동일하게 수평이격거리는 =50cm로 수면 상 2cm에 위치하였다. 

(a) Slab bridge or zero-girder bridge

(b) Two-girders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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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x-girders bridge
Fig. 6.20. Bridge type and its dimension.

(b) 작용파력

Fig. 6.21은 3종류의 모델교량에 작용하는 고립파에 의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그리고 Fig. 6.22는 

시계열에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파력에 관한 시계열로부터 최대수평파력의 크기는 거더 

수에 비례하며, 거더를 갖는 경우에 최대수평파력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거더의 

연직면에 작용하는 수평파력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거더 수가 0개 및 2개인 경우는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상

방파력을 나타내는 위상이 상이하고, 최대연직상방파력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난다. 반면, 거더 수가 6개인 

교량에서는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력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며, 이러한 결과는 거더에 의한 저항으로 

고립파의 전파가 느리게 되고, 이에 따라 고립파가 교량의 전면을 강타할 때 나타나는 최대수평파력의 발생시점

에서 최대연직상방파력도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연직상방파력의 최대치는 거더 수가 

2개인 교량에서 나타나며, 이는 후술하는 Fig. 6.25로부터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더 수가 2개인 

교량에서 최대연직하방파력의 최대치도 나타나며, 이 또한 후술하는 Fig. 6.25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데크 상부에서 월류량이 가장 많이 때문이다.

Figs. 6.23~6.25는 =8cm일 때 고립파가 교량에 도달하여 최대연직상방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이 작용

할 때 수위와 유속의 시·공간분포를 나타낸다. 거더 수에 따른 최대연직상방파력을 살펴보면 외견상 거더가 

존재하지 않는 Fig. 6.23(a)에서 데크 저면의 전부가 유체와 접하기 때문에 최대치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처오름고가 상대적으로 낮아 저면에 작용하는 유체압력이 작기 때문에 최대연직상방파력은 제일 작은 값을 

나타낸다. 최대연직하방파력은 높은 수위가 데크 전체 면에 고루게 분포하는 거더가 2개인 교량에서 발생되고, 

거더가 6개인 교량에서는 전체 거더 사이에 공기가 연행·혼입되어 연직상방파력에 대한 완충작용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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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dge deck model without girder (b) Bridge deck model with two girders

(c) Bridge deck model with six girders
Fig. 6.21. Profiles of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a) Maximum horizontal force (b) Maximum vertical force
Fig. 6.22. Maximum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Fig. 6.23.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without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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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Fig. 6.24.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with two girders).

(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Fig. 6.25. Snapshots of the solitary wave impacting the bridge model (with six girders).

6.5 결언
본 장에서는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고립파에 의한 지진해일파력을 난류해석이 포함된 3차원혼상류해석

법인 TWOPM-3D (Lee et al., 2011)를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더불어, Seiffert et al. (2014)에 의한 실험결과

와 비교·검토하여 본 수치해석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2004년 인도양지진해일 시 인도네시아에서 실

제로 피해를 입은 Lueng Ie Bridge를 축적한 모델교량에 대해 고립파의 파고, 교량의 설치위치 및 거더의 

개수 등을 변화시켜 작용파력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본 연구의 주요한 사항을 아

래에 기술한다.

(1) 슬래브교량 (혹은 거더 수가 0인 거더교)에 대해 고립파의 파고변화에 따른 파력을 실험치와 비교한 

결과, 수평파력과 연직파력이 대체로 잘 일치하였고, 연직하방파력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지만, 두 결과는 

합리적인 일치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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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파의 파고변화에 따라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파력은 파고가 커질수록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파력

이 모두 증가하지만, 최대수평파력의 증가율이 높다.

(3) 연안교량의 수평위치에 따라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파력은 이격거리의 증가에 비례하지 않으며, 단파에

서 나타나는 연직불연속면이 발달된 후 쇄파되는 지점에서 최대파력이 작용한다. 또한, 연직상방파력이 연직하

방파력보다 크게 나타난다.

(4) 교량의 거더 수가 많을수록 교량의 연직면이 넓어지므로 수평파력이 증가하고,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

직파력은 그의 발생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6개 거더인 경우는 동일한 시간에 발생한다. 

(5) 연직파력에서는 수중에 연행되는 공기 및 주변에서 형성되는 Vortex의 영향 등이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구현되지 않은 관계로 실험결과와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실험결과 혹은 현장결과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충분한 정도로 수치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격자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교량과 해저면에서의 

표면마찰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수치해석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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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성 지진해일파에 의한    

       작용파력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7.1 서언
제 6장에서는 지진해일파를 고립파로 가정하여 고립파성 지진해일파가 연안교량에 작용한 경우 파고 및 

교량의 형상과 위치의 변화에 따른 지진해일파력의 변동특성을 3차원혼상류해석법인 TWOPM-3D (Lee et al., 

2011)을 적용하여 면밀히 검토·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진해일파를 단파로 가정하여 지진해일과 연안교량과의 상호작용해석을 수치적으로 수행하

며, 수치해석기법으로는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을 고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제 6장의 TWOPM-3D를 적용한다. 동시에, 단파성 지진해일파와 연안교량의 상호작용해석에서 

TWOPM-3D에 의한 수치해석결과의 검증은 Nakao et al. (2010)에 의한 수조실험결과와의 비교·분석으로부터 

검토된다. 이러한 타당성을 근거로 제 6장에서와 같이 2004년 인도양지진해일 시에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Lueng Ie Bridge (Shoji et al., 2009)를 중심으로 단파강도, 수심, 연안교량의 형상 및 거더 수 등을 변화시켜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작용파력의 변화특성을 검토·분석한다.

7.2 수치해석결과의 검증

7.2.1 Nakao et al.에 의한 수리실험의 개요

Nakao et al. (2010)은 상·하류측에 큰 수위차를 갖는 수조 내 게이트를 급속히 개방하여 이 때 발생하는 

단파가 하류측의 교량에 작용하는 파력을 측정하였다. 본 장의 수치해석의 검증에 적용되는 모델교량의 

형상 및 제원은 Nakao et al. (2010)에서의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Fig. 7.1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수조의 크기

는 길이 4m (상류측 : 길이 2m, 폭 0.6m; 하류측 : 길이 2m, 폭 0.2m)로, 단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류측에

서 하류측으로 2m의 지점에 게이트를 설치하였다.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게이트의 상류수심 을 20, 23, 

25cm로 각각 변화시켜 교량에 작용하는 수평 및 연직파력을 측정하였다. 격자는 교량의 주변영역에서 

=0.5cm, =1cm, =0.5cm로 구성되었고, 수조 끝단은 개경계 (open boundary)를 적용하여 반사파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모델교량으로 폭과 높이의 비 가 2 (40mm/20mm), 4 (80mm/20mm)인 직사각

형단면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거더가 없는 RC슬래브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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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sketch of computational domain (b) Deck dimension
Fig. 7.1. Numerical setup (Nakao et al., 2010).

7.2.2 수치해석결과

Fig. 7.2는 모델교량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모델교량의 위치에서 상류수심이 =20, 23, 25cm일 때 단파의 

수위변동에 따른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Figs. 7.3과 7.4는 =2인 모델교량의 데

크에 작용하는 단파에 의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시계열과 최대파력을 각각 비교한 결과이다. 

