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Visualization, Vol. 19, No. 1 (18∼27), 2021 

(Manuscript received : 2020.12.22./Revised : 2021.01.28./Accepted : 2021.03.04.) 

DOI:http://dx.doi.org/10.5407/jksv.2021.19.1.018

ISSN 1598-8430 Print

ISSN 2093-808X Online 

† Assistant Proferssor, Dept. of Mechan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E-mail: hojinha@kangwon.ac.kr

* Graduate Stud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Biohealth-machinery convergence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 Research Manager, Soleco Co., Hwasun, Korea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부유체 형상과 구성요소가
수력학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최지웅* · 이규한* · 김재운** · 허남욱** · 차용현** · 하호진*†

Effect of the floating body shape and other composition on the hydrodynamic 
safety of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Ji-Woong Choi*, Gyu-Han Lee*, Jae Un Kim**, Yong Hyun Cha**, Nam Wook Heo** and 
Hojin Ha*†

Abstract As the photo-voltaic (PV) industry grows, the floating PV has been suggested to resolve 
current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a lack of installation area. Currently, various floating PV 
systems have been developed, but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how the shape of the floating body 
and other compositions are affecting structural behavior. In this study, the behavior of the floating 
PV was investigated at the various length of mooring lines, stiffness of connecting hinges, and size 
of floating bodies. The shortest mooring lines with the distributed type floating PV showed the least 
force on the floating body and corresponding motion. A frictionless hinge is safer at the regular and 
low-height wave, while a stiff hinge is safer at irregular and high-height wave. In addition, due to 
the bi-axial distribution of the connecting hinge, 45° direction wave was found to be the most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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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 협정에서 우리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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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from Ministry of Trade

포함한 195개국이 신기후 체제 출범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한민국 정부는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7%에서 20%

까지 상향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

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Fig. 1에 나타냈다. 재생

에너지 3020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

지 약 31 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기존 

누적 설치량의 5.4배)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여의도 면적의 137배에 달하는 약 400 km2의 설

치면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면적의 태양광 발

전 시스템을 기존과 동일하게 육상에 설치할 경우 

설치면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에서는 상당 부분을 수상 태양광 발전으로 계획하

고 있으며 많게는 전체 신규설치량의 1/3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발전량으로 환산한다면 약 10

∼15 GW 규모의 신규설치가 예상된다(1∼3).

태양광은 화석연료와 달리 탄소 배출 없이 지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라 

불린다. 하지만 Fig. 2(a)에 해당하는 육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토지 비용이 저렴한 임

야나 농지 혹은 산 중턱에 주로 구축되는데, 이때 

산림벌채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친

환경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로 인해 부정적인 화제

에 올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의 의

존성이 큰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체하려면 규모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는 필연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에 유휴 수면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Fig. 2(b)와 같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며 개략도를 Fig. 2(c)에 나타냈다.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댐이나 하천 혹은 얕은 바다 등의 

유휴 수면을 설치면적으로 삼아서 구축되기 때문

Fig. 2. Kinds of PV system and conceptual 
diagram of floating PV system

에 앞서 언급한 산림벌채와 관련된 환경적 문제로

부터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유휴 수면을 사용함으

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4).

수자원 공사에 따르면 한민국 저수 면적의 약 

7%를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한다

고 가정할 때, 잠재적 발전량으로 약 5.5 GW를 기

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원전 5기에 해당

하는 발전량이다(5). 이러한 특징들로 보아, 수상 태

양광 발전 시스템은 국토가 협소하고 70% 이상이 

산지로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발

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같이 계류되어있고 

다중 부유체들이 서로 연결된 시스템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Fu와 Tajali가 진행한 다중 해상 부유체

에 관절 요소를 부착하여 연결 했을때의 거동 분

석(6∼7), Gao의 관절 요소뿐 아니라 부유체에 구조

적 장치를 추가해서 파력을 줄이는 목적의 연구가 

존재한다(8). 또한, Jin과 Pan은 계류삭의 배치방법

에 따른 거동을 분석했다(9∼10). 하지만 해당 연구

들은 부유체 형상, 계류 시스템, 관절 요소를 비롯

한 환경 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

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거동

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부유체, 계류 시스템, 관절 

요소 및 파도, 바람, 해류 등의 환경 조건에 따른 

수상 태양광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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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pe of floating PV according to the 
shape of floating body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 실증 단지가 구축되어있

