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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부유식 해양 구조물은 양질의 해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더욱 대형화 되며, 깊

고 먼 바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양 구조물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계

류선을 심해에 적용하기에는 구조적, 경제적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심해 환경에서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위치 유지(Stationkeeping)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Flapping Foil을 입사되는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전부터 국내외 연구진들에 의해 Passive 

Flapping Foil은 파도의 전파에 대항하여 추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동력원

이 없어도 부유체의 추진이 가능함이 밝혀졌고, 현재에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lapping Foil이 생성하는 추력은 부유체 위치 유지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심과 복잡한 계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

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Flapping Foil만을 적용한 부유체가 파도에 의한 표류를 극복하고 

위치를 유지하는 신개념 Stationkeeping 시스템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Flapping Foil이 대칭으로 설치된 부유체 모델을 설계하고, 3차원 

해양 공학 수조에서 다양한 파도 조건을 적용하여 모델의 표류를 실험적으로 연구한

다. 또한 Flapping Foil의 조건을 변경하며 더욱 효율적인 위치 유지를 연구하고 분

석한다. 하지만 큰 에너지를 갖는 파도에서는 여전히 표류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

나는 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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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가. 현대의 계류 시스템 

현대의 선박이나 부유식 해양플랜트 등 해양 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은 해당 구조물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계류 체인(Mooring Chain)을 

이용한다. Spread Mooring, External Turret Mooring, Internal Turret Mooring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설치 방법이 연구되어 있으며, 구조해석 등의 분석을 

통해 구조물의 위치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추플랜트와 같은 경우 

동적위치제어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적용하여 수평 위치 

제어가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해양구조물의 위치 유지는 해양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육지 및 천해 지역의 자원 고갈로 인해 해양 산업은 점점 더 깊은 심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경우 암염하층 개발을 위해 수심 3,000미터의 

해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도 더욱 깊은 바다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심해에 적용할 계류 체인은 더욱 강력하고 길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비용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더욱 깊은 심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경제적 한계가 있는 계류 체인보다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Flapping Foil 

Flapping Foil은 수면과 평행하게 수중에 위치하게 되면 파도에 의해 상하 

운동을 하여 추력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된 조립체를 말한다. 유체가 Foil의 

Leading edge에서 Trailing edge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 차이는 양력을 

발생하고, 이 양력은 다시 추력과 수직력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Flapping 

Foil은 파도의 전파에 대항하여 추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1] 이 추력을 이용하면 

부가적인 동력이 없어도 부유체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Flapping Foil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연구[2], 선박의 추진에 대한 연구[3] 등 Flapping Foil의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4]. 본 연구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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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pping Foil의 능력을 활용하면 해양 구조물의 위치 유지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는 수심의 한계와 복합적인 계류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2. 연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계류 체인이 갖는 구조적, 경제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위치 유지를 도모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Flapping Foil의 적용을 

제시하고, Flapping Foil만을 이용하여 구조물이 갖는 6자유도 운동을 극복하며 

위치 유지가 가능한 신개념 부유체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상기 연구의 초기 단계로 3차원 광폭 수조에서 파도를 가했을 때 

부유체가 밀리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6자유도 운동 중 Surge 운동을 관찰하며, 

상하동요, 횡, 종동요의 극복은 다음 단계로 한다. 실험은 울산대학교 3차원 해양 

공학 수조에서 수행되었으며, 부유체의 거동 경향을 파악하고자 규칙파와 

불규칙파를 생성 및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부유체는 Passive Flapping Foil이 

적용된 원통형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일체의 계류를 하지 않았다. 파랑 중 

Foil의 개수에 따른 표류 변화, Foil의 각도에 따른 표류 변화를 관찰하며 모델이 

일정 범위 내에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Flapping Foil을 적용한 

모델의 위치 유지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바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극한의 해양 환경에서 순수 파도의 에너지만을 이용하여 Passive 

Flapping Foil이 추력을 생성하였을 때 구조물이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자율제어시스템을 구성하고 전기를 공급하여 

Foil이 충분한 추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Active Flapping Foil), 이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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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lapping Foil 설계 및 소개 

 

1. Flapping Foil 설계 

  

일반적으로 평행하게 놓여있는 Foil의 정면에서 유체가 가해지면 저항에 의해 

뒤로 밀려나는 항력과 함께 양력이 발생한다. 이 때 Foil의 각도가 변경되면 

양력의 각도 또한 변경되어 [그림 01]과 같을 것이며, 양력의 벡터를 

삼각형법으로 나누면 그림과 같이 왼쪽 방향의 추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 01] Flapping Foil에 작용하는 힘 

 

[그림 02]와 같이 Elastic plate와 Foil을 결합한 Flapping Foil을 구성하고 

수중에 수면과 평행하게 위치하면 Foil의 Trailing edge는 파도에 의해 상하 

운동(Flapping)을 한다. 반면 [그림 02]의 Flapping Foil 좌측은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되면 좌측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고 이는 선박의 추진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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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2] Flapping Foil의 추력 생성 원리 

 

 

[그림 03] Flapping Foil을 이용한 위치유지시스템의 가설 

 

본 연구의 최초 가설은 [그림 03]과 같이 Flapping Foil은 파도의 상하운동에만 

영향을 받기에 파도가 입사되는 방향과 관계없이 Foil이 Flapping 할 때에 Foil의 

방향을 따라 추력이 생성된다. 이 Flapping Foil을 대칭으로 놓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고, 이 추력은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부유체 표류를 

상쇄시키며, 양 Foil이 생성하는 추력의 평형을 통해 부유체의 위치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 연구는 원형 부유체에 조파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파도를 가했을 때, 파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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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하는 표류의 정도를 확인하고 Foil의 적용을 통해 그를 얼마나 

극복하는지, 또 전방향(全方向) 대칭으로 Foil을 적용하였을 때 부유체의 거동을 

관찰하며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2. Flapping Foil 과 Flapping Flat Plate 의 비교  

 

 