상류수심 의 변화에 따른 단파의 수위변동 에 관한 Fig. 7.2의 실험치와 해석치를 비교하면 단파가 

도달하는 시간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위의 형상 및 =5s 전·후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위에 관하여 모두 

좋은 대응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수위를 제시한 Fig. 7.2(d)로부터도 실험치와 해석치가 잘 일치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델교량에 작용하는 Fig. 7.3의 파력을 살펴보면 적용된 =2에서 

수평파력 는 두 결과에서 최대치의 발생시간 전·후에서 약간의 위상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른 파력의 변동 과정, 즉 단파의 도달과 더불어 급격히 파력이 상승한 다음에 최대파력이 나타나고, 이

어서 파력이 저감되는 일련의 과정이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Fig. 7.4(a)에서 최대수평파력 max

에서도 두 결과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직파력 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델교량에 단파가 도달하는 즉시 연직하향파력이 발생하고,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연직상향파력 (양력)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과 상향의 연직파력이 반복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여기서, 연직파력의 경우에 최대치 max는 단파가 모델교량을 월류하기 

때문에 하향으로 나타나고, 시간적으로는 단파가 도달한 즉시 발생된다. 하지만, 단파가 교량을 월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직하향파력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연직파력의 경우 상향력이 하향력보다 두 결과에서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며, 상향력의 수치해석결과에서는 진동성분이 크게 포함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Nakamura 

et al. (2013)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데크의 하부에 형성되는 와의 형성에 대한 실험결과와 수치결과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와의 형성이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재현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수치해석결과와 Nakamura et al. (2013)에 의한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하면 본 연구의 경우가 진동성분이 훨씬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직파력에서 최대하향력과 최대상향력을 제시한 Fig. 7.4(b)를 보면 최대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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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데크 하부에서 와 발생에 대한 재현성 때문에 두 결과의 차이가 약간 크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직파력의 변동양상이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5는 Fig. 7.1에서 제시된 경우와 동일한 조건에서 =80mm (=4)인 경우에 =25cm에서 단파

가 데크에 도달하여 최대처오름고가 발생하는 순간과 그 직후의 수위변동 상황을 Nakao et al. (2010)에 의한 

실험과 본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다. 수치해석결과에서 단파가 데크에 작용한 직후의 처오름현상과 

최대처오름고가 발생한 이후 교량을 월류하는 상황 등을 잘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단파가 

데크에 도달하는 순간 데크 배후에서의 수위상승이 수리실험에서는 나타나지만, 수치결과에서는 데크 배후면

에서 보다 이격된 거리에서 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수치해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데크에서 

표면마찰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Figs. 7.4와 5.5에서 제시된 기존의 수리실험결과와 본 수치해석결과와의 비교·검토로부터 

파력의 시간적 변동 과정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인정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리량의 변동양상 및 

최대치가 잘 일치하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TWOPM-3D으로부터 교량에 작용하

는 단파의 파력 등에서 결과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 =20cm (b) =23cm

(c) =25cm (d) Maximum water level
Fig. 7.2. Comparison of the computed water level with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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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cm

(b) =23cm

(c) =25cm
Fig. 7.3. Comparison of the computed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with the experimental data (=2).

(a) Maximum horizontal force (b) Maximum vertical force
Fig. 7.4. Comparison of the computed maximum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with the experimental dat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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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deck in experiment

(b)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deck in simulation
Fig. 7.5.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4, =25cm).

7.3 수치해석

7.3.1 계산조건

제 6장의 고립파성 지진해일파와 연안교량과의 상호작용해석에서와 같이 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성 지진

해일파력의 수치해석은 2004년 인도양지진해일 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약 4m가량 이동된 Lueng Ie 

Bridge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7.6과 같이 총길이 5m, 폭 0.2m의 3차원수치파동수조를 적

용하였으며, 단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2m의 지점에 게이트를 설치하였다. 그림

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류측 수심은 =3cm로 일정하며, 상류측 수심은 =10, 12, 14, 16, 18cm로, 

단파강도를 변화시켜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수평 및 연직파력을 산정·분석하였다. 여기서, 단파강도는 게

이트의 상류측과 하류측의 수심차  로 정의된다. 격자구성은 교량의 주변영역에서 =0.5cm, 

=1cm, =0.2cm로 구성하였고, 수조의 끝단을 개경계로 설정하여 흐름에 미치는 반사의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적용된 모델교량은 실제 교량의 크기를 1:108로 축적된 값이며, 하류측 수면 상의 1cm에 설치되었다. 

7.3.2 단파강도의 변화에 따른 작용파력의 변화

(a) 수위변동

Fig. 7.7(a)는 Fig. 7.6(a)에서 제시된 수로에서 교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류측 수심 =10, 12, 14, 16, 

18cm일 때 모델교량이 놓이는 위치의 중앙에서 수위의 시간변동을 나타내고, Fig. 7.6(b)는 각 경우에 최고수위를 

나타낸다. 결과를 살펴보면 단파강도가 강할수록 상류측의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단파의 전파속도가 빨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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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기 불연속면에서 형성되는 큰 수위변화 및 빠른 유속으로 인한 표면에서 국부적인 쇄파로 불안정한 

수위 (파상단파; Lee et al., 2008b)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류측 수심이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고수위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파강도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결과는 

Lee et al. (2008b)과 일치한다.

Open
Boundary

1.53 1.47

x
z

h1 h0

Unit:m
2.0

Elevation View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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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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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sketch of computational domain (b) Bridge model dimension
Fig. 7.6. Numerical setup.

(a) Profiles of water level (b) Maximum water level
Fig. 7.7. Profiles of water level and maximum water level.

 

(b) 작용파력

Fig. 7.8은 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에 의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나타내고, Fig. 7.9는 수평 및 연직파력

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먼저, Fig. 7.8을 살펴보면 단파강도가 커질수록 파력의 작용시점이 빨라지며, 이는 

단파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단파강도가 커질수록 충격적인 타격으로 인한 충격파력과 같은 

급격한 최대수평파력의 상승이 나타나고, 이후에 감소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파강도가 클수록 

단파전면의 불연속면의 높이가 커지며, 또한 수심의 증가에 따라 그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수평파력

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한다.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살펴보면 단파강도가 

커질수록 연직상방파력과 연직하방파력 모두 증가하며, 단파의 불연속면이 모델교량에 도달하는 순간에 연직

상방파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직하방파력이 작용되는 Fig. 7.3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연직상방파력이 

초기에 작용하고, 이와 거의 동시에 전술한 수평파력의 최대치가 작용하므로 교량의 안정성 측면에서 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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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평 및 연직파력의 시간변동에서 

수평파력은 불연속면의 작용시점에서 급격한 상승 이후로 점차로 하강하는 수위변동에 의한 완만한 감소를 

나타내지만, 연직파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연속면의 작용시점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연직상방파력을 나타낸 

이후에 다시 연직하방파력이 발생되고, 그리고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며, 이러한 경향은 단파강도가 클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a) =10cm, =3cm (b) =12cm, =3cm

(c) =14cm, =3cm (d) =16cm, =3cm

(e) =18cm, =3cm
Fig. 7.8. Profiles of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Fig. 7.8에서 제시된 결과 중에 각각의 최대치만을 제시한 결과가 Fig. 7.9이다. 그림으로부터  =7~ 

11cm까지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력이 증가하는 경향 및 최대연직하방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

력이 변동하는 과정이 유사하지만,  =13, 15cm에서 최대연직하방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력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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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서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최대연직하방파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5cm에서 감

소하고, 최대연직상방파력은  =13cm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15cm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15cm에서 두 연직파력이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에서 설명될 수 

있다. 