는 여수의 앞바다에 해당하는 금오도와 먼바다에 

해당하는 거문도의 해양 데이터를 기상청의 기상

자료개방포털에서 추출하여 환경 조건으로 설정

했으며, Fig. 3에서 볼 수 있는 부유체를 단순화하

여 동적 운동 및 하중해석을 위한 해석 모델로 사

용했다. 계류 시스템의 경우 다점계류방식을 채택

하여 4개의 계류 연결지점에 1개의 계류삭을 배치

해서 총 4개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계류삭을 연

결했다. 이때, 계류삭의 길이를 조절하여 계류삭의 

길이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부유체 간의 연결을 위한 관절 요소로 힌지를 채

택했다. 회전 강성 값을 변수로 두어 무마찰 힌지 

결합조건부터 강체 결합조건이 되기까지 회전 강

성 값에 따라 부유체에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를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파도 주기의 규칙성에 한 

영향력과 방향성까지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 

조건을 연구했다.

2. 연구방법

2.1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조건설정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지탱하는 부

유체의 동적 운동 및 하중해석을 진행하고자 무게

가 800 kgf인 6.24 kW급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경우의 부유체를 직육

면체로 단순화하여 해석 모델로 사용했다. JAsolar 

사의 태양광 패널 JAM72D09의 종횡 길이와 국토

교통부 소속의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제공한 안

전계수를 고려하여 부유체의 개체당 투영면적과 

최  가용부력을 동일하게 적용했다(11). Fig. 3의 

(a)에 해당하는 Frame type의 경우 부력을 받는 면

적이 집중되어 있어 Fig. 4의 (c)와 같이 단순화하

Fig. 4. Each type of geometry for the simulation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employed rope

Property Value

Mass / unit length 12.6 kg/m

Equivalent Cross-section area 8.04 cm² 

Stiffness, EA 2.3 kN

Maximum tension 13.8 kN

였으며 Concentrated type으로 명명했다. Fig. 3의 

(b)에 해당하는 Pontoon type의 경우 부력을 받는 

면적이 넓게 펼쳐져 있어 Fig. 4의 (a)와 같이 단순

화하였으며 Distributed type으로 명명했다. 마지막

으로 부유체의 형상, 배치, 개수 측면에서 앞선 두 

가지 경우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Fig. 4의 (b)를 

Moderate type으로 명명했다.

Fig. 4의 Y축 선상에 놓인 부유체들을 한 Part로 

설정하여 색깔별로 구분했다. 각 Part를 X축을 따

라서 나열했으며 Y축을 폭 방향, Z축을 연직상 방

향으로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물과 맞닿는 면적과 

부유체의 개체 수가 반비례해서 부력 작용면적이 

넓은 Fig. 4의 (a) Distributed type 모델에서 (b), (c) 

모델로 갈수록 부유체가 물에 깊게 잠기는 양상을 

보였다.

계류 시스템의 경우 Fig. 5와 같이 다점계류방식

을 채택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체결된 계류삭 

길이에 따른 응답특성의 변화를 관찰했다. 4개의 

계류 연결지점에 각각 1개의 계류삭을 배치하여 

총 4개의 계류삭을 연결했다. 재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길이를 변수로 두어 18.2 m, 20 m 그

리고 30 m 총 세 가지 경우에 해서 해석을 진행

함으로 Fig. 5의 (a)와 같이 계류삭의 형상이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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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oring system according to the line length

Table 2. Analysis conditions 

Variables Value

Floating PV type
Concentrated, 

Moderate, 
Distributed

Rotational stiffness [N·m/deg] 0, 10, 102, 103, 104, 
105, 106

Length of mooring line [m] 18.2, 20, 30   

Angle of wave [deg] 0, 45, 90

인 경우와 Fig. 5의 (b), (c)와 같이 현수선인 경우 

부유체의 응답특성을 비교했다.

또한, 힌지를 부유체 간의 연결을 위한 관절 요

소로 채택했으며, 단위가 Nm/deg 인 회전 강성 값

을 변수로 두었다. 무마찰 힌지 결합을 의미하는 0 

Nm/deg에서, 회전 강성이 높아 회전이 힘든 강체

결합을 의미하는 1000000 Nm/deg까지 0, 101, 102, 

103, 104, 105, 106의 총 7가지 경우를 해석함으로써 

회전 강성 값에 따라서 부유체에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의 발생량을 검토했다 (Table 2).