[그림 04] Flapping Foil과 Flapping Flat Plate가 생성하는 추력 비교 

 

[그림 04]는 Passive Flapping Foil과 Passive Flapping Flat Plate가 파도에 

의해 생성하는 추력을 비교하는 그래프이며, 파도의 주기에 따라 각각 생성하는 

추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추력을 발생시키는 Flapping Foil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Flapping Foil은 자체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가까운 파도의 주파수에서 큰 추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 외의 파도에서 발생하는 추력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에 반해 Flapping Flat Plate는 자체의 Natural Frequency와 가까운 파도의 

주파수에서 가장 큰 추력을 발생하지만 그의 크기가 Flapping Foil보다는 작고, 

고유진동수와 파도의 주파수가 다를 때 생성하는 추력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다[5]. 위치 유지를 위한 Flapping Foil(혹은 Flat Plate)의 추력은 다양한 

범위의 파도 주파수에서 안정적인 추력을 생성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는 Flapping Foil을 대신하여 Flapping Flat Plate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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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assive Flapping Flat Plate 을 이용한 실험 

 

1. 실험 장비 및 계측 요소 

 

 

[그림 05] 울산대학교 해양 공학 수조 

  

본 실험은 [그림 05]의 울산대학교 해양 공학 수조에서 진행하였으며, 3차원 

광폭 수조의 길이는 30m, 너비 20m, 깊이는 2.5m이다. 또한 수조에는 [그림 

06]의 조파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0.5m 폭의 Flat type Wave Board 4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07]은 실험에 적용할 파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Edinburgh Designs Ltd.의 파고계(Wave Probe)이다. [그림 08]은 부유체의 

거동을 정밀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Vicon 카메라로 적외선을 이용하여 모델에 

부착된 Marker의 거동을 추적하여 모델의 6자유도 운동을 계측할 수 있다. 

  



- 7 - 

 

 

 

[그림 06] 조파 생성기(Edinburgh Designs Ltd) 

 

[그림 07] Wave Probe (Edinburgh Designs Ltd) 

 

[그림 08] 적외선 Vicon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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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정 

 

 

[그림 09] Model Test Arrangement 

 

[그림 09]은 실험의 개요를 설명한다. 먼저 시험 모델을 설계하여 제작하고, 

광폭 수조 중앙에 위치한다. Vicon 카메라, 파고계 등의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Calibration하여 정확한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조파기를 통해 

여러 파도를 생성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델의 움직임을 정밀 측정한다. 파도가 

모델이 미치는 영향 중 Surge 방향의 표류를 분석하고, Flat Plate의 다양한 

조건과 부유체 모델 조건을 변경하며 표류 변화를 관측하고 분석한다. 

 본 실험에서의 위치 유지 기준은 표류 만을 고려하며, 모델의 Surge 방향의 

움직임이 약 120초간 수심 2.5m의 15% 이내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심해에서 계류선을 이용하여 위치를 유지할 때 Drift는 수심의 

5~8% 이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계류선을 제거하고 Passive Flapping Flat Plate를 

이용하는 본 부유체 모델을 사용하는 실험에서의 초기 기준은 약 두 배인 수심의 

15% 이내로 지정하고, 향후 연구를 지속하며 기준을 단계별로 줄여가며 해양 

구조물에 부가적으로 연결될 케이블 등에 문제가 없도록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Passive Flapping Flat Plate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의 활용이 위치 

유지에도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0]의 경우 관찰할 

모델의 움직임에 대한 그림으로, Surge 운동에 대하여 (+)방향은 파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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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밀려남을, (-)방향은 파도에 대항하여 전진함을 표현한다. 

 

 

[그림 10] 모델의 Surge 움직임 설명 

 

<표 01> 적용된 규칙파 

Wave Name Period (sec) Wave height (m) Wave length (m) 

Short 0.8944 0.025 1.249 

Intermediate 1.789 0.025 4.997 

Long 2.504 0.025 9.789 

 

본 실험에서 적용하는 파도는 규칙파를 기본으로 하며 본 실험에서는 총 세 

가지의 정현파를 활용한다. <표 01>에서 서술하는 파도는 단파, 중파, 장파로 

명명하며, 파고를 고정하고 파의 주기만을 변경하였다. 이는 Foil과 Flat Plate가 

Flapping 할 때의 추력 발생 정도는 파도의 주파수(또는 주기, 파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수조의 수심은 2.5m로 파도 이론에 의한 심해파를 표현하는 파장은 

최대 5m이다. 그리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파도의 파장은 5m에 가까운 4.99m를 

적용(중파)하여 심해파에서 모델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보다 주기가 

짧은 파도(단파)에서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장파의 경우 파장은 9.79m로 

5m의 두 배에 가까운 크기이기에 본 수조에서 적용하기에는 천수파라 할 수 

있지만 심해파와 동시에 천수파에서 나타나는 Flat Plate의 Flapping 효과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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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체 모델과 Flat Plate의 조건은 각각의 실험 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각 

모델의 실물 크기(Full scale)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용되는 파도 

또한 스케일링 되지 않는다. 본 실험의 목적은 해양 공학 수조에서 Passive 

Flapping Flat Plate가 부유체의 위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3. TEST #. 01 Cage-Effect of Plate Count 

 

가. Specification of a Floater 

 

[그림 11] Cage 부유체 모델 (설계) 

 

 

[그림 12] Cage 부유체 모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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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2> Cage 부유체 특성 

Component Length (mm) 

Ring diameter 1600 

Ring height 700 

Ring pipe diameter 28 

Ring pipe thickness 2.2 

Draft 460 

Column pipe diameter (Sponge) 110 

 

본 실험의 첫 단계는 Flapping Flat Plate의 영향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부유체의 모양은 파도에 의한 저항을 작게 받을 수 있도록 

Cage 형태로 설계하였다. 또한 부유체의 크기는 <표 02>을 통해 설명한다. 