(a) Maximum horizontal force (b) Maximum vertical force
Fig. 7.9. Maximum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Figs. 7.10과 7.11은 =16, 18cm일 때 단파가 모델교량에 전파되어 최대연직상방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

력 및 이후의 월류 상황에 대한 시·공간분포를 나타낸다. Fig. 7.10의 =16cm일 때와 Fig. 7.11의 

=18cm일 때를 비교하면 =16cm일 때 첫 번째 거더의 저면 및 두 번째 거더의 일부 저면에서는 연직상방

파력이 작용하지 않고, 또한 첫 번째 거더와 두 번째 거더 사이의 데크 저면의 일부 및 두 번째 거더와 세 

번째 거더 사이의 데크 저면에 연직상방파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18cm일 때는 모

델교량에 단파가 충돌한 직후 =16cm의 경우보다 더 높은 처오름고가 발생하면서 (Fig. 7.9(a)에서 

=18cm의 경우가 =16cm보다 더 큰 수평파력이 발생되는 원인) 3개 거더의 저면 모두에 연직상방파력

이 작용하는 것을 Figs. 7.10(a)와 7.11(a)의 비교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직하방파력에 대한 Figs. 7.10(b)와 7.11(b)의 경우를 검토한다. =16cm의 Fig. 7.10(b)에서는 

대부분의 월류량이 모델교량의 데크 상부에 놓이고, 이로부터 연직하방파력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18cm의 Fig. 7.11(b)에서는 월류한 일부의 유량만이 모델교량의 데크 상부 끝단에 작용하게 되므로 상대

적으로 =16cm의 경우보다 최대연직하방파력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연직하방파력이 

발생한 시간 이후에는 다량의 공기가 연행되고, 모델교량의 하부 및 배후 근방에서 와가 형성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8cm의 경우가 보다 현저히 나타나며, 모델교량의 배후에 반시계방향의 와가 형성되

고, 모델교량의 상부 및 전·후에서 보다 높은 수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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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Fig. 7.10.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model (=16cm, =3cm).
Fig. 7.11.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model (=18cm, =3cm).

7.3.3 수심의 변화에 따른 작용파력의 변화

(a) 수위변동

Fig. 7.12는 모델교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Fig. 7.6(a)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류측 수심을 =10, 12, 14, 

16, 18cm로, 하류측 수심을 =1, 3, 5, 7, 9cm로 변화시키면서 수심차  가 9cm로 일정한 단파강도

의 경우에 대한 결과로, Fig. 7.12(a)는 모델교량이 놓이는 위치의 중앙에서 수위 의 시간변동에 하류측 

초기수위 를 뺀 수위변동 를, Fig. 7.12(b)는 각각에서 도출되는 최고수위 max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수위변동에서 하류측의 초기수위를 뺀 것은 초기수위가 없는 육상에 단파가 거슬러 올라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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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비교하면서 단파강도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고, 하류측에 초기수위를 적용한 것은 육상부에 

존재하는 감조하천을 횡단하는 연안교량을 상정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상·하류측에서 단파강도가 

일정하지만, 상류측의 수심 과 하류측 수심 가 같이 깊어질수록 단파의 전파속도가 빨라지고 최고

수위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술한 Fig. 7.7(b)의 경우보다 동일한 상류측 수심에 대해 상대적으

로 작은 최고수위를 나타내므로 동일한 상류측 수심 에 대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단파강도에서의 경

우보다 동일한 단파강도의 경우가 최대수위의 변동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술한 Fig. 7.7(a)의 경우와 비교하면 동일한 상류측 수심임에도 상류측 수심의 변화에 따른 전파속

도의 변화율은 하류측 수심이 존재하는 Fig. 7.12(a)의 경우가 작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하류측 수심이 단파의 

전파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연속면 전·후에서 각각의 수심이 상이하지만, 

동일한 단파강도의 경우는 수위의 하강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수위변동에서 전파속도, 크기 및 수위의 변화율 등에 하류측의 수심 가 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류측의 수심 이 깊을수록 Lee et al. (2008a)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

연속면에 파상단파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 Profiles of water level (b) Maximum water level
Fig. 7.12. Profiles of water level and maximum water level.

(b) 작용파력

Fig. 7.13은 모델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에 의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나타내며, Fig. 7.14는 시계열 

중에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전술한 수위변동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하류측 수심이 

깊을수록 단파의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파력의 감지시간이 빨리 나타나며, 모델교량으로 불연속면의 급격

한 타격으로 불연속면의 도달시간에 파력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된다. 특히, 불연속면의 전·후에서 수위가 큰 

Figs. 7.13(d)와 7.13(e)와 같은 경우에는 전술한 Fig. 7.8에서와 같이 충격적인 타격으로 인한 충격파력이 나타나

고,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술한 Fig. 7.8의 경우와 비교하면 수평파력의 

최대치는 유사한 경향으로 수심의 증가에 따른 상승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인 변화율은 보다 작다 (얕은 수심에

서 큰 값을, 깊은 수심에서는 작은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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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cm, =1cm (b) =12cm, =3cm

(c) =14cm, =5cm (d) =16cm, =7cm

(e) =18cm, =9cm
Fig. 7.13. Profiles of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살펴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기에는 연직상방파력이, 다음에는 연직하방파력

이, 이후에는 교차적으로 나타지만, 수심이 깊을수록 >2s의 시간대에서 연직상방파력이 점차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수심이 깊을수록 연직상방파력이 연직하방파력의 크기보다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불연속면 전·후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최대연직상방파력의 발생시간과 최대수평파

력의 발생시간이 일치되고, 그의 값도 크게 되므로 교량의 안정성에서는 불리한 측면으로 된다. 전술한 Fig. 

7.8의 경우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연직하방파력에서 그의 지속시간이 짧고 (Fig. 7.13(e)에서는 연직하방파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최대치가 작다는 특성을 갖는다. 수평 및 연직파력에서 주어진 이러한 특징으로부

터 하류측 수심이 파력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연직파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14를 살펴보면 최대수평파력은 수심이 깊을수록 증가하고, 최대연직상방파력도  =7~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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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며,  =15cm에서 감소한다. 반면, 최대연직하방파력은 수심의 변

화에 일정한 경향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지만, 최대연직상방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의 차이는 수심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최대연직파력의 변화양상은 전술한 Fig. 7.9(b)와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Maximum horizontal force (b) Maximum vertical force
Fig. 7.14. Maximum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Figs. 7.15와 7.16은 각각 =16cm, =7cm; =18cm, =9cm일 때 단파에 의한 최대파력이 모델교량에 

작용되는 순간에 포착된 교량 주변에서 수위변동과 공기를 포함한 유체 내에서 유속분포 등을 나타낸 결

과로, 각 그림에서 (a)가 최대연직상방력이, (b)가 최대연직하방파력이, 그리고 (c)가 이후의 월류 상황에 

대한 시·공간분포이다. 최대연직상방파력의 경우를 보면 =16cm, =7cm의 경우보다 =18cm, 

=9cm에서는 모델교량 전면에 유속벡터의 수평성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따라서, 최대수평

파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18cm, =9cm에서는 거더의 저면에 작용하는 상향의 최대연직

상방파력이 공기의 연행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 (특히, 두 번째 거더 저면에서)으로 판단된다. 반면, 최대

연직하방파력이 작용될 때의 두 경우를 비교·검토하면 =16cm, =7cm의 경우가 월류된 유량이 데크

의 상부면 전체에 분포하고, 월류된 유량이 데크의 상부면 일부에 분포하는 =18cm, =9cm에 비해 하

향으로 작용하는 연직하방파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된다. 다음으로, 이후의 월파 상황을 살펴보면 

=18cm, =9cm의 경우가 데크의 상부면에서 더 높은 수위를 가지고 월류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7.3.4 연안교량의 형태 및 거더 수에 따른 작용파력의 변화

(a) 연안교량의 형태

Fig. 7.17은 거더가 없는 모델 RC슬래브교 (여기서는 거더 수가 0개인 교량으로 고려된다)와 2개 및 6개의 

거더를 갖는 모델 거더교의 형상 및 제원을 각각 나타낸다. 수치파동수로와 격자구성은 전술한 경우와 동

일하고, 적용한 수심은 상·하류측에서 각각 =16cm, =3cm이며, 모델교량은 하류측 수면 상 1cm의 위

치에 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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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c) The moment after overtopping
Fig. 7.15.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model (=16cm, =7cm).
Fig. 7.16.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model (=18cm, =9cm).