2.2 해양 환경 조건설정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수심은 도메인 전체를 

평평하게 10 m로 설정했으며, 수상 태양광 발전사

업 실증 단지가 구축되어있는 여수의 해양 데이터

를 참고했다(12). 2019년 지난 한 해 여수의 6월부터 

8월까지의 데이터 중 채택한 정보를 기상청의 데

이터를 참고하여 Table 3에 나타냈다. 방향성 주기

의 규칙성을 고려한 최적 모델 개발하기 위해 0°, 

45°, 90°의 입사각과 규칙파, 불규칙파를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했다. 

Table 3. Adopted ocean wave conditions at Yeo-Su

Height Period 

Common wave #1 0.5 m  10..sec

Common wave #2 0.4 m 5..sec

The average wave 0.54 m 4.5 sec

The shortest wave 0.3 m 3.4 sec

The highest wave 2.7 m  Irregular

2.3 지배방정식 및 전산해석

ANSYS AQWA는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파도

의 형상에 따라 발생하는 파압에 한 해석을 진

행하는 Hydrodynamic diffraction과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부유체의 형상에 따른 구조적 특성, 

계류 및 관절 요소 등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

는 Hydrodynamic response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최종적으로 ANSYS-Mechanical을 이용하여 구한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힘

과 모멘트, 위치, 속도, 가속도를 도출해내며 흐름

도는 Fig. 6과 같다.

Fig. 6. Schematic diagram of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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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은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식 (1)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통해 수행되

며 이때 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 또

한, 경계조건은 해저면의 속도와 자유 수면의 압력 

값이 0이라는 두 가지 경계조건이 적용되며, 각각 

식 (3), (4)로 나타낸다(14).




                (1) 

     
 



         (2) 




  at   depth to the seabed    (3)








  at   free surface    (4)

Hydrodynamic response의 시간 응답에 관한 해석

은 Hydrodynamic diffraction 해석을 통해서 얻은 결

과를 토 로 식 (5)와 같은 시간 영역의 운동방정

식을 세워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 가속도, 힘, 모

멘트 등을 도출한다(15). 또한, 힌지로 연결된 부유

체 간의 움직임 및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는 식 (6)

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6) 

Fig. 4의 (a), (b), (c)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ANSYS-Hydrodynamic Mesh를 사용하여 격자를 생

성했다. 모든 모델에 Maximum element size와 

Defeature size를 각각 0.18 m, 0.05 m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Element quality의 최솟값을 0.84 이상으

로 적용하여 높은 신뢰도를 갖는 해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 앞서 그리드 수렴 테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격자에서 결과 값을 확인하였

다. 그리드 테스트 결과에서 Maximum element size 

0.8m, Defeaturing tolerance size 0.2 m를 갖는 가장 

성긴 격자가 적용된 경우와 Maximum element size 

0.1 m, Defeaturing tolerance size 0.01 m를 갖는 가

장 조밀한 격자가 적용된 경우 발생 압력 범위에 

3.2%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Maximum 

element size 0.18 m, Defeaturing tolerance size 

0.05m를 갖는 모델과 Maximum element size 0.1 m, 

Defeaturing tolerance size 0.01 m를 갖는 가장 조밀

한 격자가 적용된 경우 발생 압력 범위에 0.74% 차

이가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계류삭 길이에 따른 거동

무마찰 힌지 결합이 적용된 Distributed type의 

계류삭 길이에 따른 응답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Common wave #1, 2에 해당하는 파도가 칠 때 부유

체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분석했으며 이때 X, Z축

에 한 위치를 각각 Fig. 7의 (a), (b)에 나타냈다. 

Fig. 7. Floating body position of X, Z direction 
according to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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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삭은 외력에 의한 수상 구조물의 이동을 구

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정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 직선형의 18.2 m 계류삭이 체결된 경

우 부유체는 X축에 한 움직임을 0.1 m 안팎으로 

보이며 정위치에 계류되어있음을 Fig. 7 (a)에서 확

인할 수 있다. Z축에 한 움직임의 경우 무마찰 

힌지 결합조건으로 인해 부유체들이 회전하면서 

파도의 파봉과 파곡을 따라서 움직였다. 이때, 계

류삭이 체결된 Part 1, 4를 제외한 Part 2, 3만이 최

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Fig. 7 (b)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현수선 모양을 갖는 20 m, 30 m의 계류삭

이 체결된 경우 부유체들이 X축 방향으로 이동하

면서 현수선 모양의 계류삭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

이며 각각 약 8 m, 10 m 씩 표류하면서 정위치를 

크게 벗어났다. 