부유체의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 [그림 12] 우측 하단의 원통형 스펀지를 

제작하여 Column Pipe에 부착하였다. 파도 이론에 따라 수심이 깊어질수록 파도 

입자의 상하 운동은 작아지기에 Flapping Foil의 위치는 상하 운동을 최대로 

하고자 수면에 가깝되 운동 시 수면 밖으로 돌출되지 않는 높이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Foil의 잠긴 정도를 약 10cm로 지정하였으며, 모델의 흘수가 

설정되었다.  

 

나. Specification of a Flapping Flat Plate 

 본 실험은 상기 언급하였듯이 Flapping Foil이 아닌 Flapping Flat Plate를 

적용하며 재원은 [그림 13]과 <표 03>을 통해 설명한다. Flat Plate와 Elastic 

Plate의 재질을 폴리에틸렌(HDPE)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수중에서 중성 부력을 

유지하여 Flapping Flat Plate가 수면과 평행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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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Flat Plate #1 

 

<표 03> Flat Plate #1의 특성 

 Thickness (mm) Breadth (mm) Length (mm) 

Flat Plate 8 S: 200 C: 150 

Elastic Plate 2 B: 100 L: 50 

Material Polyethylene 0.93𝑔/𝑐𝑚3 

 

다. Condition of the Flat Plate 

 본 단계에서 서술할 실험은 Cage 형태의 부유체에 Flat Plate의 개수를 단계 

별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부유체의 거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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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No Flat Plate 조건의 부유체 

 

[그림 14]의 조건은 Flat Plate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부유체의 Surge와 

표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조건으로 Flat Plate가 적용된 모델과 비교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림 15] 5 Flat Plates 조건의 부유체 

 

[그림 15]의 조건은 파도가 모델에 입사되는 방향으로만 Flapping Flat Plate를 

적용한 조건으로, 발생되는 추력이 파도에 의한 저항을 극복하고 전진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실험을 진행 후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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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8 Flat Plates 조건의 부유체 

 

[그림 16]의 조건은 본 실험의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발생되는 추력이 평형을 

이루어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Drift를 극복하고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Flat Plate의 조건이다. 

 

 

[그림 17] 16 Flat Plates 조건의 부유체 

 

[그림 17]의 조건 또한 Flat Plate로부터 발생하는 추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어 

파도의 저항을 극복하고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림 16]와 다른 점은 더욱 많은 Flat Plate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추력의 수를 증가, 파도의 저항을 극복하기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기 모델 조건들 중 Flat Plate의 방향과 발생되는 추력의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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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정리하여 [그림 18]을 통해 설명한다. 

 

 

[그림 18] 추력 생성 방향 

 

 상기의 조건으로 단파, 중파, 장파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Vicon 카메라를 

통해 부유체의 표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실험 결과 

 우선 단파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의 결과는 [그림 19]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9] 단파에서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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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가 없는 모델의 Surge는 급격하게 증가, 즉 정현파에 의해 표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lates 8, 16 에서도 파도의 힘을 극복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것은 발생된 

추력의 평형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Plate 5에서 굉장히 완만해진 기울기를 나타내지만 여전히 Surge가 증가하는 

것을 보아 파도에 대항하는 방향의 Plate를 추가한다면 충분히 Drift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그림 20]은 중파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그림 20] 중파에서의 실험 결과 

  

Plate가 없는 모델의 Surge는 여전히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late 5에서 파도에 대항하여 전진하는 모습(Surge가 –방향으로 

감소)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력의 평형을 이룬다면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Plates 8와 16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기울기를 나타내며 Plate로 발생되는 

추력의 평형을 통한 위치 유지 제어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Surge가 +방향으로 

증가하지만 초기 설정한 기준 범위 내의 움직임을 보였다. 

 중파에서의 결과에서는 앞서 단파에서의 결과와 다음에 설명할 장파에서의 

결과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래프의 진폭이 Plates의 개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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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점이다. 

 여러 원인들 중 가장 큰 원인은 Flat Plate의 Flapping 효과라 할 수 있다. 

Plate의 관점에서 앞서 단파의 주기는 Plate가 상하운동을 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다음의 장파의 주기는 모델이 위치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Flapping Flat Plate가 더 큰 추력을 생성하기에는 너무 길다. 하지만 중파는 Flat 

Plate가 충분한 Flapping을 하기에 비교적 적당한 주기를 갖는데, Plates 8과 16의 

경우 전방향(全方向) 대칭으로 충분한 추력을 발생하기에 일정 시간 동안 위치 

범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외력을 충분히 흡수 및 상쇄하여 No Plate의 경우에 비해 

동요가 줄어들고 그래프의 진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모델의 

무게와 관성모멘트 변화에 의한 영향 등 여러 원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파에서의 실험결과는 [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장파에서의 실험 결과 

 

장파에서는 No Plate의 경우에서 파도에 의해 부유체 모델이 뒤로 밀려남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파의 경우 파장에 비해 파고의 변화가 작아 Flat 

Plate의 Flapping이 낮은 속도로 진행된다. 이는 추력 발생 정도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림 21]에서 보이는 Plate 5의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하지만 Plates 8과 16의 경우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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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에 의한 저항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추력이 발생되고 있음이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하는 현상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마. 결과 및 고찰 

실험의 결과로부터 초기 가설인 부유체의 전방향 대칭으로 Flapping Flat Plate를 

적용하여 파도의 힘에 의해 추력을 발생시키고, 그 힘의 평형은 부유체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천수파인 장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고 작은 표류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욱 효율적으로 부유체의 위치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앞서 실험 

결과 중 Plate 5의 경우에 주목한다. Flapping Flat Plate가 생성하는 추력의 

방향이 입사하는 파도에 대항하는 방향일 때 표류를 극복하고 모델의 추진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적용 가능한 Flapping Flat Plate의 최대 개수인 

16개를 기준으로 하여 파도에 주기에 따라 각 Flat Plate의 방위각을 변경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파도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위치유지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실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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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ST #. 02 Cage-Effect of Plate’s Azimuth Angle 

 

가. Specification of a Floater 

 본 실험에 적용하는 부유체는 3. TEST #. 01 Cage-Effect of Plate Count와 

동일한 모델을 적용한다. 