(b) 작용파력

Fig. 7.18은 적용한 상·하류측의 수심에 의해 형성되는 단파에 의해 3개의 모델교량에 작용하는 수평 및 

연직파력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고, Fig. 7.19는 여기서 수평 및 연직파력의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리고, Figs. 7.20~7.22는 =16cm, =3cm일 때 단파가 모델교량에 전파되어 최대처오름고가 발생하는 

순간인 최대연직상방파력이 작용하는 순간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이 작용하는 순간에 수위와 유속에 대한 시·공

간분포를 나타낸다. 먼저 작용파력의 시계열에 대한 Fig. 7.18에서 수평파력을 살펴보면 거더가 있는 경우가 

큰 값을 갖고, 또한 급격한 수평파력의 증가를 나타내며, 모델 거더교에서 거더 수가 많는 경우가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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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파력이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크기에서 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더교에서 

거더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기본적으로 단파가 작용하는 연직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또한 거더 수가 많은 

경우에는 거더가 갖는 연직면이 많아 이 연직면에 작용하는 수평력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Side View
1.4

16.5
Unit:cm

(a) Slab bridge or zero-girder bridge
Side View

1.4

2.0

1.0 16.5 1.0
Unit:cm

(b) Two-girders bridge
Side View

1.4

2.0

1.0 2.5 1.0 2.5 1.0 2.5 1.0 2.5 1.0 2.5 1.0
Unit:cm

(c) Six-girders bridge
Fig. 7.17. Bridge type and its dimension.

다음으로, 연직파력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대수평파력이 작용한 직후 0.2~0.3s 지난 후에 최대연직상방파력

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더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는 연직하방파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며, 거더가 

존재하는 경우가 큰 연직하방파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거더가 존재할 때는 연직하방파력의 지속시간이 길어지

는 반면, 거더가 없는 경우에는 작용하는 지속시간이 짧고, 약 3.5s 이후에는 연직상방파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직상방파력에서는 거더 수가 많은 Fig. 7.18(c)의 경우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델 거더교의 거더 사이에 연행되는 공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최대치를 거더 수의 함수로 나타낸 결과가 Fig. 7.19이며, 그림으로부터 

최대수평파력은 거더 수에 비례하지만, 최대연직상방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은 거더 수에 일률적인 경향을 

나타내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거더 수가 2개인 경우가 가장 큰 최대연직상방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을 

나타낸다.

Figs. 7.20~7.22에서 각 그림의 (a)를 살펴보면 Fig. 7.20(a)는 거더가 없는 RC슬래브교로 데크 하부의 전면적이 

유체와 접하고 있으므로 최대연직상방파력이 Fig. 7.21(a)보다 큰 것으로 보이지만, 처오름고가 Fig. 7.21(a)에서

보다 작기 때문에 데크 하부에서 유체와 접촉면적이 작지만, 압력강도가 크기 때문에 Fig. 21(a)의 경우가 더 

큰 최대연직상방파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Figs. 7.21(a)와 7.22(a)를 비교하면 처오름고는 Fig. 7.22(a)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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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값을 나타내지만, 데크 하부는 거의 전부 공기가 포함되어 있고, 6개의 거더 저면에 작용하는 연직상방파력도 

작기 때문에 최대연직상방파력은 거더가 2개인 Fig. 7.21(a)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 Bridge model without girder (b) Bridge model with two girders

(c) Bridge model with six girders
Fig. 7.18. Profiles of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a) Maximum horizontal force (b) Maximum vertical force
Fig. 7.19. Maximum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한편, 거더가 6개인 경우보다 거더가 2개인 경우가 최대연직하방파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거더가 

6개인 Fig. 7.22(b)에서는 6개의 거더 저면에 연직상방파력이 작용하는 반면에 거더가 2개인 Fig. 7.21(b)에서는 

거더 저면에 연직상방파력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더가 2개인 Fig. 7.21(b)에서 상하방향으로 합력으로 

산정되는 최대연직하방파력이 더 크게 도출되게 된다. 여기서, 거더 수의 변화에 따른 최대파력의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케이스의 수치시뮬레이션이 요구되고, 교량 주변에서 압력의 변화, 와의 

형성 및 난류강도 등에 대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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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a) The moment when maximum uplift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Fig. 7.20.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model (without girder).

Fig. 7.21.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model (with two girders).

(a) When uplift maximum force works (b) The moment when maximum downward force 
occurs

Fig. 7.22. Snapshots of the tsunami bore impacting the bridge model (with six girders).

7.4 결언
본 장에서는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성 지진해일파에 의한 파력의 변동특성을 제 6장에서 제시한 난

류해석이 포함된 3차원혼상류해석법인 TWOPM-3D를 적용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더불어, Nakao et al. 

(2010)에 의한 실험결과와 비교·검토하여 본 수치해석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2004년 인도양지진해



- 132 -

일 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Lueng Ie Bridge를 축적한 모델교량에 대해 단파강도, 수심 및 

거더의 개수 등을 변화시켜 작용파력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본 연구의 주요한 사

항을 아래에 기술한다.

(1) 상류측 수심의 변화에 따른 수위변동에 대해 본 수치해석치와 실험치를 비교한 경우, 단파의 전파시

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위변동 및 최대수위 모두가 수리실험결과와 높은 대응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거더가 존재하지 않는 RC슬래브교에 대해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검토한 경우, 수평파력은 매

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직상방파력 및 연직하방파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좋은 

대응성을 나타내며, 시간이력에서도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검토로부터 본 연구의 

TWOPM-3D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성 지진해일파력을 수치시

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단파강도의 변화에 따라 연안교량 (거더교)에 작용하는 단파에 의한 파력에서, 단파강도가 커질수록 

최대 수평파력이 증가하고, 연직파력의 경우 연직상방파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연직하방파

력은 감소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3) 수심 변화에 따라 연안교량 (거더교)에 작용하는 단파에 의한 파력에서, 동일한 단파강도에서 상·하류

측의 수심이 증가할수록 최대수평파력은 증가하는 반면, 연직파력은 증가 혹은 감소하는 일률적인 경향

을 나타 내지 않는다. 또한, 상·하류측의 수심이 증가할수록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력이 작용하

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며, 최대연직상방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의 차이가 증가한다. 

(4) 거더가 많을수록 수평파력이 증가하고, 급격한 수평파력의 작용시간 직후 0.2~0.3s 후에 연직상방파

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더가 많을수록 단파가 교량에 작용하는 순간 거더와 거더 사이

에 있는 공기의 완충효과로 인하여 연직상방파력이 작게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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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본 논문의 제 2장과 제 3장에서는 천해역에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중력식 OWC-WEC에 관한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제 4장과 제 5장에서는 심해역에 부유식 OWC-WEC에 관한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였으

며, 또한 제 6장과 제 7장에서는 고립파성 지진해일파와 단파성 지진해일파가 각각 내습한 경우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장에서는 각각 수치시뮬레이션기법 (제 2장과 제 3장에서는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한 혼상류해석법

인 olaFlow모델 (유한체적법), 제 4장과 제 5장에서는 Green공식에 기초한 경계요소법, 그리고 제 6장과 제 

7장에서는 Navier-Stokes solver에 기초한 혼상류해석법인 TWOPM-3D (유한차분법)을 적용하여 입사파랑조건 

및 구조물의 형상조건 등의 변화에 따른 물리량의 변동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수치해석결과의 타당성은 

기존의 수리실험 혹은 수치해석결과와의 비교·검토로부터 검증되었다.

이상의 각 장에서 수행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본 논문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 2장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에서 공기흐름과 구조물 주변에서 파랑특성에 관한 

       3차원수치해석 (규칙파의 경우)

(1) 특정의 무차원공기실폭에서 최소반사율을 나타내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무차원공기실폭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증가한다. 반면, 전달율은 입사주기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2) Ursell수가 커질수록 노즐에서 공기흐름속도가 증가하며, 공기실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공기속도

가 외부에서 공기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속도보다 더 크다.

(3) 무차원최대공기흐름속도는 무차원공기실폭에 따라 극대치 혹은 극소치를 나타내며, 최대발전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입사파랑조건에 적절한 크기의 OWC-WEC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4) Ursell수가 커지면 해수소통구 내 흐름속도가 증가하며,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가 

항내측에서 항외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보다 더 크다.

