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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조건에 따른 파력발전장치의 가동률과 발전량 산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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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investigated to variation of wave power generation 
operation rate, operating capacity and output with the wave conditions 
represented by wave height-period window. By the use of the long-term wave data 
from 1979 to 2002 which is provided by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we calculated the monthly varia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Hs), zero-up crossing period(Tz) and distribution of wave appearance 
rate. And using the same wave data, it was charted the Hs-Tz and wave-energy 
scatter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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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랑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파력발전은 에너지 흡수 
원리에 따라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파형 파
력발전장치로 구분된다. 가동물체형은  파도에 
의해 고정된 힌지를 중심으로 상하운동이나 피칭
운동을 하는 부유구조물에 유압피스톤과 모터를 
설치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진동수주형 파력발
전은 파랑에 의해 공기챔버 내의 물이 상하로 진
동함으로서 터어빈이 설치되어있는 덕트 사이로 
공기챔버 내의 공기가 왕복운동 하는 것을 이용
하는 개념이고, 월파형 파력발전은 파랑의 진행
방향 전면에 사면을 두어 파랑에너지를 위치에너
지로 변환하여 저수한 후 형성된 수두차를 이용
하여 저수지의 하부에 설치한 수차 터어빈을 돌
려 발전하는 방식이다.3) 

이러한 파력발전장치 설계 시 우선 파악되어
야 하는 정보는 파력발전장치를 어디에 설치하
고, 어떠한 파랑을 이용하여 발전 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것이다. 

파력발전장치 설치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해역의 파랑에너지 밀도, 파랑특성 파악, 
기존의 전력망과의 연결문제, 지리적인 문제 및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

이 많다. 그러나 파력발전장치는 파랑이 가지고 
있는 운동 또는 위치에너지를 변환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므로, 우선 파랑에너지 밀도가 큰 해역을 
선정하여 설치해야한다. 이에 송무석 등 [2004]
은 15km 격자로 구성된 한반도 해역의 파랑에너
지 분포 특성을 연구하여 한반도의 남서쪽 해역 
특히, 제주도 해역이 상대적으로 큰 파랑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한국해양연구원의 장기 파
랑산출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규명한 바 있
고, 류황진[2006]은 제3세대 파랑모델인 SWAN과 
Boussinesq 파랑모델을 이용하여 제주해역의 상
세한 파랑에너지 밀도를 고찰하여, 제주 차귀도 
서쪽해역을 유력한 파력발전 후보지로 선정하였
다. 이러한 파랑에너지 밀도가 높은 해역에 설치
할 이상적인 파력발전 장치는 설치해역에서 나타
난 모든 파랑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장치이다. 그
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파
랑에너지 밀도가 높은 해역에서 파랑의 출현율이 
높은 파고와 주기의 범위를 선정하여, 이에 적합
한 파력발전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파랑 에너지 밀도는 파력
발전 적지 선정의 중요한 요구조건이며, 파랑특
성은 발전장치의 효율 관점에서 최적화를 지배하
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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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역에 대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구축한 장
기 파랑산출자료를 검토하여 제주 서쪽 해역에 
서 파랑조건에 따른 파력발전 가동률, 가용량, 
발전량을 계산하여 파력발전장치의 기초설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장기파랑산출자료

한국해양연구원 장기 파랑산출 자료는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의 바람자료를 이용하여 HYPA 파랑모
델로 계산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함한  경
도 117.0°~ 143°, 위도 22.0°~ 50.0°의 해역
에 대해 약 15km의 격자망에서 1979년에서 2002
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유의파고, 정점주기, 파
향을 계산한 자료이다. Fig. 1에서 해양연구원의 
장기파랑산출자료의 격자망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Grid points of KORDI wave data.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장기파랑산
출자료 중에서 제주도 서쪽해역인, 위도 33° 1
7′ 9.6″, 경도 126° 10′ 12.0″의 파랑자료
를 추출하여 파랑조건에 따른 파력발전 가동률, 
가용량, 발전량을 계산하였다. 