 

나. Specification of a Flat Plate 

본 실험에 적용하는 Flapping Flat Plate는 3. TEST #. 01 Cage-Effect of Plate 

Count에서와 동일한 모델을 적용한다. 

 

다. Condition of Flat Plate: Azimuth Angle 

 이번 실험에서 적용하는 Flat Plate는 [그림 13]의 조건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각 

Flat Plate의 방위각을 변경한다. 16개의 Flat Plate의 방위각을 각각 변경하므로 

각 경우를 Case라 명명하고 파도 별로 위치를 유지하는 Flat Plate의 방위각을 

찾는다. 

 첫 번째 Case(이하 Case 1)는 [그림 13]이며 Case 2는 [그림 22], Case 3은 

[그림 23]을 말한다. 

 

 

[그림 22] Case 2의 Flapping Flat Plate 방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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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ase 3의 Flapping Flat Plate 방위각 

 

 먼저 단, 중, 장파에서 Flapping Flat Plate의 각도가 다른 Case 1, Case 2, Case 

3을 적용하여 실험을 하며, 각 파도에서 비교적 정해진 범위에 가까운 Case를 

선정한다. 이후 Flat Plate의 각도를 단계별로 하나씩 변경하며 위치 유지의 

기준인 120초간 수심의 15% 이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하는 방위각 조건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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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 결과 

 

 

[그림 24] 단파에서의 움직임 

 

 [그림 24]를 통해 단파에서의 표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Case 3에서 

부유체 모델이 파도의 힘을 극복하고 전방으로 추진하는 움직임(Surge가 –로 

감소)이 나타난다. 따라서 Case 3을 기준으로 하고 각 Flapping Flat Plate의 

방위각을 변화하며 부유체 모델 전체에 작용하는 추력을 조금씩 감소시켜 위 유지 

범위에서 모델이 위치를 유지하는 Case를 찾는다.  

 [그림 25]에서 Step 5의 경우 부유체 모델이 위치 유지 범위 내에서 120초간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Step 5에서의 Flapping Flat Plate 방위각 

변화는 [그림 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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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단파에서 방위각을 변경하였을 때의 움직임 

 

 

[그림 26] 단파에서 위치를 유지하는 Flapping Flat Plate의 방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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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파에서의 움직임 

  

마찬가지로 [그림 27]을 통해 중파에서 표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번에는 Case 1에서 표류가 발생(Surge가 +방향으로 증가)하고 Case 2에서 

표류를 극복하고 전방으로 추진(Surge가 –방향으로 감소)한다. 이는 Case 1의 총 

발생 추력의 합과 Case 2의 총 발생 추력의 합 사이의 총 추력을 생성할 수 있는 

Flat Plate의 각도를 적용하면 위치 유지 기준을 만족하는 Step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Case 1을 기준으로 하고 Flat Plate의 방위각을 

변경하며 실험을 반복하였을 때, [그림 28]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Step 6에서 부유체 모델이 위치 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Step 

6에서의 Flapping Flat Plate 방위각은 [그림 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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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파에서 방위각을 변경하였을 때의 움직임 

 

 

[그림 29] 중파에서 위치를 유지하는 Flapping Flat Plate의 방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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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장파에서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그림 30]은 장파에서의 표류 결과를 나타낸다. 앞서 3가지 Case 

중 총 추력이 가장 약한 Case 1에서도 모델이 표류를 극복하고 전방으로 

추진(Surge가 – 방향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Case 1을 기준으로 하고 Flat 

Plate의 방위각을 변경하여 총 추력을 감소시킨 후 [그림 3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 Step 3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120초간 수심의 15%를 

벗어나지 않고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Step 3에서 Flapping Flat 

Plate의 방위각은 [그림 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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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장파에서 방위각을 변경하였을 때의 움직임 

 

 

[그림 32] 장파에서 위치를 유지하는 Flapping Flat Plate의 방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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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은 3. TEST #. 01 Cage-Effect of Plate Count의 다음 단계로 각 

Flapping Flat Plate의 방위각의 변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파도의 힘을 

활용하고자 하며, Passive Flapping Flat Plate를 이용하여 신개념 위치 유지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었다. 이에 파도 에너지를 

이용하여 별도의 계류 체인을 적용하지 않고도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위치 유지 

가능성 여부에 각각의 Plate 방위각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파도에서 부유체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Flat Plate의 방위각 조건이 다양할 것이며, 해당 데이터 

축적을 통해 그 경향성을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바다의 파도는 항상 불규칙적이며, 정현파에서의 위치 유지만으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하다. 이에 다음 단계로 

불규칙파와 실제 바다에서의 실험을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그 동안의 다른 

연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Flat Plate를 설계하였고, 파도에 의한 저항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부유체 형상을 적용하고자 한다.  

 

5. TEST #. 03 Cylindrical Honeycomb-Effect of Plate’s Azimuth Angle 

 

가. Specification of a Floater 

 

[그림 33] Cylindrical Honeycomb 부유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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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4> Honeycomb 부유체 특성 

Component Size 

Outer Diameter 900 mm 

Inner Diameter 500 mm 

Height 170 mm 

Draft 40 mm 

Foil Submergence 120 mm 

Weight 11 kg 

 

 본 실험에서는 이전과 다른 부유체를 적용하고자 [그림 33]의 부유체 모델을 

사용한다. 벌집(Honeycomb)모양의 스폰지 재질이고, 크기 및 무게는 <표 04>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설치하여 Flapping Flat Plate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 실험의 Cage 모델보다 파도에 의한 저항이 더 크게 작용될 

것으로 생각되어 조금 더 현실적인 구조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델의 

크기가 Cage에 비해 작아 실험에 용이하며, 크기가 작은 만큼 적용 가능한 

Flapping Flat Plate는 최대 8개로 제한된다. 모델의 흘수는 약 40mm이며, Flat 

Plate의 규격도 변경되었는데 이는 수면에서 약 120mm 아래에 위치한다. 