(5) 해수소통구 내에서 평균흐름은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흐르며, Ursell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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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원평균유속은 특정한 무차원공기실폭에서 극대치와 극소치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는 주기가 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항내수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어진 입사파랑조건에 적절한 크기의 해수소

통구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제 3장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에서 공기흐름과 구조물 주변에서 파랑특성에 관한 

       3차원수치해석 (불규칙파의 경우)

(1) 특정의 무차원공기실폭 에서 최소반사율을 나타내며,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무차원공기실폭

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증가한다. 반면, 전달율은 유의주기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 유의파의 Ursell수가 클수록 공기실 내 상단의 노즐에서 최대공기흐름속도가 증가하며, 공기실 내부에

서 외부로 유출되는 공기속도가 외부에서 공기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속도보다 더 크다.

(3) 공기실 내에서 수위변동과 이에 따른 공기흐름속도의 시간변화에서는 항상 위상차이가 존재하며, 공기

흐름속도에 관한 주파수스펙트럼의 첨두주파수가 수위변동의 경우보다 약간 단주기측으로 이동된다.

(4) 유의파의 Ursell수가 클수록 해수소통구 내 최대흐름속도가 증가하며, 항외측에서 항내측으로 유입되

는 흐름속도가 항내측에서 항외측으로 유입되는 흐름속도보다 더 크다.

(5) 무차원평균유속은 특정한 무차원공기실폭에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차원공기실

폭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6) 제 2장의 규칙파와 비교하면 노즐에서 무차원공기흐름속도의 경우 무차원공기실폭의 변화에 따른 변동

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해수소통구의 중앙위치에서 무차원단면평균유속의 경우 무차원공기실폭의 변화에 

따른 변동은 유사하지만,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향을 나타낸다.

제 4장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방파제의 동적거동 및 응답 해석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고정식방파제의 경우;

(1)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파랑변형율의 변화양상이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며, 장주기파의 제어효과가 커진다.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는 파랑변형율이 급변하는 주기대에서 최대치가 발생하고,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최대

치는 장주기측으로 이동되며, 그의 크기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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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압축공기압고가 증가할수록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변화양상은 단주기측으로 

이동되며,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는 감소한다.

(3) 의 변화는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압축공기실폭의 증가에 따른 파랑변형율은 주기에 따라 상이한 변화를 나타내며,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

도의 최대치는 약간 커지면서 장주기측으로 이동된다.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압축공기 주입식 부유식방파제의 경우;

(1)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변화양상은 전술한 고정식방파제의 경

우와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급격한 변화과정은 보다 단주기측으로 이동된다. 부유체의 운동에서 흘수심이 

증가할수록 무차원수평운동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무차원연직운동은 단주기측에서 작아지고, 무차원회전운동

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2) 초기압축공기압고가 증가할수록 파랑변형율의 변화양상은 단주기측에서 복잡하게 나타나 계통적인 

특성 파악이 어렵지만,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는 감소하며, 그의 발생위치는 단주기측으로 이동된

다.

(3) 의 변화는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 및 부유체의 무차원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압축공기실폭의 증가에 따른 파랑변형율과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는 전술한 고정식방파제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지만, 변화과정이 전체적으로 단주기측으로 이동된다. 또한,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의 최대치는 

고정식방파제의 경우와 같이 압축공기실폭의 증가에 따라 커지면서 장주기측으로 이동된다. 무차원운동의 

경우 압축공기실폭의 증가에 따라 수평운동은 약간 커지는 반면, 연직운동과 회전운동은 작아지며, 특히 연직운

동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5) 계류삭에서 무차원저항계수의 변화가 파랑변형율, 수평운동 및 회전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계류삭의 무차원저항계수가 클수록 무차원연직운동은 작아지고, 무차원압축공기흐름속도는 커지지만, 최대치

가 발생하는 주기위치는 동일하다.

제 5장 OWC-WEC시스템을 탑재한 공기주입식 방파제의 동적거동 및 응답 해석

(1) 공기거동에 있어서 비압축성에 의한 본 장의 해석결과와 단열압축변화에 의한 제 4장의 해석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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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방파제의 경우 흘수심의 변화 및 공기실폭의 변화에 따라 파랑변형 및 공기흐름속도가 동일한 변

동 과정 및 크기를 나타내며, 또한 부유식방파제의 경우 흘수심의 변화, 공기실폭의 변화 및 계류삭에서 

저항계수의 변화에 따라 파랑변형, 공기흐름속도 및 구조물의 운동성분이 역시 동일한 변동 과정 및 크기

를 나타낸다. 

(2) (1)의 사실로부터 공기실 내에서의 공기거동해석에 비압축성의 본 장의 해석이 단열압축변화의 제 4장의 

경우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그의 유용성이 보다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6장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고립파성 지진해일파에 의한 작용파력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1) 슬래브교량 (혹은 거더 수가 0인 거더교)에 대해 고립파의 파고변화에 따른 파력을 실험치와 비교한 

결과, 수평파력과 연직파력이 대체로 잘 일치하였고, 연직하방파력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지만, 두 결과는 

합리적인 일치성을 나타낸다. 

(2) 고립파의 파고변화에 따라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파력은 파고가 커질수록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파력

이 모두 증가하지만, 최대수평파력의 증가율이 높다.

(3) 연안교량의 수평위치에 따라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파력은 이격거리 의 증가에 비례하지 않으며, 

단파에서 나타나는 연직불연속면이 발달된 후 쇄파되는 지점에서 최대파력이 작용한다. 또한, 연직상방파력이 

연직하방파력보다 크게 나타난다.

(4) 교량의 거더 수가 많을수록 교량의 연직면이 넓어지므로 수평파력이 증가하고,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

직파력은 그의 발생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6개 거더인 경우는 동일한 시간에 발생한다. 

(5) 연직파력에서는 수중에 연행되는 공기 및 주변에서 형성되는 Vortex의 영향 등이 수치적으로 정밀하

게 구현되지 않은 관계로 실험결과와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실험결과 혹은 현장결과에 미

치는 이러한 영향을 충분한 정도로 수치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격자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교

량과 해저면에서의 표면마찰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수치해석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7장 연안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성 지진해일파에 의한 작용파력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1) 상류측 수심의 변화에 따른 수위변동에 대해 본 수치해석치와 실험치를 비교한 경우, 단파의 전파시

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위변동 및 최대수위 모두가 수리실험결과와 높은 대응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거더가 존재하지 않는 RC슬래브교에 대해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검토한 경우, 수평파력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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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직상방파력 및 연직하방파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좋은 

대응성을 나타내며, 시간이력에서도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검토로부터 본 연구의 

TWOPM-3D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교량에 작용하는 단파성 지진해일파력을 수치시

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단파강도의 변화에 따라 연안교량 (거더교)에 작용하는 단파에 의한 파력에서, 단파강도가 커질수록 

최대 수평파력이 증가하고, 연직파력의 경우 연직상방파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연직하방파

력은 감소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3) 수심 변화에 따라 연안교량 (거더교)에 작용하는 단파에 의한 파력에서, 동일한 단파강도에서 상·하류

측의 수심이 증가할수록 최대수평파력은 증가하는 반면, 연직파력은 증가 혹은 감소하는 일률적인 경향

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상·하류측의 수심이 증가할수록 최대수평파력과 최대연직상방파력이 작용하

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며, 최대연직상방파력과 최대연직하방파력의 차이가 증가한다. 

