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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본 기술은 한국해양대학교 최형식 교수의 특허문헌으로 공지화한 “파력 발전 장치를 구비한 선박”
기술에 관한 것임

Background
□ 기존 선박의 추진장치 및 발전 장치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되며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선박은 점점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것임
□ 따라서 조력, 파력, 풍력과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로부터
선박의 추진력을 얻거나 선박에 설치된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고 그
중 해상에서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파력을
이용한 발전 장치를 선박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은 파력 발전 장치를 구비한 선박에 관한 것으로서, 파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선박 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파력 발전 장치를 구비한 선박에 관한
것임
□ 파도의 상하운동으로 인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고효율의 발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기상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
용을 종래보다 감소시켜 대기 및 해양 오염 물질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파력 발전 장치를 구
비한 선박을 제공함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도면 1

Fig. 2.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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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6-0019122(2016.02.18.) / 10-1774442(2017.08.29)
□ 명칭 : 파력 발전 장치를 구비한 선박
□ 패밀리특허

출원건수

US
-

JP
-

EP
-

WO
-

기타
-

합계

-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7), 독립항(1), 종속항(6) : 단일참조(6)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선박 본체;
상기 선박 본체에 대하여 상하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수직하게 배치되는 수직 샤프트 ;
상기 수직 샤프트의 하단부에 수평상으로 마련되되 전후방향으로 유선형태인 유체 저항판 ;
상기 수직 샤프트와 상기 선박 본체 사이에 마련되는 탄성체 ;
상기 수직 샤프트와 상기 선박 본체의 상대운동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부 ;
상기 수직 샤프트에 마련되되 그 중량이 가변되는 가변 중량체 ;
상기 선박 본체에 마련되어 상기 선박 본체의 상하요동 주기를 측정하는 요동 측정부 ;
상기 요동 측정부에서 측정된 선박 본체의 상하요동 주기에 따라 상기 가변 중량체의 중량을 가변
시키는 중량 가변 수단 ;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력 발전 장치를 구비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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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Business Trend
Business Trend
파력발전 시장 동향

□

IEA

산하 해양에너지시스템(Ocean

Energy

System, OES)은 2050년까지 전세계 해양에너지
발전 잠재량을 총 82,950Twh/년 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수온도차 발전에 이어 파력발전을
두 번째로 (29,500Twh/년) 언급하였음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파력과 조력 에너지 시장은 2014년 4억9,770만
달러 규모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3.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11억3,4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출처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2016)

본 자료는 공개 가능한 기술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술 문의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51-410-5216,5443 sh_tlo@kmou.ac.kr