 

나. Specification of a Flapping Flat Plate 

 본 실험에 적용할 Flapping Flat Plate는 [그림 34]와 <표 05>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 34] Flat Pla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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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5> Flat Plate #2의 특성 

 Thickness (mm) Breadth (mm) Length (mm) 

Flat Plate 5 S: 300 C: 150 

Elastic Plate 1 B: 200 L: 50 

Material Polyethylene 0.93𝑔/𝑐𝑚3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Flapping Foil이 생성하는 추력에 큰 영향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는 종횡 비(Aspect ratio)이다[6]. Flapping Foil의 종횡 비가 크면, 

다시 말해 Flapping Foil의 길이보다 너비가 더 크면 생성하는 추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한다. 또한 Passive Flapping Foil이 생성하는 추력을 계산하는 

경험식[7]을 이용하여 더욱 큰 추력을 발생할 수 있는 Flat Plate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실험에 사용하는 Flapping Flat Plate는 

기존에 비해 길이는 고정하고 너비를 1.5배로 증가하여 더욱 큰 추력을 생성할 수 

있고자 하였다. 또한 Elastic Plate의 두께를 더욱 얇게 하여 파도에 의한 운동이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Condition of the Flat Plate 

 본 단계에서 서술할 실험은 Honeycomb 형태의 부유체에 기존에 비해 더욱 큰 

추력을 생성하는 Flat Plate 를 8 개 적용하고, Plate 의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부유체의 거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단계에서는 적용하는 Flat Plate 의 

각도를 단순화하여 [그림 35]와 같이 적용한다. 

 

 

[그림 35] Flapping Flat Plate 의 방위각 조건 (좌: Initial Mode, 우: Thrus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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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단계의 실험과 달리 Flat Plate 의 각도는 두 가지 경우만을 적용한다. 

 상기 부유체 조건을 이용하여 먼저 초기에 제시한 규칙파에서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음은 그 결과를 서술한다. 

 

라. 실험 결과: 규칙파 

 

 

(가) 단파 

 

(나) 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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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파 

[그림 36] 규칙파에서의 실험 결과 

 

 [그림 36]는 본 모델을 규칙파에서 실험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Initial 

Mode 일 때, 중파와 단파에서는 기준 범위를 120 초 이상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단파에서는 수심의 15%를 쉽게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 형태인 Initial Mode 는 여전히 단파에서 영향력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Flat Plate 의 각도를 모두 한 방향으로 한 Thrust Mode 에서 다시 

실험을 하였을 때, 모든 파도에서 위치 유지 기준을 만족하고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상기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파도의 주파수에 따라 안정적인 위치 유지를 위한 

Flapping Flat Plate 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장파, 중파 그리고 단파 모두 

Passive Flapping Flat Plate 를 이용한 부유체의 위치 유지의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실제 바다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파를 이용한 실험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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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험 결과: 불규칙파 

 (1) Load Case 

 

[그림 37] 불규칙파 

 

 이번 실험에 적용하는 파도는 불규칙파이며, [그림 37]과 같이 주기(Tp)가 1.8 초, 

주파수(f)는 0.56Hz, α 값은 0.002, γ 값은 1 인 Jonswap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불규칙파에서의 실험 또한 앞서 규칙파에서의 실험과 같이 부유체는 Initial 

Mode와 Thrust Mode를 적용한다. 

 

 (2) Test Result 

 [그림 38]는 상기 조건에서 실행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8] 불규칙파에서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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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를 통해 불규칙파에서는 Initial Mode를 적용한 부유체의 Surge가 쉽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파도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Thrust Mode에서의 결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규칙파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안정적이지 않고 앞, 뒤의 이동이 있지만 400초이상 위치 유지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위치를 유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실험인 규칙파에서의 실험 결과를 통해 부유체가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하려면 파도의 주파수에 따라 적절한 Flat Plate의 조건을 적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다양한 주기의 규칙파가 중첩되어 있는 불규칙파를 

적용하였고, 이때 Flat Plate의 방위각을 실시간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부유체가 

Flapping Flat Plate의 영향으로 인해 위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Passive Flapping Flat Plate가 부유체의 위치 유지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Passive Flapping Flat Plate의 방위각이 파도 조건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한다면 해양 구조물의 새로운 위치유지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 동안의 실험의 결과들을 통해 긴 시간 동안은 아니지만 부유체가 위치를 

유지했고, Flapping Flat Plate는 본 연구의 목적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다음은 실제 바다에서 본 모델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바. 실험 결과: 실해역 

 

 실험 장소는 울산의 나사해수욕장으로 지금까지의 실험적 연구를 실제 바다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해당 지점의 수심은 약 2.5m이며 기존에 사용한 부유체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Flapping Flat Plate 조건은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Initial 

Mode와 Thrust Mode를 적용하여 약 10분간 GPS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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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실해역에서의 실험 결과 (좌: Initial Mode, 우: Thrust Mode) 

 

 [그림 39]는 해당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부유체 모델이 Initial Mode일 때,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 표류가 발생하였다. 특히, 모델의 관점에서 Surge 방향으로 

약 22m 이동하였다. 하지만 그림의 우측인 Thrust Mode에서 발생한 표류는 약 

3.2m로 Initial Mode에 비해 약 86%의 표류 감소가 발생하였다. 