(4) 거더가 많을수록 수평파력이 증가하고, 급격한 수평파력의 작용시간 직후 0.2~0.3s 후에 연직상방파

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더가 많을수록 단파가 교량에 작용하는 순간 거더와 거더 사이

에 있는 공기의 완충효과로 인하여 연직상방파력이 작게 산정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에서 얻어진 사실들은 천해 및 심해에서 계획되는 고정식 혹은 부유식의 OWC-WEC시

스템의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신형식인 해수소통구를 구비한 OWC-WEC시스템의 구상 

및 계획수립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고립파성 및 단파성의 지진해일파와 연안교량과의 

상호작용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작용파력의 결과는 지진해일의 내습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동해연안에 기가설된 

교량에서 추정될 수 있는 지진해일파력의 크기를 산정·통찰할 수 있고, 신규로 가설하는 연안교량에 대해 

지진해일파력의 크기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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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외에서 개발된 주요 파랑에너지변환장치 (WEC)의 종류

해양파는 해면과 바람과의 상호간섭에 의해 발생되며, 파의 크기는 바람 (풍속, 시간과 거리), 해저지형 

(파랑에너지를 집중시킬 수도 있고 분산시킬 수도 있다) 및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파는 파랑에너지변환기 

(WEC)에 의해 포획될 수 있고 전기로 변환될 수 있는 무궁한 에너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WEC는 해안선에서

부터 보다 깊은 해역에까지 파랑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가 개발되어 왔다. 여기서, WEC를 다음과 

같은 6개의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1) Attenuator 

Attenuator는 파방향에 평행하게 작동하면서 효과적으로 파를 타는 부체식의 장치이다. 그의 길이에 따른 

운동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차단장치 (terminator)에 비해 파에 평행한 

보다 적은 면적을 갖기 때문에 보다 적은 파력이 작용한다.

2) 점적흡수장치 (point absorber)

점적흡수장치는 해수면에서 혹은 근방에서 그의 운동을 통하여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부체구조

물이다. 동력인출시스템은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이는 Displacer 혹은 Reactor의 형상에 좌우된다. 

3) 파전후동변환기 (oscillating wave surge converter)

이 장치는 파의 전후동과 그 내부의 물입자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추출한다. Arm은 파동내의 

물입자운동에 따라 피벗조인트 상에 탑재된 진자와 같이 진동한다.

4) 진동수주 (oscillating water column)

진동수주는 부분 潛水·空洞구조물로, 水柱의 상단에서 氣柱를 에워싸고 水線下는 바다에 열려있다. 파가 

수주를 승강시키고, 이에 따라 기주의 공기압이 증감된다. 포획된 공기가 터빈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고, 

또한 대기로부터 터빈을 통하여 공기가 유입된다. 이것은 공기흐름방향과는 관계없는 회전능을 가지게 되며, 

터빈의 회전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5) 월류/차단장치 (overtopping/terminator device)

이 형태의 장치는 전통적인 동력발생장치의 低수두터빈을 통해 파가 바다로 되돌아가기 전에 파로부터 

해수면상의 집수지에 열려있는 수로를 통하여 월류수를 물리적으로 포획한다. 월류장치는 파랑에너지를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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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集化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6) 잠수압력차장치 (submerged pressure differential)

이러한 장치는 전형적으로 근해에 위치하고, 해저에 부착된다. 파동으로 인하여 장치 위의 해면에서 수위의 

승강이 발생되며, 동시에 장치내에서 압력차가 야기된다. 따라서, 승강하는 압력이 시스템을 통하여 유체를 

펌프질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

7) 기타

이것은 지금까지 정착된 형태의 기술에 반하여 독창적이고 매우 상이하게 설계된 장치들이거나 혹은 장치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로, 파에 의해 직접적으로 회전되는 터빈의 형을 갖는 Wave 

Rotor를 들 수 있다. 또한, 형상/체적을 변화시키는 유연구조물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동력인출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1. Oyster (Aquamarine Power)

Oyster는 근해환경에서 파랑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하

여 독특하게 설계된 파랑에너지변환장치이다. 이는 

대략 10m 수심의 해저에 연결된 Simple mechanical 
hinged flap으로 구성되며, 자중으로 저항한다. 각 통

과파랑은 Flap을 가동시키고,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고압수를 육상의 전기터빈으로 전송시키기 위하여 

수력피스톤을 구동시킨다.

2. Archimedes Wave Swing (AWS Ocean Energy)

Archimedes Wave Swing은 파랑하에서 공기로 채워진 

큰 수중실린더를 갖는 점적해저파랑에너지흡수변환

장치이다. 파봉하에서 실린더 상단의 수압은 증가되

고, 이에 따라 압력이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부 혹은 부체는 실린더내의 공기를 압축한다. 파곡

하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실린더는 팽창된

다. 부체와 고정된 하부 사이의 상대운동이 선형동력

인출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기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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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oWAVE (BioPower Systems)

진동파랑의 전후동현상을 이용하여 파랑에너지를 변

환하는 시스템인 BioWAVE는 파동장하에서 움직이는 

해초의 수평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극한파랑조건

하에서 장치는 자동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해저에 대

해 평평하게 놓이는 안전위치를 추정한다. 이로부터 

극한파력의 작용을 피할 수 있고, 구조물을 경량화시

킬 수 있다. 

4. Centipod

Centipod는 Dehlsen Associate, LLC에 의해 현재 건설 중인 파랑에너지변환장치이다. 수심 40~44m에서 

가동되며, 4개의 계류삭을 갖는 2점계류시스템을 사용한다. 파랑에너지의 변환방법은 다른 장치들과 

유사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Centipod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데이터는 없다.

5. Columbia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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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 Technologies는 점적파랑에너지흡수장치로 개발 중이다. 해안으로부터 2~3mile 떨어져 계류

되며, 점적흡수는 내부의 동코일선 주변에 있는 부체형식의 외부자석통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파랑진

동을 이용한다. 자석이 동코일 주변을 움직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위치가 전압을 발생시킨다. 장치

에 의해 생성된 전기는 케이블을 통하여 해안으로 수송된다.

          

6. Wave Rotor (Ecofys)

Wave Rotor는 동수역학적인 양력의 원리에 따라 가

동되며, 파랑과 조류가 갖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파랑에서 회전류는 Rotor를 파랑 혹은 흐름방

향에 관계없이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Blade에 힘을 

작용시킨다. 이 장치는 동일한 축에 고정된 경사 및 

수평 Blade를 갖는 연직축으로 구성된다. 파랑은 

Rotor를 회전시키고, 이는 기어박스를 통하여 발전기

와 연결된 샤프트를 돌린다. Wave Rotor는 단일파일

상에 탑재된다.

7. WEC platform (Fred Olse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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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dra플랫폼은 파랑에너지를 포획하기 위하여 플랫폼하에 탑재된 "Eggs"를 사용한다. 파랑이 플랫폼

하를 통과함에 따라 "Eggs"는 파랑과 함께 승강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학에너지는 플랫폼상에서 전

기로 변환된다. 플랫폼 자체는 뜨기 때문에 어떠한 수심에서도 위치될 수 있다. 플랫폼상에서 생성된 

동력은 케이블을 통하여 해안으로 수송된다.

8. SEADOG (INRI)

SEADOG는 파랑에너지를 포획하는데 부유능력에서 

차이를 이용한다. 파랑이 장치를 통과함에 따라 외부

장치에 관해 중앙부체가 상하로 가동된다. 이 운동으

로 해수를 펌프질하는 피스톤이 구동된다. SEADOG
는 해수담수화시스템과 수력전기에너지발생을 위하

여 개발 중에 있다.

9. OEBuoy (Ocean Energy Ltd)

OEBuoy는 부체식의 진동수주형파력발전장치로, 플리

넘챔버에서 공기를 압축시키기 위하여 파랑에너지를 

사용하며, 공기터빈시스템을 통하여 압축공기를 펌프

질한다. OWC의 입구는 파방향과는 떨어져 마주한다. 
따라서, 파랑에 관한 부유시스템의 운동 때문에 가동

적인 측면에서 고에너지효율을 나타낸다.