2.1 월평균 유의파고 및 주기

Fig. 2는 한국해양연구원의 24년 장기파랑산
출자료 중, 위도 33° 17′ 9.6″, 경도 126° 1
0′ 12.0″ 지점의 유의파고(Hs)와 영점상향교차
주기(Tz)를 월평균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과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유의파고와 긴 
주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파고와 영점상향교
차주기의 월별 변화율은 정성적으로 비슷한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유의파
고를 나타내고 있는 겨울과 여름철에 긴 영점상
향교차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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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Mean Hs and Tz. 

2.2 파고-주기 결합분포표 

Fig. 3은 한국해양연구원의 24년 장기파랑산
출자료를 이용하여 유의파고와 영점상향교차주기
의 결합분포를 파고 0.5m, 주기 0.5초 구간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Fig. 3에서 Sum과 S-per는 
각각 개별 파랑의 출현수와 그 백분율이고, Accu
는 누적 파랑수, A-per는 누적 파랑수의 백분율
이다. 

파고-주기 결합분포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
의파고 0.5m~3.0m 범위에 포함된 파랑의 수는 전
체 파랑 수의 약 7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
서 0.5m~1.0m 범위에 포함된 파랑 출현율이 
34.3%로 가장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유의파고 1.0m~1.5m 범위의 파랑이 20.0%로 두 
번째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
점상향교차주기 3.5sec~7.0sec 범위에 포함된 파
랑의 수는 72.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서 
4.0sec~4.5sec 범위에 포함된 파랑 출현율이  
17.1%로 가장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4.5sec~5.0sec 범위에 포함된 파랑이 15.0%로 두 
번째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Rank Hs % Tz % 

1 0.5～1.0 34.3 4.0～4.5 17.1

2 1.0～1.5 20.0 4.5～5.0 15.0

3 0.0～0.5 17.8 3.5～4.0 15.0

4 1.5～2.0 11.7 5.0～5.5 10.8

5 2.0～2.5 6.8 3.0～3.5 9.0

Table 1 Ranking of Hs and Tz of KORDI wave 
data.

Table 1에서는 Fig. 3을 바탕으로 한  유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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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s-Tz scatter diagram of KORDI wave data (1979. 01.-2002. 12.).

Fig. 4 Wave energy scatter diagram of KORDI wave data.

고와 영점상향교차주기의 출현율 순위를 보이고 
있다.

3. 파랑조건에 따른 파력발전 가동률, 
가용량, 발전량 산출 

3.1 파랑에너지 결합분포표 

2절에서 작성된 파고-주기 결합분포를 이용하
여 파고와 주기의 각 계급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파랑에너지 결합분포표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
하여 작성하였다. 

해양파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규칙파의 파력
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파를 규칙파로 가정하
여 파력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하여 시간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불규칙파 중 평균 파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단위는 W(와트)/m이다.

 







                           (1)

여기서 각각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유의파고(상위1/3파고의 평균)

 : 영점상향교차주기

 : 천수계수

  : 해수의 밀도

  : 중력가속도 

파랑에너지 결합분포표는 한국해양연구원의 
24년 장기파랑 산출자료를 매월별로 추출하여 파
고-주기 결합분포표를 작성하여, 파고와 파주기
의 각 계급별 평균값을 식(1)에 대입하고, 각 계
급별 24년 평균된 파랑 출현 빈도수를 곱하여 작
성하였다. Fig. 4은 연평균 파랑에너지 결합분포
를 보여주고 있고, 단위는 kW/m이다. 



- 618 -

Mo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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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ave

Total 
capaci

ty
(MW/m)

Mean
operating 
capacity
(kW/m) 

Number 
of effective 

wave 

Operating 
capacity of 
effective

wave  (MW/m)

Operation rate
(%)  

Effective mean 
operating 

capacity (kW/m)

Output 
(kW)

C 1 C 2 C 3 C 1 C 2 C 3 C 1 C 2 C 3 C 1 C 2 C 3 C 1 C 2 C 3

1 744 9.6 12.9 483 444 382 9.37 9.25 8.92 64.9 59.7 51.3 19.4 20.8 23.4 88.2 87.0 83.9 

2 672 7.9 11.7 398 361 307 7.63 7.51 7.24 59.2 53.7 45.7 19.2 20.8 23.6 79.4 78.2 75.5 