 모델은 그림의 Y축 뿐만 아니라 X축으로도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실험 

당시 바람에 의한 움직임이 발생하여 X축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해상은 대표적으로 파도 외에도 바람과 조류의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파도만이 아닌 바람과 조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실험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Flapping Flat Plate는 파도에 의한 

표류를 극복하고 부유체의 위치 유지를 위한 잠재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본 실험은 수심이 2.5m에 불과한 해안에서 수행되었기에 천수파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파제와 같은 장애물로 인해 조류의 영향도 미약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부유체 모델과 Passive Flapping Flat Plate의 크기가 실제 

바다에 적용하기 위해 확장된 것이 아닌, 단지 해양 공학 수조에서 실험을 진행한 

축소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남은 본 

연구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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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은 4. TEST #. 02 Cage-Effect of Plate’s Azimuth Angle의 다음 단계로 

기존의 실험과 다른 크기의 부유체와 Flapping Flat Plate를 적용하였고, 타당성 

있는 연구를 위해 규칙파에서만이 아닌 불규칙파에서의 실험과 실해역에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불규칙파와 실제 바다에서도 Passive 

Flapping Flat Plate를 이용한 부유체의 위치 유지가 충분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파도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방위각을 

컨트롤한다면 Passive Flapping Flat Plate만을 이용한 위치유지시스템 적용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Passive Flapping Flat Plate를 이용한 신개념 위치유지시스템 

개발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파도에너지를 

활용하므로 친환경적이며, 수심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복합적인 계류선의 

한계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해양 환경은 복합적이므로 파도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도 Flapping 

Flat Plate가 생성하는 추력이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위치 유지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태풍과 같은 극한의 해상 환경이 그것일 것이다. 이에 파도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추력을 생성할 수 있는 Passive Flapping Foil/Flat 

Plate의 개발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극한의 경우를 고려하여 Active 

Flapping Foil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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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ctive Flapping Foil 을 이용한 실험 

 

1. Active Flapping Foil의 개념 소개 

 

 그 동안 서술한 실험적 연구의 내용은 Passive Flapping Flat Plate를 이용하여 

파도에너지를 이용한 신개념 위치유지시스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태풍, 해일 등과 같은 극한의 해양환경에서는 파도에너지만으로 생성된 추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ctive Flapping Foil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모터와 연결된 

Foil이 상하운동을 인위적으로 실시하여 추력을 발생하는 방법으로 보트의 

패들이나 어류의 지느러미와 같은 역할을 통해 목표 위치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ctive Flapping Foil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와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그리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작동 흐름도 

등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음에서 하드웨어를 먼저 소개한다. 

 

2. 자율 제어장치의 초기 설계 

 

가. 초기 설계 

 

[그림 40] 자율 제어장치의 초기 설계 

 



- 37 - 

 

 [그림 40]는 Active Flapping Foil을 구동하기 위한 자율 제어장치를 보여준다. 

이는 초기 설계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본 자율 

제어장치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먼저 Foil은 스텝 모터에 연결되며, 필요에 따라 모터를 통해 구동된다. 평소 

Foil은 모터를 구동하지 않고 파도에 의해 자유롭게 상하운동을 하며 추력을 

발생시키는 Passive Flapping Foil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극한의 해양환경에서 

부유체가 기준 범위를 벗어난다면 Active Mode로 변경된다. 파도의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력이 부족하다면 모터를 구동하여 불충분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목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모터는 On/Off 기능과 

함께 회전 속도를 조절하며 Foil의 Flapping Frequency를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의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상기 그림에는 16개의 Active Flapping Foil을 

설치하였지만 실험에는 8개의 Active Flapping Foil을 적용하여 모델의 무게를 

줄이고 실험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다음은 Foil 면적 확장이다. Foil 내부에 Flat Plate가 삽입되어 필요에 따라 

Foil의 면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한다. 이 기능은 Passive Mode와 Active Mode 

모두 활용 가능하며, Foil이 더욱 큰 추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Passive 

Flapping Foil의 추력이 불충분한 경우 먼저 Foil의 면적을 제어하여 파도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불충분하다면 Active Flapping 

Foil이 작동된다. 

 마지막으로 GPS 및 내비게이션 기능이다. 이는 부유체가 초기 설정된 목표 

위치를 벗어날 경우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목표 

위치를 찾는 기능이다. 이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다. 이와 더불어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 통신 장치 등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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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요소 

 

 

[그림 41] 자율 제어장치의 구성요소 

 

 [그림 41]은 자율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요소와 통신 흐름을 나타낸다. 먼저 

GPS와 IMU를 통해 부유체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임베디드 

시스템과 통신한다.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기반의 코딩이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은 앞서 가. 초기 설계에 서술한 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현재 구성된 

모델에는 원격조종 시스템 또한 적용하였으며, 모니터링은 인터넷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구성 요소는 크게 임베디드 시스템, Control Pad, Flapping Foil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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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 (National Instrument) 

 

 [그림 42]은 National Instrument사의 제품으로 NI-cRIO 모델 중 하나이며, 

윈도우기반의 컴퓨터이다. 각 모듈을 이용하여 입출력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43]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LabVIEW) 

 

 [그림 43]은 LabVIEW의 프론트패널을 나타내며, 사용자 UI 역할을 한다. 

자동과 수동 제어 변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각 모터 작동 여부나 속도 

등의 요소들을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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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임베디드 시스템: Code of LabVIEW 

 

 [그림 44]는 해당 코드를 보여주며, LabVIEW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램이기에 

자료의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Control Pad에 대해 소개한다.  

 

 

[그림 45] Control Pad: Motor 

 

 [그림 45]는 Flapping Foil을 구동하기 위한 모터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임베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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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명령을 받은 모터 드라이버가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평상 시에 

모터를 기본적으로 설정된 주파수로 회전하는데 Flapping Foil과의 접촉은 

차단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자석 클러치에 의해 Foil Control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46] Control Pad: Air Cylinder 

 

 [그림 46]은 Foil 면적 확장을 담당하는 요소로 압축공기를 사용한다. 휴대용 

공기 압축기를 활용하여 Pad에 연결된 에어 호스를 통해 각 Foil에 압축 공기를 

공급한다.  

 

 마지막은 Foil의 구성요소를 소개한다. 

 

 

[그림 47] Active Flapping Foil 설계 (좌: 도면, 우: 실물) 

 

 [그림 47]은 Active Flapping Foil의 도면과 사진을 나타낸다. 크게 스텝 모터와 

클러치, 그리고 Foil의 조립체이며, 이를 지탱하기위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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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설계에서는 모터는 상시 구동되는 

상태이고, 필요시 전자석 클러치를 이용하여 모터와 Foil을 접촉하여 Foil이 

강제로 Flapping하는 구조이다.  