현재 연구에서는 제시한 계류삭의 길이의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최적값을 찾을 수 없지만, 그 사

이에 최적값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3.2 힌지의 회전 강성에 따른 거동
 

힌지의 회전 강성 값을 조절함으로써 무마찰 힌

지 결합부터 강체결합에 이르기까지 총 7가지 경

우의 힌지 모델을 Geometry 3가지 경우에 모두 적

용하여 The average wave와 The shortest wave가 칠 

때의 발생 힘과 모멘트를 비교했으며, 18.2 m의 계

류삭과 무마찰 힌지 결합으로 인해 부유체 간의 

회전이 자유로운 동시에 정위치에 계류되고, 투영

면적이 넓어 물에 가장 얕게 잠기는 Distributed 

type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시스템 전체에 발생하는 Z축 방향 힘은 무마찰 

힌지 결합이 적용됐을 때, 강체결합이 적용된 경우

에 비해 양의 방향으로 5597 N 덜 발생하고 음의 

방향으로 661 N 덜 발생하는 것을 Fig 8.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oment는 양의 방향으로 

913 Nm 덜 발생하지만, 음의 방향으로 

3792.3 Nm만큼 더 발생하는 것을 Fig 8. (b)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Z축 방향 힘의 발생량 차이는 

부유체의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었다. Z축에 한 

움직임의 경우 무마찰 힌지 결합조건으로 인해 부

유체들이 회전하면서 파도의 형상을 따라서 움직

Fig. 8. Z direction force and moment on the whole 
system according to the joint stiffness

였으며 이를 Fig 7. (b)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수면 아래로 잠기는 부유체의 흘수 값이 

줄어들면서 Z축으로 발생하는 수압 또한 줄어들

기 때문에 Z축 방향 힘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강성이 높은 힌지가 체결된 강체결합이 적용된 경

우 높은 강성 값에 의해 파도의 형상을 따라 회전

하지 않으면서 흘수 값을 줄이지 못해 무마찰 힌

지 결합이 적용된 경우보다 높은 외력이 발생했다

고 판단된다.

부유체는 힌지가 중앙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프

레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회전 강성 

값에 따라서 하나의 강체 혹은 서로 따로 움직일 

수도 있다. 회전 강성 값이 1,000,000 Nm/deg일 때 

하나의 강체처럼, 0 Nm/deg일 때 파도의 형상에 

따라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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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도 주기의 규칙성에 따른 거동

불규칙한 주기의 The highest wave가 칠 때, 힌지

의 회전 강성값을 조절하면서 부유체의 거동을 분

석한 결과 18.2 m의 계류삭과 강체결합 조건이 적

용된 경우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마찰 힌

지 결합이 적용된 경우 4개의 Part가 독립적으로 

회전하면서 서로 다른 위치에 무게중심점을 갖지

만, 강체결합이 적용된 경우 4개의 Part가 하나의 

강체와 같이 움직이면서 한 개의 무게중심점을 갖

는다. 이때 무마찰 힌지 결합이 적용된 경우 각 

Part의 회전 관성 모멘트와 강체결합이 적용된 경

우의 회전 관성 모멘트값을 Table 4에 나타냈다. 

무마찰 힌지 결합이 적용된 경우 낮은 회전 강성 

값에 의해 4개의 Part가 6 자유도 모든방향으로 동

요했지만, 강체결합이 적용된 경우 높은 회전 관성 

모멘트로 인해 4개의 Part가 강체처럼 움직이며 비

교적 안전한 거동을 보였다. 이때 강체결합이 적용

된 경우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의 값이 현저히 낮

음을 Fig. 9에 도시했다.

Table 4. Weight and moment of inertia 

Individual part Whole body

Weight [kgf] 200 800

Ixx [kg·m²] 710 2839

Iyy [kg·m²] 16 896

Izz [kg·m²] 723 3727

Fig. 9. Force and moment on the whole system 
according to the kinds of hinge

3.4 부유체 형상에 따른 거동

동일 환경 조건에서 Distributed type, Moderate 

type, Frame type 중에서 Distributed type이 가장 안

전하다고 나타났다. 