10. PowerBuoy (Ocean Power Technolog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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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Power Technologies의 파랑동력변환장치는 일반적으로 해안으로부터 2~3마일 떨어진 곳에 

PowerBuoy의 배열로 구성된다. PowerBuoy는 파랑에 따라 승강하는 구조물 (점적흡수장치)과 같이 이

완계류된 buoy이다. 결과적으로 역학에너지는 PowerBuoy의 내부에 삽입되어 밀봉되는 동력인출장치, 
전기발전기 및 전기제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에너지로 변환된다.

11. Oceanlinx Device (Oceanlinx)

해저상에 놓이는 Oceanlinx의 진동수주챔버는 3개측

벽으로 구성되고, 파랑을 반사시키는 포물선형날개의 

파랑집중영역에 위치하여 파랑에너지를 압축공기에

너지로 변환한다. 챔버에서 정압력은 2방향터빈과 전

기발전기가 내재된 duck에서 운동에너지로 변환된다. 
향후의 Oceanlinx는 부체형식으로도 개발될 예정이다. 
그림에 제시되는 장치는 호주의 Kembla항의 해역환

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다. 

12. Multi Resonant Chamber (Orecon Ltd)

Multi Resonant Chamber장치는 多공진챔버진동수주로, 
자유부유장치로도 진수될 수 있다. 이 장치는 다양한 

길이를 갖는 3개의 연직포획챔버를 가지며, 상이한 

진동주파수를 갖는다. 독립적인 챔버는 공기터빈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공기를 공급한다. 회전운동은 직

접적으로 연동된 발전기를 통하여 전기동력으로 변

환되며, 장치는 중력앵커로 해저에 긴장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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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elamis (Pelamis Wave Power)

Pelamis파랑에너지변환장치는 자유부체로, 힌지로 된 

Attenuator이다. 이 장치는 힌지로 연결된 3개모듈의 4
개관으로 구성되며, 서로 독자적으로 운동한다. 이 

운동은 각 3개동력변환모듈의 수력변환시스템에 의

해 동력으로 변환된다. Pelamis는 순응계류형상의 이

완계류시스템을 갖는다.

14. PerpetuWave Power Pty Ltd

PerpetuWave는 바닥이나 부체식 Craft에 탑재된 일련

의 연결 Arm을 통하여 파랑에너지를 포획한다. 각 

연결 Arm은 끝단에 탑재된 부체를 가지며, 파랑이 

Craft 하를 통과함에 따라 연결 Arm은 파랑과 더불어 

상하로 강제운동한다. Arm에서 역학에너지는 선상에

서 전기로 변환된다.

15. SyncWave Power Resonator (SyncWave Systems, Inc.)

SyncWave Power Resonator장치는 상이한 두 부유구조

물 사이에 운동의 차이 (위상지연)를 포획함으로써 

동력을 발생시킨다. 동력은 영구자기직류발생기를 구

동시켜 수동력인출시스템에 의해 포획된다. wave 
farm에서 여러 개의 SyncWave장치로부터 얻어지는 

동력을 해저집전중앙장치에 모아서 교류동력으로 변

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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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enewable Energy Wave Pump

Renewable Energy Wave Pump는 부체의 파랑에너지포

획능력에서 차이를 이용한다. 파랑이 장치를 통과함

에 따라 중앙부의 부체가 외부장치에 관하여 상하로 

운동한다. 이 운동은 작은 직경의 왕복펌프를 구동시

키는 피스톤을 움직이게 한다. 해저에 앵커되며, 잠

수펌프부체에 의해 연직을 유지한다. Wave Energy 
Pump는 가동을 위하여 최소한 14m의 수심이 필요하

다. Renewable Energy Wave Pump는 해수담수화시스

템과 수력전기에너지발전기용으로 개발 중에 있다.

17. Wave Dragon (Wave Dragon Ltd)

Wave Dragon은 월류장치로, 이중곡선월류램프와 램

프를 향하여 파랑에너지를 집중화시키는 두 개의 반

사윙을 갖추고 있다. 해빈에서와 같이 램프위로 파랑

이 밀고 올라가며, 램프 배후에 집수지는 월류수를 

저수한다. 표준형의 AC발전기를 사용하여 저압력수

두를 전기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다중변속프로펠러터

빈을 사용한다. 장치는 이완계류되고, 항상 파방향으

로 향하도록 회전될 수 있다.

18. Wave Star (Wave St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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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Star장치는 파방향에 대해 연직으로 작동하는 감쇠장치이며, 장치의 어느 한 면상에 반잠수된 

반구형부체가 있다. 파봉이 접근함에 따랄 파곡 부근이 올 때까지 각 부체는 순차적으로 위로 들린

다. 부체는 수력실린더의 바닥에 각각 위치한다. 부체가 상승할 때 실린더내의 피스톤은 장치의 일반

적인 전달시스템으로 오일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압력은 발전기에 연결된 수력모터를 가동시키며, 
이로부터 전기를 생산한다. 장치는 해양구조물과 같이 파일상에 탑재된다. 

19. Waveberg

Waveberg는 파가 통과함에 따라 운동하는 일련의 부

체 연결체이다. 이러한 휨운동은 압력하에 해수를 해

안으로 펌프질하는데 사용된다. 육상에서 압축된 해

수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터빈을 구동한다.

20. Wavebob (Wavebob Ltd)

Wavebob WEC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메카와트급

의 다배열로 계류 및 유지될 수 있다. Wavebob는 자

유부체이고, 자체반응의 축대칭점적흡수장치이다. 

21. AquaBuoy (AquaEnergy Group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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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Buoy의 클러스터 혹은 열은 수중에서 낮은 외형

을 가진다. 파랑운동에너지의 연직성분을 2행정호스

펌프에 의해 고압해수로 변환함으로써 에너지수송이 

발생된다. 고압해수는 터빈 (전기발전기를 구동)을 구

성하는 변환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주입된다. 동력은 

해저수송라인에 의해 해안으로 전송되며, 전체의 시

스템은 브이, 가속튜브, 피스톤, 호스펌프로 구성된다.

22. LIMPET (Wavegen)

LIMPET는 10년간의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로 탄생하

였고, 시범적으로 75kW급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유럽연합

의 경제적인 지원하에 Islay의 섬지역에 500kW의 전

기를 생산하여 배전망에 공급할 예정이다. LIMPET는 

크게 파랑에너지포집기와 이를 전기로 변환하는 발

전기로 구성된다. 에너지포집기는 경사진 철근콘크리

트로 암석해안에 설치되며, 파랑이 포집기내로 진입

함에 따라 챔버내의 수위가 상승되고, 챔버상단에서 

공기가 압축된다. 이 압축공기가 송풍구를 통하여 

Wells터빈을 구동시켜 전기를 발생시키게 된다.

23. Wavehub (PRIMaRE)

Wave Hub는 파랑동력으로부터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술개발에 따른 대규모적인 시험을 위하여 영국의 

남서부에서 배전망에 연결되는 심해장치이다. 이는 

해저상에 놓인 Socket로 파랑에너지변환기와 연결되

고, 4종류 파랑에너지변환기의 열과 연결된다. Hub에
서 육상까지의 케이블은 변환장치로부터 전기배전망

까지 전기동력을 수송한다. Hub의 총용량은 20MW이

다. 금년도 말까지 영국 Cornwall의 Hayle에서 砂丘하

를 200m 뚫어 설치할 계획에 있다.

24. TAP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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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CHAN법에 의한 파랑에너지변환은 대단히 간단

한 시스템이다. 큰 집수조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수로에 集波한다. 에너지본존의 법칙에 의해 파봉폭

의 감소에 따라 진폭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파가 램

프상으로 진행하여 집수조로 유입된다. 일단 물이 집

수조에 유입되면 수력전기터빈을 통하여 바다로 유

출된다. 

25. PS Frog (Lancaster University Renewable Energy Group)

  

PS Frog Mk 5는 Lancaster University Renewable 
Energy Group에 의해 개발 중인 점적파랑에너지변환

장치로, 하부에 집적밸러스트된 핸들을 갖는 큰 부체

들로 구성된다. 파랑은 패들의 블레이드에 작용하고, 
하부의 밸러스트는 필요한 반작용을 수행한다. WEC
가 피칭운동을 할 때 동력은 해수면상의 가이드에 

접근해가는 동력인출질량의 부분적인 저항슬라이딩

에 의해 추출된다.