 그 외의 통신장비나 전원공급 등의 요소는 [그림 48]로 설명을 대신한다. 

 

 

[그림 48] 기타 구성요소 (GPS, IMU, Remote controller, Battery) 

 

3. 동작 알고리즘 설계 

 

 다음으로 상기 Controller의 동작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그림 49] 동작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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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는 알고리즘을 나타내며 전체 동작 흐름을 보여준다. 시스템의 작동은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된다.  

 먼저 ‘Passive Mode’는 Controller가 비활성 상태를 의미한다. 부유체는 Passive 

Flapping Foil에 의해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른 계류 

장치 없이 위치 유지를 지속한다. 이 단계에서는 실시간으로 부유체의 위치 및 

이동 정보를 수집하여 목표 위치 범위에 위치하는지 판단한다. 범위 내에 

부유체가 위치한다면 Passive Mode가 지속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 

 다음 단계는 ‘Advanced Passive Mode’이다. 목표 위치 범위를 벗어난 부유체는 

즉시 목표 위치 방향을 파악하고 해당 방향의 Foil의 면적을 증가한다. Foil의 

면적이 다르면 각 Foil이 생성하는 추력이 달라지고, 같은 파도에서 각 Foil이 

서로 다른 추력을 발생하게 된다. 결국 부유체의 전체 추력은 한 방향으로 편향될 

것이다. GPS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Foil의 면적을 제어하여 부유체가 

파도에너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목표 위치를 향하고,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극한의 해양환경으로 인해 

표류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면 Passive Flapping Foil을 이용한 부유체의 위치 

유지가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Active Mode’로 모터를 직접 이용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Foil을 강제로 구동하며, 이는 선박의 추진과 유사하다. 

목표 방향의 Foil이 목표 위치에 접근하고 최종적으로 부유체가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 목표 위치에 도달한 부유체는 다시 ‘Passive Mode’가 적용되며, 

Passive Flapping Foil을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부유체의 위치 유지를 

수행한다. 

 현 단계에서는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지만 최종 목표는 Flapping Foil을 

파력발전 형태로 구상하고, 평소 Passive Mode에서 파도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Active Mode가 필요할 때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이 자율 제어장치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제어장치가 적용된 부유체를 

구현하였다. 다음은 자율 제어장치가 적용된 부유체가 실질적인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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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 제어장치를 적용한 모델의 실험 설정 

 

 본 제어장치는 극한의 해양환경에서 Flapping Foil을 적용한 부유체가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표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제어장치를 적용한 모델의 

실험은 단파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06>은 본 실험에서 적용하는 

파도를 나타낸다. 

 

<표 06> 제어장치를 활용한 실험을 위한 파도 

Wave Name Period (sec) Wave height (m) Wave length (m) 

Short #1 0.782 0.0125 0.954 

Short #2 0.894 0.0125 1.249 

Short #3 1.006 0.0125 1.578 

 

 이전까지의 실험에서 적용한 파도의 파고는 0.025m로 고정하고 주기를 

변경하였다. 이는 Flapping Foil은 파도의 주파수에 따라 추력의 발생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파고는 약 1/2인 0.0125m로 적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모델의 Foil의 두께는 약 7cm이고 Chord 길이는 약 20cm으로 Chord 

길이의 약 35%의 두께를 갖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Foil의 Chord 대비 두께가 

12%~16%일 때 Lift and Drag Coefficient가 가장 크다[8]. 이 때 추력이 가장 잘 

생성되므로 위치 유지를 위해서는 본 모델에 적용된 Foil의 두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Active Flapping Foil 또한 단순히 모터를 구동하여 추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파도의 주기에 따라 생성하는 추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차후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본 모델에 적용된 모터의 용량이 부족하다. 단순한 원리로 Active 

Flapping Foil의 Flapping 속도를 크게 증가하면 표류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모델이 파도를 극복하고 추진할 수도, 위치를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모델에 

적용된 스텝 모터는 PASTECH사의 EzM-60 Series 제품으로 특성상 회전 속도와 

토크의 한계가 나타났다. 수중에서 Foil을 구동하며 회전 속도를 증가하였을 때 

일정 속도 이상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모터의 과부하로 인한 정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또한 향후 실험에 있어 모터의 용량 증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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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통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건의 제어장치가 적용된 모델을 앞서 <표 01>의 규칙파에 적용할 경우 

Intermediate Wave와 Long Wave에서 표류를 극복하고 위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Short Wave에서는 한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안으로 파고를 감소하여 중, 장파의 

기울기와 비슷한 단파를 적용하고자 한다.  

자율 제어장치의 구동은 단순하게 작동한다. 초기 위치를 설정하고 파도를 

적용하였을 때에 표류가 발생할 것이다. 모델이 일정 범위를 벗어났을 때 모터를 

구동, Foil이 Flapping하여 목표 위치로 회귀한다. 초기 위치로 회귀된 모델은 

Active Flapping Foil의 동작을 멈추고 Passive Mode가 된다. 다시 Drift가 

발생할 경우 Active Mode로 변경하게 된다. 본 동작을 반복 수행하여 일정시간 

동안 위치 유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다. 