3 744 4.5 6.0 322 283 230 4.14 4.02 3.76 43.3 38.0 30.9 12.9 14.2 16.3 39.0 37.8 35.4 

4 720 2.8 3.8 246 222 176 2.41 2.33 2.12 34.2 30.8 24.4 9.8 10.5 12.0 23.4 22.6 20.6 

5 744 2.7 3.6 225 225 211 1.69 1.69 1.65 30.2 30.2 28.4 7.5 7.5 7.8 15.9 15.9 15.5 

6 720 2.3 3.1 311 299 241 2.30 2.27 2.05 43.2 41.5 33.5 7.4 7.6 8.5 22.4 22.0 19.9 

7 744 3.5 4.7 424 396 304 3.20 3.11 2.78 57.0 53.2 40.9 7.5 7.9 9.1 30.1 29.3 26.1 

8 744 3.9 5.3 351 329 266 3.59 3.53 3.30 47.2 44.2 35.8 10.2 10.7 12.4 33.8 33.2 31.0 

9 720 2.8 3.9 237 214 174 2.46 2.39 2.22 32.9 29.7 24.2 10.4 11.2 12.8 24.0 23.2 21.6 

10 744 3.8 5.1 265 235 199 3.41 3.31 3.13 35.6 31.6 26.7 12.9 14.1 15.7 32.1 31.2 29.5 

11 720 6.3 8.7 339 306 256 5.96 5.86 5.60 47.1 42.5 35.6 17.6 19.1 21.9 58.0 56.9 54.4 

12 744 8.9 11.9 451 402 340 8.63 8.47 8.16 60.6 54.0 45.7 19.1 21.1 24.0 81.2 79.7 76.7 

Mean 730 4.9 6.7 338 310 257 4.57 4.48 4.24 46.3 42.4 35.3 12.8 13.8 15.6 44.0 43.1 40.8 

Table 2  Monthly, year mean operation rate, operating capacity and output (C 1-Case1, C 2-Case2, C 
3-Case3)

3.2 파력발전 가동률, 가용량, 발전량 
산출 

제주 서쪽해역에서 유의파고 0.0m~1.0m와 주
기 1.0sec~3.5sec의 출현율은  Fig. 3에서 약 
20.6%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위의 파랑이 Fig. 4의 파랑에너지 밀도 관점에
서 보면  약 1.2%를 차지한다. 이렇게 파랑의 출
현율은 높으나, 파랑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파랑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비효
율적이라 판단하여, 제주 서쪽 해역에서 파력발
전기의 운용 조건을 Case 1 Hs 1.0m, Tz 3.5sec, 
Case 2 Hs 1.0m, Tz 4.0sec, Case 3 Hs 1.0m, Tz 
4.5sec 이상의 파랑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발
전량 계산을 위하여 파력발전장치 효율을 입사 
파랑에너지의 20%, 파력발전장치의 폭을 35m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파력발전 가동률, 가용량 
그리고 발전량을 계산 하였다.

● 평균가용량(kW/m): 총용량 / 총 파랑 수
● 유효 파랑 수: 영점상향교차주기(Tz)와 유

의파고(Hs)의 범위 안에 포함된 파랑 수 (파고-
주기 결합분포표에서 계산) 

● 유효파랑 가용량(MW/m): 유효파랑 범위 안
에 포함된 파랑에너지의 합 (파랑에너지 결합분
포표에서 계산)

● 가동률(%):(유효파랑수/총파랑수)×100
● 유효 평균 가용량(kW/m): 유효파랑 가용량 

/ 유효 파랑 수
● 발전량(kW/m) : 유효평균가용량 × 가동률 

× 파력발전장치 효율(0.2)×파력발전장치의 폭
(35m)

Case 1, 2, 3의 파력발전기의 운용 조건에 따
른 파력발전 가동률, 가용량 그리고 발전량을 계
산한 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있다. Case 1의 경
우, 유효 파랑수는 월평균 338개, 월평균 유효파
랑 가용량과 가동률은 각각 4.6MW/m와 46.36%이
다. 그리고 유효평균가용량은 12.8kW/m, 발전량
은 44.0kW로 계산되었다. 