The average wave가 칠 때, 힌지의 회전 강성 값

에 따라서 부유체 유닛당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의 

범위를 Fig. 10과 같이 구분했으며, Distributed type

에서 힘과 모멘트의 발생 범위가 현저히 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rame type의 경우 800 kgf와 계류삭의 하중을 

부유체 4기에 해당하는 투영면적 상에 발생하는 

부력으로 지탱하지만, Distributed type은 동일 하중

을 16기에 해당하는 부유체의 투영면적 상에 발생

하는 부력으로 버티게 된다. 그래서 Frame type의 

경우 Distributed type보다 흘수 값이 크고, 정수압

을 받는 면적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Frame type에

서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

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Force and moment on a floating body 
according to the joint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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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파도의 입사각에 따른 거동

파고, 주기뿐 아니라 입사각에 따른 거동을 확

인하기 위해서 X축 방향인 0°를 비롯해 45°, 90°  

총 세 가지 방향에 한 해석을 진행했으며, 45° 

입사파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해석은 The 

average wave를 환경 조건으로 설정했으며 6 자유

도에 한 거동을 응답진폭함수(RAO)로 나타냈

고, 이를 Fig. 11 에 도시했다. (a), (b), (c)는 Surge, 

Sway, Heave에 해당하는 병진운동을 (d), (e), (f) 

Roll, Pitch, Yaw에 해당하는 회전운동에 한 거동

을 의미한다. 같은 조건에서 발생한 힘과 모멘트의 

범위를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0°, 90°진행파와 같이 입사각이 축 방향

Fig. 11. Motion on 6 DOF described with RAOs

Fig. 12. Force and moment on a floating body of 
the distributed type according to the wave 
direction

Fig. 13. Schematic of the hinge equipped floating 
bodies according to the wave direction

인 경우, 주 거동 방향이 뚜렷하게 정해진다. 하지

만 45° 진행파의 경우 6 자유도에서 모두 큰 움직

임을 보였다. 특히 Z축 회전 방향인 Yaw의 경우, 

0°, 90° 진행파에 한 부유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

었으나 입사각이 45° 일 때는 현저히 큰 움직임을 

보여줬다.

Fig. 13과 같이 힌지는 부유체들을 결합하며 연

결된 부유체 간의 회전이 가능하게 만들면서 종횡 

방향인 0°, 90° 입사파에 의해 발생하는 휨모멘트

의 집중을 예방했다. 하지만 종횡 방향이 아닌 45° 

사선 방향의 입사파에 의해 비틀림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큰 모멘트가 부유체에 발생하는 것을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NSYS AQWA를 사용하여 수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부유체 형상과 계류 시스템, 

관절 요소들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조사했다. 얇은 부유체를 넓게 펼쳐 부력을 고루 

분포시키는 Distributed type과 상 적으로 큰 부유

체를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부력을 집중시키는 

Concentrated type, 그리고 두 종류의 부유체 형상

과 배치의 측면에서 중간단계인 Moderate type 세 

종류에 한 해석을 진행했고 Distributed type이 가

장 안전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계류 시스템은 해저면의 고정 포인트와 부유체

까지의 최단거리인 18.2 m의 직선형 계류삭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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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경우 가장 안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점 계

류방식을 채택하여 네 개의 연결점에 계류삭을 한 

개씩 설치하였으며, 동일 재질의 계류삭 길이를 조

절하여 18.2 m, 20 m, 30 m 총 세 가지 경우에 해 

도출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힌지를 관절 요소로 채택하고 회전 강성

값을 변수로 두어 앞바다에서의 평균적인 파도와 

먼바다에서의 큰 파도가 칠 때의 거동에 관한 연

구를 진행했다. 평균적인 크기의 파도가 칠 때 무

마찰 힌지가 체결됐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와 반 로 큰 파도가 칠 때는 강성이 높은 힌지

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유체 간의 관절 요소로 힌지를 채

택한 경우 양방향으로 배치한 힌지에 의해 종횡 

방향이 아닌 입사각 45의 사선 방향으로 파도가 

칠 때 가장 취약한 거동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실제 실증 사업 단지에 구

축된 규모가 아닌 축소된 규모로 해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유체와 계류삭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Potential theory를 기

반으로 해석이 진행되는 ANSYS-AQWA의 특성상 

2nd order stokes wave에 관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Wave breaking과 같은 복잡한 해양파 역학과 관련

된 고찰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해류를 포함한 연구를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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