 

5. 위치 데이터 취득 방안 

 

 본 Controller 는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GPS 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실험은 실험실 내부에서 진행하였기에 GPS 의 원활한 사용이 힘들다. 때문에 

대안으로 부유체 모델의 위치를 추적하는 Vicon 카메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50] Vicon 카메라로부터 위치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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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0]은 적외선 Vicon 카메라로부터 위치데이터를 추출하여 본 논문에서 

소개한 Controller 에 입력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모델의 위치를 추적하는 

Vicon 카메라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LabVIEW 를 통해 스트리밍하는 Vicon 

Datastream SDK 예제를 활용하였고, 예제에 나타나는 여러 데이터 중 X 축과 

Y 축 데이터를 네트워크 공유 변수로 추출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Vicon 

카메라가 연결된 컴퓨터와 Controller 간의 통신 연결은 무선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자료 전송 실패, 딜레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X 데이터는 모델의 Surge 

방면 표류를 추적하기 위함이고 Y 데이터는 X 데이터와 함께 연산하여 모델의 요 

현상을 반영하여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림 51] Controller 의 작동을 고려한 Surge 요소와 Yaw 요소 

 

 [그림 51]은 Controller 작동을 위해 고려된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며, 크게 

Drift 와 요 현상으로 인한 회전이 반영되었다. 파도에 의해 모델에 Drift 가 

발생하면 Surge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Active Flapping Foil 이 작동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 모델의 회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서 Flapping Foil 작동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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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결과 

 

 

 [그림 52] Short #1에서의 실험 결과 

 

[그림 50]은 Short #1를 적용하였을 때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약 25~60초에 Surge가 +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모델이 뒤로 밀려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심의 15%를 표현하는 실선인 위치 유지 기준 범위를 벗어난 

모델은 Active Flapping Foil에 의해 원위치로 회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 

위치에 도달한 모델은 Passive Mode로 진입하고 약 85초부터 표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115초부터 다시 Active Flapping Foil에 의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이를 반복하여 수심의 15% 범위 내에서 위치를 유지하는 모델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ontroller를 활용하는 동작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측정 시간을 120초에서 300초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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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Short #2에서의 실험 결과 

 

 

[그림 54] Short #3에서의 실험 결과 

 

 Short #2와 Short #3의 파도에서 또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모델이 초기 설정 

범위 내에서 Mode 변경을 반복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모델이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그림 53]과 [그림 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점선은 Active Flapping Foil 이 작동하는 선을 나타낸다. 

그래프의 대부분의 피크포인트가 점선을 지나서 발생하는데, 이는 Controller 가 

작동하여도 일정 시간 관성이 작용하고, 이를 극복하고 전방으로 추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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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으로 밀리는 시작점이 점선을 지나서 작동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각 피크 

별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로부터 1 초에 한번씩 입력되는 위치 자료가 불규칙적으로 입력이 

실패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Controller 작동에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요 현상에 의한 현상이다. 아래 [그림 55]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실험 진행 중 부유체 모델은 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방을 향하는 

Active Flapping Foil 의 개수가 4 개에서 3 개로(혹은 3 개에서 4 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관성을 극복하는 시간과 전방으로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피크는 다른 피크와 달리 가장 큰 값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실험을 위해서 

파도 생성을 정지한 후 정수면이 되기 위해 최소 40 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을 

두었다. Controller 또한 일정 시간 이상 신호를 받지 않고 대기하게 되는데, 

실험이 시작되고 처음 신호를 입력 받아 작동하는 데에 전기적, 기계적으로 지연 

시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첫 번째 피크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두번째 피크부터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Controller 가 동작되어 Active Flapping Foil 을 이용하여 부유체가 기준 범위 

내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각각의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55] 실험 진행 중 발생하는 요 현상에 의한 영향 

 

7.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을 통해서 극한의 해양환경에서 파도 에너지를 활용하는 Flapping Foil이 

적용된 위치유지시스템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해보았으며, Active Mode를 활용하면 

실제 바다의 다양한 파도에서 표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목표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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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율 제어장치가 적용된 Active Flapping Foil을 이용한 모델의 위치유지시스템 

또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당 파도에서 필요한 Active Flapping Foil의 개수 등의 

자료를 축적한다면 매 상황에 따라 유기적인 동작을 하는 위치유지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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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Flapping Foil을 이용한 부유체의 위치유지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서술하였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Passive Flapping Foil/Plate만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해역의 상황에서 

부유체의 위치 유지가 가능할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Foil/Plate의 Azimuth angle을 유기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신개념 위치유지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많은 수조에서의 실험과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을 더욱 진행하여 각 파도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Foil/Plate의 조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한다면 수심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Flapping Foil/Plate을 이용한 신개념 위치유지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태풍과 같은 극한의 해양환경에서는 파도에너지만을 활용하는 Flapping 

Foil을 이용한 위치유지시스템이 약점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약점은 Active 

Flapping Foil의 적용으로 충분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Flapping Foil/Plate만을 이용한 위치유지시스템의 개발은 더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활용은 향후 설치 될 계류 체인의 두께를 줄이는 

등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계류시스템에 있어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5) Flapping Foil/Plate은 다양한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주/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실험적 연구를 통해 실제 파도에서 Flapping Foil을 이용한 위치유지시스템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표류를 극복하고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Passive Flapping Foil의 Azimuth angle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개선하여 일반적인 바다의 상황에서 유기적인 각도 변경을 통해 장시간 위치 

유지가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파도에 더욱 효율적으로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Foil/Plate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Passive Mode에서는 최소한의 Foil/Plate의 조건 변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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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유지를, Active Mode에서는 모터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는 위치유지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기에 표류 극복뿐만 아닌 6자 

유도 운동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Flapping Foil을 이용한 신개념 

위치유지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그의 초기 단계로 파도에 의한 표류 

극복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연구 목표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향후 6자 유도 운동을 극복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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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ffectively use the resources of marine environ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ep and remote parts of the ocean. Stationkeeping of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mainly relies on mooring lines. However, current mooring 

lines have structural and economical limitations for applications in extreme sea 

environments. We are conducting ongoing research to develop a new 

economical stationkeeping system that can maintain the position of a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in the deep sea using passive flapping foils. This paper 

describes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stationkeeping of actual structure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investigations and suggested directions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stationkeeping system using passive flapping 

foils. Thi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he three-dimensional “Widetank” 

and in actual sea condition, focusing on the drift of a floater in the surge 

direction. Furthermore,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initial design of the 

autonomous controller for Active flapping foil. It will useful in extreme ocean 

environments such as typhoon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of a new concept 

stationkeeping system using flapping foils in combined ocean environment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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