Case 2의 유효 파랑수, 가동률은 Case 1에 비
해 28개, 3.9% 줄어든 결과를 보이고, 이는 Case 
1에 비해 약 8.4% 감소된 값이다. 유효파랑 가용
량과 발전량은 Case 1 보다 약 2.0% 줄어든 
4.48MW/m, 43.1kW로 계산되었다. 유효 파랑수, 
가동률에 비하여 유효파랑 가용량과 발전량이 상
대적으로 적은 감소폭을 보인 이유는 파랑 출현
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파랑에너지 밀도가 낮은 
Tz 3.5sec~4.0sec 범위의 파랑을 유효파랑 범위
에서 제거한 결과로 생각된다.

Case 3의 유효 파랑수와 가동률은 Case 1에 
비해 81개, 11.0% 줄어든 결과를 보이고, 이는 
Case 1에 비해 23.9% 감소된 결과이다. 유효파랑 
가용량과 발전량은 각각 4.24MW/m, 40.8kW로 
Case 1 보다 약 7.2% 줄어든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리고 Case 3은 Case 2에 비해 유효 파랑수
와 가동률은 53개, 7.1% 줄어들었고, 이는 Case2
의 17.0% 감소된 값이고, 유효파랑 가용량과 발
전량은 Case2보다 5.3% 줄어든 값을 보인다. 이
렇게 Case 3이 Case 2 보다 훨씬 더 많은 감소폭
을 이 보이는 이유는 Fig.2과 3에서 볼 수 있듯이 
Tz 4.0sec~4.5sec 범위의 유효파랑수가 Tz 
3.5sec~4.0sec 범위의 유효파랑수 보다 약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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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 많고, 파랑에너지 밀도 역시 2.53배 많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서쪽 해역에
서 폭 넓은 주기 범위를 포함하는 Case 1의 파력
발전 운용조건으로 파력발전기 설계가 이루어진
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폭 넓은 주기 범위를 포함하는 
Case 1의 파력발전 운용조건으로 파력발전기 설
계가 어렵다면, 최소 Tz 4.0sec~4.5sec 범위의 
파랑은 유효파랑 범위에 반듯이 포함되어야 상대
적으로 높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장기 파랑산
출자료를 이용하여 제주 서쪽 해역에 대한  파고-
주기 결합분포표와 파랑에너지 결합분포표를 작
성하였다. 작성된 파고-주기 결합분포표를 이용
하여 파랑 조건에 따른 파력발전 가동률 및 가용
량 그리고 발전량의 변화를 고찰하여, 제주 서쪽 
해역의 파력발전장치 최적설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한국해양연구원의 장기파랑산출자료를 이
용하여 파고 0.5m, 주기 0.5초 구간으로 나누어 
작성된 파고-주기결합분포를 검토한 결과,  유의
파고(Hs)  0.5m~3.0m 범위에 포함된 파랑의 수는  
전체 파랑 수의 76.8%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0.5m~1.0m 범위에 포함된 파랑 출현율이  34.3%
로 가장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유의파
고(Hs) 1.0m~1.5m 범위의 파랑이 20.0%로 두 번
째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염점
상향교차주기(Tz) 3.5sec~7.0sec 범위에 포함된 
파랑의 수는 72.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서 
4.0sec~4.5sec 범위에 포함된 파랑 출현율이 
17.1%로 가장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4.5sec~5.0sec 범위에 포함된 파랑이 15.0%로 두 
번째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2) 파력발전기의 운용 조건을 Case1 Hs 
1.0m, Tz 3.5sec, Case2 Hs 1.0m, Tz 4.0sec, 
Case3 Hs 1.0m, Tz 4.5sec 이상의 파랑일 때의 세 
경우에 대하여, 파력발전장치 효율을 입사 파랑
에너지의 20%, 파력발전장치의 폭을 35m라 가정
하여 파력발전 가동률, 가용량 그리고 발전량을 
계산하였다. 제주도 서쪽 해역에서 폭 넓은 주기 
범위를 포함하는 Case 1의 파력발전 운용조건으
로 파력발전기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폭 
넓은 주기 범위를 포함하는 Case 1의 파력발전 운
용조건으로 파력발전기 설계가 어렵다면, 최소 
Tz 4.0sec~4.5sec 범위의 파랑은 유효파랑 범위
에 반듯이 포함되어야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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