26. SEAREV

           

SEAREV는 밀폐·수밀의 부체를 포함하며, 내장형진자와 동일한 작용을 수행하는 內部帶電힐을 구비

하고 있다. 9m의 직경을 갖는 힐에 대해 수평축상의 상반부는 비어있다. 중량은 콘크리트로 채워진 

하반부에 집중되므로 진자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너울이나 파랑에 의해 부체가 진동되면 진자힐이 전

후로 흔들리게 된다. 부체와 진자는 각각 자신의 운동을 가지며, 부체-힐의 상대운동이 역학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수력전기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진자힐에 연결된 수력펌프는 전기발전기를 가동시키

는 수력엔진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고압축전지를 충전한다. 수중케이블은 육상기지로 전기를 수송한

다. Farm이나 Park를 만들기 위하여 SEAREV의 부체는 심해에 앵커될 수 있다.

27. IPS Buoy (Interproject Service AB) (IPS) and Technocea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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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에 의해 브이가 상하로 움직임에 따라 양단이 

열려있는 가속튜브가 내부에 있는 수주에 관해 연직

으로 운동한다. 수주는 가속튜브에 관하여 피스톤을 

강제운동시킨다. 이와 같은 펌핑운동은 기계적으로 

혹은 수력학적으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회전운동으

로 변환된다. 대표적인 IPS Buoy는 6~8m의 외경, 피

스톤을 구비한 수중 20m의 가속튜브 및 전기발전기

를 포함한 에너지변환기계류로 구성된다. 브이는 50~ 
100m의 수심에 위치하고, 이완계류시스템을 통하여 

앵커된다. 평균출력 120kW를 위하여 설치된 브이는 

연간 1.0GWh까지 생산가능하다. 브이는 독립적으로 

하나씩 설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략 10개단

위의 클러스터로 설치되며, 생산된 전기동력은 육상

기지까지 해저케이블로 수송된다.

28. SSG

      

SSG (Sea Slot-cone Generator)는 월파형파랑에너지변환장치이다. 구조물은 평균수면상 입사파랑의 물

이 임시로 저장되는 여러 개의 집수지로 구성된다. 각 집수조에서 低수두수력터빈은 저수의 위치에너

지를 동력으로 변환한다. 에너지변환에 대해 Multi-Stage Turbine (MST)이 WAVEenergy AS에서 개발 

중에 있고, 구조물에서 통합된 설계는 각 내부에 동심으로 엇갈린 여러 터빈 (집수지의 수에 따라 좌

우됨)으로 구성된다. 각 blade들은 동심 duck에 의해 하나의 집수지에 연결된다. 상이한 수두높이의 

장점을 취함으로써 MST기술은 시작/종료시퀀스를 최소화하며, 하나의 집수지만이 물을 공급하는 경

우라도 가동된다. 실증시험의 위치는 노르웨이 Bokna 피오르드에 있는 Kvitsøy섬의 서부로, 52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상업용으로 WAVEenergy AS에 의한 평가에 의하면 500m의 길이로 연간 
10~20GWh를 예상하고 있다.

29. Anaconda (Checkmate Seaenerg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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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conda는 길이가 200m이고, 거의 대부분이 고무튜

브로 만들어진다. 장치는 해저에 앵커되고, 입사파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수면하에 떠있으며, 너울이 장치

의 전면을 강타하는 것처럼 물로 채워진 고무튜브는 

파와 함께 운동하면서 튜브의 배후로 진행하는 Bulge
를 생성한다. Bulge wave가 Anaconda의 끝부분에 도

달할 때 에너지는 터빈을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제시되는 사진은 영국 Hampshire 
Gosport의 Qinetiq시험수조에서 시험장면이다.

30. WaveRoller (AW-Energy)

     

WaveRoller파랑에너지변환장치는 해저상에 앵커되는 Plate로 구성된다. 파랑의 전후동이 Plate를 가동

시키고, 이로부터 발생된 운동에너지가 피스톤펌프로 전달된다. AW-Energy는 파전후동현상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WaveRoller기술로 특허를 획득하였다. 그 이후로 스코틀랜드의 EMEC와 포르투갈의 

Peniche에서 수행된 많은 실험실테스트와 실증실험으로부터 관련기술이 진전되었다. farm요소를 만들

기 위하여 일련의 Plate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부터 보다 큰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farm요소에서 일련의 피스톤펌프는 많은 양의 압력을 생성시키고, 이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모

터/발전기결합체를 구동시키게 된다. 각 Plate의 크기는 600~ 800kW의 전기동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다.

31. Resolute

Resolute는 점적흡수파랑에너지포획장치로 개발단계에 있다. 장치의 최종설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

다. 가동수심 및 해저에 탑재될 방법도 알려져 있지 않다.

32. Rock n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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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n Roll파랑에너지변환장치는 tandem에서 두 부체가 운동하는 형식을 갖는다. 각 부체는 샤프트

와 레버를 가지며, 두 부체의 레버는 연결봉에 의해 연결된다. 파랑에서 역학에너지는 두 샤프트의 

전후운동으로부터 토크로써 변환되고, 또한 일방향의 회전운동 및 플라이휠에 연결된 기어박스에 의

해 고속회전운동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플라이휠은 전기를 생산하는 교류발전기에 연결된다. Rock n 
Roll파랑에너지변환장치는 대략 3m의 파고에 대해 200kW의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3. Wave Treader (Green Ocean Energy Ltd)

Wave Treader는 심해풍력터빈의 수면천이부분에 부착

된 파랑에너지변환장치로, 이를 심해풍력단지에 결합

함으로써 심해기반시설을 공용할 수 있다. Wave 
Treader의 개념은 심해풍력터빈의 기초부분에서 수면

에 설치된 돌출구조물과 전후의 Arm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Arm과 파향에 따라 회전가능한 돌출

구조물의 사이에 수력실린더가 탑재된다. 파가 통과

함에 따라 돌출구조물이 승강되며, 이에 따라 수력실

린더가 가동된다. 실린더는 수력유체에 압력을 가하

며, 이로부터 전기발생기를 구동하는 수력모터를 가

동하기 전에 수력축전지에 의해 Smooth화된다. 전기

는 풍력터빈과 함께 케이블로 수송된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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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엔지니어로서 주어진 업무 처리에 부족한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힘들어하는 시기에 
새로운 학문 연구 및 기술에 접근하여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엔지니어 역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김도삼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사회의 산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들
께 이글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연구시간을 쪼개어가며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김도삼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포기하고자할 때 격려와 용
기를 복돋아 주신 한국해양대학교 위원장이신 경갑수 교수님, 김태형 교수님, 관동대학교 이
광호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가르침주신 부경대학교 이인철 교수님께 이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 건설공학과 학과장이신 이재하 교수님, 이중우 교수님, 
오재홍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그나마 현재의 기술자로 발돋음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많은 격려와 충고, 엔지니어로서의 기술습득 등 사회를 이겨 나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주변분들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회초년시절 항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 많은 의지가 되었던 양승렬 선배
님을 기억하며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자질 및 기술을 습득
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신 혜인의 김흥식 부사장님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주변사람들과의 융화
력과 엔지니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덕목의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세광의 박대춘 부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매피스의 우찬조 대표님과 직원분들에게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시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한국해양대학교 해안공학연구
실 선·후배님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연구실에서 필요한 자료와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준 이준형 후배님 및 최군호 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하나 바라보고 묵묵하게 지켜봐준 이명숙 여사 제 아내와 건강하게 성장해준 
두 딸 서영과 혜영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항상 아들을 응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어
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미처 표현하지는 못하였으나 제가 살아오면서 현재의 제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
시고 가르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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